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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한
국 노동체제의 전개과정, 특징 및 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행
노동체제를 지양하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비전과 이행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노동체제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하에 이
를 구조(노동시장, 작업장체제, 노동법제)와 행위(노동정치)의 두 영역
에 걸쳐 지난 시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노동체제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 해당하는 구조 분석
은 노동시장과 노동력재생산 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노동법 등
노동체제의 주요 구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1987 노
동체제의 모순구조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5장, 제6장, 제7장에 해당하는 행위 분석은, 노동체
제 내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행
태,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 평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 부분은 다시 노동운동, 중위 수준의 노사관계, 중앙 수준의 사회
적 대화의 노동정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 분석과
행위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와 도전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성을 위한 다층, 다부문에
걸친 노동정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개념을 분석적 개념도구로 활용한다.
노동체제란 노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현상 혹은 노동문제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이해를 위한 개념도구이다. 우리는 노동체제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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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위의 동태적 복합물로 파악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조적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력의 배분과 생산과정에
의 활용이, 행위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유지
나 변경을 위해 전개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곧 노동정치가 노
동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행위, 곧 상호작용은 개념적으로 작업장,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로부터 중위 수준의 교섭과 협의, 나아가 중앙 수준
의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
정치 행위주체의 한 축인 노동운동에 특별히 주목하여 별도의 분석
범주로 삼았다. 한편 구조와 행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상
호작용의 응결물로서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간다. 노동관련
법제가 바로 그것이다.

2.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제2장에서는 대안적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서 지
난 30여 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적한다. 1987년을 계기로
형성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된 한국 노동시장
의 주요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여 대안적인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987년 이후 한국 경제시스템은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경제
체제 측면에서 1987～97년 기간은 내수 중심 성장체제로의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하여 과도기 성격이 강하였다. 수출보다는 내
수에 의존한 성장과 무역의존도의 완화, 높은 투자율, 임금과 노동
분배율 상승 등 1997년 이후의 한국경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들
이다. 1997년 이후 생산, 무역, 금융, 자본의 전면적 개방하에서 수
출주도 성장체제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시스템이 반드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IMF
의 구조조정 및 경제개입의 영향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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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융 시장의 개방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생산분업구조
형성 및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과 외주화 확산 등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진행되었고, 1987년부터 형성된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면
서 1997년 이후의 경제시스템을 형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의 제도적 규율시스템이 기업별
노조시스템하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된 영역으
로 국한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시작되었다. 이는 1997년
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였고, 여기에 노동시장의 유연
화 흐름이 추가되어 현재의 한국 노동시장체제가 형성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자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와 연공형 임금체계
유지 등의 측면에서 내부노동시장과 분절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강
하게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해고 위험 증대에 따른 고용불안이 지
속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시장 규율의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유연화 모델, 유연안
전성 모델, 그리고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모델 등 시각과 주장의 차
이가 크게 존재한다. 규모별 임금격차와 연공형 임금체계 등이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
은 고용불안 심리와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하에서 유연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단기간에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안전성 모델은 유연성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도
현재와 같이 ‘약한 노동조합’하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제(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확대),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결합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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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제만으로 모
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생
산물 시장의 구조와 경제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결합되어 진행될 필
요가 있다.

3.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과정 및 작업장체제
의 성격과 변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작업장체
제를 기술, 작업조직, 숙련형성, 고용관계, 보상체계, 노사관계 등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대공
장 작업장체제는 기술과 노사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처럼 파업에 취약한 기술체계를 갖고 있는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작업장체제는 갈등
형 노사관계, 규제적 관행으로 인한 경직된 작업조직, 숙련에 대한
작업자의 무관심 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한다면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규칙적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에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크게 상승했다. 해외와 비교할 때에도
유례없는 임금운동의 대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전투
성 및 유연적 생산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다능공화에 의
한 소인화 전략과 자동화 및 노동의 IT화가 추진되었다. 제조업 대
공장들은 1980～90년대의 경기팽창 시기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대신 사내하청과 같은 아웃소싱과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수요에 대
응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 수는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대공장 작업장체제의 개혁방
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시장 구조 사이의 분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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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시키는 방향, 조직노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개혁방안으로
서 우리가 제출한 것은 증세, 연공성의 약화를 포함한 임금체계의
개혁, 지나친 고용관계 시장화의 억제, 정규직 노동자의 기능적 유
연성 강화 등이다. 새 정부 들어서 지나친 고용관계의 시장화에 제
동이 걸린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
계의 시장화에 유인을 제공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고임금, 보
상체계의 연공성과 경직된 작업조직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과제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산업과 기업의 위기 시 이
과제를 실현하는 추진 전략을 제출한다.

