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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및 연구질문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조직률, 대표권, 내부 민주주의, 연
대성, 정책 및 조직역량 등의 측면에서 위기론을 양산하였다.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현실은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
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 이제 세계화와 기술
진보의 시대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어떤 방법과 경로
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및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방식 변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양적, 질적 방법
을 통해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공장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으로 대표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한국 사회
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술진보라
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정합성)을 모색하는 출발점
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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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0.1%가 하위 50%와 동일한 부를 차지하고 있다. 20 대 80 사회
에서 1 대 99 사회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는 0.1%의 사
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재분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치분배는 특정
한 정당이나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으로 인해
결핍된 사람들, 즉 80 혹은 99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분배는 가치분
배의 전제조건이다.
본 논문은 권력불평등에 주목하여 가치분배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정치의 함수관계를 잘 드러낸
다. 즉 제도는 정치적 관계의 흔적이며 정치는 제도를 주조한다. 제
솝(B. Jessop)의 전략적 선택성 개념은 권력관계가 응축된 제도는 누
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권력
자원이론은 정치적 관계의 핵심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임을 복지국가
의 형성과 관련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해소되어 왔다. 마셜(T. H. Marshall)이
언급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은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얻어진 권
리들이다. 특히 사회권은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물적
인 조건을 보장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불평등이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에 따라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권이 획득된 것이라고 주
장한다. 즉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조직된 힘인 조합원이 되고,
정치사회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 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때 본 논문은 작업장에서의 시민권을 노동권으로 표현한다. 즉 작
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보장한 것이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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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자료 : 유범상(2017b).

이처럼 본 논문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결사체
인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작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서의 시민
권을 획득하는 데 노동정치가 중요한 변수이다. 권력관계에 따라 기
본소득, 사회적 지분급여,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연대임금제 등 다양
한 권리의 목록들이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3. 자본주의와 노동정치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전면화함으로써 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
켜 왔다. 자본주의 정치는 불평등에 적응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전복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놓고 경쟁해 왔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비판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만든 결과라고 본 자유주의는 정치(국가)를 통한 불평등에
대한 인위적인 해소가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의존성
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덕성에 기반하여 낙수
효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소득분배를 권장한다. 정치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제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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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 가장 적극적이다.
시장은 불평등의 온상으로 공정한 분배기구도 아니다.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분배의 결과는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생
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적대적인 두 계급으
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는 노동자계급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
에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정치의 방향은 노
동자계급의 조직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극복, 즉 혁명을 통한 계급의
소멸을 향해야 한다.

자료 : 유범상(2017a).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의 불평등은 정치의 개입
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정치는 소득 이전의 정치, 즉 사회권을 중
심으로 하는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정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권력관계를 변형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정치는 지속적인 갈등과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
자들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고 정규직이 요원해졌다. 정치는 자본
주의를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적인 분배를
정치적 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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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민권은 사회권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베버리
지가 말한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등에 대해 복지국가를 통해
집합적 대응을 해 왔다. 복지국가의 성과물은 후퇴하고 있는 듯이 보
이지만 다른 한편, 연대임금제도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등 노동
정치에서 타협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에 대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권력관계의 함수라는 것이 본 논문의 입
장이다. 정치는 탈노동과 게으를 권리를 통해 노동해방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적응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동정치가 핵심적인 변수라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노동조합은 불
평등과 자본주의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에 적응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복할 것인지에 따라 정
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결사체로 바
라본다면 경제적(실리적) 노동조합주의 혹은 다원주의적 노동조합주
의가 될 것이다. 이때 노동조합 정치는 작업장 내에 집중한다.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등의 측면에서 기업주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목
표이다. 변혁적 노동조합 정치는 자본주의의 극복을 준비하는 장소
로 노동조합을 상정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실리추구를 벗어나
계급의식의 조직 등의 계급정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의 장소는 작업장이지만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가권력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조합 정치, 즉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정
치가 주도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정치의 주요 장
소는 작업장이지만 정치사회로까지 확장된다. 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는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권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물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사회권 획득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노동조
합 정치는 작업장에서뿐 아니라 정치사회에도 적극 개입한다. 작업
장의 노동조합정치는 노동자들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확보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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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정치사회의 노동조합정치
는 시민들의 자유권과 정치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정치는 사회적 연대에 적극적이다.

4. 한국의 노동조합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정치에 관한 논의에 이어
이 장에서는 한국 노동조합의 실재(reality)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의 노동조합’이라는 제목은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어떤 의제
를 중심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지향하면서 발휘되어 왔는가라는 질
문을 함축한 것이다. 이는 물론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가와도
맞물려 있다. Hyman(2000)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대안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 두 가지 근본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는 대표(representation)의 의제를 노동과 고용의 영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둘째
는 개인적인 지향에 주목할 것인지, 집단적 이해관계를 지향할 것인
지의 문제다. 고용과 노동 문제에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제한할 경우,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적자본이고,
집합적으로는 생산자이다. 노조가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대표의 의
제를 확장하고자 하면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원
에서는 소비자이고, 집합적 측면에서는 시민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생산자’(인 조
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중심의 대표활동을 해 왔던 한국의 노동조합
이 앞으로 공장의 경계를 넘어 시민으로까지 대표의 대상을 확장하
고, 대표의 내용도 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노동조합
을 조직률, 조직형태, 내부 구성의 변화, 파업 및 근로손실일수 등 통
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 낮은 조직률,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간의 불일치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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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상 측면에서 국민의식조사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노동조합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국
가 정책과 제도개선에서의 역할 등 한국의 노동정치 현황을 함께 분
석하였다.
먼저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2016년 말 현
재 10.3%를 기록하고 있다. 조직률의 하락 및 정체와 달리 조합원 수
는 꾸준히 늘어 2016년에 196만 7천 명으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합원 구성에서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제조업보다
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조합원 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새로
운 진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구도를 역전시킬
만큼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존 노동조합은 리더십은 물론
조합원 구성에서도 40～50대 고연령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주변부에
놓인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노동조합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조직형태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초기업단위 노조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2017)에서는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하지만 조직형태의 변화가 초기업단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의 성사, 노동조합의 주된 이해대변 주체의 확장성 등을 포
괄하고 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여전히 실질적인 임금․근로조건은
기업단위 현장(대각선)교섭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낮은 조직률과 노조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간의 불일치는 노동조합
의 대표권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직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노
동법에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을 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고
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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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종의 위협효과를 낳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 공급 측면에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좌절된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조직형태의 다
양성과 관계없이 교섭권을 기업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노동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이해대변 활동의 확장성을 저해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형태가 ‘낡은’ 제도에 갇혀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기 때
문에 단체교섭 구조의 프레임을 서둘러 재편할 필요가 있다.
파업 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룰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등락을 거듭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기점은 1997～98년 외
환위기 이후와 2002～03년, 2008～09년과 같이 주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파업건
수와 근로손실일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
동조합의 파업은 사업장 단위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996～97년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파업과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그 규모에서 압도적이라 할
만큼 위력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법 개정안 폐지, 성과연봉제 폐지라
는 성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정부 통계로 확인되는 쟁의행위는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실질 사용자의 교섭 참가 등을 요구하는 파업, 고공농
성, 단식 등 극한 방식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반공주의, 발전
주의 담론하에서 빨갱이 혹은 경제위기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노동조
합은 신자유주의 담론과 함께 노동귀족, 이기주의자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긴다 하여 이기주의자로 몰린 노동조합이 경
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면 정치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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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바 없다면서 비난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등 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해
왔다고 평가하였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85.5%)
가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국민들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
선에 대한 활동의 비중을 줄이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
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에 더욱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기
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기실 노동조합이 기업 안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만 해 온 것은 아니다. 여러 법제도적 제약 속에서 노동조합 운
동의 대표권 확장 속도가 더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노동조
합이 정부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과 제도개선 과정에 일정하게 역할
을 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세력으로서 노동조합 진영은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을 무
효로 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여 정
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추동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파트
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제할 대상은 명백히 아니라는 정도의 사회
적,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업단위로 분권화
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
직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양적 대표성을 조직화
를 통해 확대해나가는 한편 내용적인 대표성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합원인 근로자를 위한 시장임금 확보 투쟁에 주
력하기보다는 공장 안에서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임금 확대에
나서면서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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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
합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이 법은 1997년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법(｢노동조
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주로 ｢노동조합법｣에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주적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자유권’의 보유 주체를 ‘노동자’라고 규정
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기여에 관한 사항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자격 요건(결격 요건)
을 분리하여 본래적 의미의 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격을 구분하였고, 신고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바로 성립된 것
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동조
합’이란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계급적 단결에서 종업원 조직으
로의 전환, 노동조합의 규범화 등이 진행되어 오면서, 현재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
우에 있어서 성립되는 법적 결사체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리고 이 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
으면서 사용자단체의 파트너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단
체의 파트너, 노동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것
은 아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단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관계발전법이 있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동단체’는 사회
적 파트너로서 정책의 결정 및 사회적 합의파트너 및 실천의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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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목적에서의 ‘노동단체’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제1조 : 근
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자로서 민주노
총과 한국노총과 같이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동조합 총연맹’ 또는 ‘전국규
모의 노동조합 대표자’라는 표현 대신에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이란 표현을 회피하는
듯하다.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만큼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
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사실적 조직형태를 규범적
으로 포섭하는 데 인색하다.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아
직까지 법적으로 예외이며, 사회적 협의주체와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은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중요할 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의
미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서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
선 요구는, 그 법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정당성의 원동력
을 점차 상실해 갈 수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노동조합 역할이 근로
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
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임과 동시에 1997년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합․제정되면서 지향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6. 한국의 노동조합 진단과 미래
이 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란 무엇인가”, “노동운동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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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
로 작성되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은 고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다. 노동조합은 동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주도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공간적으로 기업 내부에 갇혀 있는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실리주의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폐쇄구조
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축으로 삼아 기업 내부에 있는
조합원(주로 정규직)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의 역할
을 한정지었다. 그러나 낮은 조직률과 발목이 잡힌 노동권은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깨뜨리는가 하면 많은 노동자를 단체협약의 사각지
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노조는 ‘같은 지
역이나 지구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Webb &
Webb, 1920)의 연대가 아닌, ‘공장 안의 정규직 실리주의’를 드러내
는 장치일 뿐이다.
단체교섭은 저성장 체제가 고착되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는
물적 토대를 급속히 잃어 가고 있다. ‘고성장-고임금’은 이제 신화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노조가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기여한다
면 이는 연대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
실을 말한다. 노조가 엘리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약
자의 챔피언이 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두 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다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에서 보듯 노
조의 활동 중심을 기업 내부에서 기업 바깥으로 옮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노동조합 활동공간을 넓히는 일이다.
단체교섭을 뛰어넘는 노조활동으로는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들 수 있다. 전자가 기업 내부의 경영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노동자
의 참여라면 후자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참
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는 결국 ‘노동 있는 민주주의’
내지 경제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들 활동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
취가 아니라 권력의 공유(power-sharing)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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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이다. 경영참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의 도
입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
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노동이
사제를 넘어 사업장협의회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참여가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국가의 시민으로서
발언권(voice)을 줌으로써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라면, 사회
적 대화는 산업 민주주의를 기업을 넘어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장
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는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 여기
에는 무엇보다도 노조를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이면에서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엄격히 말
하면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노동탄압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사회적 대화도 전환을
맞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나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내세우며 ‘포용적 코포라티즘’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내보이고
있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을 포용하는 가운데 불평등을 해소
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삼는다.
노동운동의 재생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의 하나는 노동조합
이 사회운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노조가 추진하는
사회운동의 권력자원은 노조가 비노조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맺는 사회적 연대다. 이는 정당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
가보다 시민사회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정치활동과 구분된다. 사회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수단이 된다. 이뿐만 아
니라 노동조합은 직무의 정체성(job identity)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
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민영화 저
지나 언론 자유, 보편적인 의료지원(‘돈보다 생명을’)을 위한 투쟁 등
이 대표적이다. 사회운동은 순수한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
기도 한다. 여성, 생태, 환경, 인권, 평화, 통일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
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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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노동운동이 현실에 적응하고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바깥으로 넓히고 나아가 단체교
섭을 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물적 토대는
산별체제다. 산별체제란 산별교섭체제뿐 아니라 산별의 조직구조와
운영체제를 포함한다. 산업․업종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나
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영참여도 산별 조직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별체제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별체제란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삼아 산별교섭구조와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
적 대화, 그리고 기업 차원의 경영참여를 나란히 늘어놓은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 이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정치
적 기회구조가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의 인지 틀
(cognitive framing)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행위자들이 이를 기
회로 인식할 때만 기회가 될 수 있다(김동엽, 2016). 노동운동이 열
린 정치적 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
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회(opportunities)란 기
회(chances)와 리스크(risk)를 동시에 내포하는 집단행위의 선택가능
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은 여전히 기로(crossroads)에 놓
여 있다.

7. 결 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서 사적 소유의 전면화로 심화되어 온 불평등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노동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 해소
를 위해서는 가치가 재분배되어야 하고, 가치분배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권력의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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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 단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
니라 권력의 공유, 권력의 배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추후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진보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
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은 노동정치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에 새로
운 과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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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
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조직률, 대표권, 내부 민주주의, 연대성, 정책
및 조직역량 등의 측면에서 위기론을 양산하였다.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현실은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사회적 측면에
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에 대
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산업
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 이제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시대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및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방식 변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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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공장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으
로 대표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
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정합
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

제2절 문헌 검토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는 Freeman & Medoff(1984)의 대표
적인 저작 ‘What Do Unions Do?’(이하 WDUD)가 있다. 노동조합이 갖
고 있는 양면성(two faces of trade unionism)을 미국 노동조합 운동 사례
를 통해 분석해 내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이 집단적인 이해대변
(collective voice)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독점(monopoly face)이라는 역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경우, 순기능이 역기
능보다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노동조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와 사
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또 다른
저작은 같은 제목으로 1984년 이후 20년의 사례를 분석한 Bennett &
Kaufman(2007)이 있는데, WDUD(1984)를 재평가하고 이후 20여년 동안
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
조합의 양면성이 각각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부정적이라 평가되었던) 독점효과가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라 평가되었
던) 목소리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면성만이 아니라 그 양
면성의 각각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즉 네 가지 측면(four faces of trade
unionism)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WDUD(1984) 이후
20여 년 동안 노동조합의 긍정적 효과는 축소된 반면 부정적 효과가 확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WDUD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인용되고 있지만, 노동조합
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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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노동조합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다수 있는데, 대부분 노동조합
이 특정 이슈에 미치는 효과/영향, 예를 들어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및 고
용에 미친 영향(이병훈․홍석범, 2010; 이시균, 2008), 임금(격차)에 미치
는 효과(황덕순, 2005; 조동훈, 2008),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고영우․
남준우, 2013), 재해빈도에 대한 효과(김우영․권현지, 2016) 등으로 세분
화되어 있다. 이들 논문은 주로 양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숫자
로 확인되지 않는 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노조의 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는 않고, 다만 최근 문헌들에서는 노조의 부정적 효과, 노조도구성 인식
상승 등에 대한 논의가 다수 발견된다. 노용진(2016)은 노동조합의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부정적이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광업․제조업
분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경준 외(2013)는 기업 규모별로 노조 효
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노
조가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30인 이상 사업체들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지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임금
을 2.1～12.1%가량 상승시킨다고 분석하였지만, 이들 사업체의 고용규모
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1).
하지만 본 연구의 관심은 단지 노동조합의 효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
재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비단 조직률 감소(혹은 정체), 대표권의 위기(불
안정 노동층 포괄성 및 임금․단체협약 확장성 등의 측면에서)를 넘어 노
동조합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정치 측면에서는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지
‘그들(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아닌
자들’의, 나아가 국민경제적 이익을 방해하는 집단이라는 낙인효과를 낳

1) 이 연구에서는 자신들의 추정결과를 노조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
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지만,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잘 대표되기 위해서 노사협
의회 대신 종업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종업원위원회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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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론정치가 일정하게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
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노동조합은 이기주의 집단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자 연구 질문이다.

제3절 연구의 내용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및 노동조합 운동)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노동조합 운동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
하면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본래적 가치, 즉 ‘헌법상 노동3권 보
장’의 기원과 가치, 철학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지배담론
하에서 변형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자주적인 결사체이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담론정치의 효과는 단결하고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 행사를 제어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그들만의 리그’로
고립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노동3권 행사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제도적 장
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는 다시 행위자(노동조합)의
반작용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로 작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목표와 정체성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과제는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개혁(내지 변혁)하는 데 있었
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공세, 이에 따른 노조
조직률의 저하와 노동조합의 발언권 약화라는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의
과제는 전통적인 조직원 보호나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과 더 나아가 국민대중 전체의 생활안정을 지키면
서 보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보다 폭넓은 과제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이념과 목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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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거 시대에 적합했던 이념적 틀에 묶여 노동
조합의 이념과 목표를 평가하는 것 역시 자칫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배규식 외, 2008).
또한 정이환․이주호(2017)의 지적처럼, 노동조합 운동 정체성과 이념
적 지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또한 정체성과 정책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노동조합
은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조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점에 따
라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증대시키는 기구이기도 하고(class
지향), 사회통합의 한 주체(society 지향)이기도 하다. 혹은 그 사이(in
between)에 있기도 한다. 윤진호(2007)는 노동조합 운동의 이념을 경제적
(실리적), 정치적(혁명적), 사회적 조합주의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
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일부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
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유형근(2017)의 분석
결과,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반노조주의 성향 간에 강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데서 확인되듯이, 시민적 참여의 경험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인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권력불평등에 주목하여 가치분
배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주목하면서 불평등이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에
따라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권이 획득된 것이라 주장한다. 즉 작
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보장한 것을 노동권으로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노동
정치의 다양한 경로를 소개하면서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서 노
동조합 정치를 논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자’(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중심의 대표활동을 해 왔던 한국의 노동조합이 앞으로 공장의 경계를 넘
어 시민으로까지 대표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표의 내용도 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한국
의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조직률, 내부 구성의 변화, 조직형태, 노동조합과
노동정치의 영역에서 분석한다. 노동조합은 법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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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선법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법은 또한 노동조합의 자격과 역할, 기
능 등을 규정한다.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논의한다. 제6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활
동영역을 기업 바깥으로 넓히고 나아가 단체교섭을 넘어 경영참여와 사
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이를 위한 물적 토대는 산별체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제7장에
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노동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추후 논의
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제2장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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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석틀

제1절 불평등과 가치 분배

1. 불평등
세상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는 피케티가 말했듯
이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축적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
을 보여줬다.2) 특히 가치를 증식하는 자본이 점차 독점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상위 0.1%가 하위 50%와 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WID.
world, 2017).
불평등은 한국에서도 예외적이지 않다. 2017년 현재 한국의 토지소유
현황은 1%의 사람이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의 사람이
97.6%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 중 상위 20%가 2.4%의 토지를 소
유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국토교통부 통계누

2) 피케티는 오늘날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격차를
빠르게 벌려 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이 미약하고 자본수익률이 높을 때
부의 축적 및 집중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양극화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틀
림없이 장기적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에 대해 주된 위협이 된다(Piketty, 201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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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본에서 부가 형성된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상위 10%의 사람들 외
엔 돈을 축적하기가 힘들다. 나머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임금노동을 해
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노동소득이다.
임금노동과 관련하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적인 임금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하층이 아니라 상층
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2012∼13년 취업
결과는 충격적인데, 518명 전원을 부정청탁으로 채용했다.3) 대학 교수가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위해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다든지, 대기
업 취업에서 자신의 자녀를 면접한다든지 등을 통해 직업도 되물림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 12. 10). 즉 대기업 정규직은 하층이 아니라 상층에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 사회는 거의 세습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 속에서 부
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리고 그 대학의 졸업증서는 아마도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개 재능과 강력한 노동윤리만으로는 성공을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기존의 어떤 관계망에서 비롯된 대대적
인 지원을 받아 왔다.”(Perelman, 2014: 378～379)

이런 맥락에서 웰시는 “1%의 사람들이 점점 더 자본 소유라는 측면과
고소득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라는 측면 양쪽을 통해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Welsh, 2017: 237).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부모를 두는 것이 (또는 집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Welsh, 2017: 237)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노동소득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
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페럴먼은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가’라는 질문을 책 제목으로 삼았다. 그의 대답은 ‘보이지 않는 수갑’이다.
불평등이 원인인데, 개인의 노력의 부재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수갑

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
상 소송제기｣,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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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찬 사람들은 무능력과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Perelman, 2014).

2. 불평등은 누구에게 해로운가
불평등은 해로운가?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
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낙수효과에 의
해 조정될 것으로 믿는다. 소득이전을 통해 강제적으로 균형을 찾으려 한
다면 복지병에 걸린다고 비판한다. 즉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
람들에게 사회복지가 주어지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은 자연
스럽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자신과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겨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열정
과 노력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했다(Smith, 1992). 따라서 개인으로 보면
불평등은 해로울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보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이다.
불평등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주장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제기되어 왔
다. 불평등은 인간을 생존에 허덕이는 경제적 동물로 만든다고 본다. 즐
겁지 않은 노동을 해야 하고,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물
건을 가진 타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과 상품으로부터
소외된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임금노예가 된다. 마르크스는 한쪽 계급
이 다른 쪽 계급을 착취하는 가운데서는 자본주의의 인간관계는 계급관
계라고 주장한다(Marx, 2005).
두 논의에서 공통점은 불평등이 한쪽 계급에게는 분명히 해롭다는 것
이다. 절대적 소득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재난, 저
출산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강불평등과 재
난불평등은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불행의 요인이다. 머터는 “광풍은 부자
의 요트에 바람을 불어넣지만 가난한 자의 부실한 탈것은 가라앉게 만든
다”면서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부자들과
빈곤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 대처와 피해를 입었는지를 분석한다(Mutter,
2016: 269). 이것은 톰슨이 인용했던 1839년 런던 상황을 묘사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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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계급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를 넓히고 … 배수시설과 하수시
설을 확장하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 체계적인 노력이 대규모로 행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그 어떤 일도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Thompson, 2000: 445)

머터는 자본가가 카트리나 재난 직후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
아 오히려 더 부유해진 현상을 증언한다(Mutter, 2016: 269).4) 이처럼 건
강불평등뿐만 아니라 재난불평등은 실재한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도 주목해야 한다. 선진
국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는 부자 나라가 아니라 평등한 나라(Wilkinson,
2004: 16)인데, 미국이나 신자유주의를 전면으로 도입한 대처 이후의 영
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빈곤층은 그 사회의 부유층보다 연간사망률이 2배에서 높게는 4
배 높다. … 지난 50년 동안 영국처럼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건강불평등의 격차가 더 커진 원인은 무엇일까 … 절대적 소득수준보
다 상대적 소득수준이 훨씬 큰 연관성을 가진다.”(Wilkinson, 2004: 15)

불평등은 상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난이 된다. 그런데도 불평등은 정
당한가?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불평등이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제시한다.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 누구든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사다리는 부러졌다는 것이 피케티를 비
롯한 사회과학자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계층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러
진 사다리의 저자 페인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
4) “카트리나가 발생한 지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도 FEMA(미국연방재난관리청) 트
레일러가 한 대도 없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와 식수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떤 곳을 재건할지 결정할 때 계층과 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스트오버에서는 나무를 켜는 톱과 못 박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
만 로어 나인스 워드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 주택 보유자에게 재건 지원
의 초점을 맞춘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는 저소득 임차인들이 뉴올리언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거의 하나도 하지 않았다.”(Bartels, 2012: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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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행기를 탈 때, 일등석을 경유해서 타는 승객과 그렇지 않고 이코노
미 좌석으로 가는 승객 간에 난동을 부리는 확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불평등은 이코노미 승객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일등석의 승객은 어떨까? 그는 승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즉 “불평등이 심한 상황은 성
공한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기도 한다”(Payne, 2017: 255). 잘 익지 않은
라면을 가져왔다고 화를 낸 ‘라면상무’나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행기
를 뜨지 못하게 한 ‘땅콩회항 사건’에서 보듯이 부자는 함부로 행동한다.
이처럼 불평등은 모두를 괴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다음 자본주의는 위험해진다. 사회응집력
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체의 적대세력을 만들기 때문이
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운동 등 불평등에 대한 저
항은 언제든지 체제전복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은 그동안 생
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재분배는 성장
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이끌기도 한다. 즉 평등과 성장
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Wilkinson, 2004: 19).