4.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987년 개정헌법 이후의 노동법제는 ｢노동법 재규범화 시기｣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비정규직 입법 시기｣(1998년부터 2007년
까지), ｢노동사법화 시기｣(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구분할 수 있
다. 30년의 노동 현실은 짧은 격동의 노사대등 시기를 거쳐 긴 시장
우위 신자유주의로의 점프였다. 첫째, 조직률은 낮아졌고 노동조합
의 사업장 경제주의와 분리주의가 심화되었다. 둘째, 장시간노동체
제가 심화되고 임금 관련 분쟁이 격화되었다. 셋째, 하청사회, 균열
사회 등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준거와 원칙이 확
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회피적 노동의 이용이 확산되어 성행하
고 있다. 다섯째,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논의는 초보 단계에 머물
러 있다.
새로운 노동체제는 노동존중사회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노동
에서 품격(Dignity at Work)은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적 이념이다.
새 노동법제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자유와 협치의 노사’
를 기치로 단결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상화 및 사회적 협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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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구호
로 일터인권의 확립 및 시간보상체제와 능력책임주의로의 전환을,
그리고 노동시장법 분야에서는 ‘준거와 좋은 일자리’를 지향하고 취
업자 모델과 무기ㆍ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을 각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활성화와 사회정책의 통합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유와 협치의 노사｣를 위해 노동3권의 자유화가 최우선이
다. 단결의 자유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제약들을 제거하며 ILO 관
련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기능과 역할을 재
정립하는 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이다. 모든 근로자 대표를
사업장 안으로 집중하게 만든 법제도를 개정하고, 노동조합이 조직
과 활동 무대를 사업장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적 촉진책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위해 일터인권이 존중되고 일과
생활이 조화되며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일터를 건설해야 한다.
인격 존중과 생산성 향상이 조화되는 일터의 첫 번째 요건은 기본
적 인권이 일터에서도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간의 균형
적인 배분이다. 금전보상을 통한 장시간노동체제를 시간보상과 의
무휴식제를 통한 정상노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 사용
자만이 안전, 임금, 고용 등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간접고용 시대
의 책임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익을 향유하고 능력을 가진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노동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준거와 좋은 일자리｣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고용정책의 핵심이다. 기술과 경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 고용과 비고용을 함께 포함하는 노동시장법제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좋은 일자
리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무기고용과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와 정책통합｣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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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집행의 틀을 마련하는 일, 곧 사회적 대화와 행정통합이 시
급하고 중요하다.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는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목표와 프레임 및 활동 방식을 근
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등은 사회정책
으로 통합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안적 노동운동
제5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과
정의 하나로 대안적 노동운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하
였다. 이를 위해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과감히 축약하고 대
신 1987년 이래 이어져온 노동운동의 두 가지 전략, 즉 노동자 중심
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을 간단히 평가하였다. 1987 노동
체제 이후 노동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서 산별노조와 정
치세력화는 적절한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전략은 모두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산별노조는 형식적 진화를 거듭했지만 산
별교섭 체계를 실질화하지 못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별 교
섭이 현장을 압도해 왔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 역시 민주노동
당의 거듭된 내부 분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념적 공세로 인해
2004년 10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당시의 국민적 기대를 보수정
당의 대척점으로서의 대안정당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정의당, 민
중연합당, 노동당 등 소수정당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한편 대안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
한 국민의식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째,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민주화 투쟁 등 역사
의 각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2016년 말 촛불혁명에서
도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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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노동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
째, 노동조합의 필요성 외에 현재 활동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우
세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의 이해대변을
위해서만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
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비판
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입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안적 노동운동은 기존의 노동운동으로는 쉽지 않음
을 논의하였다. 오히려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가사노동자
협회, 독립PD협회 등으로 현행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노
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
이다. 둘째,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연대 방식을 결합한 조직
으로서 대표적으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셋째, 운영원리
가 노동조합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에 가까운 노동조합으로 청년유니
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지역의 비정규노
동센터들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상담, 노동정책사업 등 지역
의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공적인 실험들에 주목하여 노동운동
의 재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운동의 내부혁신(현장 대표권의 재구성,
산별노조의 역량강화, 리더십의 재생산), 제도적 지원(사용자의 불
법행위 예방, 노동기본권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측면에서 노
조조직률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
를 위한 실천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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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제6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를 넘어서는 ‘포용적 노동체제’의 전망
하에서, 그것을 실현할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지역, 업종 등 중위수
준 노사관계를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포용적 노동체제 구
현 과제의 핵심은 종래의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
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하는 것에 있다. 1987 노동체제하에
서 발전한 기업별 노조시스템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임금인상,
갈등형 노사관계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새
로운 투자유인을 약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영역을 중위수준에서 더욱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합의에의 집착, 특히 중앙교섭에의 집착이 강했
던 반면, 협의의 측면에서 중위수준 노사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
였다. 이제 산업․업종 수준에서의 중앙교섭에 대한 관심과 노력 못
지않게 지역수준과 결합해서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업종수준에서의 교섭으로 비약하기 이전에 업종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먼저 활성화하면서 지역 내에서 노사정 간
조율의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그것이 교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업종
수준, 지역 내 특정업종, 다업종을 포괄하는 지역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일정하게 전개되고 활성화되는 양상인바, 이러한 의
미 있는 시도들을 향후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장에서는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와 중
위수준 노사관계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1987 노동체제하에서 미발
전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한계를 진단한 후에, 중위수준에서 나타
나고 있는 이른바 ‘포용적 코포라티즘’이라고 할 수 있는 맹아적 실
천들을 조망하고, 끝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현할 중위수준 노사
관계의 새로운 모델링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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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제7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이어
져온 사회적 대화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노동체
제의 전환=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를 탐색한다.
1987년 이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왔다. 1990년대 초의 국민
경제사회협의회,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년 1월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과 2.9 사회협약 등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
시의 주요 쟁점들을 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2015년 9월에는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가 이루어졌지만 이듬해 초에 합의 파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 과정은 한국에서 노
동체제를 혁신하는 작업이 지난한 일임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당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의 정도를 감안
하면, 노동체제 개혁은 노사정 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형성된 낡은 껍질을 깨고 전면적
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래 정부는 대체로 경
영계의 입장에 서서 고용노동 관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한 노동계의 양보를 압박하고, 더 나아가 합의 내용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편파적으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1987 노동체제하의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이른바 정부가 주도
한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 귀결되었다.
이중구조화와 양극화의 해소 등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
로운 노동체제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원형 사회적 대
화’ 모델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사정이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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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및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며,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합의
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
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기존의 ‘동원형 사회
적 대화’와 대비시켜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원형’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은 한편으로 낡은
노동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노동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메
커니즘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위기 대응이든 새로운 질
서 형성이든 목적이나 내용은 부차적이다. 사회적 대화 형식의 전면
적 전환, 곧 자율형 대화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8. 노동체제 전환의 전략과 과제
제8장에서는 노동체제 대전환의 전략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고찰
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노동체제 전환과 대개혁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사회연대적 임금정책, 사람 중심의 성장, 통합과 포용의
노동체제를 만들어간다는 현 정부의 대전환 시도가 한국사회에 성
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체제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희생적’ 체제로부터 ‘노동존중’ 체제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동개혁 국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적
인 국면’임이 분명하다.