3. 불평등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불평등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것의 원리는 간단하다. 불평등을 만드
는 원천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폴라니는 시장이 인류에게 있어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시장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데, 특히 상품화해서는 안 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
다. 즉 인간, 자연, 화폐를 노동력, 지대로 상품화시키고 교환의 매개물이
었던 화폐도 사고팔게 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
런 점에서 시장은 ‘악마의 맷돌’로 비판받는다. 즉 본래 어느 하나로 환원
될 수 없는 총체적인 인간은 자기조정적 시장체제하에 경제적 동물에 불
과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폴라니의 대안은 시장의 민주적 통제, 즉 ‘사회 속에 묻어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시장은 사회 속에 있었는데, 사회를 지

12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관리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Polanyi, 2009).
폴라니의 주장은 사회가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이
사회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힘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빈곤, 재난, 건강 등 모든 것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폴라니에 따르면
사회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는 불평등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형성에 노력하고, 더 나아가 불평등에 맞
서는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경제의 물결이 얼마나 높아지든 우리는 제방 뒤에서 재난이 우리를 집어
삼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제방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장 빨리 다가오는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부자들이
고지대로 도망갈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할 수 있다.”(Bartels, 2012: 425)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적응하거나, 극복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정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수
정하는 정치에 초점을 맞출 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소
득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둘째, 상위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하위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로 소득이전이 가능한 정치이어야 한다. 즉 소득이전이 자본주
의의 불평등을 수정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때 사회권이 권리로서 보
장되는 정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소
득이전의 정치가 되려면 결핍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수적이라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은 불평등은 사회를 통한 시장의 통제, 즉 정치를 통해 변화가 가
능하다는 입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정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
동권과 사회권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는 것
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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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자원

피케티는 경제현상은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고 정치적 태도는 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만든 합작품이
다.”(Piketty, 2014: 32)

이것은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논지와 일치한다. 즉 제도는
정치를 통해 형성되고 일단 형성된 제도는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Thelen and Steinmo, 1992: 18; Jorgensen, 2002: 18). 이런 점에서 제도
는 세력관계가 응집된 것이고 정치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제솝은 이것을
전략관계적 변증법으로 설명한다(Jessop, 1990). 제도는 특정한 세력관계
를 담고 있고 이 특정한 세력관계는 그 자체 내에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
다. 다시 말해 세력관계의 힘의 벡터가 담긴 제도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선택,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을 한다. 이런 점
에서 제도는 늘 중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제도는 항상 동일한 세력의 지지물인가? 역사적 제도주의나
전략관계적 접근법은 제도는 정치를 형성하고 역으로 정치는 제도를 변
형한다(Koelble, 1995: 238). 따라서 제도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세력관계를 봐야 한다. 권력자원이론은 계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
고 말한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이 핵심적인 변수이며, 복지국가는 이런
노동계급 변수가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힘과 자본의 경제적 힘 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복지국가의 확대는 강한 노동계급의 힘의 표현이다.”(Pi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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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3)

노동계급은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힘으로 조직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노동조합과 제도정치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언제 정치는 제도적
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정치가 가장 중요함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필요한 정책변화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사회적 사치품을 제공할 여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이루어진다.”(Wilkinson, 2004: 293～29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자각이 현실적인 힘으로 조직될 때 제도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은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즉 정치는 특
정 권력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념이 세상에 대한 체계화된 일관된 생각이라면, 권력은 이러한 이념을 구
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념은 권력을 통해 정책
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정책의 이면에는 이념과 권력이 존재
한다(유범상, 2010: 233～256).
이처럼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불평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치분배
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솝(B. Jessop)의
전략적 선택성 개념은 제도와 정치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면, 권력자원이
론은 정치적 관계의 핵심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임을 복지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노동자계급의 정
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해소되어 왔다.
마셜(T. H. Marshall)이 언급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은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얻어진 권리들이다. 특히 사회권은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가능
하게 하는 물적인 조건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 논의를 잘 드
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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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정치의 분석틀

1. 불평등의 장소 : 공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력을 판
매해야 살 수 있는데, 노동력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노동자는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
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임금노예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예소유자가 노동자를 사는 것은 그가 말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가 노예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자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데, 이 잃어
버린 자본은 노예시장에서의 새로운 지출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
다”(Marx, 1989: 340∼341)면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조지아 주의 논이나 미시시피 주의 늪지가 인간의 육체에 아무리 치명적
인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경작이 요구하는 인간생명의 낭
비는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의 풍부한 흑인 사육장에서 보충을 받지 못
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 노예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그와는 반대로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왜냐하
면 노예를 외국의 흑인 사육장에서 수입하여 보충할 수 있게 되자, 노예의
생명의 길이는 그의 생존 중의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노예수입국에서 노예관리의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내
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타산이라는
것이다. 1년간의 이윤이 농장에 투하된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
은 열대지방의 경작에서는, 흑인의 생명은 매우 무자비하게 희생당하고 있
다.” (Marx, 1989: 340～341)

이 일화를 소개한 다음 마르크스는 “노예무역을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읽고, 켄터키나 버지니아를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의 농업
지방과 아일랜드로, 또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 읽어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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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1989: 340～341). 이처럼 노동자들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공장에 나간다: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은 일터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른 조화로운 조정과
배치된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수갑’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눈을 멀게 한
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옥죄고 그들의 삶의 질을 떨
어뜨리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한다.”(Perelman, 2014: 9～10)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에서 늘 불평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정치는 이 운명을 바꾸어 준다. 불
평등은 권력관계의 변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불평등의 변형 : 권력
한쪽에는 먹을 것이 넘쳐 흐르는데, 다른 쪽에서는 영양결핍으로 죽어
가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평등은 왜 발생하는가? 자원의
배분, 특히 권력자원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자본주의의 시장에서의 불
평등은 사회, 즉 정치가 막아야 하는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가치분배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이다: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한다.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만든 합작품이
다.”(Piketty, 2014: 32)

불평등의 현장이 공장일 때 기본적인 행위자는 노동자와 고용주이다.
그런데 개별 노동자는 고용주와 권력불평등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노동
자‘들’과 고용주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란 집합
적인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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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고용인(혹은 고용주)이 계약관계를 맺을 때 불균형적인 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이익을 도모한다:
“노동자는, 그들 중 소수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들의 계급에서 도피하는 것
을 돕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그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결한다.”(Webb and Webb, 2018a: 315)

웹 부부는 노동조합운동이 “경제적 및 사회적 상태는 의미 있는 인간
의 간섭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Webb and Webb, 2018a: 329):
“노동조합 운동가는, 산업의 총생산물이 재산소유자, 정신노동자, 육체노
동자 계급 사이에서 각각 분배되는 비율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적절한 행동이 취해진다면, 그것이 어느 계급이나 다른 계급에 유리
하도록 유효하고 영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Webb and
Webb, 2018a: 330)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역
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결
단을 행해 왔다:
“단결의 자유, 노동조합 기금에 대한 보호 및 파업의 자유는 정치적 투쟁
없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 정치적 투쟁에서 노동조합 운동가는 입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 법률제정의 방법과 관련하
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하원에서 영국적인 세력을 얻을 필요를 비
로소 발견한다. 매년 노동자의 어떤 부문은 공장이나 광산, 철도나 해운에
관한 법률의 수정 형식으로 새로운 규제를 법률로 만들 것을 요구한
다.”(Webb and Webb, 2018a: 304∼305)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공장에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했다. 이 과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 더 나아가 합법적인 파
업권을 갖기 위해 법적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거권 획득과
더불어 국가 수준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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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마르크스의 언급처럼 개
인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호명되고, 그 관계가 패턴화되면 구조와 제도
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풀란차스와 제솝은 국가가 ‘세력관계의 응축’ 혹
은 ‘형태결정된 사회적 관계’라고 보았다(Poulantzas, 1978; Jessop, 1990).
그런데 정치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정한
지향을 갖고 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제
도형성을 위한 경쟁을 벌인다. 따라서 개인(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정체성(이념), 이 정체성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도면, 그
리고 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한 태도이다.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인
가, 즉 개인들의 경쟁인가 계급 간의 착취구조인가. 이것을 그대로 둬도
되는가, 수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응해야 하는가. 이에 따라 이념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아래의 분석틀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나는 공장과 정치사회의 두 영역에서 존재한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로 존재하지만 노동자는 조직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
다.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에서 나는 소비자나 국민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
만,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림 2-1] 사회권, 노동권과 시민권

자료 : 유범상(2017b),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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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내가 작업장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때 반대급부로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가와 정치사
회에서 시민이 될 때 시민권(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얻는다.
한편, [그림 2-2]에서 보듯이 내가 개별적인 노동자 혹은 근로자로 규
정되면, 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별적인 근로관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
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되었을 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혹은 단체행동
권을 가질 수 있지만, 개인으로 남으면 개별적인 권리만을 갖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영역으로 구분하면 공장과 정치사회에서
활동한다. 공장에서는 조합원을 모아 노동권을 확보하려 한다면, 정치사
회에서는 정당을 지렛대로 사회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어떤 이념적 지향
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
라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타자(자본과 권력)로
부터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타협에 끊임없이 나선다. 그 과정에서
조직은 물론 조직의 구성원의 보상(가치인정과 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
더 나아가 국가와 정치사회에서도 자유권과 사회권, 시민권을 가진 시
민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의 시혜의 대상이나 소비자로 존재한다면, 개별
적인 혜택에 국한될 것이다.
이 글은 시민권을 마셜의 주장에 따라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보
고, 시민권이 자유권과 정치권만으로 주어졌을 때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
[그림 2-2] 근로자와 소비자의 권리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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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글은 시민권 중에서 사회권의 눈으로 본 인권
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은 작업장에선 특별히 노동권으로 표현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권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과 같은 내용을 갖는 것으
로 본다. 특히 이 글은 노동권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노동권은 주로 공장에서의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정치사회에서 법적․제
도적 보장 없이 노동권을 얻기 힘들다. 특히 시민권 없이 노동권은 가능
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두 권리를 상호연관성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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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본주의와 불평등

봉건제는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일하는 사람(농노 또는 농민), 싸우는
사람(귀족 또는 영주), 기도하는 사람(성직자)이다. 이 중 지배계급은 귀
족과 성직자였다. 이들은 당시 지배의 핵심 수단인 토지를 갖고 있었다.
군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인 영지는 생산의 장소이자 권위와 권력의 원
천이었다. 귀족은 물론이고 교회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지를 획득하고
있었다. 특히 교회는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영지
의 1/3, 심지어 1/2까지 소유하고 있었다(Huberman, 2000: 16).5)
한편, 지배계급에 예속되어 있었던 피지배계급인 농노는 귀족으로부터
영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배계층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의
무를 다했다. 하지만 지배계층에 대한 부양과 낮은 생산력 등으로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다. 영주는 농민이 영주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고
5) 농노와 영주의 관계에서 특히 교회는 방대한 봉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
치와 진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교회는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 “교회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종교 활동에 관한 옳고 그름
의 기준은 인간의 사회활동에 관한 옳고 그름의 기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더
욱 중요하게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옳고 그름의 기준과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옳고 그름에 관한 교회의 규범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됐다”(Huberman, 20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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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에게 직영지의 가축과 농노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Huberman,
2000: 21～22).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노는 어떻게 그 장구한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물론 토지와 권력을 쥔 지배계급의 토지소유와 군대 등의 물리
력에서 찾을 수 있다. 봉건제는 토지의 소유(점유)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
회이다. 그런데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즉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다. 농노는 토지를 할당받는 대가로 부양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
것을 매매할 수는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에 이익 관념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즉 중세
에 이자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교회는 이자
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리대금이고, 고리대금은 죄라고 말했다”
(Huberman, 2000: 56):
“상업이 소규모였고 이윤을 위해 돈을 투자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봉건 사
회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자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부자가 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자 했을 것
이다. …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세의 관념이었다. 선량한 기독교인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도왔다.”(Huberman, 2000: 57)

이처럼 이 당시에는 이익관념은 금기시되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항상 이익욕을 비난했다. 성경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태복음 5장 3절)라는 구절은 지상에서 욕심
을 부리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이용
되었다: “중세에는 자신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
으는 것도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다. 성서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부자
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
(Huberman, 2000: 58)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존재했었을까. 물론 시장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하지만, 매우 취약했다. 봉건주의하에서 “시장체제가 배분하는 생산의 기
본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Heilbr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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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4). 토지는 매매할 수 없었고, 노동은 판매되지 않았으며,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세에는 토지와 노동
과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없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적
수준의 명령과 관습으로 움직였다”(Heilbroner, 2008: 34～36):
“우리 시대 이전에는 시장이 경제생활에서 부속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는 사회체제에 흡수되어 있으며, 시장형태가 현
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를 주도하는 행위 원리에 맞추어져 있었다.
물물교역이나 교환이라는 원리는 시장형태의 기초를 이루지만 결코 시장
외의 형태를 없애 가면서까지 팽창하지는 않았다.”(Polanyi, 2009: 237)

이처럼 봉건제의 경제생활은 자급자족의 필요에 의해 농민의 가내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필요한 것은 모두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처럼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화폐나 경제적 유통
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학의 부재는 필연적이다: “장원과 교회
및 도시의 법률과 평생토록 변함없는 관습 속에 세계에 대한 모든 설명이
있는데 누가 수요공급이나 비용이나 가치라는 추상법칙을 찾아 헤매겠는
가? 애덤 스미스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위대한 도덕철학자가 되었을 뿐,
결코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Heilbroner, 2008: 36～
37).
이처럼 봉건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판이했다. 봉건제
사회는 각자의 맡은 직무, 즉 생산하고 지키고 기도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상호의무와 봉사체계의 사회6)였다. 근대적 의미의 시장은 존재
하지 않았고 이윤과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6) 이것은 귀족과 군주 간에도 적용되었다. 봉신이 토지[봉토]와 보호를 받는 대가로
자신의 주군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했다: 충성, 각종 세금, 축하금, 축하연의
비용 등(Huberman,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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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와 이기심의 정치경제학
자본주의가 바꾼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 윤리에 의해 떠받쳐진 이기심
과 이윤에 대한 봉건제의 기본관념이 크게 흔들렸다. 자본주의는 이기심
과 이자가 예찬되면서 이 개념들이 인간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것을
정당화한 것이 오히려 기독교였다. 교회법이 다음과 같이 변형되기 시작
했다:
“상인은 은행가에게서 빌린 돈을, 그 돈을 모조리 잃을 수도 있는 상업적
모험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상인이 은행가에게서 빌린 돈뿐 아니라 은
행가가 감수한 위험의 대가로 약간의 돈을 더 돌려주는 것은 대단히 공정
한 일이라고 이제 교회는 말했다.”(Huberman, 2000: 61)

베버(Weber)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가 정신에서 프로테스탄
트의 근면성실의 자본주의 직업윤리를 찬양했다(Weber, 2006). 이처럼
교회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옹호
했다. 정당하게 돈을 번다면, 그것이 곧 신의 축복의 증표라고 선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익을 갈구한다.’ ‘이익과 맞서
서 통용되는 법은 없다.’ ‘이익은 상거래 활동의 핵심이다’”(Heilbroner,
2008: 45)라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예찬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생존의 문제는 관습이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
하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인간들
을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뿐이었다. …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가
되는 이익개념은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어서 사람들은 곧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영원하고 보편적인 부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
다.”(Heilbroner, 2008: 46～47)

이런 자본주의 관념은 구질서와 판이한 것이었다. 새로운 관념을 정당
화한 선구자는 고전 경제학자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양질의 값
싼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설파했
다. 푸줏간 주인과 빵집 사장이 양질의 값싼 고기와 빵을 파는 이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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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해 경쟁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
해서가 아니다(Smith, 1992).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양질의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국
부를 증대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의 이기심이 시장을 경유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살찌운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첫째, 시장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시
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율기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미스는 시장기구 속에서 사회의 질서정연한 물품 공급을 위한 자율체
계를 발견한 것이다.”(Heilbroner, 2008: 74)
이처럼 자본주의는, 둘째, 모든 것을 상품화했다. 시장에 내다팔아야만,
즉 상품이 되어야만 이윤을 얻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는 하나의 이기적
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그 본질상 이 상품화의 경향에
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속에는 만물의 상품화를
향한 집요한 추세가 들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는 것이다(Wallerstein, 1993: 16). 따라서 생수, 신용, 의료, 교육, 화폐 등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이런 관점은, 셋째, 이기심을 가진 인간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 탄생한
다. 이들은 바로 자본가였다. 자본이란 바로 ‘가치를 스스로 증식하는 돈’
으로서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고전적 경제학에 따르면, 이윤추구가 궁극적으로 국부를 증대시
킨다: “기업가는 이윤을 갈망했다.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을 기대하는 순
간마다 국가를 돕고 있는 것”이다(Huberman, 2000: 247). 그렇다면 이들
의 이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생산을 통해 상품을 만들 때 가
능하다. 이때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다. 자본가는 생산수
단들을 소유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여 소득을 얻고 노동
자들은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득을 얻는다. 다시 말해 양자는 경
쟁과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자본가와 생존을 위
해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얻으려는 노동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
에 대해 휴버만(2011)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목에 칼을 겨눈’ 관계”
라고 묘사한다(Huberman, 2011: 20). 이처럼 자본주의는 두 적대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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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다.

2.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자본주의는 이전 시대와 확연하게 다르다. 봉건제는 보이는 계급사회
이다. 신이 내린 질서에 따라 계급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당시 지
배계급은 2%의 성직자와 귀족이었다. 반면 자본주의는 원리상 천부인권
설에 따라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점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하다.
자유권과 정치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실은 노동자는 생존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감수하고 살고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본주의는 두 개의 새로운 계급관계를 중심으로 움
직인다. 1%의 자본을 가진 지배계급과 99%의 노동력을 팔아 사는 피지
배계급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100년도 채 못 되는 계급 지배 동안에 과거의 모든 세대가
만들어 낸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 냈
다. … 부르주아지는 종교․정치적 환상에 의해 가려져 있던 착취를 공공
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도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 놓았다. 부르주아
지는 지금까지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보아 오던 모든 직업에서 그것들이 갖고 있던 후광을 빼앗았다. 그들은 의
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 들을 자신이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로 만들
어 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가족 관계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상의 껍
데기를 벗겨 순전히 금전 관계로 바꿔 버렸다.”(Marx․Engels, 2005)

이처럼 새로운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상황은 비참해졌다. 그렇다면 수
적으로 많은 99가 왜 1에 저항하지 않을까? 99는 다시 1:99로 균열되고,
이 균열된 99는 또다시 1:99로 계속 균열되어 99끼리 싸우기 때문이다. 휴
버만은 노예제가, 봉건제의 생산자가 자본주의의 노동자보다 어떤 측면
에서 나았다고 주장한다:
“농노의 경우 그의 영주한테서 아무리 심하게 착취당한다 하더라도 토지
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 농노는 이를 통해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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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그만도 못하다. 불경기 때 고용주가
노동자를 돌보는 것은 고용주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공
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게
고용주의 처지에서는 더 합당하다.”(Huberman, 2011: 213)

자본주의라는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즉 불평등 속에서 정의로
운 분배는 가능한가? 마르크스가 살던 초기 자본주의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자기소외(self-alienation)를 특징으
로 했다. 대다수 산업노동자가 처해 있는 비인간적 상태에 대한 분노는
마르크스주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역사 무대에서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도 여전히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소멸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제2절 자본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 : 적응, 수정 아니면 전복

1. 적응, 수정 혹은 전복
애덤 스미스에게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무한 무대일 수 있다. 이 입장은 이후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된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의 시장
이 자유의 산실이라고 본 반면 국가개입을 통한 소득이전의 정치는 자본
주의를 전체주의로 이끈다고 보았다. Hayek의 노예의 길은 복지정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처럼 이들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이
속에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문제가 된 것은 시장을 문제라고 말
하면서 시장을 문제로 만드는 자들다. 이 입장은 경쟁력을 키워 적응할 것
을 권장한다. 즉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적응이 문제이다.
반면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는 인간착취의 교묘한 억압의 사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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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이 태도의 체계적인 종합인 이념
이 존재한다. 이념은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특정
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이 입장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통해 자본주
의의 착취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전복, 즉 혁명을 제시
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철폐와 하이에크의 적응의 두 가지 길 사이에
자본주의의 수정을 위한 다양한 길들이 제기되고 모색되어 왔다. 이 입장
에선 자본주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정한다면 충분히 인간이 살 만한
곳이다. 수정의 방법은 사적 소유로 인한 권력관계를 정치권력을 통해 조
정하는 것이다. 조정의 방법은 공장에서, 정치세계에서 노동자들에게 권
력을 부여한다. 변형된 권력관계는 소유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간은 살 만하다:
“자본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동시에 비인간적이다. 자본주의가 불가피한
이유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번영이 만들어내는 모두 소중한 사회적 재화
들을 가져오는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비인간적인 이
유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치,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는 증진되어야 하며,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통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충하는 두 가지 명령들에 동
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Ringmar, 2011: 29)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
는 논의들은 ‘자본주의 고쳐쓰기 :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
로’, ‘자본주의 새판짜기 : 세계화 역설과 민주적 대안’ 등 자본주의에 민주
주의의 옷을 입히려 한다. 이 입장은 사민주의의 보편적 복지국가나 제3
의 길론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2. 자본주의와 이념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늘 문제의 지점이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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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적인 문제이고 불평등의 주체가 계급이라는 점에서 이념은 자본
주의와 계급에 대한 태도로 갈라진다. 자유주의는 대체적으로 자본주의
가 여전히 쓸 만하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봉건제에서 고전적 자본주의가 등장한 후 대공
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념은 크게 네 개로 나타난다. 4번은 시장자
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를 긍정하고 계급이 아닌 개인이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1번이다. 이것은 사회주
의 또는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를 착취체제로 보고 자본주의의 전복을
주장한다. 자본주의를 고쳐 쓸 것을 주장하는 흐름을 통틀어 사회민주주
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2번과 3번에 위치한다. 2번은 정책이나 선거를 통
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선택을 강조한다면, 3번은 자유주의의 문
제점인 불평등을 소득이전을 통해 피해 보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번
은 사회민주주의 좌파, 3번은 사회민주주의 우파라고 잠정적으로 분류하
자(유범상, 2017a 참조).
이상의 네 가지 길 사이에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한다. 4번과 3번의 사
이에 있다고 해서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한 기든스와 토니 블레어도 하나
의 변종이고, 영국 보수당의 전 총리 캐머런이 주창한 큰 사회론(big
society)도 또 하나의 변종이다. 큰 사회론은 불평등의 해결을 시장도 국
[그림 3-1] 이념형

자료 : 유범상(2017a),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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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아닌 마을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상과, 집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관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게서 그들의 대답을 찾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것
인데, 영국 정부의 엘리트로부터 거리의 남녀에게로의 가장 크고 가장 드
라마틱한 권력의 재분배이다. 정부의 역할은 큰 사회론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Cameron, 2009)

이런 점에서 세련된 신자유주의의 옹호논리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제3의 길은 복지를 생산을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탈상
품화가 아니라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자들과
닮아 있다. 블레어는 목표를 ‘교육, 교육, 교육’으로 삼았는데, 이때 교육은
인적자본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위상을
갖는다.
제3의 길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은 ‘작업장인가 도서관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안데르손의 논의이다. 그는 제3의 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하나는 토니 블레어류의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고 본 것이라면, 다른 하
나는 사회민주주의의 프로젝트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김영순(1996)이 복지국가 위기에서 스웨덴과 영국의 두 가지 상이한 길을
소개한 것과 유사하다. 그는 스웨덴의 중산층이 복지국가의 지지계층으
로 남아 있는 반면, 영국은 이탈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면
서 양자 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안데르손에 따르면, 스웨덴 사
민당은 ‘쇄신’보다는 ‘안전보호’를 주장하면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
의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중도서관을 통한 문자해독력, 민주주
의 확장,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것은 영국의 사회투자국가가 ‘아
동-시민’으로부터 ‘미래의 시민-노동자’로 전략을 변경한 것과 다르다:
“복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스웨덴식 접근법이 자유형 모델의 근로복지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로복지전략은 생산참여에 따라 조건부로 권
리를 인정하며, 여기에서 권리란 의무의 완수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
스웨덴식 생산주의는 사회적 권리부여와 사회보장의 확대가 생산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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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전제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일할
의무가 아니라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개인의 권리였다.”(Andersson,
2017: 227)

안데르손에게 스웨덴의 제3의 길은 작업장에서 유능한 노동자를 길러
내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계급의식을 갖는 민중을 만드는 것이었다.

3. 자본주의와 정치 : 탈상품화와 타협의 정치
자본주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품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본
주의는 ‘만물의 상품화’를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Wallerstein, 1993). 자본주의의 상품화는 생산과정과 교환과정에서의 인
간적 관계(노동자와 자본가, 생산자와 소비자)와 제도(시장, 국가, 정치 및
경제제도)를 내장하고 있고 작동원리(이윤축적의 정치와 갈등조정의 정
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자본가는 자본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고, 노동자는 좋은 상
품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노동을
상품으로 만들어 얻는 소득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내 이론에서 양극화의 주된 요인인 r>g라는 기본적인 부등식은 시장의 불
완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그 반대다. 자
본시장이 더 완전할수록 r이 g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Piketty,
2014: 40)7)

따라서 만물의 상품화는 자본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노동에게는 상품
구매능력과 상품판매능력에 따라 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
7)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 민간자본의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
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r>g라는 부등식은 과거에 축적
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는 필연적으
로 자본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
해 갈수록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 치우는 것이다(Piketty, 2014: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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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생필품들을 탈상품화하고
자 했다. 탈상품화란 상품이 아닌 공공재 혹은 공유재로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공공정책
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의 정도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불평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
셔널 미니멈을 제공한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즉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다면 인간적인 삶을 기대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핑 앤더슨은 계층화의 수준을 복지국가 평가의 항목에 추가
했다(Esping-Andersen, 2007).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는 탈상품화의 수준
을 높이고 계층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제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는가 하는 점이다. 즉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기본적으
로 계급정치를 통해 달성된다. 소득이전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피케티는 말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면 민주주의에 모든 것을 걸
어야 한다.”(Piketty, 2014: 691)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계급 간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내포한다. 다시 말
해 민주주의 내에서 갈등과 타협이 일어나는 ‘민주적 계급투쟁’이 사회민
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다양한 유형으로
유연하게 전개되어 왔다. 최근의 자본주의 유형(1.0, 2.0, 3.0, 4.0) 논쟁
(Rodrik, 2011; Kaletsky, 2011)과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VoC) 논의8)도 자본주의의 갈등과 타협의 유연성을 증언한다.

8) 소스키스와 홀은 시장주도의 개혁이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별 다양
한 특징이 있다는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자유시장경제(LME)’와 ‘조정시장경제(CME)’로 구분했는
데, 양자는 갈등관리의 방식이 다르다. 즉 LME가 국가기업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반면 시장주도의 일방적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CME는 항상적으로 정부나 사회의
조정과 정부의 개입이 일어난다(김윤태, 200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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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본주의,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수정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고쳐 쓰기 과정을 거쳐 왔다. 문제는 울리히 벡이 브라질화되어
가고 있는 서구로 표현했듯이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자본주의는 파국으
로 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Beck, 1999). 즉 제1세계와 제3세계에서 이루
어지는 취업노동이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불안정한 노
동을 의미하는 프레카리아트 형태의 노동자들이 점차 일반적인 고용형태
로 정착되고 있다. 울리히 벡은 이들을 “온갖 종류의 용역제공자로서 자
기 몸을 내놓거나 천차만별의 활동영역, 고용형태 및 기능들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오가는 ‘노동유목민’”(Beck, 1999: 24)으로 표현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실업자와 정규직 사이에 점차 노동유목민이 늘
어가고 있다. 축이 기운 것에서 보듯이 이들은 정규직으로 올라가기가 쉽
지 않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수정될 수 있을까? 가치를 나누는 방법은 경쟁을 통한 방법과 연
대를 통한 방법이다. 경쟁은 시장에서 노동능력에 따른 분배와 연관된다.
[그림 3-2] 프레카리아트와 정규직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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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대는 자선과 계급 간 소득이전 등을 통한 방식과 연관된다. 자선
은 동정과 개인의 시혜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기부자의 사적인 판단에 좌
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대는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연대는 권리
라는 의식에 기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집합적 해결책이
다. 즉 연대는 사회적 타협과 국가의 정책행위에 따른 분배이다. 이것은
불평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시장분배와는 매우 다르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시장분배, 연대임금, 유연안정성(flexicurity), 기본소득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임노동의 분배는 시장이다. 시장에서 능력과 기
여에 따라 분배된다. 이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연대임금이다. 연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또
다른 대안은 유연안정성이다. 일자리가 유연해지지만 사회가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연대임금과 유연안정성은 모두 노동을 통한 분배이다. 물론
유연안정성은 사회보장을 전제한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
적인 대응이다. 이것은 연금, 일자리 지원센터와 같이 노동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노령, 장애, 교육 등의 분야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사회보장까지
도 노동과 연관성이 있지만, 탈노동과도 연결되기 시작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급여 등의 논의는 탈노동으로 넘어간다. 탈노동
은 노동의 기여와 상관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첫째가 생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생산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불평등한 분배이다. 둘째, 일=임노동
이라는 도식의 파괴이다. 일은 임노동 외에 가사노동처럼 돈을 받지 않는
[그림 3-3] 가치분배의 유형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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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도 있다. 이것을 소위 그림자노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노동에 대
한 사회적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기본소득
이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산업화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다른 환경
을 배경으로 한다. 비정규직과 프레카리아트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탈
노동으로, 게으를 권리로, 원래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되돌려줌
(returning)으로 생각을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임노동에 기반한 완전고용
과 정규직 일자리로 갈 것인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권
력관계이다.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과 시민사회의 힘이 클수록 시장
이 아닌 탈노동과 연대의 정치적 해결로, 그 반대일수록 시장의 임노동과
자선으로 해결될 것이다.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임금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노동에 대한 정의를 바꾸려는 것으로 아렌트는 생물
학적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노동(labour)과 대상세
[그림 3-4] 가치분배의 방향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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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창조하는 활동으로서의 일(work)을 구분함으로써 세 번째 범주의
활동, 즉 행위(action)의 특이성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행위는 공적 영역
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뜻한다(Arendt, 2017: 31). 아렌트의 논의를 통해
노동은 고된 일인 반면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행위이
다. 울리히 백도 취업노동과 시민노동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논의를 전개
한다. 그에 따르면, 취업노동은 “생계를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에 의존하는 상태”인 데 반해, 시민노동은 “취업노동 말고도 인간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화․원
자화된 사회에서의 결속도 조성해 주는 대안적 생활방식”이다(Beck, 1999).
앙드레 고르도 노동이라는 개념 안에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장노동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반면,
원예는 즐거운 기분전환으로 취급된다. … 그렇다면 농장노동과 원예 사이
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하고 싶어
서 하는 일 사이의 차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Perelman, 2014: 406
～407)

앙드레 고르는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는 개인들로 구
성된 모호한 영역에 속하며, 그들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생
산이 지배하는 시장의 구속(생존을 위한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을 스스로 자유롭게 통제하는 권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박
계완, 2012: 575). 여기에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는 ‘탈계급’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고르는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난 노동자계급은 그 자체로 자본
의 모사품일 뿐이라며 따라서 변혁의 동력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표
지를 달고 있지 않은 비노동자의 비계급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박계완, 2012: 575～576).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의 정치는 분배의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노
동조합 정치는 이때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어떻게 얼마나 수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노동개념의 재규정에 따른 실천의 새로운 유
형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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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정치

1. 여전히 노동계급인가
노동운동을 괴롭히는 질문이 있다. 노동계급이 안녕을 고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9) 이 물음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자가 실제로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노동계급으로 분류되
었던 산업노동자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화이트칼라의 증가와 육체노동자 수의 감소, 신분, 직업, 수입의 측면에서
분화는 더 이상 노동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Callinicos, 2001: 20～29 참조). 이런 맥락에서 둘째, 노동
자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중심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은 우파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계급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이제 노동조합 정치를 계급정치가 아니라 이익집단정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이 많은 이익집단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톰슨은 계급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관점에서 “노동계급은
정해진 어느 시간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정해진 어떤 시간에 떠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계급 자신이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Thompson, 2000: 6):
“나는 계급을 어떤 ‘구조’라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범주’라
고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인관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리고 일어났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본다.”(Thompson,
2000: 6～7)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면서 재생산되고
9) 소위 ‘안녕학파(Goodbye 학파)’는 전통적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적․상대
적 감소를 지적하며 계급 적대는 더 이상 사회를 근본적으로 분할하는 선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박계완, 2012: 57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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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캘리니코스와 하먼은 서구에서 제조업에 근무하는 육체노동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이 지구화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
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 산업노동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자의 특성이 바뀌었다고 보았다. 특히 봉급을 받으며 자본계급
의 구성원으로 자본축적 과정을 좌우하는 결정에 참여하는 극소수, 자본
과 노동 사이에 관리감독을 하는 큰 규모의 화이트칼라 신중간계급, 그리
고 적은 보수를 받는 대부분의 평범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나뉠 수 있는
데, 세 번째 부류는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다는 점에서 노동계급의 확장을 나타낸다(Callinicos, 2001). 특히 신중간
계급과 같은 새로운 존재의 등장에서 노동계급은 고정된 직업구조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복축적의 필요에 따라 이 구조는 꾸준히 변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런 평가는 캘리니코스와 하먼의 계급에 대한 정의에
서 비롯된다:
“계급사회는 사회의 소수가 직접적 생산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
라 동시에 자신들을 착취하는 소수를 위해서도 노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을 만큼 생산수단들에 대한 통제력을 충분히 장악했을 때 생
성된다.”(Callinicos, 2001: 29)

이처럼 임금노동자는 관점을 달리해 보면 오늘날 전 세계적 규모로 확
장되고 있다. 특히 농민, 빈곤층, 임시고용비공식노동자 등도 시장과 자본
의 논리에 묶여 있고,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정말이지, 이제 와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구분하는 것은 수많은 부문
에서 더는 의미가 없게 됐다. 기계를 이용해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은 ‘생
산’직으로 분류되는 반면, 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반복 작업
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직’으로 분류된다. 햄버거 고기를 캔에 넣는 사람
들은 ‘생산직’인 반면, 그 고기를 패스트푸드 빵에 끼워 넣는 사람들은 ‘서
비스직’이다.”10)
10) 크리스 하먼(2004),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pp.776～777; 박계완(2012), p.765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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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생겼을 뿐이지 노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
다. 특히 계급은 계급의식과 연관이 되는데, 톰슨은 “계급적 경험은 사람
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되는,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생산관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데, 이
때 “계급의식이란 이러한 경험들이 문화적 맥락에서 조정되는 방식, 즉
전통, 가치체계, 관념, 그리고 여러 제도적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식
이다”라고 언급한다(Thompson, 2000: 7).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계급의식
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노동계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
는 정치적이다. 즉 계급의식과 계급에 대한 사회적 호명은 정치적 관계에
좌우된다. 따라서 노동정치는 노동계급에 대한 특별한 지위부여로부터
이것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형성에 있다.