대결적 담합과 차별의 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
부에서는 보수 정권이 시도했던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이라는 내부
슬림화보다는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을 개
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통합과 협치를 복원하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배제를 통한 효율화와 구조조정 전략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보편적 사회 통합과 차별 해소의 이념을 기
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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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집권적 통제에
의존하던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상향적, 분권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의 사회적 대화가 집권적이고 형식적인 협의
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십은 경제사회적 이익과 운명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당사자들 중심의 상향적, 분권적 협치의 방향으
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지역적 분권화
와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및 업종별 사회협약체제가 실질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노동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향적, 분권적
대화체제는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개헌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
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역분권적 노동체제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새로운 헌법질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부응한다.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권한과 책임의 과감
한 이양과 분권화, 그리고 지역의 분권적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병행될 때 성공적인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체제의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
층적 대화 채널과 파트너십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이 필연적이다. 노
동존중의 민주적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역시 고도의 관용과 깊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포용적이고 통합
적인 사회시스템의 인내력과 복원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회통합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포기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종속되어 온 한
국의 노동정책을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과 그들의 일자리를 중시하
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한
다면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체제로부터 단절돼, 사람 중
심의 선진적 노동복지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
는 노동정책의 대전환 노력은 노동존중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함으
로써 한국사회의 성취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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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로운 노동체제와 이행전략
제9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체제 대전환의 필요
성, 노동체제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
략에 대해 살펴보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노동체제 대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한 우리의 결론은, 한국 사회의
노동체제가 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노동체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사회의 새
로운 재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취업난, 비정규직, 간접고용,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고령층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명
약관화하다.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유연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 증폭되면서 대기업 공공부문 상층 노동자들의 견고한 내부
노동시장이 유지됨에 따라 효율성은 저하된다.
그 결과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와 차별이 지속되고 장
시간 과로노동이 지배하는 가운데 일과 삶의 균형은 요원한 상황이
계속된다. 맹목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책임한 노사
정 행위주체들에 의해 사회적 대화는 표류하고 노동정치 교착 국면
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신장 및 노동시장의 합리적 재편
을 위한 노동법제의 개혁이 지연되면서 갈등과 대립은 증폭될 것이
다. 현 체제의 수혜자들인 독점 대기업 및 이와 공생적 이익관계에
있는 소수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과 중소영세기업들의 고통
은 가중될 것이다.
새로운 대안적 노동체제는 ‘혁신․통합형 노동체제(Innovative
and Inclusive Labor Regime)’로 나아가야 한다. 이 체제는 ‘혁신’과
‘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는 ① 통합적 노동시장, ② 일자리생산성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기축으로 하며, 이와 함께 ①
1차 노동시장 상층부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고
용유연성, ②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임금, 시간, 조직 차원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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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조축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노동체제
는 노동시장, 작업장체제, 노동법제 등 구조 차원의 개혁과 노사정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인 노동정치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내부노동시장 밖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제(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확대),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결합하
는 방식을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한다.
작업장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시
장 구조 사이의 분절성 약화, 조직노동의 책임성 강화, 총체적인 일
터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증
세, 연공성의 약화를 포함한 임금체계의 개혁, 지나친 고용관계 시장
화의 억제, 정규직 노동자의 기능적 유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
서 ‘자유와 협치의 노사’를 기치로 단결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상
화 및 사업장 협치의 구축을,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구호로 일터인권의 확립 및 시간보상체제와 능력책
임주의로의 전환을, 그리고 노동시장법 분야에서 ‘준거와 좋은 일자
리’를 지향하고 취업자 모델과 무기ㆍ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을 각각
목표로 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운동의 내부혁신(현장 대표
권의 재구성, 산별노조의 역량강화, 리더십의 재생산), 제도적 지원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 노동기본권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
회적 대화 등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차원에서도 노조조
직률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조직화 대상에 대한 전략적
선정, 전략 조직군의 확대(미조직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 청년 및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이 필요하다.
중위 수준에서의 ‘포용적 코포라티즘’ 노동체제를 구현하는 과제
의 핵심은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부정적 효과를 지역 및 업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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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활성화를 통해 제어하는 방식으로 노
사관계를 혁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업종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먼저 활성화하면서 지역 내에서 노사정 간 조율의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그것이 교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이행, 그리고 그것의 원활한 작동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노사정이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반
을 형성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및 발전 방향
을 함께 찾아나가며,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
는 최대한 이를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른바 ‘동원형’
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은 현 시기 한국의 노사정
세 주체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한편, 현재의 국면은, 노동이 존중받는 선진적인 통합과 포용의
노동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될 시기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국면(decisive conjuncture)’이
다.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집권적
통제에 의존하던 사회적 대화체제를 상향적, 분권적 방식으로 전환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십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상향적,
분권적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지역적 분권화와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및 업종별 사회협약체제가 실
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정책 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이양과 분권화, 그리
고 지역의 분권적 노동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성공적인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체제의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
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층적 대화 채널과 파트너십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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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역사적인 대전환기(the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에
접어들고 있다(장홍근․박명준, 2007: 19).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
범은 시대 전환의 징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헌정 질서
를 유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탄
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회성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경제사회 패러다
임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세 개의 중대한 역사적 국면을 경과해 왔다. 제1
기는 1945년 해방 후 독립국가 건설기이고 제2기는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계몽적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국가
모델(developmental state model)을 통해 이루어진 고도성장기였다. 제3
기는 1987년 6월 항쟁과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을 발판으로 경제적 자유화
와 정치사회적 민주화라고 하는 이중적 자유화의 과제를 안고 출범했지
만 결국 신자유주의체제로 귀결된 1987 체제의 시기가 그것이다.1)
1) 이러한 시기 구분은 모두 정치적 격변과 뒤이은 헌법의 제․개정, 헤게모니 세력
의 교체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에 걸친 사상 초유
의 촛불평화혁명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거쳐 출
범한 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적폐청산과 경제사회 발전모델의 전환을 공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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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는 1987 체제의 모순이 임계점에 이르면서 정치․경
제․사회적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전의 개발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 체제
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체제를 향해 나갈 것인지, 기존 체제의
기본 모순들을 안은 채 미봉책으로 지탱하는 1987 체제 2기로 갈 것인지
의 기로이다.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및 이
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새로운 체제로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노동체제’의 재구성은 핵심 과
제이다. 노동체제는 광의의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체제들인 정치, 경
제, 사회문화 체제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있으며 이들 하위 체제의 중핵
지대를 포괄한다. ‘노동체제(labor regime)’ 개념은 거시 구조적 맥락에서
노동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행위주체의 전략적 선택과 개입에 의한
체제 변화의 역사적 동학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 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를 포괄한다(장홍근,
2017: 9).2)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이 경과하였다.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종래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를 내부적으로 파괴하면서 형성된
1987 노동체제는 처음 10년간의 경로모색기 혹은 각축기를 거친 후 1997
년 말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체제로 급진화된 이래 오늘에
이르면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내적 모순의 한계 상황을 노정하고 있
있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2) ‘노동체제(labor regime)’ 개념은 아직 학계에서 통일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국내외 학자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노동체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장홍근 외(2016)의 p.3 주 3)에서 정리한 바
있다. 한편 Taylor and Rioux(2018: 31)는 최근 출판한 저서의 chapter 3 Labor
Regimes에서 노동체제(labor regime)를 Deyo(2001)의 논지를 따라 “노동이 경제
적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동원되며, 동기화되어 생산에 이용되는 기제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labour is socially reproduced, mobilized and
motivated for economic ends, and utilized in production)”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
리하면서 노동체제 개념구성은 노동력이 실제로 어떻게 생산되고 활용되는지를 살