2. 노동운동의 이념과 상이한 노동조합주의
이념은 일관된 생각의 체계이다. 이념의 역할은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짓는 것에 있는데, 이 관계는 늘 구조와 환경을 전제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이자 전략의 지형인
자본주의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전제한다. 특히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
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개인들 간의 계약인지 아니면 계급으로 존재하는
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한다. 개인적 관계라면 평등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
택이고,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착취와 갈등을 전제한다. 이런 맥락에
서 노동운동의 이념은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 조직의 위상과 이 조직이
자본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운동이념
은 자유주의에 연결된 기업노동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연결된 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마르크스와 연결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로 통상적으로 분
류된다.
기업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는 자유주의에 기반하며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혹은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불린다. 이것은 노동자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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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이익선호를 갖는 개인들로 보고 노동조합을 공통의 이익을 주장하
기 위한 이익집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작업장 수준에서 임
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기능으로 이해한다
(Ramaswamy, 1981; 조효래, 2004: 190).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는 적응
해야 할 것이지 전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탈정치적․탈계급적이
고 조직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빵과 버터 노동조
합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조합원들에 대한 배타
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했고 고용문제와 조합
원의 경제적 이익에 몰두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DeMartino, 2000: 135).
기업노동조합주의와는 달리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문제의 원인을 자
본주의의 계급착취라고 보면서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모순인 자본주의와
계급관계를 전복하는 학습장이자 저항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엥겔스는 노동조합이 “피할 수 없는 위대한 준비를 하는
노동자의 군사학교”이고 “가장 훌륭한 전쟁학교”라고 언급했다(Cliff and
Gluckstein, 1992: 31).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반자본주의 저항의 거점으
로 노동조합을 이해한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생디칼리즘, 공산주의 등을
포괄한다(Hyman, 2000: 188).
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혹은 사회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는 사
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해서 자본주의는 개혁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힘이
노동조합에 있다고 믿는다. 노동조합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
대해 개입하고자 한다. 작업장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자들의 이해대변활동
을 펼친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는 법과 국가의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민사
회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의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조합 운동가가 정치계에서의 특별한 기능을
자각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달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교육, 위생, 여가, 임금의 ‘내셔널 미니멈’을 제
정하는 것, 그것을 모든 고용조건에 적용하는 것, 나아가 각 직업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 특히 그것을 모든 임금소득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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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직업과 마찬가지로 힘이 약
한 직업에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Webb and Webb,
2018b: 269)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상이한 이념에 입각해서 실천하는 노동자
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구분은 이념상의 유형이다.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상황과 권력관계에 따라 중첩적인 활동을 펼친다. 대체로 노동조합은 “산
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장 의사결
정에의 참여와 같은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역
할을 시민권적 권리의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개혁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정치적 운동”으로 표명하고 실천해 왔다(조효래, 2004: 190).
세계화 이후 노동조합은 이상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
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나, 비정형노동자, 그리고 프레카리아트 형태의
노동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노동자 등의 등장은 새로운 이념
형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trade unionism)는 기존의
노동운동이 산업노동자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정규직 중심주의, 국가
주의, 민족주의, 관료주의적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지구적인 자본의 상황
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무디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
의가 억눌린 자들, 즉 빈민, 실업자, 임시직 등을 조직하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익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운동을 넘어 공동체 운
동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oody, 1997). 워터만은 새로운 사회적
노동조합주의(new social unionism)을 주창하면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
주의가 여전히 산업노동자의 조직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전 지
구적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접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여성운동, 민주
화운동, 정보운동 등의 ‘지구적 정의와 연대운동’을 제안하면서 계급중심
성의 기존 노조운동과 몰계급성의 신사회운동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다. 즉 노동운동은 지구적 정의와 연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자신
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장대업, 2010). 이상에서 보듯이 사
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는 다른 운동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한다.
디마티는 기존의 노동운동이 더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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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상품적 노동조합주의를 제안한다.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넘어
“삶의 질, 교육기회와 보건의료의 질, 정부서비스의 감응성, 가족단위의
생활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비상품적
노동조합주의는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제도들 주위에서 사람들을 조직
화하고자 한다”(DeMartino, 2000: 146, 147). 이처럼 임금노동자를 넘어서
서 보다 넓은 사회적 목적과 광범위한 사회구성원들에 주목한다.
한편, 지구화 시대에 노동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운동을
제안하는 이론도 존재한다. 고르는 노동의 형태를 경제적 목적을 위한 노
동, 가내 노동과 스스로를 위한 노동, 자율적 노동으로 구분하고, 자율적
노동에 주목한다. 이 노동은 “자유롭고 어떤 필요에 기인하지 않은 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성취, 풍부화, 행복의 의미의 원천
으로 경험되는 모든 활동”이다(Gorz, 2000: 80～81). 고르는 경제적 활동
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며 한편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과 문화적인 차원의 요구를,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운동 중의 하나인 노
동운동이 다른 운동과 연계할 것을 주장한다(Gorz, 2000: 80～81). 이런
맥락에서 고르는 자율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간의 자기관리에서
삶의 자기관리로 노동조합 운동이 나갈 것을 주장한다. 그는 노동시간단
축으로 “일이 없는 상태를 거꾸로 뒤집어 시간이 많은 상태로 파악한다.
성장이 없는 상태를 그는 스스로 활동성을 가지라”고 주문한다(Beck,
1999: 30～31). 벡은 이런 고르는 논의를 자신이 더 확장한다고 말한다:
“유럽에서 노동사회의 안티테제는 개인들의 정치적 결사, 현장에 기반한
능동적 사회, 지방적이면서 동시에 초국가적인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
는 것이다.”(Beck, 1999: 31) “노동사회의 안티테제는 정치지향적이고 자
발적이며 자의식이 강한 정치적 시민사회이고, 정치적인 것에 대해 새롭고
도 두터운 개념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실현하는 ‘네 스스로 하라’는 문화이
다.”(Beck, 1999: 34)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확장이라면, 고르와 벡은 노동조합 운동이 전통적인 노동의 영역을 축소
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다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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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지구화 이후 한편에서는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서
서 주체를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역할을 노
동력의 더 나은 상품화를 위한 옹호를 넘어서 노동의 성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난다.

3. 노동조합정치 : 노동권과 사회권
노동자는 공장에서 산다.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자가 공장에서 구성원
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상대인 자본
과 비교하여 힘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정투쟁에서 매우 불리
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개별 노동자는 노동자‘들’로 뭉쳐 자신의 존재를
승인받고 권리를 관철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인정받
기 위한 집합적 존재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가? 계급
인가 개인인가?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주체들과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다. 하지만 계급의 관점에서는 매우 단순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임금으로 살아가는 존
재들이라는 우산하에 많은 구성원을 묶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들의 이익
보다는 계급의 이익이 보다 넓게 조합원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갈등이 중요한 정치가 된다.
노동조합은 인정을 위한 투쟁과 타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얻
는다. 이처럼 노동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 3
권은 집합적인 존재로 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이
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종업원이 아닌, 공장에서 중요한 주체가 된다. 이
권리를 갖고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관철
한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말하는 존재, 즉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
리를 내기 시작한다: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불만을 검토할 때, 나아가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고 독립적인 재정을 확보하며, 상설 대의원회를 선출하고 단체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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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운동을 전개할 때, 그들은 국가 안에서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민주주
의를 형성하는 것이다.”(Webb and Webb, 2018b: 236)

이처럼 노동의 시민권획득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과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 ‘타협’의 결과”이다(박계완, 2012: 574). 노동조합
은 공장에서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지지를 받
는 정책을 제안하고 관철함으로써 사회적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각 부문의 노동조합 운동가는 다수 민중의 이익과 이상에 반하지 않는 정
책을 제창해야 할 것이다. 민중적 정부와 함께 현명하게 지도되는 노동조
합운동이, 여러 노동자 계급을 위한 사회적 편의임을 믿고, 어떤 수정과 범
위를 제시함에 의해 그리고 어떤 제한을 붙인다면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당한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
다.”(Webb and Webb, 2018b: 237)

웹이 언급한 것처럼 노동의 시민권은 “작업장 수준에서는 권리와 의무
의 배분으로서, 제도적 수준에서는 좀 더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진행되
는 제도적 지위의 인정과 확장으로 나타난다”(박계완, 2012: 571). 이처럼
노동자들은 공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선, 노동자들은 공장의 권리를 관
철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시민권은 공장에서 국가
와 만나고 있다(Burawoy, 1999). 따라서 노동의 시민권은 반드시 사회의
민주화와 만나고, 국가에 개입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시민권, 특히 사회권을 획득했을
때 노동자들의 역량과 선택권이 많아진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이유는 공장 이외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권이 확보된다면 노동자들은 보다 대범하게 노동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권은 노동권을 지지하는 힘이 된다. “노동의 시민
권은 사회적․정치적․제도적 연대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그동안
작업장 수준에서 성취한 것조차 지키기 어렵다”(박계완, 2012: 572):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통계학적 분석은 보다 나은 경제적 실적, 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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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소득과 보다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는 강력한 노조와 정부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통제를 결합시킨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발견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Przeworski, 1997: 186)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은 노동권에 기반하여 사회권을 관철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을 통해 노동조합이 자
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관철하는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노동조합정치, 권력인가 파이인가
노동권은 공장과 사회의 파이를 나누기 위한 일종의 허가권이다. 파이
는 상황과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노동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
지기도 한다. 비스마르크가 보편적 복지를 도입했던 이유는 노동력 관리
와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공황기에 루스벨트가
복지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유효수효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온정적 가부장주의나 경제위기의 대응책과 같이 위로부터 부여된 파이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당근책에 불과했다.
파이의 분배가 위로부터 주어졌을 때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는 스핀햄
랜드제도(The Speenhamland Act 1795)에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등장
과정에서 농노가 도시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자, 스핀햄랜드의 지주들은
빵과 가족 수에 연동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낮
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제도가 스핀
햄랜드 제도이다. 이때 지주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폐지한다. 왜냐하
면 단결권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행의 결과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았다. 지주는 최저임금을 내렸고, 농노들은 더 이
상 일하지 않았다. 어차피 임금은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Polanyi, 2009).
스핀햄랜드제도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은 파이의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파이를 가져야 한다. 즉 파이의 분배는 권
력의 분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 없이 파이를 받는 것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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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참여나 공동이사회
결정제 등 공장 내부와 시민운동이나 정당 등 공장 외부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집합적 권력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노동자의 수에 달려 있다. 이념은 일관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권력이 된다.
그런데 산업노동자로 직무와 생각이 비슷했던 노동자들은 오늘날 매우
다양해졌다:
“노조의 역할은 두 가지 이유에서 결정적이다. 한편으로 노조는 그들의 요
구가 임금압력의 잠재적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조직한다. … 다른 한편으
로 노조연합은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노조는 소집하는 권
력이며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끔 기율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다.”(Przeworski, 1997: 248)

이처럼 노동조합은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소집하는
권력이 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익개념을 넘어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들은 이해
관계가 달라지면 쉽게 균열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동일
한 정체성을 갖는 계급 혹은 구성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동권은 사회권과 상호 보완적이다. 노동이 자본과 경쟁할 때, 시민사
회의 지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창출된다. 따라서 집합적 노동은 노
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그들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
동조합은 우선,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장의 이
익에만 연연해서 고립된다면 노동조합은 이기주의자가 되어 정치적으로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기반한 사
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들을 시민 속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시민운동의 회원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매개해야 한다. 스웨덴의 LO는 노동자교육협회(AB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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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민들과 조합원들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시민들의 정
치생활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은 기업이 환경오염이나 유해상품 등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고발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해
야 한다:
“하나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 간의 경쟁이
어떤 산업에서 국민 전체에 유해한 고용조건의 발생이나 지속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구제책은, 이러한 공동규칙이라는 생각을 산업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 내셔널 미니멈을 규정하여 절대적으로 어떤 산업도 공공
의 복지에 반하는 조건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Webb and
Webb, 2018b: 191～192)

이처럼 노동조합은 분배의 내용보다 분배의 주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권력의 분배를 통해 파이의 분배에 참여하는 주
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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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

제1절 들어가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정치에 관한 논의에 이어 제 4
장에서는 한국 노동조합의 실재(reality)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
회에서 노동은 상품으로 의제된다는 원리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하지만 노동력은 판매자인
노동자의 ‘인격’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즉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는 사실과 모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
원의 종속성을 집단적 차원의 대등성으로 끌어올리는 ‘근로조건 대등 결
정의 원칙’이 필요하고, 이 원칙을 실현하는 원리 중 하나가 ‘대표’다(박제
성, 2015). ‘대표하다’는 영어로 ‘represent’인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
계를 드러내고 말하고자 하는 행위(present)를 대신하여 행위하는(act on
behalf of) 것을 말한다. 이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구 중 하나가 ‘노동
조합’이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은 1948년 제정된 헌법과
1953년 ‘노동조합법’11) 제정이 그 처음이지만 노동조합은 그 이전에도 존
재하였다. 윤진호(2014)에 따르면, 최초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개항기 인
11) 더 자세한 논의는 제5장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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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항 부두노동자들이 조직한 두량군(斗量軍)12)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
기는 1892년 이전이다. 이후 1898년 함경남도 성진 부두노동자들로 조직
된 성진부두노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쟁의를 조직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이
처럼 노동조합은 법보다 빠른, 법과 무관하게 존재해 온 일차적인 노동자
대표체라고 할 수 있다13).
일차적인 노동자 대표체로서 노동조합은 이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1960～7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부 통계는 1965년 현황부
터 제공되고 있는데, 당시 362개 노동조합에 30만 1천 명이 가입되어 있
[그림 4-1] 노동조합 조직 현황(1965～90)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e-나라지표).

12) “두량군(斗量軍)은 인천항에서 일본, 조선 양국 간에 미곡 수도(受渡) 때 두량(斗
量 : 미곡의 양을 정확히 계량하는 일)을 하는 특허를 받은 일종의 노동자의 조합
으로서,(…)” ‘조선신보’ 1892. 5. 12; 윤진호(2014) 재인용.
13) 이를 노동조합의 선재성(先在性), 혹은 선법성(先法性)이라 하는데, 노동조합이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그래서 최고의 노동자 이익 대표체로서 법 이전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강성태, 연구진 간담회,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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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10년 뒤인 1975년에 노동조합 수는 488개, 조
합원 수는 7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용노동부, 각 연도).
1977년부터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집계됨에 따라 조직률 통계도 제
시되었다. 처음으로 알려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5.4%로, 최근
10% 수준 조직률의 약 2.5배인 것으로 확인된다. 1977년 이후 조직률은
감소세를 보여 1986년 16.8%까지 떨어졌으나 1987년 반등하여 1989년
19.8%를 회복하였다. 그 이후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다. 1987년 이전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연구는 임송자(2007; 2016)14)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1987년 이후 시기에 주목하여 노동
조합의 실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통계로 확인되는 노동조합의 실재, 즉 노동조합 조직률,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임금교섭 결과 등을 살펴보는 한편 조직형태
와 단체교섭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분
석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 기능을 조합원, 노동자, 정부, 사회 등의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한국의 노동조합’이라는 이 장의 제목은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어
떤 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지향하면서 발휘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을 함축한 것이다. 이는 물론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가와도
맞물려 있다. Hyman(2000)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대안적인 정체성을 갖
기 위해 두 가지 근본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대
표(representation)의 의제를 노동과 고용의 영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보
다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둘째는, 개인적인
지향에 주목할 것인지, 집단적 이해관계를 지향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를
14) 임송자는 1950년대와 4월 혁명기의 대한노총의 역사를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
은 뒤 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2007)을 집
필하였고, 이후 해방 이후부터 1987년 이전까지로 시기를 확장하여 노동조합을
연구한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역사(2016)를 펴냈다. 이들 저서에서 임
송자는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진보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1961년 5․16 이후 노동
조합의 조직적 변화, 내부 분열․대립상,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조성 과
정, 한국노총 산별노조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종교세력과 노동운동의 관계, 새마
을운동과 노동조합 진영의 역할 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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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4-2]와 같다.
고용과 노동 문제에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제한할 경우, 노조가 대표하
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②인적자본이고, 집합적으로는 ①
생산자이다. 노조가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대표의 의제를 확장하고자 하
면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③소비자이고, 집
합적 측면에서는 ④시민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생산자’(인 조합원)
들의 경제적 이익 중심의 대표활동을 해 왔던 노동조합이 앞으로 공장의
경계를 넘어 시민으로까지 대표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표의 내용도 임금
과 일자리 문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Hyman의 모델에 대입하자면 ‘①생산자(인 조합원) → ④시민’으로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의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박제성(2015)에 따르면, 대표권을 보장하는 원리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동안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union
members)만 노동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유주의 원리에 가
깝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
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 제한
하고 있다15). ‘시민’으로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의제를 넓히자는 것은
[그림 4-2] 이해관계/의제의 모델들

집합적
① 생산자

④ 시민

② 인적자본

③ 소비자

노동

사회
개인적

주 : 번호는 설명을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자료 : Hyman(2000), p.194.

15) 더 자세한 논의는 제5장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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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
로자라는 ‘지위 자체’가 노동권 향유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견해다.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임금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자(working class in
general)뿐 아니라 비임금 영역까지 포괄하는 시민(citizen)으로 대표권을
확장하는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아래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을 조직률, 조직
형태, 내부 구성의 변화, 파업 및 근로손실일수 등 통계 중심으로 살펴보
고 이어 낮은 조직률,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간의 불일치 등의 원인
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 국민의
식조사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노
동조합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국가 정책과 제도개선에서의 역할 등 한
국의 노동정치 현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통계로 보는 노동조합

이 절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기존 문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의 노동조합의 현황을 보여주고자 한다. 조직률, 조직형태, 내부 구성의
변화, 집단적 노사관계,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대표권 문제를 검토하겠다.

1. 노동조합 조직률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및 10%에서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4-3 참조).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
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6년 말 현재 10.3%를 기록하였다. 조직률은 거의 매년 감소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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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9.8%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약간 회복하여 10%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조합원 규모는 1989년에 193만 2천 명에서 하
락하여 1997년 148만 4천 명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원 수는 1989년의 193만 2천 명이 최고치였으나 2015년
(193만 9천 명)에 7천 명 많아진 데 이어 2016년에는 1989년보다 3만 5천
명 많은 196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실제 조합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16) 이 조합
원 수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조합
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들과 같은 특수고용노동
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더라도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포
함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 수는 200만을 넘을 것으로 보
인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김유선, 2017)
를 보면, 조합원 수는 2016년 8월 조사에서 234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고용노동부 집계보다 37만 5천 명이 많다. 조직률도 11.9%로 고용노동부
자료보다 1.6% 높다. 김유선(2017)에 따르면, 2017년 8월의 경우 조합원
수는 244만 7천 명으로 1년 만에 10만 5천 명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
률은 2016년 8월 11.9%에서 2017년 8월 12.3%로 증가하였다.
조합원 수 규모에 관해 논란은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통계청 모두 조합
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6)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공무원․교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고용노동부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조직현황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 노동조
합의 현황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노
동조합 자체 집계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조합원 수는 고용노동부 조직현황보다 40만
명가량이 더 많다. 집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
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6년 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가 64만 9천 명이
라고 발표하였는데, 민주노총이 2017년 집행부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집계한 재적
선거인 수는 고용노동부 집계보다 14만 5천 명이 많은 79만 4천여 명이다. 민주
노총 자체 집계 조합원 수에는 법외노조 논란을 차치하고 공무원․교원, 특수고
용노동자 등 노동조합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
라도 그 차이는 크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 조직현황 집계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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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변화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조합원 수가 증가함에도 조직률이 최근 몇 년간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조직률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연도별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은 유의미성을 갖는다.
주요국의 2000년과 2013년 사이 조직률과 조합원 수를 비교하면(OECD,
2017b), 비교대상 국가 모두에서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조합원 수 비교에
서 유일하게 한국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 참
조). 이 기간 동안 조직률 감소폭이 가장 큰(6.5%p) 독일에서는 조합원이
159만 8천 명이 줄었고, 조직률이 4.4%p 감소한 영국에서는 65만 3천 명
의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조직률이 각각 2.0%p, 3.7%p 하락한 미국과 일
본에서는 조합원이 각각 173만 명, 166만 4천 명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조직률에서는 1.7%p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조합원 수는 41만 2천 명 증가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같은 조합원 수 증가세는 2016년 조사에
서도 꾸준히 확인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조직률 감소세임에도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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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국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연도별 비교
(단위 : %, 천 명)
조직률 비교

조합원 수 비교

2000년

2013년

증감

2000년

2013년

증감

미국

12.8

10.8

-2.0p

16,258

14,528

-1,730

독일

24.6

18.1

-6.5p

7,928

6,330

-1,598

영국

30.2

25.8

-4.4p

7,108

6,455

-653

일본

21.5

17.8

-3.7p

11,539

9,875

-1,664

한국

12.0

10.3

-1.7p

1,527

1,939

+412

자료 : OECD(2017b).

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권 확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
다. 그렇다면 조합원 수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 내부 구성에는 어떤 변화
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2. 노동조합 내부 구성의 변화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를 조합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주환
(2017)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에게서 조합원 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
났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조합원 중 남성은 13.3%(128만 5천 명 → 145
만 6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33.5%(36만 1천 명 → 48만 2천 명) 증가
하였다. 특히 여성의 조합원 증가 폭이 남성보다 높았던 시기는 2011년과
2012년, 2015년이었다. 이는 조합원의 다수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노조
설립(2011년)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치로 정확히 확
인되지는 않으나 같은 시기 제조업, 통신․케이블방송, 공공부문, 서비스
업 등에서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상당부분 이루어
졌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24.6%인 18만 1천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
(조건준 외, 2017)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서의
노조 가입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동안 전통적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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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이 아니었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 구조
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4-4]는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임금노동자 평균 노조 조직률이 11～12%대를 유지하고 있
는 가운데 정규직의 조직률(20%대)이 비정규직(2%대)의 10배가량 될 정
도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규모는 2007년 8월 28만 3
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줄어들어 2017년 8월 17만 8천 명인 것으
로 집계되었다. 이는 10년 새 10만 명가량 감소했다는 것인데, 비정규직
들의 노조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앞에서의 설명과 상충된다. 이는 노조
로 조직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신의 고용형
태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부문별,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공무원 부문과 공공
기관 부문, 대규모 사업장 중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17)
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민간부문 조직률은 9.1%로 10%에도 미치지
[그림 4-4]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 천 명)

자료 : 김유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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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반면 공무원부문은 6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노조 조직률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현재, 중앙공
공기관(323곳)의 조직률은 67.4%였고, 지방공기업(145곳)의 조직률은 이
보다 높은 75.6%로,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68.7%인 것으로 집
계되었다(노광표, 2017). 반면 교원부문은 2015년 14.6%에서 2016년 1.8%
로 낮아졌는데, 이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조직현
황 자료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2016년 조직현황에서도 확인되었다. 300명 이
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245만 8천 명인데 이 가운데
135만 4천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조사돼 조직률은 55.1%로 나타났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99만 3천 명 중 29만 9천 명이 노
조에 가입해 있어 조직률은 15.0%로 조사되었다. 30～99명 사업장에서는
375만 명 가운데 3.5%인 13만 명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고, 1,143만 4천
여 명이 종사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이 1만 9천여 명이어서
조직률은 0.2%에 불과하였다.
[그림 4-5]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민간, 공무원, 교원)
공무원

민간
교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7).

58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그림 4-6]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2017).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은 ‘늙어 가고’ 있다. 노조 위원장뿐 아니라 조합
원 구성에서도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는 노동조
합 재생산의 위기와도 맞물린다.
김정우(2017)는 사업체패널조사 5차년도 비교를 통해 노동조합 리더십
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7 참조). 2005년과 2013년을 비
교하면, 30대 이하 위원장의 비중은 20.0%에서 7.5%로, 40대 위원장은
57.9%에서 45.6%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위원장의 비중은 22.1%에서
46.9%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른 연령대와 달리 50대 이상 위원장의 비
중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까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였으
나 2013년 들어 처음으로 50대로 바뀌었다.
위원장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서도 고령화 현상은 확인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5년 8월 자료와 2015년 8월 자료를 갖고 10년
의 기간 동안 전체 조합원 대비 각 연령대 조합원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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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도별 노조위원장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 %)

주 : 복수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 조사된 2011년 이후의 경우, 제1노조만을 대상으
로 계산함.
자료 : 김정우(2017).

조합원 중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40대 이후
조합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이주환, 2017). 이 기간 동안 20대는 19.7%
에서 12.6%로, 30대는 35.2%에서 31.5%로 각각 비중이 줄었다. 반면 40
대는 30.9%에서 31.6%로 약간 늘었고, 50대는 13.0%에서 21.8%로 급격
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조사에서는 조합원이 가장 많
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가 30대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0.1%p 차이로
40대가 수위를 차지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2005년 8월 조사 당시 30대, 40대
였던 조합원들이 2015년 8월 조사 당시 40대, 50대가 되었으니 회사를 떠
났거나 노조에서 탈퇴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그대로 조합원으로 집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
과 함께 20대, 30대 가운데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
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합원 고령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노동조합의 평균은 ‘50대 위원장, 40대 조합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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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조합원 연령대 비중 비교(2005. 8 vs. 2015. 8)
(단위 : %)

자료 : 이주환(2017).

공장 안을 들여다보면 조합원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1980년대
중후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3저 호황기에 중화학공업이 폭발적
으로 성장하였고,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공장들에서는 20～30대 젊은 남
성 노동자들을 빨아들이듯 채용하였다. 하나의 큰 공장에서 집단화된 젊
은 남성들은 강한 인화력과 폭발력을 바탕으로 1987년 투쟁과 이후 현장
투쟁, 노동조합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이범연, 2017). 그런 87 투쟁이 30
년이 지났다. 이제 그 세대도 50대 중후반이 되었다.
다음 [그림 4-9]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연도별 정년
퇴직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부 단체협약상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인
데, 1957년에 태어난 조합원 740명이 2017년에 퇴직할 예정이다. 매년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 해에 정년퇴직하는 조합원들의 규
모는 2018년 997명에서 2019년에는 네 자릿수(1,401명)로 증가하고 2021
년부터는 2천 명 단위가 넘는다. 2017년에서 2026년까지 10년 동안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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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연도별 정년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주 : 60세 정년퇴직 기준. 2017년 퇴직자는 1957년생, 2018년은 1958년생 등임.
자료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쟁의대책위 속보｣ 34호 제18-01-14호.

을 하게 되는 조합원들의 수만 해도 20,171명에 달한다. 이는 2017년 현재
정규직 조합원 48,156명의 40%가 넘는 규모다. 정년퇴직자를 대체할 신
규 인력이 채용되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한 현대차지부는 점점 더 고령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여타 대공장에서 약간의 차이
만 있을 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조합에서는 리더십뿐 아니라 조합원 분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
지만 고령화 추세를 거스를 만큼 청년층의 신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청년층을 조직하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와 함께 노동조합이 기존의 관성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실업
난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광장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는 조직되지 않는 양상(mobilised but not
unionised)을 띤다(이정희, 2016). 청년층의 조직화는 비단 대표권 확장을
꾀하려는 기존 노동조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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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조직체라는 점에서 청년층 스스로의 문제이기
도 하다. 노동조합은 스스로가 경험함으로써 가치를 인지하게 되는 경험
재(experience goods)인데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효과를 만끽하였던
조합원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의 효과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으려
한다.17) 대공장의 50대 남성 조합원들은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
지 않기를 바랄 뿐,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노동조합은 ‘더’ 늙어 가고, “남성
주의 운동 원리는 여성, 청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배제된 노동자들의
조직화, 주체화를 가로막는다.”(이범연, 2017: 111).

3. 노동조합 조직형태
주된 조직형태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은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WPS) 2005～13년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연도
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김정우, 2017).
5개년도 조사 모두에서 기업별노조가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것으
로 조사되었지만 초기업단위 노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
인되었다. 2005년 조사에서 32.6%를 차지했던 업종․산업별노조는 2013
년에 38.9%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지역별노조는 9.6%에서 13.6%로 증
가하였다. 이러한 초기업단위 노조의 증가로 기업별노조 비중은 같은 기
간 57.8%에서 47.5%로 약 10%p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고용노동부, 각 연도)에서도 초
기업노조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6년 39.7%였던 전체

17) “이 점과 관련, 영국 최대노조인 유나이트의 부사무총장인 게일 카트메일(Gail
Cartmail)의 얘기는 흥미롭다. “(첫 직장인 출판사에서) 내 바로 옆에서 나와 똑
같은 일을 하는 젊은 남자가 나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노조에 가입하렴(Join a union).’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길로 나는 노조에 가입했다”(가디언, 2012. 8. 5). 카트메일의 나이도 올해 61세
다. 그 세대까지는 통했을 부모세대를 통한 노조 효과가 21세기 청년들에게 이제
는 거의 전수되지 않는다.”(이정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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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
(단위 : %)

주 : 1) 복수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 조사된 2011년 이후의 경우, 제1노조만을 대
상으로 계산함.
2) 2007년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비중(3.68%)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김정우(2017).

조합원 중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중은 2007년에 51.3%로 절반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 56.7%, 2016년 55.3%를 기록하였다.18)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만 놓고 보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가 기업단위에서 초기업단위로 확장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이 초기업단위로 확장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여겨진다.
노용진(2017a)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WPS) 5개년도 자료(2005～13년)를 분석한 결과, 초기업단위 교
섭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2005년
의 22.7%에서 2013년에 32.3%까지 증가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어 이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고용성과
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이 초기의 불안정성을 넘어 조금

18) 초기업노조 조합원 비율은 한국노총이 45.8%, 민주노총이 82.6%로 민주노총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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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연도별 초기업노조 조합원수 및 조합원수 비율 변화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씩 안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기업단위 교섭 사업체의 비율과 안착정도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초기업 교섭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노용진(2017a)의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엄밀한 실증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용진(2017a)은 초기업 교섭 사업체를 사업
체패널조사 질문지에 포함된 “작년도 귀 사업장의 단체교섭(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 중 초기업단위 교섭(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M302)라는 문항에 대해 “예”라고 답변
한 곳으로 보고 비율을 측정하였는데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초
기업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형식상 교섭에 그친 채 실질
적인 교섭은 초기업이 아닌 사업체 단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라
고 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체패널조사 다른 문항에서는
“귀사에서는 기업단위에서 임금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과 단체협약 개정
을 위한 교섭이 모두 이루어졌습니까”(M308), “기업단위에서 임금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초기업단위에서 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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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기 때문입니까?”(M309), “기업단위에서 임금협약 개정을 위한 교
섭의 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기업별, 대각선, 기타”(M310)
라고 묻고 있는데 이들 문항에 대한 답과 M302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초기업단위 교섭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실제 초기업단위의 임금교섭 및 단
체협약 갱신교섭의 성사, 노동조합의 주된 이해대변 주체의 확장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산별중앙교섭을 하고 있지만 집중성
(centralisation)이 약하고 실질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업단위 현장(대
각선)교섭에서 결정된다. 물론 건설이나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업종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업 횡단적
인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이라고 하는 집중성 측면에서도, 또한 해당 교
섭단위 내 비조합원으로까지 교섭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확장성 측면에서
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형태가 초기업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조직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19)이다(OECD, 2017b).
흥미로운 것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한
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
식 조사 결과(이정희, 2017b), 국민들은 현재의 노동조합을 주로 ‘기업단
위’로 조직되어 ‘조합원인’ 근로자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
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이 누구의 이익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이
라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2명(21.8%)에 그쳤다. ‘노동조합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이라는 답변이 46.1%로 다수를 차지했고,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이라는 답변은 32.1%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30.9%는 앞으
로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 형태로 산업별노조를 꼽
았다. 기업별노조라는 답변이 다수(31.9%)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 격차는
1%p에 불과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보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보장․세제개혁 등 사회
19) 더 자세한 논의는 제4절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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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에 활동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과도 맥락을 같이한
다.20)

4.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파업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정점을 찍은 후 하
락세룰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12 참조). 그 기점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2～03년, 2008～09년과 같이 주로 대통령 선거를 전
후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성재
(2017)는 1987년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를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노사관계에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는 시기로 보았고, 이후 2008년
[그림 4-12]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로 본 노사관계 흐름

자료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조성재(2017)에서 재인용.

20) 더 자세한 논의는 이 장의 제5절 ｢노동조합과 사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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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전까지를 노동운동은 퇴조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리기술
은 발달하는 시기로, 그리고 2016년까지의 노사관계를 금융위기 이후 양
극화가 고착화되면서 저강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노동쟁의는 개별화되
고 사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노동자대투쟁 시발점이었던 1987년에는 총 3,74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94만 7천 일로 집계되었다. 1988년과 1989
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파업건수는 각각 1,873건, 1,616건, 근로
손실일수는 540만 일, 635만 1천 일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심
각한 갈등을 빚었다.21) 그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파업은 지속적으로 줄
었고, 파업성향(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의 노사갈등 수준을 보였다(조성재, 2017). 이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 노사관계가 적어도 임금교
섭 측면에서는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후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이 사업장 단위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는 다시 갈등이
확산되었다. 특히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의원
들이 단 6분 만에 안기부법과 함께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에 대해 항의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이 일어났다.
당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은 정리해고 법제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하도급 생산 가능, 쟁의기간 중 무임금 등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날치기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곧바로
산하 조직에 투쟁 지침을 내렸고, 닷새 만인 12월 31일에 파업 참가자는 연
인원 100만 명을 기록하였다. 해를 넘겨서도 파업은 계속되었고, 1997년 2
월 17일 당시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면
이 전환되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날치기 법안을 폐지하고
정리해고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총파업은 노동법
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노동부의 파업건
수 및 근로손실일수 통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199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1)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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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은 조합원 수(140만 2천 명)로 보면 1987년 이후 현재 시점 통틀어
볼 때 가장 낮은 시기다. 조직대상노동자 수도 같은 시기 동안 가장 적은
1,116만 6천 명이었다(표 4-2 참조).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고용조정이 이
루어져 조합원 수는 물론 전체 노동자 수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이후 1999년부터 다시 조합원 수와 조직대상노동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여파로 현장 노사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았
다. 1995년과 1996년 각각 88건, 85건이었던 파업건수는 1998년 129건,
1999년 198건, 2000년 250건 등으로 증가하였고, 근로손실일수도 1995년
4만 9천 일에서 1998년 14만 6천 일, 2000년 17만 8천 일로 증가하였다.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0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고, 파
업건수는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노동조합 조직률이 1998년 12.6%에
서 2007년 10.8%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 조
직화 등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노동운동은 기존의 관행대로 주로 정규직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
을 해 오면서 위기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이 시기 사용자들은 노동
자들의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와 사업 일부분의 외주화, 변호사와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활용한 노무관리 방식을 적극 발전시켜 왔다
(조성재, 2017).
2008년 금융위기는 지속되는 조직률 하락 추세와 맞물려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운동 진영을 위축시켰고, 고용안정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
를 관철해 내기 위한 양보교섭이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 2000
<표 4-2> 노동조합 조직현황(1996～2001)
(단위 : %, 천 명)
1996
조직률
조합원수
조직대상근로자수

1997

1998

1999

2000

2001

13.3

12.2

12.6

11.9

12.0

12.0

1,599

1,484

1,402

1,481

1,527

1,569

12,020

12,192

11,166

12,455

12,701

13,103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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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의 집단행동은 앞서 살펴본 [그림 4-12]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매년 반복되는 임금교섭과 고용안정 등을 주
된 이슈로 교섭을 해 오고 있는 반면 이들은 노동조합 할 권리,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대한 교섭권 인정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파업 외에도 고공농성, 단식, 천막
농성 등 극한 방식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2016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을 상대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
에 반발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파업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20여 차례 파업의 결과로 근로손실일수가 203만 5
천 일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로, 외환위기 구조
조정에 따른 파업이 증가하였던 2000년(189만 4천 일) 근로손실일수보다
많은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집단행동 측면에서는 1987년 이후 3～4년간 정점에
달했던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임금교섭 결렬 등에 따른 장기파업이 언제든 발
생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0년대 들
어서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
구하는 투쟁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사업장 노조들의 투쟁이 극한 방식으
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5.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 특히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관심은 아니지만 임금격차 등에 따른 불평등이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 키
워드 중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 측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루
기로 한다. 아래 [그림 4-13]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초반 10%도 되지
않았던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2000년대 중반 40% 내외로 벌어진 데
이어,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50% 수준으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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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1980년대 이후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500인 이상=100)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자료에서 계산; 조성재(2017)에
서 재인용.

1980년 초중반 이후 10여 년 동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주로 두 자
릿수 임금인상을 하였고, 대기업 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중심 대기업의 임금
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을 그만큼 인상되지 못
했고 오히려 폐업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 완성차공
장에서 30여 년간 현장노동자로 살아온 이범연 씨는 이렇게 증언한다.
“옛날에 부평 대우자동차 주변에 공장들이 참 많았다. (…) 임금 인상 투
쟁 시기가 되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동양철관 노
동자들은 서로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곤 했다. 이제 그 회사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 삼익악기, 영창악기 등 많은 중견 기업들
도 문을 닫거나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 더 잘 싸워서 노동조합
이 유지되고 더 못 싸워서 노동조합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단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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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는 수출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과 해외 이전과 구조조정이라는 자
본의 칼날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차이일 뿐이다. 공장이 문을 닫는데 노동조
합을 지켜낼 재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IMF 구제금융 사태와 정리 해고 국
면을 겪으면서 그 어긋남은 결정적 현상이 됐다.”(이범연, 2017: 37 ～38)

임금교섭이 대개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1987～2016년 기간 동안 노
동조합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이병희(2017)는 노조
의 임금 평준화 효과가 미미한 시기는 2008～13년에 한정되며 최근 들어
임금분배 개선 효과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다만 노조가 사업체
간 임금분산을 줄이는 효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고 하였다. 노
조가 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막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교섭이 주로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를 임금에 한정해서 보자면 해당 기업 노사
의 임금협약 결과가 (적어도 해당 사업체 내) 비조합원에게 확대 적용되
는 사업체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패널조사 2013
년 결과를 보면(노용진, 2017b), 임금협약의 결과가 비조합원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는 사업체의 비중이 61%, 유자격 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비
중이 19%로,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협약 결과가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사업체 비중이 8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를 연
도별로 비교하면, 비조합원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는 비중은 2005년 68%
에서 2013년 61%로 줄어든 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비조합원에게만 확
대 적용된다는 비중은 11%에서 19%로 증가하였다. 이는 임금협약의 결
과가 적용되는 범위가 조합원이거나 혹은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
람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조직형태 변경 등을 통한 노동조합 자체적인 대표
권 확장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교섭은 기업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고, 임금교섭 결과의 확장성도 해당 사업체 내에, 그것도 조합
원 자격이 있는 비조합원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상황에서 연도별 협약임금인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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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임금인상률은 1998년 -2.7%를 기록한 뒤 반등하여 2000년 7.6%
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3.3%로 떨
어졌다가 2017년 10월 현재 3.8%를 기록하였다(그림 4-14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결과의 확장성과 관련, 주목할 사례는 보건
의료노조 임금교섭 결과이다.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인상률 그 자체가 비
정규직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화 혹은 차별처우 개
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주도의 임금 및 근로
조건 격차 해소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7년과
2017년 교섭에서 이 같은 합의를 끌어냈는데, 전자는 산별교섭 과정에서
의 합의이고, 후자는 산별교섭 요구를 현장 대각선 교섭을 통해 관철시킨
사례다. 지난 2007년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의 1.5～
1.8%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표 4-3 참조). 총
323억 원을 모았고,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처우개선 등에 활
[그림 4-14] 연도별 협약임금인상률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22) 각 연도.

22) 임금결정현황조사(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다(승인번호 제
11819호, 1998. 10. 12).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
시하였다. 자료는 임금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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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보건의료산업 2007년 산별교섭 합의 결과
기금 활용

인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67개 병원 2,384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42개 병원 1,541명

비정규직 처우개선

51개 병원 2,717명

간접고용 처우개선
(병원 진료비 감면, 명절수당 신설 등)

11개 병원 1,285명

비고

총 5,543명의 비정규
직이 차별시정과 처
우개선 혜택

주 :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1% 찬성률로 통과됨.
자료 : 보건의료노조 내부자료.

용하였다. 그동안 노동계 내에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 간 차별
해소를 정규직 임금의 일부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뤄낸 것이 결국 정
규직 책임론, 정규직 양보론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으나,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 결과는 ‘아름다운 합의’로 불리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주요한 사례로 꼽힌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교섭을 연동
하기로 산별교섭 방침을 정한 뒤 각 사업장 단위 현장대각선 교섭에서 임
금총액의 일부를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표 4-4 참조). 특히 2017년의 합의는 2009년 사용자단
체의 해산으로 파행을 겪어 온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이 정상화되기
전임에도 “일자리 문제와 임금교섭을 연동한다”는 산별노조 차원의 조정
력이 발휘되어 이루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인력충원과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
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들어 이러한 연
대기금 확대 노력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에 반대해 왔던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연대체인 공공부문공대위(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23)
23)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체 공공부문 조합원 약 40만 명(2017년 6
월 현재, 한국노총 공공노련 5만, 공공연맹 4만, 금융노조 10만, 민주노총 공공운
수노조 18만, 보건의료노조 5만)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
하는 산별노조(연맹)의 연대기구다. 공공부문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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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7년 병원별 일자리-임금교섭 연동 합의내용
병원

주요 합의내용

고대의료원

임금총액 0.2%를 40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

경희의료원

임금총액 0.5%를 2017년 16명 인력충원과 58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

아주대의료원

임금인상 자제와 기여를 통해 59명 인력충원

한양대의료원

임금인상 자제와 기여를 통해 25명 인력충원, 19명 비정규
직 정규직화

서울․여의도․의정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2020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10%로 제한, 비정규직 확대 중단 합의(200여 명 규모)
서울아산병원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0여 명 정규직화(10%로 제한), 비
정규직 확대 중단 합의

이화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단국대의료원,

2017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을 계기로 2020년까지 비정
규직 1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간접
고용비정규직을 계약종료 시점에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원

조선대병원 등

칙적 합의가 이루어짐.

자료 : 보건의료노조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재정리.

는 새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회된 것과 관련, 이미 지급된 인센
티브(최대 1,600억 원)를 모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설립하였고,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
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공기관 중심의 연대기금 조성사업은 금융산업으
로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017년 11
월 29일 열린 산별교섭 3차 회의에서 임금인상(총액 기준 2.65%) 등의 쟁
점은 물론 사회공헌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였다. 금융산업
노사는 그동안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약 700억 원)과 사용자
가 향후 3년간 출연하는 기금(약 3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과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노
조는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임금인상과 일자리 문제 연동방안과 별도의

협의와 정기적인 예산편성지침 협의 등 전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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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이 5만 5천여 명인데, 1%의 임금인상분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1,925억 원(조합원 5만 5천 명*평균 연봉 3,500만 원*1%)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금속노조가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
자리연대기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경남과 경주, 대구, 포항 지부
등에서는 전액 조합원, 전액 사측, 혹은 노사 공동기금 출연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는 자동차산업 기금 조성을 통하여 중소부품협력업체 노동자들
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의 조직률, 조합원 내부 구성의 변화, 노동조합 조직형태, 파업건
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통해 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임금교섭을 중심으
로 본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간
의 불일치 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노동조합 조직률 진단24)

조직률이 10%로 떨어진 것은 2004년(10.6%)의 일이다. 2010년에 한 자
릿수(9.8%)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에 10%를 회복하여 2016년 말 현재까
지 10.3%에서 정체되어 있다. 조직률 하락은 OECD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조직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그림 4-15]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가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가 있는 2013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10.2%로, OECD 평균(26.1%)과 EU 평균(27.1%)의 절반에도 미치

24) 이 절의 내용은 이정희(2017a)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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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노동조합 조직률 국제비교(2013)

자료 : OECD(2017a).

지 못한다. 조직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91.8%였고, 다음으
로 스웨덴(67.7%), 덴마크(66.8%), 핀란드(65.4%) 등 북유럽국가들이 차지
하였다. 영국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24.7%였고 독일은 17.7%, 일
본은 17.4%였다. 미국은 한국과 거의 유사한 10.6%였고, 약 98%의 단체
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11.4%였다.
그런데 조직률 하락세는 비단 한국의 경험만은 아니다. [그림 4-16]은
1985～2015년간 30년의 조직률 추이를 국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인데, 추세적으로는 모든 유형에서 조직률 하락세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OECD, 2017b).25) 하지만 교섭구조의 특성과 노동조합의 사회경제
적 기능 등에 따라 조직률과 조직률의 추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 겐트시스템 국가들을 묶은 B유형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
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일정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하락세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여전히 조직률은 매
우 높다. 한국이 포함된 영미권 및 ‘기업단위교섭’ 국가들(A유형)과 북․
중유럽 국가들(C유형)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 10～55% 수준이었던 조

25) 이 자료에서 OECD 평균은 회원국 35개국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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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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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이후 10～30%로 낮아졌다. 조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 남유럽국가들(D유형)에서는 전체적
으로 조직률이 OECD 평균으로 수렴하는 추세 속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는 오히려 조직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30～60% 수준의 조직
률을 보였던 동유럽 국가들(E유형)은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OECD 평
균 이하로 조직률이 떨어졌다.
이 같은 조직률의 차이는 각 국가별로 다른 경로를 밟았던 산업화 및
노동계급 형성 과정, 국가의 성격,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서 기인하겠지만,
법제도와 노사관계 행위자 측면으로 좁혀 보면 한국의 조직률이 낮은 원
인으로 크게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에 관한 법제도적 제약,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노동조합 공급의 제한 등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아래에서
는 각 원인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의 제한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
었지만,26) 이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4호)는데, 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는
물론 해고자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에도 해고 효력을 다
투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또한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
험설계사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지만 종속
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사용종속
26) 1980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형태만 인정하고 단위 노조
는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설립 형태
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노조 설립의 기본 요건(30인 이상 또는 1/5 이상)도 폐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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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뿐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갖추어야 할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요건을 갖추고 소극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직을 말한다. 이때 적극적인 요건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
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소극적 요건은 근로
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노조 참가를 허용하거
나, 사용자로부터의 경비 원조를 받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한국의 노조법은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물론 노동조합으로
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관한 구분 없이 공히 모든 요건을 충족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적법성’을 따지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외국의 사정은 다르다. 독
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개방형 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
서는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단체교섭과 같이
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박제성 외, 2011).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노동
조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협약능력이 있는 근로자 단체는 무엇인
가”(독일),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프랑스), “자주성이 있
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영국), “자격 있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일본) 등으로 이해된다(박제성 외, 2011).
한국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이 권한 행사 자격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자격 규정이 아니라 적법/위법 관점의 금지 규정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설립
신고제도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의
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조합원의 범위는 결사하
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에도 현행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이 규약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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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제12조), 해당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로 분류되는 까닭이다. 자주적인 단결권이 행정관청의
개입으로 침해될 수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주적 단결권 침해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중 하나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ILO 87호 협약27)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
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
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낮은 조직률의 두 번째 이유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꼽을 수 있
다. 노동조합을 당연한 노동자들의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없애려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불거진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사례, ② 노동조합 결성, 가입한 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배포로 취업을 금
지시키는 사례, ③ 노조가 결성된 이후 회사를 폐업하고 신규 공장을 설
립하는 사례, ④ 회사 주도의 노조 설립을 통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는
사례 등이다. 이들 유형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

27)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을 따를 것만을 조건
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2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
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
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
다”(제3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ILO 87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의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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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라고 한다면, 중층적 고용관계하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원청 사
용자가 용역․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
동3권 행사를 차단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쟁의행
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손배가압류를 활용해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어하려는 사례28)
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사용자들의 행위는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친다. 또한 효력이 당사자들에
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종의 위협효과를 낳고, 확산된다.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에 따른 피해가 당장의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해고를 감수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기 어렵다는 점까지도 감수해야 할 만큼 크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자들의, 특히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비정규
직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좌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상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의 제한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따
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한국노동
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장홍근 외, 2017)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조
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48.5%)이 ‘보통’
이라고 유보적인 응답을 한 가운데,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
견이 27.4%(전혀 아니다 3.6%, 아니다 23.8%)로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
적 의견 24.1%(매우 그렇다 0.5%, 그렇다 23.6%)보다 많았다.

3. 노동조합 공급의 제한
세 번째로 노동조합 공급 쪽 요인을 들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가입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

28)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
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2017년 6월 26일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24개 사업장에 제기되어 있는 손배가압류가 총 65건
이고, 그 금액은 손배청구가 1,867억 원, 가압류가 18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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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김유선, 2017), 임금노동자 4명 중 3명꼴
(74.9%)로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 있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비율도 6.9%다. 이 둘을 합한 81.8%에는 자신의 사업장
에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자격이 부여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는 좌절된 수요(frustrated demand)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 공급의 제한을 고용형태별로 나눠 살펴보면, 비정규직일수록
그 기회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7]에서 확인되듯
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답변은 비정규직(88.2%)이
정규직(65.0%)보다 많았고, “노조가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도
각각 8.3%와 5.9%로 비정규직에서 높았다. 반면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도 가능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면, 정규직은 9.2%인
반면 비정규직은 1.4%로,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 공급기회가 부여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는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노동조합 공급기회의
확대가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1천 명 가운데 조합원은 3.2%였고, 응답자의 직장 또는 일자리에 노
동조합이 생기거나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부여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5.2%(그렇다 30.0%, 매우 그렇다 5.2%)로 조사되
었다(이정희, 2017b).
[그림 4-17] 노동조합 가입 의사 1

자료 : 김유선(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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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노동조합 가입 의사 2

자료 : 이정희(2017b).

이와 같은 낮은 조직률은 기업단위로 강제되는 교섭구조와 맞물려 단
체협약 효력의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된 교섭이 기업단
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주요 이슈가 기업 내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불능력에 기댄 시장임금 확보에 의존할 수밖
에 없으며, 따라서 교섭 결과의 확장성이나 낙수효과, 사회임금의 확대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제4절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29)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은 노조 조직률과 거의 유사하다. 2013년의 경우, 노조 조직률
29) 이 절의 내용은 이정희․김근주(2017), 이정희(2017a)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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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보다 1.4%p 높은 11.7%였다(그림 4-19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
럼 기업단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 구조와 낮은 조직률 등에 기인한다. 확
장성이 거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 논란을
낳고 있고,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
력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소수 조합원들의 이익‘만’ 좇는 집단이라는 비
판을 야기하고 있다. 같은 해 OECD 조사대상 회원국의 평균 협약 적용
률은 49.2%로 노조 조직률(26.1%)의 2배가량 되었다(OECD, 2017a). 네
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70∼90% 수준인 것과 비
교된다. 또한 조직률이 각각 11.4%, 27.4%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98% 수준이다.
[그림 4-20]은 주된 교섭단위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결정단위가 국
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OECD, 2017b). 한국을
비롯하여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 조직률이 10%대이고 단체협약 적
용률이 조직률과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단위 교섭을 위주로 하고
100% 기업단위 협약이 적용된다.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은 주로
기업단위 교섭을 하는 나라로 분류되지만 기업단위 협약 내용과 함께 초
기업단위 협약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단체교섭이 초기업단위 위주로 진
[그림 4-19]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1(2013)

주 : 단체협약 적용률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
동자들의 비율임.
자료 : OECD(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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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교섭 단위 및 적용되는 협약의 결정 단위

자료 : OECD(2017b).

행되는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대부분의 북유럽국가들에
서는 기업단위 협약만 적용되는 비율이 낮다.
교섭단위와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결정 단위 차이는 단체협약 적용률의
차이와도 맞물려 있다. [그림 4-21]은 국가 유형별 단체협약 적용률을 비
교한 것인데, 기업단위 교섭을 주로 하는 국가들(A유형)은 호주 등을 제
외하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다(OECD, 2017b).30)
반면 겐트시스템을 운영하는 북유럽국가들(B유형)과 그리스를 제외한 남
유럽국가들(D유형)은 초기업단위 협약을 주로 적용받는 국가들로 분류되
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에서도 70～90%로 높다.
30) 이 자료에서 OECD 평균은 회원국 35개국의 가중평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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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2(2013)

자료 : OECD(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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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률과 단체교섭 제도, 확장성 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노
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교섭이 산업이나 국가(중
앙) 수준에서 집중화되어 있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저임금층의 임
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Gautié et al., 2010; Jaumotte &
Buitron, 20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7)’에서 중앙집중적이거나 조율된 단체교섭 체계가 노동시장
이 다수를 위한 공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강조
하였다(OECD, 2017b).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는 그 이익이 다수에게 골고
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는 한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임금
과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위험을 줄이도록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제도, 즉 낮
은 조직률과 기업단위로 분권화된 단체교섭 구조가 단체협약 적용의 확
장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다수를 위한 공정한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있고,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와 같이 산업단위로 조직된 노동
조합도 존재한다. 버스와 택시 같은 업종별 노조도 있다.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은 성별, 연령 등 노동자 개인 특성에 기반하
여 조직되어 있다. 소속 기업보다는 고용형태와 직무의 동질성을 매개로
한 청소용역, 사내하청, 학교 및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도 존
재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노조도 있고, 지역 단위 혹은 특정 업종과 직
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도 존재한다.
조직형태가 다양한 만큼 노조의 주된 목적과 활동도 다양하다. 특정 기
업단위로 조직된 노조는 주로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청년유니온 등은 특정 사용자와 교섭하기보다 정부를 상대
로 한 정책 입안, 이를 위한 여론형성 등을 위해 주로 활동한다. 보건의료
노조,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들은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업단위
교섭도 진행하지만 연합한 사용자들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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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개입, 인력 확충, 기술변동에 따른 고용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교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조의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주로 기업별노조 틀 위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도록 강제
된다. 예를 들어 청년유니온 등이 주도하여 문제제기를 한 결과, 대형 피
자업체들이 ‘30분 배달제’31)를 폐지하였는데, 이를 전통적 의미의 단체교
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
따라서 새로운 모색을 위한 첫걸음은 노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에
도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설계된 각종 법제도를 개정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설립의 결격 사유로 본 규정과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되어 있는 산별노조에 관한 규정 등
노동조합 결성 단계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교섭에서도 교섭창
구단일화의 단위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초기업단위노조의 기
업단위 지부/지회의 역할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
의 부재는 초기업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걸림
돌로 작용하였다.

제5절 노동조합과 사회

10%의 낮은 조직률과 이를 약간 웃도는 단체협약 적용률 등의 통계지
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이기주의자, 귀족
노조’ 담론은 노동조합 정당성의 위기를 보여준다. 이는 노동조합이 소수
31) 대형 피자업체에서 주문받은 지 30분 안에 배달한다는 ‘30분 배달제’를 도입하였
는데, 이 제도가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청년유니온 등이 폐
지운동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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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기업 남성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다른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방해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유범상(2009)에 따르면(표 4-5 참조),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배담론은 산업화 시기 반공주의와 맞물린 ‘빨갱이’, 산업화와 발전국가
논리와 맞물려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경제를 외면하는 존재라는 것을 웅
변하는 ‘경제위기 주범’으로 이어졌다. 1997～98년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등장한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조합 운동이 국민경제 성장에 반할 뿐 아니
라 조합원 아닌 대다수 노동자들과의 연대성을 상실한 집단이라는 비판
이었다.
이는 반공주의, 발전주의, 세계화 등 상위담론과 연관되어 노동운동을 무
력화시키거나 순화시키거나, 혹은 고립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유범상, 2009).
이러한 지배담론은 시기별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대를 관통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담론으로 유포되고 있다.
1991년에 발간된 김종찬의 6공화국 언론조작이라는 책은 1987년 이
후 노동운동에 대한 경도된 시각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가 일선 취재기자이기도 하였던 김종찬은 “문제의
심각성은 (…) 노사분규 차원에서 사건 자체를, 사용자 편에서 최초부터
서 버림으로써 생기는 언론보도의 오류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더 큰 문제는 그것마저도 아예 보도일선에서 지워버리는 현상이 노골적
으로 발생했던 경험이 한국 언론 전반에 명백히 깔려 있다는 점이다”(1991:
<표 4-5> 노동운동 배제의 지배담론
빨갱이
핵심내용

민주노조 = 공산주의

상위담론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경제위기는 노조의 과 노조운동은 노동귀족들
도한 파업 때문

의 이익활동

반공주의

발전주의

경제위기설, 경쟁력 강
화, 세계화

정치경제

남북분단, 냉전

산업화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효과

노동운동 무력화

노동운동 순화

노동운동 고립화

주요시기

산업화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이후

자료 : 유범상(2009),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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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고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89년 봄부터의 언론은 공안정국 형성
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데, 그 시기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울산사태32)를 기점으로 ‘노동운동과 노사분규 = 파괴와 폭력’이라
는 도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습적 왜곡보도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재
차 노동운동을 사회적인 적, 즉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매도하는 데 언론이
앞장섰던 ‘경제위기 조장기’가 그것이고, 셋째는 공안정국이 어느 정도 위
력을 발휘하면서 아예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분규를 언론보도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는 ‘실종시기’가 그것이다.”(김종찬, 1991: 311～312)

이는 <표 4-5>에서 말하는 노동운동 배제의 지배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1987년 옥포 대우조선 파업 등에서 보였던 언론의 파업노동자 고립
화 전략은 1989년 ‘울산사태’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 과
정에서 기자들은 해당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봉투’를 받는 일도 흔했
다. 대우조선 파업에서 옥포관광호텔이 있었다면 현대중공업 파업에서는
다이아몬드호텔이 있었다(김종찬, 1991). 언론에 의한 노동조합 고립화는
파업 보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1989년 5월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도
봉구 신방학초등학교 최○○ 교사의 특수교육방식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한 교사가 사회시간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에 대해 언급
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리
포트에서 “사회시간에 사회과 공부는 안 하고 지하철노조에 대해서 얘기
하고 또 현대그룹(…)”이라는 학부모 발언 등을 소개하면서 “2세 교육이
문제 교사에 의해 움직여지고 또 그들이 담보로 하는 어린이들을 특정 목
적으로 몰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 책임자들은 심각하게 인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반공주의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가운데
32)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공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크고 작
은 파업이 잇따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울산사태’는 이들 쟁의행위를 포함하여
1988년 12월 12일부터 진행 중이던 현대중공업노조의 파업에 대해 1989년 3월 30
일 1만 5천여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킨 사건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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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확장되었던 경제위기설, 노동귀족론 등은 노동조
합을 정당한 노동권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불손한 어떤 세력이라는 담론
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비단 1980～90년대의 일만은 아니다.
2017년의 방송사노조 파업에 대해 한 보수야당의 의원은 “mbc 노조가 다
른 데하고 달라서 노조가 진보정치를 구현하고 정치 집단에 소속된 사람
들 아니에요?”33)라고 말했다. 지역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효과를 두고 “노조가 침
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빨갱이 담론과 정치적
조합주의가 결합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담론은 이중적이기까지 하다. 이기주
의자라는 비판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말이 포
함된 것인데,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
해 발언을 하면 정치집단과 다를 바 없다며 또 비난한다. 노동법에서 정
한 노동조합 정의34)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 향상, 둘 모두 포괄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면서도 상호 모순적이다.
아래에서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
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이정
희, 2017b)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들
먼저 현재 노동조합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40.5%가 ‘노동조합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28.2%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

33) 2017. 9. 6. 고용노동부를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흠.
3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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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노동조합 활동의 중점

자료 : 이정희(2017b).

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과 노조 간부 혹은 (다수가 아닌) 일
부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는 답변으로, 이기주의자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은 19.2%에 그쳤다. “노동조합이 지금
까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보느냐”는 질문(그림 4-22 참조)에 대
해서는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47.4%, 조합원의 고용안
정이 25.9%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다는 답변이 4명 중 3
명꼴인 73.3%를 차지했다. 역시 노동조합이 소수의 (조직되어 있는) 정규
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는 평가였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답변은 11.4%,
사회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이라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는 “그렇다”는 답변(38.5%)35)이 “아니다”는 답변(20.6%)36)의 2배 가까
이 되었다.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노동조합 영향력을 어
35) 그런 편이다 36.1%, 매우 그렇다 2.4%.
36) 전혀 아니다 2.9%, 아닌 편이다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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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전망하는지를 물었더니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이 28.5%37)로 “커질
것”이라는 답변(26.3%)38)보다 조금 많았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
을 가질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비중이 높은 45.2%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이 일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의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고용안정에 치중되어 있으
며,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지금과 유사하거나 약
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36.6%39)로 “신뢰하지 않는
다”는 답변(19.5%)40)의 2배 가까이 되었다. “보통이다”는 답변(43.0%)을
포함하면 전반적인 신뢰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
은 흥미롭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5%(대체로 57.5%,
반드시 28.0%)를 차지했다. 2007년과 2010년에 실시된 같은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5.6%, 87.1%로 나타나 노조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4-23
참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기주의자 집단이라고 여
기면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국민의식의 이 불일
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래 설문문항에 대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변화 요구를 제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이 현재까지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 등 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미
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중점을 두었던 의제와 앞

37)
38)
39)
40)

크게
약간
그런
아닌

6.1%, 약간 22.4%.
23.2%, 매우 3.1%.
편이다 34.3%, 매우 그렇다 2.3%.
편이다 17.0%, 전혀 아니다 2.5%.

94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그림 4-23]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자료 : 이정희(2017b).

으로 중점을 둬야 할 의제를 비교하면, 응답자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
선에 대한 비중을 줄이되(47.4 → 21.9%), 취약계층 보호(11.4 → 30.1%)와
사회제도의 개혁(6.1 → 18.4%)에 노동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안노조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운동 그룹에서도 유사
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안이다. 조건준 외(2017)는 그동안 조합원에 제한
된 이익 추구라는 목표를 갖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분할적 이
해대변을 위해 사업장 교섭력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결과로 노동조합의
퇴행을 야기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민의 보편적 권리 실현, 불안정 노
동의 통합, 지역-산업-사회적 연합의 힘 등을 대안노조의 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는 이 글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문
항에 따라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 민주화에 노동조
합이 미친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57.9%)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이 문항은 지난 1989년, 2007년, 2010년 실시된
국민의식조사에도 포함되었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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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에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7년(57.9%)이었다. 2007년과 2010년
은 30%대(35.4%, 39.9%)를 기록하였다. 반면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응답
은 1989년과 2017년이 11.2%와 8.0%로 10% 안팎을 기록하였고, 2007년
과 2010년에는 24.9%, 24.6%를 각각 기록하였다. “좋은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전형적인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발해진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따라 임금인상뿐 아니라 사회정
치적인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졌던 1989년과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대통
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2017년 간의 시대적 유사성을 반영하
는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중점을 둔 활동과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을 묻는 문항을 보면,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에 부정
적이었다.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2007년과 2010년, 2017년 조
사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정치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선 안 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노동조합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에 더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일면 상충되는 듯하다. 이는 한국
[그림 4-24] 정치 민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

자료 : 이정희(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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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정치’,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협소한 정치활동으로 이
해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활동의 가장 좁은 의미
는 권력이나 자리를 얻기 위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조사에 응한 국민들이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낮은 지지를 보인 것은
노조가 특정 정당에 동원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치적 활동을 이
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노조가 지분을 갖고 국회의원이나 자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려 하는 행위 혹은 특정 목
적의 입법을 위해 집회나 시위, 로비 등을 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노조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가운데 ‘정치적 활
동’에 대해 0.8%의 지지밖에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러한 협소한 의미의
정치적 활동에 노조 활동의 중점을 두지는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으로 노조가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30.1%)와 사회보장․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18.4%)에 대해 상대
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작업장 단위에서의 협의에서부터
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업을 넘어선 사회적인 제도개선
[그림 4-25] 정치적 활동 : 현재 vs. 향후

자료 : 이정희(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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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투쟁 등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41)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노동조합과 노동정치
앞서 이 장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조직률, 임금교섭의 확장성,
파업 등 집단행동 등의 측면에서 약화되고 있고, 조합원 구성에서도 비정
규직과 여성 등 전통적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계층에서의 노조 가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40～50대 남성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본격적인 초기업노조 결
성 움직임 등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
도 기업단위 교섭이라는 ‘낡은 제도’에 갇혀 확장성을 꾀하고 있지 못하
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대표권의 확장 측면에서 발전 정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과 제도개선 과정에 또한 일
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
향력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 출
범 당시부터 3자 기구(tripartite body)로서 노동계를 포함하여 경영계, 전
문가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역할을 하
였으나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듬해인 2000년부터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은 합법
화되기 이전인 1996년부터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자 위원의 일부를 구성
하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노동법 개정 등을 논의해 왔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
하는 노동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은 사
41) 더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 제3장과 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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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이 아니라 ‘국
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양날개 전략(two-track)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
여하면서 보건의료산업 및 노동자들의 개별적․집단적 이해와 관련된 내
용을 심의하고 때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표 4-6 참조).
노동조합의 정부 주도 위원회 참여에 대해 특히 민주노총 진영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통제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포용적인 제스처를 취하여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정희, 2017c).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정부
<표 4-6> 보건의료노조 각종 정부위원회 참가현황(2016년 3월 현재)
정부 부처

기관 및 위원회

세부 내용

역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기관인증 주요 사업 의결

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회/인증심의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원회

이사
심의조사위원

환자안전위원회

하위법령제정관련 자문위원

자문위원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메르스 이후 병원 감염대책 수립 위원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심의

위원

건강보험공단포괄간호서
포괄 간호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위원
비스제도화사업단
서울환자안심병원지원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자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개편

자문위원
위원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건강보험정책 총괄심의 의결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근로자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근로자위원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위원회
제도개선특위

운영위원
특위위원

성남시

성남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추진위원
자문위원

고용
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2016), ｢2016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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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참여는 그만큼 노동조합 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정부가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국회가 1996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을 폐
기하고 새롭게 법 개정을 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지난 5월 대선에
서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노총
과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였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로 조직
된 공공부문 공대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진영과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각종 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 노동정책에 뜻을 모
았다. 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현 정부는 특히 노동조합 진영과의 논의
를 역대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노정교섭
으로 부르든, 노정대화 혹은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로 부르든 관계없
이 노동조합 진영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계든
정부든 논의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정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와의 협의 혹은 합의가 없는 정책이 본래의 의미대로
입안되거나 집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혹
자는 서구 코포라티즘과 달리 현 정부가 노동조합에게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노동
조합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기존 정당정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조합
진영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총 진영은 1997년 국민승리21에 이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켰고,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
역구 2명(창원, 울산)과 정당명부투표 13.1% 득표율에 힘입어 비례대표 8
명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2007～08년 분당, 탈당 등을 겪으며 2004년과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운동 진영은 원내의 정의당, 원외의 노
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민중정당 등 범진보정당과 직간접적
으로 관계를 맺으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실천하
고 있다. 한국노총 진영도 2002년 민주사회당을 창당하면서 노동자,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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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민층을 포괄하는 대중정당을 표방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였고, 한
국노총은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주로 해왔다.
이처럼 세력으로서 노동조합 진영은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
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을 무효로 하고 재개정
을 추진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
다. 최근 들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추동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
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파트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제할 대
상은 명백히 아니라는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업단위로 분권화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 영향
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아직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가 전체 가
계소득에서 국민연금, 실업수당, 건강보험급여, 보육지원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과 같은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노동조합의 대표권은 ‘조합원’의 ‘시장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림 4-26]에서 보듯이 한국은 임금 가운데 시장임금 비율이 92.1%로
OECD 평균(68.1%)은 물론 스웨덴(51.5%), 프랑스(55.8%), 독일(61.2%)
과 견주어 볼 때 월등히 높다. 시장임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고용
되어) 있을 때 많이 벌자”라는 심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 내에서
의 연대, 공장 밖 사회와의 연대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미 고임금층으로 분류되면서도 더 많은 임금
을 요구하는 대공장 조합원들의 행위는 그 기업을 떠나는 순간, 임금은
물론 자녀 학자금 수혜, 의료비 보조, 해외여행 기회 등의 혜택이 모두 박
탈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여지도 있다. 특정 기업과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는
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대학
까지 자녀 학자금이 나오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택시장 안
정화나 무상교육 등 다수 국민의 이해에 공감하고 함께 투쟁하기를 기대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조합은 사회와는 멀어지고
공장 내부로, 내부로 고립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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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의 비율

자료 : 오건호(2009), ｢한국의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재정전략｣.

제6절 소 결

이 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을 조직률, 내부 구성의 변화, 조직형태,
단체행동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대표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노동조
합이 조직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생산자’(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중
심의 대표활동을 해 왔던 데에서 벗어나 공장의 경계를 넘어 시민으로까
지 대표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표의 내용도 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하고자 하지만 기업단위로 강제되는 교섭구조
와 같은 제도적 제약 등에 가로막혀 일정 부분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있
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최소한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이나 제도개선 논의를 진
행하는 한편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심판과 조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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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을 해 오고 있다. 나아가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단지 조
합원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
다.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제 궤도
에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기존 정당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인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이라는 양적 측면에서는 10% 수준에
서 낮은 대표성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그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조합
이 양적 대표성을 조직화를 통해 확대해나가는 한편 내용적인 대표성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합원인 근로자를 위한 시장임금
확보 투쟁에만 주력하기보다는 공장 안에서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사회
임금 확대에 나서면서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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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현실과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법제도에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定
義)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① 사용자 또는 항
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
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
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
우,42)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이
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
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제7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라는 형사 제재가 부과된다(제93조 제1호).
노동조합은 사회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실체이지만,
42)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
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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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실체에 대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법적 의미에서의 노동조합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건을 정하는 것 자체는 특이한 입법례
는 아닌 듯하다. 대체로 ‘자주성을 가진 노동단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
규정 내지 판례 등을 통한 해석적 기준으로서 노동조합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방식은 다른 국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의와 관련한 법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 법제는 노동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는 거의 아무
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법상 특정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별도의 요
건을 부과하는 법제이다.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폐쇄형 법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권한 행
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히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법제이다. 이
러한 법제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면, 즉 노동조합으로 설립되면 곧
바로 법상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지 못하면,
즉 요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43)

입구 규제 방식이 엄격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유사하게, 집단적 노사
관계법 역시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따라 기본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관
계 법령은 그 제정 당시에 설정한 전통적인 모델(근로자상, 노동조합상)
에 의하여 근로관계에서의 최저기준과 노사관계에서의 자치주의를 판단
하는 ‘폐쇄형 법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폐쇄형 법
제’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규율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연구하기

43) 박제성․김기선․김철희․심재진․최석환(2011), 노동조합 정의 규정 재검토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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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제도는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그 제도가 현실
을 다시 규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이면에 배치되어 있
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상(像)
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
연혁적 검토를 중심으로

1. 검토의 방식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이 법은
1997년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법(｢노동조합법｣과 ｢노동
쟁의조정법｣)을 통합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주로 ｢노동조합법｣
에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
써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44) ｢노동조합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 협약자율, 자주적 조
정의 원칙, 자유로운 쟁의권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노사자
치주의를 지향한 것이었다.45) 특히 협약자율, 노동쟁의의 자율적 조정,
쟁의권 행사에 본질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
44) 노동조합법 제정목적[시행 1953. 3. 8.] [법률 제280호, 1953. 3. 8., 제정]
45) 김형배(2013), 노동법 제21판, 박영사,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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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46)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자치의 경험과 역
사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당시 상황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것
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47) 반대로 현실적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당위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규율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만을 규정한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쟁의행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48)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의 민사면책,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및 구속제한, 안전보호시설 정폐 등의 금지,
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 쟁의찬반투표, 노동위원회의 알선․조
정․중재,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영역의 법령들은 전후 경제적 피폐와 국민들의 빈곤, 산
업화의 부진 등의 사회적 환경에서 제정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
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초기적 노동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해당
개정에서는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던 시대적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결활동
인 쟁의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 사항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49)
이처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제도들은 정치적․사회적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 정의 규
정 등에 관한 개정 속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
는가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노동3권의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46) 이 외에도 ｢노동조합법｣은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소방관리, 형무관사와 소방
관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을 인정하였고(제6조), 노조성립시기는 신고
시로 규정하였다(제11조 제3항). 또한 ‘연합체’(제11조 제5호)와 ‘단위노동조합’(제
22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단체협약을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체결하도
록 함으로써(제35조) 기업별노조체제로 유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
라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것도 금지하였다(제34조).
47) 김형배(2013), p.63.
48) 노동쟁의조정법 제정목적[시행 1953. 3. 8.] [법률 제279호, 1953. 3. 8., 제정]
49) 임종률(2017), 노동법 제15판, 박영사,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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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 노동권에 관한 헌법 규정의 변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적 근원은 노동3권에 있다. 헌법 제
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기본적 골격은 건국 헌법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되었다.
[그림 5-1]은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변천을 도식화한 것이다. 헌법상 노
동3권의 변천 과정은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 자체만으
로 보자면, 한마디로 ‘본래적 의미의 회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국헌
법에서의 자유권 사상에 따른 노동보장 수준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그림 5-1] 헌법상 노동 3권 규정의 변천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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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헌법상 노동3권의 변천 이유는 매
번 다양하겠지만, 산업 사회에서 노동3권의 보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
제이므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집단으로서의 단일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했을 것이다. 즉
노동 고유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
항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 가운데 몇 가지 큰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익균점권의 삭제
건국 헌법 제18조는 노동3권과 함께 이익균점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익균점권은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우리나라 내에 있
던 일제나 일본인 소유의 적산(敵産)에 대한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한노동총연맹의 전진한 의원이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제안하고 제헌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50)
이익균점권은 근로조건의 자치적 결정(노동3권)과 동일한 관점에서 기
업 이익 배분이 ‘균등 배분’ 원칙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
는 건국 헌법상 노동조항은 근로자 개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의 근로조건 결정을 단체적으로 강력하게 실현하는 한편(형식적 대등),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이익이 기업에 독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실질적 평등)을 명확하
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의 구체적인 보장에
관한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익균
점권’은 삭제되었다.
나. 노동3권의 제한적 보장
해방 직후 일제로부터 노동운동을 억압받아 왔던 근로자들은 미군정시
50) 노동법실무연구회(20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박영사,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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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치면서 자주적인 노조결성을 확산시켰다. 건국 헌법에서도 노동3
권의 주체인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배
경에서 1947년 9월 기준 단위노동조합의 수는 262개로 집계되기도 하였
다(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Ⅲ).51)
1961년 5월 16일 군부에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대
립적 노사관계를 우려하였다. 이에 제3공화국 헌법 개정에서는 이익균점
권을 삭제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52)
1972년 유신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
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서 노동3권의 보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
였다.53) 해당 조항은 1987년 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제한 범위를 축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장 소속 정
규직 근로자의 조직력 확대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54)
이처럼 노동3권은 민주주의정책을 도입하던 미군정시기, 경제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군사정권시기, 민주주의의 회복을 도모하던 87체제와 같
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제한적
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3권의 제한을 받고 있던 공무원과 교원
의 노동3권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1월 27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다. 법률유보의 방식
노동3권은 시민법상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정책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 등이 억압되는 사회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 행사에 대하여 국가
51)
52)
53)
54)

김유성(1996),
하갑래(2016),
하갑래(2016),
도재형(2017),

노동법Ⅱ, 법문사, p.6.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정 제4판, 중앙경제, p.13.
p.18.
전환기의 노동과제, 오래,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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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 및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
이55)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에서 노동3권을 ‘법률 유
보’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법률유보란 “일정한 범위는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것이 결여될 경우 공권력의 행사를 위법
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이다.56) 법률유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도출되
는 원리로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하여 통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보
장한다. 한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는 그 제한이 가능하지만, 오직 법률을 통하거나 이를 근거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보장의 이념과도 합치되어야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단체와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전
개되는 관계를 규율한다는 특수성이 있다.57) 따라서 법률 유보의 문제는
헌법상 노동3권 규율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군사정권하에서
노동3권을 제약하고자 하는 법률 유보의 형식은 직접적인 법개정 이외에
도, 법률 규정의 문구를 수정하면서 나타났다.
1962년 헌법은 노동3권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였다. 이후 1972년 유신헌법은 노동3권의 제한을 한층 강화하여 법
률의 유보하에 보장되는 권리로 정하고, 공무원 등의 단체행동권을 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1980년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하
여는 법률유보 부분을 없애고, 유신헌법 이전과 거의 유사한 조문으로 개
정하였다.58) 그리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노동3권의 보장형식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
55)
56)
57)
58)

임종률(2017), p.22.
박상기 외 12인(2013), 법학개론 전정2판, 박영사, p.353.
임종률(2017), p.13.
5차 개정은 노동3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었으나, 실제 이 시기
(1980년)의 노동법률은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과 무관하게 권리 제한적으로 개정
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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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목적 규정 변천
법해석에 있어서 목적 규정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문리 해석(文理解釋)’이므로, 해당 조문
의 문구가 언어적․사회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 규정은 법률 전체의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
반과 같은 규정으로, 이를 통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관점을 알 수 있음은
물론, 법률의 주요 대상에 관한 법의 눈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노동3권의 변화 흐름은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법률,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전신인 ｢노동조합법｣의 목적 규정의 변천
[그림 5-2]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목적 규정 변천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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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조
합과 그 권리에 관하여 다음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제한적 용어의 도입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자유권’의 보유 주체를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근
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기여에 관한 사항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9) 특히 해당 조항에서
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60)
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이 법에서 목적 규정을 제외하고 ‘노동
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조합법｣
제1차 개정에서는 ‘노동자’란 표현이 ‘근로자’로 대체되고, ‘단체행동자유
권’이라는 용어도 ‘단체행동권’으로 바뀌었다. 이는 1962년 헌법 개정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의 자유’를 ‘단체행동권’으로 변
경됨에 따른 것으로, 어의(語義)적으로 단체행동권에 관한 제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밖에 ｢노동조합법｣ 제1차 개정에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뿐만이 아닌 ‘유지’를 새로운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국민경제에 기여”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로 수정하였다.
제정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 보장
을 입법목적으로 명시하면서 노동“쟁의”를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
러나 1963년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 문구를 삭제하고,
노동“관계”를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결과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입법목적에 추가하였다.61) 즉 경제발전을 위
59) 1953년 ｢노동조합법｣의 ‘입법 정신’을 둘러싼 배경과 논의에 관해서는 이흥재
(2005), ｢노동조합법제정사의 법사회적 조명 - 그 제정배경과 전진한의 역할 및
법인식의 담조｣, 서울대학교법학 46(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
60) 하갑래(2016), p.7.
61) 이러한 개정은 산업평화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제5장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113

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
1980년 제5차 개정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로자 복지후생에 보다 기여토록 유도”하
기 위해 개정하였다. 그러나 목적규정 이외의 개정내용으로 보았을 때 실
제로는 그러한 입법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
구심이 든다는 평가도 있다.62)
1986년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자율성 제고’라는 개정 이유로 노동조
합비 중 일정률 이상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제24조 제2항).63) 그러나 동법 목적규정
의 복지증진 문구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목적 규정상 복지증진 내용을 삭제하였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라는 정세 속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64)
1996년 5월 9일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집단적 노동관계법령을 하나로 합치는 의견,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미명하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1980년 기업별 노동조합의
강제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서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김유성, 1996:
8～9).
62) 한국노동법학회(2012), 노동법 60년사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p.425.
63) 노동조합법 제개정 이유[시행 1986. 12. 31.] [법률 제3925호, 1986. 12. 31., 일부개
정]
64) 임종률(201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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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미합의사항에 대한 공익
위원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에서 일부 수정한
법률안이 1996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신법 제정의 형
태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 통과’라는 노동계의 총파업 영향으
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한편, 1997년 3월 13일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다시 제정하게 되었다.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규정은 과거 ｢노동조합법｣과 ｢노
동쟁의조정법｣에 상존하던 목적 규정을 병행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래
서 법 이념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노동쟁의의 예방․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라는 다소 상반된 목적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목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의 지향점과 목적하
는 바는 ‘목적 규정’에서 명확하게 도출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헌법상 노
동3권의 행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
시되고 있다.66)

4.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관한 변화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은 ‘법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
체에 대한 해답이다. 이에 관하여 박제성 박사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구조적 필터링’ 법제에서 법이 노동조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67) 예컨대 영국의 ‘자주성이 있는 노동조합’, 프랑스의
‘대표성이 있는 노동조합’, 독일의 ‘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등과
같이 법이 노동조합의 권한 행사에 관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령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실체 자체를 법적으로
65) 하갑래(2016), p.28.
66) 임종률(2017)에서는 법률의 명칭을 ‘노동조합법’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노동3권의
보장에 대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법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임종률, 2017: 10).
67) 박제성․김기선․김철희․심재진․최석환(2011),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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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정의 규정 변천

자료 : 필자 작성.

판단하고자 한다.
｢노동조합법｣의 정의규정은 그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를 확장하는 방
식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엄격하게 법으로 규율하는 태도들이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도 어렵고, 이후의 노동조합의 유지도 어
렵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결격요건을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의규정(제2조)과 결격요건(제3조)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정의를 하되, 정책적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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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정한 유형의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
였다. 하지만 1963년 제1차 개정에서는 정의 규정과 결격요건 규정을 통
합하여 ‘정의 규정 내 결격 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후의
해석은 결격 요건을 노동조합 정의의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이 개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는 제2노조에 의한 노조의
민주화를 막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68)
1980년 제4차 개정에서는 목적 규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1987년 제8차 개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고,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소극
적 요건으로 명시하면서 복수노조금지를 강화하였다.69)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되,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주로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
였다. 그러나 1996년 법률을 폐지하면서 제정한 1997년 법률에서는 해당
규정을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노조설립
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다
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 법령(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였다.70)

68) 강성태(1988), ｢일제에서 현재까지의 노동악법연구｣, 역사비평, 한국역사연구
회.
69) ｢노동조합법｣은 1963년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신설하고, 1987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대한 복수노조금지 정도를 강화하는 개정을 이어
왔다. 1997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삭제하였으나 2009년
까지 13년간 유예기간 끝에 실질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었다.
70) 하갑래(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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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성립 시기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지정,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
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법령의 본칙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71)
노동조합설립의 자유는 건국 헌법의 노동3권 보장 및 제정 ｢노동조합
법｣의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규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정의규정에 해당해
야 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행정관청을 통한 설립신고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법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제7조 제1항)으로 요
건을 갖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헌법과 노동법상 보호가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노동조합설
립신고서가 반려되는 일명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헌법 및 노동법상 법에
명시된 사항의 보호와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없게 된다.72)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관
여, 행정관청의 심사권의 실질화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에 위반하여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다거나,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한다
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기 못한 노동
조합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사업장 내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
지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가능케 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73)
제정 ｢노동조합법｣과 함께 시작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사실상 노
동조합을 설립 단계에서부터 심사하여 그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을 가지
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게
될 노동조합 설립신고 규정 변천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노동조합법｣상

71)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법령입안심사기준 참조.
72) 하갑래(2016), pp.104～106.
73)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노동정책연구
10(1), 한국노동연구원,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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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노동조합 설립신고규정의 변천

1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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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시기를 신고 시에서 신고증 교부 시로 개정하면서 노동
조합의 설립신고제도가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승인제
도 내지 허가제도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는 견해들도 제기되고 있다.74)
또한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의 주체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지부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전국규모의 노동단체를 규정했다
가 삭제하기도 하는 등 설립신고제도를 통해 노조의 설립을 좌지우지하
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 설립신고의 주체
현행 노동법상의 설립신고의 주체는 ‘단위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연합단
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당시
부터 현재까지 설립신고 주체를 규정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
다. 다만, 법률의 변천과정에서 시대별로 노동조합연합단체의 조직 범위
를 어떻게 규율하느냐가 법 개정의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설립신고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세칙에서 신고, 보고 또는 신청을 하는
주체를 단순히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있다. 1963년 4월 개정에서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까지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12
월 개정에서는 제13조 제1항에서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와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의 설립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4월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조 제3항에서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75)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7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신고주체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하면
서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74) 강선희(2014), ｢노동조합 정의규정과 설립심사제도 -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중심
으로｣, 노동법학 51, 한국노동법학회, p.11.
75) 1966. 2. 12. 보건사회부령 제169호 (2)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단체
가 설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설립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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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조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1980년 개정된 ｢노동조
합법｣은 단위노조 설립요건을 강화하면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은 그
들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
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87년 ｢노동조합법｣은 단위노조 설립요건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동종산업의 단
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 이들을
설립신고의 주체로 하였다. 이후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제정되고 지금까지도 연합단체 관련 규정은 유지 중이다.
나. 설립신고와 성립시기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에 관하여 제정 ｢노동조합법｣은 제6조 제3항에서
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정 ｢노동조
합법｣은 비록 명문으로는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시행세칙76)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결격결정을 할 수 있어
설립신고반려와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정 ｢노
동조합법｣을 신고에 의한 자유설립주의라 평가하기 어렵다77)는 비판이
있다.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하였을 때 성
립하도록 한 제정 ｢노동조합법｣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시행
령을 통해 설립신고서의 반려제도를 규정하였다.78) 이에 따라 노동조합
76) ｢노동조합법｣시행세칙[시행 1953. 4. 20.] [사회부령 제9호, 1953. 4. 20., 제정]
제5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접 법 제3조에 규정한 결격조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
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노동위원회에
부의하며 동시에 그 요지를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7) 강선희(2014), p.6.
78)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 1963. 8. 26.] [각령 제1423호, 1963. 8. 26., 전부개정] 제8
조 (설립신고증의 교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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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신고제도는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와 결합한 사실상 승인 내지 허
가제도가 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 1997년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
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설립시기를
접수 시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설립신고서 반
려 및 그 사유를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79)
이러한 과정들을 요약해 보면, 제정 ｢노동조합법｣ 이후 노동조합의 성
립 시기는 ‘신고 시’에서 ‘신고증 교부 시’로, 다시 ‘신고증 교부조건부 신
고 시’로 변화하여 왔다.

제3절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1.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접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사용자단체의
파트너로 규정되어 있다.80)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
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
사항 중 누락된 것이 있을 때
2. 그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법 제3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79) 강선희(2014), p.16.
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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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넘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단체의 파트너, 노동관계 당사
자를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외의 법령 중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에
서 ‘노동조합’의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공무원노조법, 교
원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 등 총 5개,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은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노사정위원회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 등 총 2개, 기타 조례 등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관련 법령들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및 노사관계에 있
어서 노동조합(노동단체)의 역할과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구분해 보면,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조합’은 근로조
건 결정 주체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그 자체에 의미를 부
여하기보다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 즉 사업장 과
반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81)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의 연장선에서 특수 직역에 관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
한 법령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에 관한 직
접적인 규율은 아니지만 유사한 노동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노동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사회적 주
체들의 협력(협의 등)을 규정한 법령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법이 상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의미에 대하여 간
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한다.82)

2. 공무원과 교원에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이외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에는 공무원
상태를 말한다. (이하 생략)
81) 근로자참여법도 근로조건의 결정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 노동조합
의 지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주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82)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촉하는 역할(제6조)과 노동위원
회의 조사권(제23조)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에 응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하에서 ｢노동위원회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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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위원회법｣이 있다.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3권 행사 및 제한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법과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조합
으로서 위촉 및 협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
서 특수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공무원과 교원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7조), 교육의 균
등성과 법정주의(제31조)에 따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여
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은 노동법 제정 당시부터 제한적
으로 보장되고 있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현역군인, 군속, 경
찰관리, 형무관사, 소방관사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고, 196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였다.
이후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
고, 2005년 단일법령으로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가입범위가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그림 5-5]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한 규정의 변천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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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무원노조법상 가입범위의 변천

자료 : 필자 작성.

되는 이유에는 공무원의 신분적 요소에도 있지만,83) 인사행정 체계의 변
화에 따라 가입범위가 개정되기도 한다.84)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
합법을 적용하지만, 교섭주체, 교섭대상, 교섭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상 특칙에 따르고 있다.85)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
83) 이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이유에는 공무원 임용행위가 공법상 계
약이라는 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업무가 공공성을 갖는 점,
근로조건의 결정이 법률 및 예산에 따른다는 점, 공무원 보수는 근로의 대가이자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확보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게는 일반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철수․김홍영(2005),
노동법강의, 고시연구사, p.52;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p.680).
84)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11년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
직공무원’ 삭제, 2012년 ‘기능직공무원’의 삭제가 있다.
85) 하갑래(2016), 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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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및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11조는 파업․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에서도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국가공
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제한하고 있었다.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
정되면서, 교원의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
정되었다. 이와 같이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이유에는 교원의 교육자
로서의 측면과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86)
교원의 단체협약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
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관련
하여 동법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에 대하여 금지
하고 있다(제8조).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 내에서 현실에서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법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포함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와 개별적 임용관계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아닌 자와도 단결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87)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법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
무원이 모두 연대하는 전국 단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의 경우 그 구성상 일반 산업별 내지 직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
86)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제한에 대한 위헌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노동3권에 우선하고,
교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직단체를 통한 교원의 지위향상
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하갑래,
2016: 745).
87) 서울고법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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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 실질적으로 그 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제한되
는 등 일반 산업별 내지 직종별 노동조합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별적인 임용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전제로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구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배제한 대
원법 판례의 적용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지만,88) 사법적 심사에서 실질적
인 단결 형태보다는 규범적인 제약이 노동조합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우
위적 요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3. ‘노동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한 법령
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관계발전법 등이 있다. 그런
데 이들 법령에서는 노동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노동단체가 의
미하는 바와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ILO의 2010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단체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
고․질병․사망 등에 대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 근로자
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 및 조합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89)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이 법령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
88)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5 판결. 이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
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
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
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하는 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
서는 일정한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
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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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다만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법 및 노사관계발
전법에서는 노동단체의 대표성에 집중하여 노동단체를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체이자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의 객체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노사정위원회법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
(제4조 제3항)과 공익대표위원의 구성에 대한 추천 및 배제에 있어 노동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상무위원에
대한 위촉 및 배제에 있어 노동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다(제8조).
그 밖에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노사관계발전법에서는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따라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2조), 국가는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제6조) 및 노사관계발전 사
업(제9조)을 통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동단체’는 두 가지 다른 목적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파트너로서 정책의 결정 및 사회적 합의
파트너90) 및 실천의 주체이다. 이러한 목적에서의 ‘노동단체’는 근로자의
89) ILO(2010), General survey concerning employment instruments in light of the
2008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 Report Ⅲ(Part 1B),
p.9.
90) 노사정위원회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
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
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8조 (상무위원회)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
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장, 전국규모
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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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제1조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과 일맥상통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자로서 민
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이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동조합 총연맹’ 또는 ‘전국규모의
노동조합 대표자’라는 현실적 표현 대신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91)
한편 법령상 ‘노동단체’는 국가의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법령도 있다.
예컨대 노사관계발전법 제2조 5호(국가의 책무)․제6조 제2항 제2호(노
사발전재단 운영 지원)․제9조 제1항(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에 있어
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92)
일반적으로 ‘노동에 관한 단체’를 노동단체라고 인식할 때, 지원의 대상으
로는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관련 연구 및 활동 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으로서의 노동단체 개념이 낯선 것은 아니다. 다만 노사
관계발전법에서 ‘노동단체’와 같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같이 병렬적
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노동단체에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사관계발전법 제6조 제1항에서 노사발전
재단의 설립 주체로서 노동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93) 실제 재단 설립 과
정에서 한국노총이 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노사관
계발전법 제6조 제1항의 노동단체는 노사정위원회법과 동일한 맥락으로
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한다.
91) 노동조합 총연맹이 당연히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국규모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아닌 ‘전국 단위의 노동단
체 대표자’를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
92) 노사관계발전법 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93) 노사관계발전법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
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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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94)
이처럼 노사정위원회법이나 노사관계발전법 등에서는 노동단체에 대
하여 노사정위원회로서의 권한과 노사발전재단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지만, ‘노동단체’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5조 및 제7조의 ‘노동단
체카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95) 노동단체카드 관련 규정은 1953년 제
정 ｢노동조합법 시행세칙｣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노
동조합대장’을 1974년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동단체카
드’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단체’는
‘노동조합’과 같은 의미이다.
나. 조례에서 의미하는 노동단체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노동단체’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노동단체
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
원에 관한 조례｣ 제2조는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
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 다만, 이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조례에서는 일괄적으로 ‘노동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
94) 노사발전재단의 설립 과정의 합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노
동단체로서 한국노총, 사용자단체로서 한국경총이 있다.
95)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
청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시행령 제10조 제2항), 해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제출된 서류,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서류를 구소재지를 관
할하는 행정관청 등에 통보해야 하고(시행규칙 제5조), 관련 노동단체카드를 행
정관청에 비치하고,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7조). 노동단체카드의 양식은 시행규칙에
서 “[별지 제5호 서식] 노동단체카드” 양식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무
원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도 해당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노동단체카드를 규정하면서, 동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노동단체카드를 마
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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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해당 조례를 통한 지원대상을 용인시와 같이, “1. 총연합단
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성시의 경우와 같이 “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를 노동단체로 인정하는 경우96)
등 지역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단체의 범위를 약간씩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단체의 개념 정의는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관계발전법, 그
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의규정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표 5-1> 조례상 노동단체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2016. 1. 7. 제정)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용인시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사업 지원 조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2016. 4. 15. 제정)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
계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
안성시
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한 조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2016. 12. 21. 제정)
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
동 관련 단체

96)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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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관한 조직에서 노동단체를 최상위 범주로 설정하면서 노동조합,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기타 노동단체들을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절 소 결

산업혁명 이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서, 근로자 집단과 사회의 개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
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첫 법적 관점은 ‘불법적 결사체’로 인식하는 것이
었다.
1875년 영국에서 쟁의행위가 공모-재산보호법(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 1875)에 의하여 형사면책이 이루어진 이후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적 인식은 150년 동안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 노동조합은 ‘법적
자유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법적 관점의 전반적인 기조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이를 둘러싼 법령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이 장의 시작에서 던진 질문, “법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핵심 논점일 것이다.
최근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전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행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율과 ILO의 ‘결사의 자유’ 사이에 간
극이 크다는 것은 노사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도 한때 법으로 ① 단결권의 자주성과 단체행동의 자유
가 법에 명시됨과 더불어 ‘노동자’라는 표현이 법률상 사용되었으며,97) ②
노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자격 요건(결격 요건)을 분리하여 본래적 의미의
97)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
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
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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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격을 구분하였고,98) ③ 신
고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바로 성립된 것으로 보았던 시기가 있었다.99) 바
로 제정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된 1953년 노동조합법에 의한 규
율 체계였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발전한다고 하지만, “1948년 ILO 제
87호 협약과 1953년 노동조합법”보다 ‘1948년 ILO 제87호 협약과 2017년
노동관계법령’의 간극이 훨씬 크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법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동조합’ 틀 속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
조합은 조직 형태만큼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여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사실적 조직형태를 규범적으로 포섭하는 데
인색하다.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예외
이며, 사회적 협의주체와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
의 일환으로서 중요할 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그 법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
도 사회적 정당성의 원동력을 점차 상실해 갈 수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노동조합 역할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임과 동시에

98)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
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
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99) 제11조 (설립의 신고) ③ 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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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합․제정되면서 지향하는 목
적이기도 하다.100)

100) 1980년 노동조합법 목적은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 ”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라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노
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활동 자체가 근로자들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은, 적어도 그 문구상으로는 근로조건 문제 이외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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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의 노동조합 진단과 미래 : 단체교섭을 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제1절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
질문에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불길한 전망도 숨기지 못한다. 양극화
와 저성장이 뿌리를 내린 한국사회에서 노조가 그나마 노동자들의 숨쉬
는 공간이라면 이 질문은 고통스럽다. 이 질문은 노조나 사용자에게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를 대하는 권력의 태도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결
정짓는 주요 변수라면 권력도 이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일차적인 수신인은 노동조합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공간적으로는 기업 내부에, 이념적으로는 실리
에 갇힌 조직’이 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의 키워드는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로 갈라진 조직체계, 그리고 연대가 사라진 경제주의 운동 이념 등
이다. 노동조합이 ‘내부로부터 문을 걸어 잠근 폐쇄구조’가 되면서 노동운
동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정치적 배제는 깊어지고 있다. ‘위기’라는 말조
차 더 이상 영감을 주지 못하는 낡은 언어가 되고 말았다.
노조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나머지 과거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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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지난 시대의 낡은 외투를 걸치고 21세기를 힘
들게 버티는 ‘산업화시대의 화석’이라는 것이다(Dullien, et al., 2012). “그
렇다면 노동조합이 21세기에 들어 노동자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챔
피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다(박명준․권혜원 외, 2014).
이를 반영하듯 노조의 대표적인 무기였던 단체교섭에 대한 회의가 나오
는가 하면 비노조 노동단체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박명준․김이선, 2016).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며 그 대
표적인 수단은 단체교섭이라는 사실 정도이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 단체
교섭 = 임금인상을 위한 조직’으로 이해되는가 하면101) 노사관계 연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연구로 축소되는 현상까지 낳았다(Kaufman, 2000).
그러나 단체교섭의 효과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
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이 글의 문제제기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첫 번째 질문은 노동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노동자인가 산업이나 업종, 지역, 나아가 보편
적인 계급으로서 노동자인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
인 질문으로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단체교섭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수단일까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
이 10%를 갓 넘는 상황이라면 단체협약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이
해는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
조합의 활동을 ‘기업을 넘어 단체교섭을 넘어’ 설정할 수는 없을까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
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유일한, 최종적인 목적인가라는 것이다. 노
동자의 삶이 경제적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노동운동이 갖는 사회
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다. 노조는 경제적 행위자이자 시민사회 속에서
사회통합의 매체(vehicle for social integration; Hyman, 2001)다.
결국 이 글은 “우리 시대에 노조란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
101)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조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본질적인 방편으로 본다. 또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
조합에 한정한다(강성태,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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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노동운동이 실패하
고 있다면 그 실패의 지점은 어디이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권이
바뀌면서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는 노조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하게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 글은 먼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제2절). 이어 단체교섭을 넘는 행위로서 노조의 경영참여와 사
회적 대화, 그리고 노조가 수행하는 사회운동을 점검한다(제3절). 노동조
합이 노동운동을 독점할 이유는 없지만 당장 노조를 대체할 사회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에 노동조합이 자리할 수밖에 없
다면 노동운동의 물적 토대로서 산별체제를 향한 노조의 자기변신은 필
수적이다(제4절). 마지막으로는 요약과 맺음말이 뒤따른다.

제2절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것은 없다”는 건 클레그(Clegg, 1976)의 지적이다. 노조는 단체교
섭권이라는 제도적 권력을 지렛대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의 관철
을 막고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뒷받침한다.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집단
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로 파악한 프리만 등(Freeman and Madoff,
1992)의 지적도 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
단체교섭은 노사 간의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
다. 노사가 이해를 달리 정의하는 상황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합리적이다’(김동원․정경원 외, 2013).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에 의해 이
러한 갈등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Webb & Webb, 1920).
특히 일반노조와 산별노조가 등장하면서 단체교섭은 노사갈등을 해결하
는 대표적인 장치로 자리매김된다.102)
102) 숙련노동자로 구성된 직업별 노조(craft union)에서는 노조가 노동력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건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노조는 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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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다원주의적․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노조의 역할은 단체교
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일이다. 물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은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리주의
(business unionism)를 강화한다는 점, 기업별체제에서 임금격차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노조의 조직률이 낮
아지면서 그 영향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저성장
체제가 고착되면서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물러지기도 한다. 단
체교섭의 한계는 “누구를 위한 단체교섭인가”, “노조의 역할은 경제적 이
해의 실현에 한정되는가”, 그리고 “단체교섭을 대체할 수단은 없는가”라
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1. 누구를 위한 단체교섭인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노동조건의 방어
는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노동운동의 인적․물적 기반은 조합
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홍주환, 2014). 노동자들의 다수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투쟁에 나서리라고 기
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Darlington, 2015: 257).
개별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은 개별 노동자
와 사용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힘의 불균형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그 불
균형은 ‘노동력=상품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들이 생활수단도 없
는 경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야 한
다. ‘노동력=상품’은 전기(電氣)가 그러하듯 사용(판매)하지 않는다고 해
서 저장되거나 보존되는 상품이 아니다. 생선처럼 부패하기 쉬운 상품
(perishable products)이기도 하다. 따라서 좋은 판매 조건이 나타날 때까
지 기다리기보다는 헐값으로라도 판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리함은
임금의 수급조절기능이 약하다는 사실로 인해 가중된다. 일반적으로 상품
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나 노동력은 가격이 내리면 공
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 노조가 정한 노동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작업장에서는 조
합원을 철수시켰다(Clegg,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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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임금이 내리면 생존을 위해
가족이 구직행위를 하거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력=상품’은 그 공급주체인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다. 노동력은 노
동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자본가의 지휘․감
독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와 그것
을 구입하는 기업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노동
력 판매에 이동의 제한이 따르는 것도 노동력이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는
탓이다.
‘노동력 = 상품’의 특수성은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
자에 대해 교섭력의 열위(bargaining disadvantages)를 면하기 어렵게 만
든다. 노동자 개인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 다
른 노동자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들이거나 보다
많은 노동력을 지출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다른 노동자와 경쟁을 피
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은 연대
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행동에 참가하는 길이다. 노동자들은 서비스 공급
의 최대치와 요구임금의 최소치를 정하기 위해 연대를 형성한다. 노동조
합은 바로 이 지점, ‘노동력=상품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고 연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동자들의
전략에서 비롯된다.
이때 ‘노동자’는 논리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 일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경쟁으로 노동자의 연대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적으로 노조가 실현하려는 경제적 이해는
기업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직업별 연대의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구조, 목적, 효과 등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초기 제도주의자의 문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Kaufman, 2000). 그
중심에서 다원주의적․제도주의적 노사관계 모델의 지적 기초를 놓은 사
람이 Webb 부처였다(Farnham, 2008). Webb 부처가 노동조합운동의 역
사(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1894)에서 내린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노동조합 연구의 출발점을 이룬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
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노동자들의 항상적인 단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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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association of wage earner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conditions of their working lives)”라는 게 그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Webb 부처의 정의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노조를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단체로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개별기업
노동자의 임금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조의 역할
은 해당 직업이나 지역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의 표준율
(standard rate)이나 ‘동일한 최대 노동시간’과 같은 공동의 규제를 설정
하는 일이었다. Webb 부처는 노조를 전일적인 경제적 이해단체로 이해
하지도 않았지만 경제적 이해도 기업차원이 아닌 지역․산업차원의 표준
율로 이해했다103). 같은 지역이나 지구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것은 그것이 시간급이든 업적급이든 표준임금률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당시에는 노조가 전국화되지 못했다). 임금
은 명확한 표준에 따라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표준임금
률 다음으로는 동일한 업종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대 노동시
간(a uniform maximum working time)’을 적용하는 일이었다. Webb 부
처는 자발적인 단체교섭이나 법률적인 강제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적용
되는 단일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근
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Farnham, 2008).
노동조합의 역할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공동규제를 설정하는 일
이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관점, 특히 기업별 체제라는 시각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기업별 체제에서 노조의 연대는 공장 담벼락을 넘
지 못한다. 같은 지역이나 지구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연대가 아니라 공장 안에, 그것도 정규직에 갇힌 연대가 현실화된다. 노
조의 활동이 공장 안에 갇히면서 노조의 경제적 이해조차 기업 안에 머무
는 것은 물론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 노
조법 제29조는 이처럼 좁은 노조의 시야를 법률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103) 실질적인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다. 처음부터 노동조합은
기업단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직종(숙련) 단위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trade union에서 trade는 공통된 craft(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
업)나 skill(기능, 숙련)을 가진 일군의 노동자를 가리킨다(Hyman, 2001). 노동조
합은 직업별 노조(craft union)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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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
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활동의 수혜
자를 조합원에 한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은 공장 안의 실리를 실현하는
도구로 바뀐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기업별 교
섭을 통한 조합원의 임금극대화와 기업 내부의 임금평준화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업 간 임금격차의 확대라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조율되지 않
은 기업별 교섭의 사회적 부작용은 커졌다(유형근, 2014). 이런 점에서 기
업별 체제는 ‘새장 속의 새’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새장을 넓히
는 것이 아니라 새장의 문을 여는 것이다104).
Turner(1962)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닫힌 노조(closed union)와 열린 노
조(open union)로 구분한다. 닫힌 노조는 조합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
직의 입구를 특정 범주(직업, 업종 등)로 제한하는 노조를 말한다. 반면
열린 노조는 조합원의 입구를 열어두면서 교섭력을 조합원의 규모에 의
존한다. 열린 노조의 극단적인 형태가 일반노조라면 기업별 노조는 닫힌
노조의 극단적인 형태가 된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이 ‘닫힘’의 단계를
뛰어넘는다. 조직의 형태에서만 닫힌 것만이 아니라 이념에서도 경제주
의에 닫혀 있는, 이중으로 닫힌 조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단체교섭이 당면한 도전들
단체교섭이 안고 있는 고유한 문제도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교섭의
대상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단체교섭이 노
조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떠오르면서 노동조합의 경제주의가 강화되는 것
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이 갖는 경제주의는 기업
별 체제와 결합하면서 한층 강화된다. 기업별 체제는 노조의 활동을 기업
내부로 한정 짓고 그 속에서 경제적 이해의 실현에 몰두한다. 그리하여

104) 게다가 기업별 체제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내부노동시장은 축소되고 약화되고
있다. 기업 바깥의 노동자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노동자들은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벽을 쌓았지만, 내부노동시장의 영역이 줄어드는 데다 그 벽마
저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 금이 가고 있다(정이환,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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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인 활동이나 기업별 체제를 뛰어넘는 초기업적․사회적 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은 무관심하거나 무능력을 드러낸다.
단체협약에 대한 회의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으로 인해 강화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조의 조직률이 낮다는 사실
에서 비롯된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조항마저 사문화된 상태에
서 단체교섭은 결국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
를 대변할 뿐이다. 단체교섭은 기득권자들이 자기이익을 수호하는 창구
가 되고 있다.
단체교섭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교섭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의 힘 관계는 급격히 사측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낮은 조직률이나 기업별 체제라는 사실 못지않게 단체교섭을 둘러
싼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가령 공공부문 노
동조합(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은 형식적으로 주어진 단체교섭권을 누리
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다. 공공기관 노조의
임금교섭권은 예산편성지침이 대체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 조항은 단
체행동권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전공노
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바뀌었는가 하면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마저 2007년 이래 10년간이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
문에서도 단체교섭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단체교섭이 형식
화된 동네(산업․업종)는 물론 단체교섭이 아예 잊힌 동네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2017)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9.1%
인 데다 300명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단체교
섭권이 노조의 배타적인 권리라면 이제 단체교섭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에서 제한된 역할을 할 뿐이다.
오늘날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기업차원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도 단체교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에 속한다. 단체교섭의 지형 자체
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나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법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기반을
상실해 가는가 하면 기업차원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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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의미를 잃어 간다. 단체교섭을 정치와 결합시키려는 움직임이 나
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을 둘러싼 광범위한 정
치적․법적․경제적 얼개(framework)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결합된
형태를 Hyman(1996)은 ‘정치적 경제주의(political economism)’라고 부른
다.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나 시위, 로비와 같은 정치활동은 단체교섭과 달라 반드시 조
직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를 개발하고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닦은 Webb 부처가 단체교섭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Webb 부처는 노조의 역할을 단체교섭이라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았지만, 규제의 수단으로는 단체교섭보다 오히려 법률적 규제를 선호
했다. 법률적 규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에 비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갈등이 덜하다고 본 탓이었다(Ackers, 2007). 그
리하여 Webb 부처는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단체교섭은 쇠퇴할 것으
로 봤다. 그러나 다른 이유, 즉 노조의 약화로 인해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법률적 강제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의 단체교섭이 갖는 영향력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활
동은 여전히 달팽이 껍질 속에 갇힌 듯 공장의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있
다. 기업 바깥에서의 움직임, 특히 사회정치적인 동학(dynamics)에 눈을
감은 채 노조는 제집을 이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기업 내 단체교섭에 매달
리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그것이야말로
단체교섭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단체교섭,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기제
노조가 기업별 체제에서 공장 안에 갇힌 실리를 추구해 왔다면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평평하
지 않다.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임금분단선이 지나간다. 고용형태(정규
직 vs. 비정규직)나 기업규모, 성, 학력이라는 분단선이 그것이다. 그리하
여 노동시장은 분단되어 있다거나 이중구조화 혹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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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들 말한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활동이 임금 불평등의 해소 내지 소득평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Card et al., 2004). 실제
로 오랫동안 외국의 많은 연구는 단체교섭이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Freeman and Madoff(1992)의 저
작은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들에 따르면 노조는 불평등을 축소
시키는 발언효과(voice effect)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독점효과(monopoly
effect)보다 커 결과적으로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OECD
(2004)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교섭
구조가 집중되고 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낮아진
다. 한편 Jaumotte and Buitron(2015)의 연구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첨
병 노릇을 해 온 IMF의 발간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들은 노조 조
직률의 감소가 상층 노동자 집단의 임금을 높여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킨
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성장률을 밑으로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게 IMF(Ostry et al., 2014)나 OECD(Cingano,
2014)의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
이에 논란이 있어 왔다. 세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 국내 연구들은 대체
로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려 왔다(이정우․남
상섭, 1994; 황덕순, 2005; 강승복, 2014).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바뀌고 있다. 노조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같은 고임금 노동
자를 대변하는 데다 노조 바깥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노조가 오히려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김창오, 2015; 성재민, 2009; 김기승․
김명환, 2013).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시기별로 다르다
는 주장도 있다. 즉 IMF 외환위기를 경계로 노조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
는 효과는 불평등의 완화에서 불평등의 확대로 바뀐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신광영(2013)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의 확대는 노동운
동의 흥망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령 노동
운동이 활발했던 1985～95년까지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급속히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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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소득불평등이 하락한 것은 민주화의 산물이었
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부문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상
승했고 이는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약화를 가져
왔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국민총소득에서 피용자 임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1997
년 외환 위기까지만 하더라도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챔피언이었다. 그 핵
심은 노동 분배율의 제고 못지않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
는 데 노조가 기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IMF 위기 이전의 임금인상투쟁은 비록 그것이 경제주의
적이었다고 해도 변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노
동자가 비밀의 정원인 기업의 임금인상과정에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때
로는 파업으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강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변
혁적이었다(당시는 우스갯소리지만 파업기간으로 노조 위원장들끼리 서
열을 정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상당부분 3저 호황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
만 노동조합은 높은 임금인상률을 달성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유용성을 증
명했다. 나아가 그것은 사회적으로 임금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했다면 당
시의 임금인상 투쟁을 단순한 경제주의 투쟁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어 보
인다. 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노사 간의 계급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자본주
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계급투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봤다). 경제와 정치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면
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그 속에 정치적․계급적 투쟁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로서는 사회주의
권의 몰락, 노동자 정당의 부재, 지도부의 취약한 계급적 의식과 기업별
체제에 대한 집착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수록
노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에 매달렸다. 조합원에게 노조의 정당성과
유용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조합원을 동원하면서 경제주의는 더욱 굳
어진다.
1997년 이후 노조의 선도적인 임금투쟁이 드리운 낙수효과는 사라지고
만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임금 불평등에 미친 노조의 효과는 방향을
바꾼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하청 관계 등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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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양극화와 취약노동자의 낮은 조직률 등이 낙수의 고리를 끊은 것이
다. 노조가 대공장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엘리트 계층의
조직으로 바뀌면서 임금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다. 노동조합이 경제적
지대를 분배하는 담합의 장으로 바뀐 것이다(박태주, 2014 참조). 특히 민
간 대기업 노조들의 선도교섭은 하청업체에 대해 임금 인하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들은 “하청업
체와 비정규직을 사측과 함께 착취함으로써 고임금의 혜택을 누리는” 한
편 양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킨다(이철승, 2016). 노조가 양극화
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취약계층에게 노조의 임금효과가 큰 경우
노조가 불평등을 약화시키지만 상위계층에서 노조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
나는 경우 노조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신광영, 2013).105)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려는 노조의 노력이 노동시장을 이중구
조로 만들고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면, 연대를 본질로 삼는 노동운동
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앞
서도 지적했듯이 노조의 고유한 목적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즉 연대임금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라면,
임금 불평등의 확대는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금 불평등의 확대를 온전히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
다.106) 그렇지만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의 챔피언이 아니라는 사실
을 확인한 순간 노동운동은 도덕적․사회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그 결과
105) 노조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임금분포의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임금
인상에 주력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Friedman(1956)이나 Rees(1962) 등이 대표적이다(Card et al., 2004 참조).
106)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은 기술진보와 세계화와 같은 경제적인 요
인보다 정치의 보수화가 그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 늘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안전망의 침식,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등과 같이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들의 이면에는 정치가 있다(Krugman,
2008; Stiglitz, 2013; 이준구, 2016). “우리는 불평등 심화가 세계화나 탈산업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평등 심화는 정책의 결과이며 따라서 적
어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Emmenegger et al., 2012).
특히 임금 불평등의 증가가 노조와 단체교섭의 역할이 줄어듦과 동시에 일어났
다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된다(Atkinson, 2015). 이런 주장들은 하나
같이 노조가 임금 불평등의 축소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146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는 노조의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고립으로 나타났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
기주의자라는 낙인은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지 불과 10년 만의
일로 노동운동의 때 이른 조락(凋落)과 조로(早老)를 드러낸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조직화와 함께
노동권과 사회권107)을 확보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권리는 불완전했
고 사회적으로는 이기주의자라는 낙인으로 무시당했다. 이기주의자라는
낙인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이 공적 세계에서 사회적인 주체로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을 말한다(유범상, 2017b: 183). 기업별 체제 속에서 노동운동은
임단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자신들(대기업 정규직)의 협소한 경제적 이
익에 갇히고 말았다108). 거리로 나와 광범위하게 공공성의 문제를 외쳤던
촛불이 끝내 노동현장을 외면했다는 사실109)은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로부
터 얼마만큼이나 외면당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인 단체교섭
의 영향력이 제한되면서 노조의 경제주의 전략도 벽에 부딪힌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체제하에서 단체교섭이 노동소득 분
배율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차원의 단체교섭
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초기업별․다사용자교섭, 교섭대상의 확대,
단체협약 적용범위의 확대(노조 조직률의 제고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

107) 사회권이란 Marshall(1950: 8)에 따르면 “아주 기초적인 경제적 복지에 대한 권
리와 전면적인 사회적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부터 사회적으로 지배
적인 기준에 따라 충만하고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광범
위한 권리를 말한다. 이 사회적 시민권 개념은 서구에서는 케인스식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이주희, 2012).
108) 이 경우 이기주의는 집단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적
이해가 우연히 일치됨으로써 형성된 개인적 이기주의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도구적 존재로 바뀌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는 개인의 비용 - 편
익 분석에 의존한다.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야말로 연대 행동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다(Catalano, 2000).
109) “촛불은 끝내 홈에버 매장으로 오지 않았다. 10년 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쇠고기 수입반대에는 그렇게 열정적인 시민들이 당장 생존권을 박탈당한 비정
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냉담했다. 촛불은 아름다웠지만 계급적 문제에 대
해선 무력했고 둔감했다”(은수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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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도입) 등이 해법으로 도출된다. 다른 하나는 단체교섭을 벗어나 다
른 방법을 찾는 일이다.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노조의 사회운동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후자에 집중한다. 전자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부
분은 다음 절에서 간단히 짚는 데 그친다.

제3절 단체교섭을 넘어 권력의 배분으로

1. ‘노동 있는 민주주의’
단체교섭 중심주의가 노동조합의 핵심활동을 단체교섭으로 파악한다
면 그 바탕에는 노조의 조직률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단체교섭 제도 내에
서 노조의 조직률은 노동의 상대적인 힘을 측정하는 도구이자 단체협약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Sullivan, 2010). 이 경우 노동운
동의 재생은 노조 조직률의 제고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
나 이는 노동조합을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인 행위자(economic actors)로
환원시키는 시각이자 노동운동이 가진 비시장적인 힘을 간과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노조는 기업 내에서 경영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아
니라 기업 바깥에서는 사회적인 얼개 내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사회의
일부다. 단체교섭이 엘리트 노동자층의 이익을 강화한다면 조직률이 갖
는 의미는 제한적이 된다.
이 대목에서 묻고 싶은 질문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이익단체에 머무르는가”라는 것이다. “단체교섭으로 상징되는
경제주의를 넘어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노조의 지향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프리만 등의 저작(What Do
Unions Do?)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의 기능을 분석한 내용이다(Kaufman, 2005). 그러나 노조
의 발언(voice) 기능이 경제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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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것도 아니다. 노조가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서는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노조의 사회세력화 등을 들 수 있
다. 이는 노조의 역할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참여는 단체교섭이 갖는 교섭대상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넘어 경영
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일이다. 사회적 대화가 정책결정과정에 대
한 노조의 개입을 의미한다면, 노조의 사회세력화는 사회적 연대를 바탕
으로 사회개혁에 나서는 한편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참가를 본령으로 하며 참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연결된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
정과정에 대한 참가가 그것이다. “구속력 있는 집단적 결정은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한다 … 그 법을 지켜야 할 의
무가 없는 사람들이 그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
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론가 로버트 달(Robert Dahl, 2011)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결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를 반영한다. 의사결정과정이라는 권력의 배분과
정에서 소외되면서 경제적 혜택의 배분이라는 결과로부터도 소외되는 것
이다110). 분배의 최종결과에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낳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Young, 2017).111) 노동배제의 성장전략이 사

110) 이런 관점에서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노사정 등) 사이에서 권력의 사회적 배
분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노동정치”로 정
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달성되었지만 그것
이 노동권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은 권력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그것이 불평등 혹은 불완전한 사회적 시민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111) 그리하여 Young(2017)에 따르면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집착은 물질적 배분을
결정하는 제도적 맥락을 당연시하고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영역 범위는
분배 쟁점을 넘어서 정치적인 것 그 자체, 즉 공동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는 제도 조직의 모든 측면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분배의 측면
에서만 파악하는 패러다임은 가령 의사결정 권력이라는 쟁점을 공개적인 공적
논의로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비정치화된 공적 삶(depoliticized public life)을
반영하고 또 강화한다. 따라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사회정의의 중요한 요
소이자 조건이라는 것이 영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집단의 목소리가 집
단대표제를 통해서 공적으로 청취되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6장 한국의 노동조합 진단과 미래:단체교섭을 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149

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 사회적 행위자가 의
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가하는 것은 집단적 선택으로부터 얻어지는 혜
택을 동등하게 분배할 가능성을 높인다(박찬표, 2017).
다른 한편 노동조합을 배타적인 노동운동 단위로 취급하는 것은 노동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직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동조합
이 노동운동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률의 감소는 물론 노동자들 사
이의 이질성이 커가면서 노조가 갖는 집합적 대표성이 떨어졌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비노조 노동단체로서는 노동사회단체(비정규 센터, 서울노
동권익센터, 생활임금 캠페인 노동자 센터 등), 직종별 전문가 그룹(의사
협회, 변호사협회 등), 그 밖의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노동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직은 공식적인 단체교섭제도의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이
유로 노동운동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지만, 이들 단체의 노동운동은 “노조
를 넘어, 교섭을 넘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힌다. 비
록 단체교섭권은 없지만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등을 통해 단체교섭 중
[그림 6-1]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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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노동운동을 확장한다. 노조운동이 지금과 같이 조합원을 중심에 둔
협소한 노조주의(narrow unionism)의 틀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로 봐도 좋을 것이다.
‘노조대체론’이 섣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지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어
려움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 대표체의 역사적 형태’(Catalano,
2000)이자 여전히 지배적인 노동자들의 조직형태이다. “노동조합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그래서 최고의 근로자 이익대표체이다. 노동조합은 노
동관계의 시작이며 … 대체를 상정하지 않는 유일한 전제이다”(강성태,
2015). 노동조합이 기존의 사회구성이나 법체계에 체화되어(embedded)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해대변방식이 당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단체교섭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중요하지만 비노조 노동단체가 노동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 이 글에서는 노조를 기반으로 삼는 노동운동의 형태로
서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노조의 사회운동 활동에 주목한다.

2. 경영참여, 기업차원의 노동정치
Webb 부처는 노조의 기능으로서 단체교섭이나 법률적 강제를 통해 보
편적인 공동의 규칙(national minima)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정치적 민주
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산업
민주주의에 가닿는다”. 권력이 어느 개인이나 계급에게 집중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억압의 엔진으로 바뀐다. 작업장이나 산업차원에서 이를 막
는 수단이 산업민주주의다. 노동조합은 기업가들의 견제 없는 경영활동,
즉 산업독재(industrial autocracy)를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로 바꾸는 핵심적인 수단이다(Farnham, 2008). 경영참여, 즉 산업민주주
의는 노사가 권력을 공유하는(power-sharing)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 노
동이 경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제도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
입의 획득(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의 견해다)이 아니라 인간
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자기통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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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적 창의성의 발현, 성취감의 획득, 그리고 공동작업의 경험 등이
그것이다. 경제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고도 할 수 있다. 제도주의자들
은 기업의 고용관계를 정치적인 용어로 모형화하여 산업정부(industrial
government)라고 불렀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산업차원에 도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은 단순한 생산요소(상품)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산업정부의 시민(citizens with rights)’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산업차원에서 지배구조의 일환으로 고용관계에서 민주주의
를 촉진하는 매체로 나타난다(Kaufman, 2000).
노동자는 기업의 핵심적인 내부 이해당사자(stakeholder) 혹은 산업국
가의 시민으로서 발언권(voice)을 갖는다. 단체교섭이나 경영참여를 통해
‘사람에 의한 지배(rule by men)’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바꾼
다. 민주주의는 지배자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강제에 의해 유
지된다. 이 경우 대표적인 형태의 법(law)은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체교섭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선
택이 된다. 실제로 Flanders(1970)는 Webb 부처와 달리 단체교섭은 공동
규제(joint regulation)를 제도화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노조는 주요하게는
경제적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기구라고 봤다. 경제적 성취보다 조합원
들의 인간다움(dignity)을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단체교섭이 노조의 대표적인 참여수단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노사갈등
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로서 단체교섭은 교섭대상의 제한이라는 벽
에 부딪힌다. 단체교섭은 쟁의행위를 배경으로 노사 간의 이해대립사항
을 교섭함으로써 노사 간 이해공통사항을 다루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단
체교섭 중심적인 산업민주주의 모델(collective bargaining-centered model
of industrial democracy)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반해 경영참여는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활동영역을 확장
시킨다(김교숙, 2011). 잭슨(Jackson, 2005)이 경영참여를 “작업장 내에서
노조의 확대된 팔(the extended arm of unionism within the factory)”이
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동결정제도로서는 노동이사제와 사업장협의회(works council)가 대
표적이다. 사업장협의회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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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런 점에서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는 실 가는 데 바늘 가듯 상호 결합되
어 참여형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 공공기관
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박태주, 2016b) 사업장협의회는 노사협의
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논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
도 노동이사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국정기획자
문회의, 2017).
결론적으로 경영참여로 대변되는 산업민주주의는 노조가 경영에 대한
권력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런 점에서 경영참여는 기업차원의 노동정치
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 경영참여는 기업민주주의(corporate capitalism)
에 집중함으로써 기업 바깥의 경제영역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
는 산업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을 세운 로버트 달(Robert Dahl, 2011)의 한
계이기도 하다. 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일반적으로 자본과 임노동 관
계를 기초로 짜인 기업 활동을 뼈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나머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기업의 영역으로 한정했다(송태경, 2017).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산업민주주의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종합으로
인식되지만 그 기능들이 기업차원에 갇힌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산업민
주주의 기능을 기업 바깥으로 확산하고 나아가 기업 바깥에서 노동정치
를 전개하는 핵심은 사회적 대화다.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노조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사회적 대화
노조가 기업의 틀에 갇힌 단체교섭을 벗어나는 방안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체교섭을 기업 바깥으로 끌고 나와 다사용자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후자의 일환이다.
사회적 대화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정흥준, 2017) 노사관계 발
전방안(4점 척도)에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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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3.28점으로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개선해야”(3.11점),
“노동조합 가입률을 더 높여야”(3.02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
하고 있다. 국민들은 “미래의 노사관계는 타협을 통한 공존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를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정흥준,
2017).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는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무엇
보다도 노조를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이면에서 신자
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엄격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노동탄압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사회
적 대화)은 서로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삼는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원리의
실현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코포라티즘은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강
조한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코포라티즘의 종언이 논해졌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시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걸림
돌’이었다. 그러나 코포라티즘은 시지프스처럼 살아남는다(corporatist
Sisyphus; Schmitter and Grote, 1997). 거기에는 코포라티즘의 자기변신
이 뒤따른다. 공급중심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이나 경쟁력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이 그것이다(정병기, 2004; 이연호,
2007; Rhodes, 2001).
수요중심 코포라티즘에서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의제의 변화를 내포한다. 수요중심 코포라티즘이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금인상의 자제(소득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에서 핵심의제는 노동의 유연화다. 여기에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복지의 축소와 같은 의제가 부가된다. 결과적으로 코포라티
즘은 신자유주의 노동통제의 수단이 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단절이나
파행을 초래한다(이연호, 2007). 노조를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식하고 약
화 내지 제거의 대상으로 대하는 곳에서 사회적 대화가 제 자리를 잡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이
탈퇴와 복귀를 거듭한 것도 신자유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사회
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2․6합의에서 비롯되어 2015년 9․15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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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기간은 온전히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한 번도 사회적(수요중심) 코
포라티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공급중심 코포라티즘을 맞
이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였다. 이해당사자
사이의 운동장은 기울어졌으며, 특히 사회적 대화의 주된 설계사인 정부
는 노동조합을 의사결정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을 합의해 주는 들
러리로 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서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되는 속내에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코포라
티즘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제3의 길을 논의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추구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막을 올렸
던 신자유주의가 근 30년 만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퇴조하
고 있었다(이준구, 2016).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깨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깻묵 맛을 들인 듯 신자유주
의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그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사회
적 대화도 전환을 맞고 있다. 노동배제정책이 노동포용정책으로 바뀌면
서 불평등의 해소가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취약노동자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물론,
노동을 새로운 성장전략의 주체로 세우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
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동기본권의 보장, 산별체
제의 확립,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포용적 코포라
티즘(inclusive corporatism)’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이란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post-neoliberalism)의
사회적 대화를 규정짓는 틀거리로서 그 핵심은 불평등의 해소와 이를 통
해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노동을 주체로 세우려
는 정부의 노력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퇴조를 기반으로 삼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성장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건널목이 된다. 소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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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코포라티즘의 전개과정
사회적(수요중심)
코포라티즘
시기(한국)

주요 의제

←

공급중심(경쟁력)
코포라티즘

포용적 코포라티즘(전망)

(1998. 2～2015.9)

→
․격차 및 차별해소
․취약노동자 보호

․임금인상 자제

․노동 유연성

․사회복지 확대
․완전고용
․노사관계안정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국제경쟁력 제고
․노동기본권의 보장
․사회복지의 축소
․산별체제의 확립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협의 수준 전국수준(중앙집중적)

전국수준 +
중위수준(산업/지역)

전국수준 +
중위수준(산업/지역)

협의 내용 합의

합의 + 협의

합의 + 협의

성격

노사 균형적

노조 : 수동적․방어적 노조 : 공격적․적극적

국가의
역할

크고 강력한 국가

작고 강력한 국가
(노동통제적 정부)

비고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친노동 사민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친노동적 국가의 귀환
신자유주의 이후
(post-neoliberalism)

자료 : 필자 작성.

도성장론이 그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임금(가계소득)의 인상과 평
준화를 통해 내수를 늘리고 그것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는 전략을 말한다
(Lavoie et al., 2013 참조). 임금소득의 제고 이외에 내수를 늘리는 수단
으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의 증대, 확장적인 재정계획, 그리
고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민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가계소득 내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전체의 소비성향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주상
영, 2017). 기존의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중심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
장전략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사회적 대화가 위치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환경은 나쁘지 않다. 정부는 사
회적 대화의 주요한 의제로 ‘ILO 핵심조약의 비준’이나 ‘노동존중사회 기
본계획’의 수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노동권의
신장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노조
로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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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통행증이 된다. 물론 사
회적 대화는 그것이 전국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수행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이나 업종, 지역차원에서는 물론 의제별
사회적 대화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분권화되고 동시에 해
당 업종(지역)의 특수성을 수용하면서 유연화된다.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거나 독점할 필요도 없거니와 독점할 수도 없다. 그
렇다고 해서 법률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
은 채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의 복귀와 무관하지 않다. 실상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의 시대에서
사회적 대화는 ‘덜 뺏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노동포용의
시대에서 사회적 대화는 ‘더 뺏기 위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
의 시대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술이 될 수 있었다. 최
악의 경우 대화의 결과를 참가한 당사자에게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의 시대에는 다르다.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대화
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로 바뀌는 상황에서 빠진다는 것은 성과
를 경쟁 파트너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다는 것은 해당노조를 창문 너머 교섭장을
기웃거리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
게 만든다. 게다가 이는 노동운동이 갖는 사회적 정당성의 상실로 이어지
면서 노동조합을 사회적으로 주변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거버넌스다. 노조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나 대
중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 그리고 선거에 참
여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핵심적인 것은 노조가 독점적인 이해대
변체로서 다른 주체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은 경제적 분배를 넘어 권력의 분배를 지향
한다(물질적 분배도 결국 권력의 분배, 즉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노조가
사용자와 권력의 분배를 경험하는 장은 단체교섭과 경영참여라면 사회적
으로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권력의 분배를 경험하는 장은 사회적 대
화다. 신자유주의의 퇴조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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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요인이라면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는 정권은 사회적 대화를 가
능하게 만드는 주체적인 요인이 된다.

4. 기업을 넘어 교섭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노사관계는 시장의 힘과 국가의 개입, 그리고 단체교섭의 결합을 통해
일과 고용을 규제해 가는 시스템이다(Hyman, 2005). 그런데 단체교섭이
약화되면서 그 빈 공간을 국가의 권력이 메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
다.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나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
조는 다시 배제되면서 국가는 결국 권위주의의 다른 얼굴인 가부장적 온
정주의(박상훈, 2015)의 모습을 띤다.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자유
주의 체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국가의 철수(withdrawal of the
state)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된다는 사실
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시장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
상의 상품을 창조하는 데 걸거적거리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국가의 적극
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은 Polanyi(2009)의 지적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한계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가의 귀환이 노조의 집단적인 힘의 재생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불안
정한, 시장에 의존하는,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변덕에 취약한 노동자를 증
대시킨다(Howell, 2015). 게다가 작업장에서 대항력의 결여될 경우 노동
시장에서 이런 권리들은 국가의 의지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 “국가가 준
것은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What the state has given, the state can
take away; Howell, 2012). 노조가 배제된 노동의 성취는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의 개입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지만 노동자의
집단적인 권력의 강화에는 머뭇거린다. 국가는 규제완화와 유연화를 목
적으로 노사관계 기구의 재편에 개입한다. 그것은 노사의 집단적인 자율
규제(collective-self regulation)를 강화하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법률적
권리를 강화하는 형태를 띤다. 노동조합을 강화하여 집단적인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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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보다는 국가행정이나 법원, 입법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basic minimum rights)를 보장하는 데 그친다.
노사관계의 사법화만 하더라도 그것은 노조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는 욕구에서 비
롯된다. 그런데 노사관계의 사법화 역시 모순을 갖는다. 반노조적인 노동
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의존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
조의 역할은 조합비로 변호사를 사는 일에 국한된다. 노동운동은 변호사
가 한다! 노동을 변호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탓에 일
반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변호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사법적인 보호
가 갖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요소를 결
함으로써 이해당사자는 대상화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노동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
동조합을 강화하여 ‘노동이 개입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단체교섭을 정치와 결합시키는 정치적 경제주의(political
economism)는 그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의 단체교섭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체교섭의 보다 폭넓은 법적, 경제
적 틀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주력해야 했다.
정치적 경제주의라는 노조의 정체성은 케인스 방식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구화라는 맥락으로 바뀌면서 정치적 경제주의는 위기를 맞고 해체
(decomposition)된다는 것이 Taylor(2011)의 주장이다. 즉 △자본의 지구
적 재구조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약화, △물질적 이해의 실현을 어렵게 만
든 긴축정책의 도입, △사민주의 정당의 약화에 따른 정치에 대한 무관심
(apolitical unionism), 그리고 △집단주의의 붕괴 등이 그 요인이다. 정치
적 경제주의도 결국 확대된 형태의 경제주의인 상황에서 고용조건의 실
질적인 향상을 위한 여지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위기에 직면한다.
실제로 정치적 조합주의(political unionism)는 오랜 노동운동의 역사에
서 노동조합이 취한 두드러진 전략의 하나였다. 이는 경제, 사회, 그리고
노사관계 정책을 고안하는 데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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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선거,
입법,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정에 개입한다. 스스로 정당을 구성하거나 특
정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사회운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general strikes)과 같은 단
체행동으로, 또는 정부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로 활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
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노조 간부가 입후보하거나 정치 자금, 선거 캠페인,
투표 참여 독려 등과 같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로비뿐 아니라 집회, 시위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라면 노동조합의 약화는 새로운
걸림돌이 된다. 낮은 조직률과 빈약한 사회적 지위에 직면한 노조가 전통
적 형태의 정치적 압력을 동원할 역량은 크지 않다. 노동운동에서 대안적
인 형태의 노조 지향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노조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사회모델을 강조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사
회권을 획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사회는 점점 노조활동과 영향에서 중요한 연대의 영역이 되어 갔다. 사회
운동과 맺는 연대가 정당과 맺는 연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
당에 종속되기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확인하고 공동으
로 추구한다. 정당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노조가 이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
이 된 것이다. Hyman(2001)의 표현을 빈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시장에서 사회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시장 정체성이 조합원의 경
제적 실리,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우선시한다면, 사회정체성은
정의의 칼(sword of justice; Flanders, 1970)로서 노조의 ‘도덕적 합법성
(moral legitimacy)’을 재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교섭이 아닌 사회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
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정부를 상대로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하기도 한다. 노조로서는 조직 활동이나 교섭, 그리고 고용의 안정
등을 얻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활용을 강조한다. 이는 노조의 전통적인
조직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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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회운동의 일환이자 노동자로서 직무의 정체성(job identity)을 얻기 위
해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민영화 저지나 언론 자유, 보편
적인 의료지원(‘돈보다 생명을’)을 위한 투쟁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회운
동을 통해 노조는 광범위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참가함으로써 단체교
섭을 보완한다. ‘더 많은 것’이라는 전통적인 요구를 넘어서 노동의 질을
추구하는 행위와 사회변화를 결합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운동은 순수한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일차적인 노동
의 이해를 떠나 생태, 환경, 여성, 평화, 인권, 통일 등의 새로운 사회운동
을 함께 한다. 보다 넓은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
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112)
물론 노동운동이 경제주의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에 헌신한다고 해서 경제와 사회가 칼로 두부 자르듯 양분되는
것도 아니다. 노동 그 자체는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다. 가령 의료공공성, 민주언론, 사회공공성이나 민영화 반대 등 사회개
혁 의제는 경제적인 이해와 맞물린다. 조합원의 참가를 동원하기 위해서
라도 경제적인 이해와 작업장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이때 핵심적인 전술
은 단체교섭과 함께 단체교섭 이외의 수단 - 사회적 대화와 경영참여, 사
회운동 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로 나타난다. 사회운동이 사회적 연
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힘의
결집을 의미한다면 노조의 물적 토대도 바뀌어야 한다. 산별체제가 그것
이다.

112)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사이에 맺는 연대의 형태는 노동조합이 연대를 추진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Frege et al.(2004)은 연대의 형태로 선구자적인 연
대(vanguard coalitions), 공동목표적 연대(common-cause coalitions), 그리고
통합적인 연대(integrative coalitions)를 제시한다. 선구자적인 연대는 노조가 주
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대를 말한다.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연대는 노조와 사회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된 이익을 추구하여
공동행동에 나서는 경우이며, 통합적인 연대는 사회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
면서 노조가 지원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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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산별체제의 형성과 역할

산별체제란 산별교섭체제뿐 아니라 산별의 조직구조와 운영체제를 포
함한다. 산별의 운영(organization)과 구조(structure)는 상호 밀접하게 영
향을 미치며 조직구조는 다시 교섭구조에 연동된다. 단체교섭뿐 아니라
산업․업종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나 기업차원에서 이뤄지는 경
영참여도 산별 조직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별체
제에 포함된다(박태주, 2016a). 그렇다면 산별체제란 산별노조를 바탕으
로 삼아 산별교섭구조와 산업․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그리고 기
업차원의 경영참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6-2 참조).
산별교섭과 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는 교섭 및 협의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서로 보완한다. 교섭은 원칙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다룬
다면 협의는 비교섭사항, 즉 정책사항이나 인사․경영사항을 의제로 다
룬다. 이를 통해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은 물론 산업․공공
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임금결정기구의 외부화(산별화)는 임
금을 둘러싼 기업 내부의 노사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공간을 마련한다. 기
업 내부에서 교섭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경영참여가 메우면서 노사관계
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산별체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산별체제를 교섭중심으로 바라보는 시
각과 구분된다. 산별교섭체제가 산별체제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만은 틀
림이 없다. 산별체제를 구축하는 이유가 산별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실현
하기 위해서라면 이 경우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임금, 더 나은 근로조건을
겨냥해 산별노조를 건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산별정신의 원형은 기
업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평준
화, 즉 연대임금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산별교
섭체제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단체교섭의 집중화가 임금격차를 줄이는 요인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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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산별체제의 개념

자료 : 박태주(2016a).

급한 바와 같다. 산별노조는 원칙적으로 산별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
금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표준임금률 정책(standard rate pay policies),
즉 산별임금체계로 나타난다. 실제로 임금의 표준화라는 노동조합의 임
금정책은 유사한 노동자의 급여를 기업 간에 균등화시킴으로써 “노동자
를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Freeman and Madoff,
1992: 113). 만일 노사가 전국의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표준임금에 대
한 선호는 높아진다. 기업은 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협약임금지
급을 원치 않을 것이며 노동자 측도 조합 사이의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침의 단일임금률을 필요로 한다.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만 초점을 맞
추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도
출되는 논리는 자칫 대기업 노조 양보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탓이다. 이
경우 결국 듣기 좋은 연대임금론도 결국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 즉 을(乙)
들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임금과 이윤 사이의 분배의 교정
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으로 이전되면서 노동소득 분배
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그 전제로서 대기업과 중소․영세자본 사이의
이윤율 격차가 시정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제고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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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임금격차(불평등) 해소의 노동정치

자료 : 필자 작성.

소하청업체의 이윤율을 높이고 이를 물적 토대로 삼아 해당업체에 종사
하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임금격차는 줄어든다. 이 과정
에서 임금인상을 매개하는 수단은 중소하청업체 노동자의 높아진 협상력
(권력자원)이 될 것이다.
산별조직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기제
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을 교섭의 주체로 세우는 기제이기도 하다. 가령 중
소하청업체 종사자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
져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자의 교섭력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는 하청노동자에게 원청회사에 대한 교섭,
즉 산별차원의 원하청 연대교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교섭에 따른 ‘노무단가 후려치
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노무단가는 이제 원하청 간의 단가계약
에서 비협상 대상이 되는 대신 단체교섭의 결과가 반영된다. 원하청 연대
교섭이 원하청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통로로 등장하는 것이다. 물
론 이 권리는 하청노동자의 노조결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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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어야 단체교섭이 이뤄진다기보다 단체교섭권이 노조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노조 결성에 따른 비용을 넘는 노조 결
성에 따른 혜택이 가시화되는 탓이다.
정승일(2017)의 말마따나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노사
질서가 원하청 간 문제의 근원이라면, 원청회사로 하여금 하청노조와 단
체교섭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조라는 틀을 통해
중소․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묶어세우려면 노조는 당연히
초기업별로 조직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보듯 노동조합은 초경영적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만든 친목단체”의 수준
을 넘지 못한다. 기업별 체제에서 “계급적 연대, 내지 노동자의 보편적 이
해는 무너지고 없다”(강성태, 2015). 다른 한편 임금(소득)격차는 사회임
금에 의해 보완된다. 이처럼 임금격차의 해소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문제와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 소득(임금)격차 문제
가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그림 6-3 참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직부
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미조직 부문에 적용시킴으로써 단체협약의 사
각지대를 없애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실현하는 기제가 된다. 낮
은 조직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확
장 조항은 산별교섭을 촉진시켜 교섭을 중앙집중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교섭에 참가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유럽의 각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적인 관
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시장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변화의 역할이 매우 크다. 노동기
본권의 보장은 물론 산별체제의 촉진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의 도입,
그리고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등이 정책의 변수인 탓이다. 바로 이 지점에
서 소득분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된다(이상헌, 2014).
노조의 활동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도 산별체제는 중요하다. 사회적 대
화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기업차원의 경영참여 역시 독일에서 보듯 원
칙적으로 산별체제의 일환이다. 산별체제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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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권력관계의 대등성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외부화시
킴으로써 기업 내부에서 노사협력의 장을 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
별체제는 기업별 체제에서 발생하기 쉬운 노조와 경영진 사이의 담합을
막는 장치로 작동된다(박태주, 2016b). 이를 통해 노조는 교섭이라는 수단
과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속에서 시민권을 획득한다. 노조의 경
영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동시
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산별체제는 단체교섭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베이스캠프가 된
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새 틀을 제안한다. 구체적
으로는 전국 및 중위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기업차원에서
의 경영참여를 하나의 축으로 엮는 작업이 그것이다(박태주, 2016a). 그것
을 뒷받침하는 조직적인 토대가 산별노조다.
노동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일은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출발을 이룬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참여를 내면화한 개념
이라면 그것은 단체교섭과 함께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노조의
사회운동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
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조합은 ‘대안성장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된
다(박태주, 2016a). 대안체제는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지켜 온 ‘노동배제
의 정치(politics of labor exclusion)’가 아니라 ‘노동포용의 정치(politics
of labor inclusion)’를 꿈꾼다(박명준, 2016).

제5절 맺음말

한국사회는 현재 ‘결정적인 분기점(critical juncture)’을 맞고 있다. 촛
불시위를 발화점으로 삼아 정치적 민주주의의 복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
로도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공간을 ‘노동존중사회’라는 수사(rhetoric)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기점이 의미하듯 미래의 제도적인 발전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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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도 없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엉뚱한 길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기로(crossroads)가 그것이다.
이 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에서 “노동조합이란 무
엇인가”, “노동운동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어떻게 자
리매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작성되었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은 고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과정의 일
부다. 노동조합은 동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변화
를 주도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공간적으로 기업 내부에 갇혀 있는가 하면 이
념적으로는 실리주의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폐쇄구조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축으로 삼아 기업 내부에 있는 조합원(주로
정규직)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었다. 그
러나 낮은 조직률과 발목이 잡힌 노동권은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깨뜨
리는가 하면 많은 노동자를 단체협약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
았다.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노조는 ‘같은 지역이나 지구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Webb & Webb, 1920)의 연대가 아닌, ‘공장 안의
정규직 실리주의’를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다.
단체교섭은 저성장 체제가 고착되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는 물적
토대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고성장-고임금’은 이제 신화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노조가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기여한다면 이는 연대운
동으로서 노동운동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노조
가 엘리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챔피언이 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두 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다사용자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에서 보듯 노조의 활동 중심을 기업 내부에
서 기업 바깥으로 옮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노동
조합 활동공간을 넓히는 일이다.
단체교섭을 뛰어넘는 노조활동으로는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들 수
있다. 전자가 기업 내부의 경영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라
면 후자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참여는 절차적 민
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는 결국 ‘노동 있는 민주주의’ 내지 경제민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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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된다. 이들 활동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권력의 공유
(power-sharing)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경영참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넘어 사업장협의회를 도입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참여가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국가의 시민으로서 발언
권(voice)을 줌으로써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라면, 사회적 대화
는 산업 민주주의를 기업을 넘어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장치다. 우리나
라에서 사회적 대화는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노조를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이면에서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엄격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와 권위주
의가 혼합된 노동탄압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신자유주
의가 퇴조하면서 사회적 대화도 전환을 맞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나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내세우며 ‘포용적 코포라티즘’으
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내보이고 있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을 포용
하는 가운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삼는다.
노동운동의 재생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의 하나는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노조가 추진하는 사회운
동의 권력자원은 노조가 비노조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맺는 사회적
연대다. 이는 정당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가보다 시민사회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정치활동과 구분된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정책
적으로 대변하는 수단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직무의 정체성
(job identity)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민영화 저지나 언론 자유, 보편적인 의료지원(‘돈
보다 생명을’)을 위한 투쟁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운동은 순수한 사회운
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여성, 생태, 환경, 인권, 평화, 통일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노동운동이 현실에 적응하고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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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바깥으로 넓히고 나아가 단체교섭을
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물적 토대는 산별체제다.
산별체제란 산별교섭체제뿐 아니라 산별의 조직구조와 운영체제를 포함
한다. 산업․업종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나 기업차원에서 이뤄지
는 경영참여도 산별 조직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
별체제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별체제란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삼아 산
별교섭구조와 산업․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경영참
여를 나란히 늘어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 이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치적 민주주
의에 이은 사회경제적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데다 그 과정
에서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존중사회가 내용으로 논해지는 탓이다.
노동이사제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의 참여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체제의 개방성(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행
위자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적 기회구조가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113)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
로써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기회가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의 인지
틀(cognitive framing)이다. 즉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행위자들이 이를 기
회로 인식할 때만 기회가 될 수 있다(김동엽, 2016). 노동운동이 열린 정치
적 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회(opportunities) 역시 기회(chances)
와 리스크(risk)를 동시에 내포하는 집단행위의 선택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로(crossroads)에 해당된다.

113) Tarrow(1994)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권력에 대한 접근
이 개방되는 경우, △지배연합이 불안정해지거나 변동이 일어난 경우, △영향력
있는 동맹세력이 활용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지배 엘리트 내에 균열이 생
기는 경우를 들고 있다(김정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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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내용 요약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
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조직률, 대표권, 내부 민주주의, 연대성, 정책
및 조직역량 등의 측면에서 위기론을 양산하였다.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현실은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사회적 측면에
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
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이
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 이제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시대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가
치를,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및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방식 변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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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공장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으
로 대표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
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정합
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

1. 연구의 관점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0.1%가 하위 50%와 동일한 부를 차지하고 있다. 20 대 80 사회에서 1 대
99 사회로 부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는 0.1%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재
분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치분배는 특정한 정당이나 개인의 결단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으로 인해 결핍된 사람들, 즉 80 혹은 99
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권력분배는 가치분배의 전제조건이다.
본 논문은 권력불평등에 주목하여 가치분배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주목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정치의 함수관계를 잘 드러낸다. 즉 제
도는 정치적 관계의 흔적이며 정치는 제도를 주조한다. 제솝(B. Jessop)
의 전략적 선택성 개념은 권력관계가 응축된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유리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권력자원이론은 정치적
관계의 핵심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임을 복지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이를 반영
한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해소되어 왔다. 마셜(T. H. Marshall)이 언급한 자
유권, 정치권, 사회권은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얻어진 권리들이다. 특히
사회권은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물적인 조건을 보장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불평등이 노동과 자본의 권력관계
에 따라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권이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조직된 힘인 조합원이 되고, 정치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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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 됨으로써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때 본 논문은
작업장에서의 시민권을 노동권으로 표현한다. 즉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보장한 것이 노동권인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작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
는 데 노동정치가 중요한 변수이다. 권력관계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급여,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연대임금제 등 다양한 권리들의 목록들
이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2. 자본주의와 노동정치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전면화함으로써 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
다. 자본주의 정치는 불평등에 적응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전복할 것
인지 등의 방향을 놓고 경쟁해 왔다.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비판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만든 결과
라고 본 자유주의는 정치(국가)를 통한 불평등에 대한 인위적인 해소가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의존성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덕성에 기반하여 낙수효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소득분배
를 권장한다. 정치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제도 구축에 초
점을 맞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에 가장 적극적이다. 시장
은 불평등의 온상으로 공정한 분배기구도 아니다. 자본의 소유여부에 따
라 결정되는 분배의 결과는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적대적인 두 계급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적 착취관계는 노동자계급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공적소유
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정치의 방향은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통한 자
본주의의 극복, 즉 혁명을 통한 계급의 소멸을 향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
라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의 불평등은 정치의 개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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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어야 한다. 정치는 소득이전의 정치, 즉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정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권
력관계를 변형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정치는 지속적인 갈등과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들
은 프레카리아트로 전략하고 정규직이 요원해졌다. 정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적인 분배를 정치적 분배
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시민권은 사
회권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베버리지가 말한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등에 대해 복지국가를 통해 집합적 대응을 해 왔다. 복
지국가의 성과물은 후퇴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 연대임금제
도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등 노동정치에서 타협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에 대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
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권력관계의 함수라
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정치는 탈노동과 게으를 권리를 통해 노동
해방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적응을 제도화시키는 방향
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동정치가 핵심적인 변수라
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자이다. 노동조합은 불평등
과 자본주의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 적응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복할 것인지에 따라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결사체로 바라본다면 경제적(실
리적) 노동조합주의 혹은 다원주의적 노동조합주의가 될 것이다. 이때 노
동조합 정치는 작업장 내에 집중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등의 측면에
서 기업주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변혁적 노동조합 정치는 자
본주의의 극복을 준비하는 장소로 노동조합을 상정한다. 노동조합은 노
동자들의 실리추구를 벗어나 계급의식의 조직 등의 계급정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장소는 작업장이지만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가
권력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조합 정치, 즉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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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정치의 주요 장소는 작업
장이지만 정치사회로까지 확장된다.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는 발언하고 참
여할 수 있는 자유권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편적인 물적인 토대를 형성
하는 사회권 획득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정치는 작업장에서뿐
아니라 정치사회에도 적극 개입한다. 작업장의 노동조합정치는 노동자들
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
한다. 정치사회의 노동조합정치는 시민들의 자유권과 정치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정치는 사회적
연대에 적극적이다.

3. 한국의 노동조합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정치에 관한 논의에 이어 이 장
에서는 한국 노동조합의 실재(reality)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노동조
합’이라는 제목은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지향하면서 발휘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을 함축한 것이다. 이는
물론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가와도 맞물려 있다. Hyman(2000)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대안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 두 가지 근본적인 선택
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대표(representation)의 의제를 노
동과 고용의 영역으로 제한할 것인지,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시
킬 것인지의 문제다. 둘째는 개인적인 지향에 주목할 것인지, 집단적 이
해관계를 지향할 것인지의 문제다. 고용과 노동 문제에 노동조합이 대표
권을 제한할 경우,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
적자본이고, 집합적으로는 생산자이다. 노조가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대
표의 의제를 확장하고자 하면 노조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인적 차
원에서는 소비자이고, 집합적 측면에서는 시민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생산자’(인 조합원)
들의 경제적 이익 중심의 대표활동을 해 왔던 한국의 노동조합이 앞으로
공장의 경계를 넘어 시민으로까지 대표의 대상을 확장하고, 대표의 내용
도 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넘어 폭넓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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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노동조합을 조직률, 조직형태, 내
부 구성의 변화, 파업 및 근로손실일수 등 통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
낮은 조직률,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간의 불일치 등의 원인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 국민의식조사
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노동조합
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국가 정책과 제도개선에서의 역할 등 한국의 노
동정치 현황을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2016년 말 현재
10.3%를 기록하고 있다. 조직률의 하락 및 정체와 달리 조합원 수는 꾸준
히 늘어 2016년에 196만 7천 명으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조합원 구성에서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서 2015년까
지 10년 동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서 조합원 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새로운 진입자’가 상대적으로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구도를 역전시킬 만큼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
존 노동조합은 리더십은 물론 조합원 구성에서도 40～50대 고연령대로
진입하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여전히 노
동시장에서 주변부에 놓인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노동조합이 취약
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형태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초기업단위 노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2017)에서는 초기업노조의 조
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조
직형태의 변화가 초기업단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의 성사, 노
동조합의 주된 이해대변 주체의 확장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여전히 실질적인 임금․근로조건은 기업단위 현장(대각선)교섭
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낮은 조직률과 노조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간의 불일치는 노동조합의
대표권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직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노동법에
서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을 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고 설립신고제
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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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
라 일종의 위협효과를 낳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 공급 측면에서
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가입자격이 부
여되지 않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좌절된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조직형태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교섭권을 기업단위로 제
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이해대변 활동의 확
장성을 저해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형태가 ‘낡은’ 제도에 갇혀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구조의 프레임을 서둘러 재편할 필요가
있다.
파업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정점을 찍은 후 하
락세룰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기점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2～03년, 2008～09년과 같이 주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인 것으
로 나타나 경제적․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의 증
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사업장단위
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996～97년 날치기로 통과된 노
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파업과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은 그 규모에서 압도적이라 할 만큼 위력적이었고, 결과적으로 법 개정안
폐지, 성과연봉제 폐지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와 함께 정부 통계로 확인
되는 쟁의행위는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2000년대 들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실질 사용자의 교섭 참여 등을 요구하는 파업,
고공농성, 단식 등 극한 방식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반공주의, 발전주의
담론하에서 빨갱이 혹은 경제위기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노동조합은 신자
유주의 담론과 함께 노동귀족, 이기주의자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긴다 하여 이기주의자로 몰린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면 정치집단과 다를 바 없다면서 비난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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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노동조
합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등 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해 왔다고 평가하였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85.5%)가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국민들은 앞으로 노
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활동의 비중을 줄이되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보호, 사회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에 더욱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기대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기실 노동조합이 기업 안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
동만 해 온 것은 아니다. 여러 법제도적 제약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대
표권 확장 속도가 더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 정
책 입안 및 집행과정과 제도개선 과정에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정
치적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세
력으로서 노동조합 진영은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을 무효로 하고 재개정을 추진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들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추동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파트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제할 대상은 명백히
아니라는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
업단위로 분권화되어 있는 한계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
는 데에는 아직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양적 대표성을
조직화를 통해 확대해나가는 한편 내용적인 대표성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합원인 근로자를 위한 시장임금 확보 투쟁에 주력하
기보다는 공장 안에서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임금 확대에 나서면서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4.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관한 법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이 법은
1997년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법(｢노동조합법｣과 ｢노동

제7장 결 론 177

쟁의조정법｣)을 통합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관해서는 주로 ｢노동조합법｣
에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자유권’의 보유 주체를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노
동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기여에 관한 사항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노동조합의 법적 정의와 자격 요건(결격 요건)을 분리하여 본래적 의
미의 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격을 구분하였고, 신
고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바로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계
급적 단결에서 종업원 조직으로의 전환, 노동조합의 규범화 등이 진행되
어 오면서,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립되는 법적 결사체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 지
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법
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사용자단
체의 파트너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단체의 파트너, 노동관계 당
사자를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관계발전법이 있다. 이들 법령에서 규
정하는 ‘노동단체’는 사회적 파트너로서 정책의 결정 및 사회적 합의파트
너 및 실천의 주체이다. 이러한 목적에서의 ‘노동단체’는 근로자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
적(제1조 :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과 일맥상통하
는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현실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자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같이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총연맹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동조합 총연맹’ 또는 ‘전국규모
의 노동조합 대표자’라는 표현 대신에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이란 표현을 회피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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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조직 형태만큼이나 사회적인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여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사실적 조직형태를 규범적으로 포섭
하는 데 인색하다.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법적으
로 예외이며, 사회적 협의주체와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집단적 근로조건 결
정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중요할 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그 법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
도 사회적 정당성의 원동력을 점차 상실해 갈 수 있다. 이러한 현 시대의
노동조합 역할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임과 동시에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합․제정되면서 지향하는 목
적이기도 하다.

5. 물적 배분을 넘어 권력의 배분으로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은 고정된 현상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다. 노동조합은 동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변
화를 주도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공간적으로 기업 내부에 갇혀 있
는가 하면 이념적으로는 실리주의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폐
쇄구조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축으로 삼아 기업 내부에 있
는 조합원(주로 정규직)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었다. 그러나 낮은 조직률과 발목이 잡힌 노동권은 노사 간 교섭력
의 균형을 깨뜨리는가 하면 많은 노동자를 단체협약의 사각지대에 방치
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노조는 ‘같은 지역이나 지구에
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Webb & Webb, 1920)의 연대가
아닌, ‘공장 안의 정규직 실리주의’를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다.
단체교섭은 저성장 체제가 고착되면서 노동자의 이해를 실현하는 물적
토대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고성장-고임금’은 이제 신화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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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 더욱이 노조가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기여한다면 이는 연대운
동으로서 노동운동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노조
가 엘리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챔피언이 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두 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다사용자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에서 보듯 노조의 활동 중심을 기업 내부에
서 기업 바깥으로 옮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노동
조합 활동공간을 넓히는 일이다.
단체교섭을 뛰어넘는 노조활동으로는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들 수
있다. 전자가 기업 내부의 경영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라
면 후자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참여는 절차적 민
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는 결국 ‘노동 있는 민주주의’ 내지 경제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들 활동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권력의 공유
(power-sharing)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경영참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넘어 사업장협의회를 도입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참여가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국가의 시민으로서 발언
권(voice)을 줌으로써 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라면 사회적 대화는
산업 민주주의를 기업을 넘어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장치다. 우리나라
에서 사회적 대화는 공전(空轉)을 거듭해 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노
조를 대하는 권력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이면에서 신자유주의 노
동배제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엄격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가 혼합된 노동탄압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신자유주의
가 퇴조하면서 사회적 대화도 전환을 맞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나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내세우며 ‘포용적 코포라티즘’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내보이고 있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노동을 포용하
는 가운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의제로 삼는다.
노동운동의 재생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의 하나는 노동조합이
사회운동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노조가 추진하는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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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권력자원은 노조가 비노조 노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맺는 사회적
연대다. 이는 정당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가보다 시민사회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정치활동과 구분된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은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정책
적으로 대변하는 수단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직무의 정체성
(job identity)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한다. 민영화 저지나 언론 자유, 보편적인 의료지원(‘돈
보다 생명을’)을 위한 투쟁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운동은 순수한 사회운
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여성, 생태, 환경, 인권, 평화, 통일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운동이 현실에 적응하고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바깥으로 넓히고 나아가 단체교섭을
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회운동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물적 토대는 산별체제다.
산별체제란 산별교섭체제뿐 아니라 산별의 조직구조와 운영체제를 포함
한다. 산업․업종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나 기업차원에서 이뤄지
는 경영참여도 산별 조직구조를 전제로 한다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산
별체제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별체제란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삼아 산
별교섭구조와 산업․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업차원의 경영참
여를 나란히 늘어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시위에 이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치적 기회구
조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위자들의 인지 틀(cognitive
framing)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행위자들이 이를 기회로 인식할 때
만 기회가 될 수 있다(김동엽, 2016). 노동운동이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기회(opportunities)란 기회(chances)와 리스크(risk)를 동시
에 내포하는 집단행위의 선택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은 여
전히 기로(crossroads)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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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동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본주의 정치의 핵심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이 사적 소유의 전면화로 심화되어 온 불평등 문제에 적극 개입
하는 노동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가
치가 재분배되어야 하고, 가치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배
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의 분배가 사업장 단위에서 경제
적 이익을 중심에 둔 단체교섭을 뛰어넘어 경영참여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이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권력의 공유, 권력의
배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충
분히 다루지 못한 노동의 미래와 노동조합의 미래에 관한 추후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집합적 권력의 획득
본 연구는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분배(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라는 이스턴의 정치적 가설을 받아들이고, 노동정치에서 권위적 분배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나 운동단체는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서
가치를 보통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등이 권위적 분배의 내용물이다. 다른 한편
권위적 분배의 기구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사회적 코포라티즘이나 산별교섭 등이 권위적 분배에 어떤 작용을 하는
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권위적 분배의 핵심이 물질적 보상이나 분배기구에도 있지
만 본질적으로는 가치분배의 권력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권력의 분
배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본 연구 또한 문제제
기에는 충실했지만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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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파
편화와 개별화에 대해 어떻게 계급이라는 의식과 범주로 조직화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노동이 기
반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려 할 때 어떻게 노동권이 시민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 논의들
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과제로 남겨야 했다.

2. 사회임금 : 노동조합의 사회적 권력
우리는 본문에서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이 사회정치적인 동학
(dynamics)에는 눈을 감은 채 공장 담벼락 안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위해 기업 내 단체교섭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온전히 노동조합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려
는 노동조합의 노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사회양극화로 나타났고, 이
는 연대를 본질로 삼는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의 사
회적 배제와 정치적 고립,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기주의자’ 낙인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
동진영이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을 넘어 경영참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권력의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권력 배분 방안 중 하나가 사회임금 확대이다. 제4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은 전체 가계소득에서 시장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 넘는, 시장임금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유럽국가들이 50
～60%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노동조합 진영에서 사회임금은 그동안 고
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제로 한 논의에 그쳤
을 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114) 이 역시 추후 연
구과제로 남겨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의제의 확장뿐

114) 하지만 87세대들이 정년퇴직할 때가 되면서 이제야 서서히 논의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임금은 물론 학자금, 주택
자금대출, 의료비, 해외여행 등 각종 복리후생적 혜택을 받아 왔던 정규직 조합
원들이 막상 공장을 떠날 때가 되니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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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 의제 논의를 위한 단체교섭의 구조 개편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기술진보와 노동, 그리고 노동조합
기술진보에 따라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21세기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
동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임금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생산력 주의에 입
각해 있었다면, 기존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효과, 노동과정상의 변화 등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로봇이 생산력을 일정하게 책임지는 한편 인간은 로봇이 대체
하는 자신들의 노동시간만큼을 단축하고, 그래서 확보한 여가시간을 인
간적인 노동(예술 활동, 정치 활동, 공동체 활동 등)에 쓸 수 있도록 조건
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전제는 비임금 노동에 대해 사회가 기본소득 등을 통해 보장해 주어
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사회의 부를 챙겨가
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소득이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계적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이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여
유시간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진보가 만들어낼 생산력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가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논의하였던 것처
럼 인간이 ‘킁킁대는 동물’에서 ‘말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즉 노동조합의
지향이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지적과도 맞
물려 있다.

4. 노동조합 주체와 조직형태
기술진보와 플랫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고용관계의 등장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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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발
전의 시대는 우리의 일상 삶의 내용과 방식은 물론 고용관계에서도 큰 변
화를 초래하고 있다. 2자(사용자-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에 근거한 전통적
인 고용관계는 이미 파견이나 아웃소싱을 통한 다자간․중층적(triangular
or multi-layered) 고용관계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플랫폼노동과 같이 기
존 법체계에서는 사용종속성의 경계를 따지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고
용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연관 활동들이 전개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말하는데, 서
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플랫폼에 요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
이 그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노동력의 거래가 성사된다(박제성, 2016). 한
국에서는 카카오택시나 배달앱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람도, 그 서비스에 응답하는 사람도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한다. 이때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
는 것은 쉽지 않다. 서비스 요청자인가, 그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매개
하는 앱(Apps)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이처럼 고용관계가 다양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즉 기업 중심의, 단일 사용자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 조직화는 더 이상 유용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이범
연(2017)의 말처럼 ‘자기 동일성을 확장하는 조직화 방식’과는 다른 새로
운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건준 외(2017)는 플랫폼 노동의 시대, 플랫폼 노동조합 운
동을 말하고 있다. 네트워크로서의 노동조합, 권리의 플랫폼으로서의 노
동조합이 가까운 미래의 노동조합의 상이라는 주장이다.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언제나 접속하면서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방안들을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노조를 구현하자는 것
이다. 플랫폼(platform)은 주로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flat) 만든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반으로 이해된다. 그 플랫폼을 통해 누군가는 연설을 하고, 공연을 하
며, 또 누군가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얻어간다. 장소가 특정된 기차
역의 플랫폼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
속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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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함께 노동조합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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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연혁적 변천115)
<부표 1> 헌법상 노동3권 규정의 변천
건국 헌법
1948. 7. 17.
제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
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헌법(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
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
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
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제10호)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
1987. 10. 29.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전부개정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5) 여기에서 작성한 표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조회에서 필자가 발췌․작
성(개정된 부분은 굵게 처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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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목적 규정 변천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53. 3. 8.
제정

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단결
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63. 4. 17.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
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80. 12. 31.
5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
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조)
1953. 3. 8.
제정

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
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
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조)
1963. 4. 17.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1997. 3. 1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
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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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노동조합 규율 법률의 정의 규정 변천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53. 3. 8.
제정

제2조(노동조합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
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
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노동조합의 결격요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63. 4. 17.
1차 개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
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2. 그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80. 12. 31.
5차 개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노동조합법
(제1조)
1987. 11. 28.
8차 개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 12.
31., 1987. 11. 28.>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
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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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의 계속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1997. 3. 13.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
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
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
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
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
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
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
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
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
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1997. 3. 13.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
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
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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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 규정의 변천
제6조 (노동조합조직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
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
기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1953. 3. 8.
제정

1.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규약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소속연합체명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주
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제8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법
1963. 4. 17.
전부개정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서울특
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는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

노동조합법
1963. 12. 7.
일부개정

노동조합법
1973. 3. 13.
일부개정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는 노동청장에게,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
청”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는 보건사회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
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부산시포함) 이상에 걸치
는 노동조합은 노동청장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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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의 계속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
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
위 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
단체를,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
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찬성서명한
노동조합법
1980. 12. 31.
일부개정

설립총회회의록, 규약 및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연합단체
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 부산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청장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삭(수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조합원삭)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1980. 12. 31]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②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

노동조합법
1987. 11. 28.
일부개정

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개정 1987. 11.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1987. 11. 28>
[전문개정 19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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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의 계속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 3. 13.
제정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노동관계조정법
1998. 2. 20.
일부개정

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6. 12. 30.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 5. 20.
일부개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
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
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5. 20>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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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한 규정의 변천
노동조합법
1953. 3. 8.
제정

제6조 (노동조합조직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
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법
1963. 4. 17.
전부개정

제8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 3. 13.
제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표 6> 공무원노조법상 가입범위의 변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제정

제6조 (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
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
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
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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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의 계속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
직공무원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1. 5. 23.
타법개정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
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
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
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
니 된다.
④ 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
정 2010. 3. 17]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1.
타법개정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
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삭제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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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의 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
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1.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타법개정

③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
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
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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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노동조합법 가입과 관련한 노동단체카드 규정의 변천
노동조합법 시행세칙 제1조 사회부, 특별시, 군, 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대
1953. 4. 20.
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제정
정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세칙 제1조 보건사회부, 특별시, 군, 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
1960. 2. 9.
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사
일부개정
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조 노동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노동조합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
1966. 2. 12.
하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일부개정
1966.2.12>
제1조 (노동단체카드) ①노동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
장이나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이하 "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의하여 신고, 보고 또는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카드에 필요
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74. 7. 16.
일부개정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 기록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의 신고상황보고서(설립신고인 경
우에는 카드사본으로 갈음한다)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7.16]
제1조 (노동단체카드) ①노동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
산시장이나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카드(이
하 "카드"라 한다)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이하 "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여 신고, 보고 또는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
1981. 6. 17.
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 기록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의 신고상황보고서(설립신고인 경
우에는 카드사본으로 갈음한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1974.7.16]
제1조 (노동단체카드) ① 노동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
할시장이나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카드(이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하 “카드”라 한다)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이하 "
1981. 9. 15.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
일부개정
여 신고, 보고 또는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
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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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의 계속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1981. 9. 15.
일부개정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 기록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의 신고상황보고서(설립신고인 경
우에는 카드사본으로 갈음한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81. 9. 15> [전문개정 1974. 7. 16]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1988. 7. 28.
일부개정

제1조 (노동단체카드) ① 노동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
할시장이나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비치하
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 보고 또는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15, 1988. 7. 28>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관한 사항을 카드에 기록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노동단체의 신고상황보고서(설립신고인 경
우에는 카드사본으로 갈음한다)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81. 9. 15> [전문개정 1974. 7.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규칙
1997. 4. 7.
제정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
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
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
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
조정법 시행규칙
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998. 4. 30.
②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
일부개정
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
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
조정법 시행규칙
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07. 12. 26.
②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
일부개정
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부 록 211

<부표 7>의 계속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
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ㆍ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
조정법 시행규칙
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07. 12. 26>
2010. 7. 12.
②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타법개정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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