펴보는 데 명백하게 유용한 연구도구(expressly useful research tool)를 제공해준
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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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성장과 저고용, 만성적인 청년고용 위기, 기업규모와 원하청관계,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기능 부전,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의 남용과 차별, 장시간 근로와 혁신 역량의 급격한 소진으로 특징지어지
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경제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의 징후 등은 현행 노동체제의 심각한 병증 중 일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7 노동체제를 진단하고 이를 넘어설 새로운 노동
체제의 비전과 청사진, 그 내용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
운 노동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지난 시기, 곧 길게는 1960년대 초 이래 발
전국가 모델의 전개과정, 짧게는 최소한 1987년 이래 30년의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버려야 할
것과 유지․발전시켜야 할 합리적 핵심을 구분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지
만 비어 있어 새롭게 만들어 채워 넣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야 한다. 하
지만 비판적 성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고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체제의 얼개, 곧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노동체제로 질서 있게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1987년 이후 30년의 노동체제를 주
요 측면에 걸쳐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체제
의 다양한 모습과 이행전략 등을 고찰한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이 연구는 본 연구팀이 2016년에 수행한 프로젝트(장홍근 외, 2016)의
후속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전개된 한
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1987 노동체제
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종래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를 무너뜨
리며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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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힘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1997년 경제위기를 거쳐 오늘날의 신
자유주의 노동체제로 진화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노동체제
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노동시장은 낮은
고용률, 청년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
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노동력재생산 구조 역시 저출산 고령화, 인력 수
급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과
제도들은 당면한 노동 갈등과 이슈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노동문
제에 대한 경제사회 주체들의 전략적 대응인 노동정치과정도 미숙하여
당면 과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향후 대안적 노동체제는
‘혁신’과 ‘포용’을 키워드로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이전에도 국내에서는 노동체제 관점 및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장홍근(1999), 이종래(2005), 임영
일(2013), 정이환(2013), 이광근(2013), 노중기(2008, 2013), 장홍근 외(2016)
등을 들 수 있다.3) “한편 1990년대 초 이래 서구의 조합주의 및 사회합의
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실천에 대한 연구들(Schmitter and
Lehmbruch(eds.), 1979; Lehmbruch and Schmitter(eds.), 1982; Cameron,
1984; Bruno and Sachs, 1985; Calmfors and Driffill, 1988; Regini,
1984; O’Donnell and Schmitter, 1986; Traxler et al., 2002 등)이 소개되
면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 정치의 가능성 및 조건, 전개과정
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김윤태, 2009; 노중기, 2010a, 2010b;
박동 2005; 박동 외, 2007; 장선화, 2014, 2015; 장홍근 외, 2014; 최영기,
2011; 최영기 외, 1999; 최태욱, 2013 등)”(장홍근, 2017: 10).
김윤태(2009)는 서구 조합주의 연구를 검토한 뒤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1990년대 유럽에서 전통적 사회조합주의의 조건이나 인프라
가 부재한 나라들(예컨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등)에서 사회협약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개혁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데 주목하면서 유사 사
3) 하지만 아직 이들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도 ‘노동체제’에 대한 통일적 개념이 형성
되어 있지는 않으며 논자들마다 강조점도 달리 두어진다. 예컨대 장홍근(1999), 이
종래(2005), 임영일(2013), 이광근(2013), 장홍근 외(2016) 등은 본 연구에서와 유사
한 포괄적 개념으로 노동체제를 보는 반면, 노중기(2008, 2013)는 노동체제를 노동
정치체제로 파악하고 있고 정이환(2013)은 고용체제에 방점을 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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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서 한국과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조적 요
인을 중시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 및 행위
를 중시하는 전략적 선택 접근법을 아울러 활용하여 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회협약이 단순히 경제위기나 집중화된 교섭 및 노사관계와
같은 구조적 제약 이외에도 정치적 맥락이나 그 속에서 노사정 행위주체
들의 전략적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영기(2011)는 이명박 정부 시기이던 2010년 국가고용전략이 용두사미
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의 필요
성, 그리고 그 내용 및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4)
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과 관련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혹은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
특히 구조와 행위 간의 역동적 동학에 주목하여 1987년 이후 30년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도전에 맞설 새로운 노동체제
의 지평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제3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난 30년
간 한국 노동체제의 전개과정을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관
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체제를 지양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의 비전과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는 크게 1987 노동체제의 구조와
노동정치의 두 영역에 걸쳐 지난 시기의 진단과 대안적 노동체제의 비전
4) 이 논문에서 제시된 그의 구상은, 이후에 그가 2013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상임위
원으로 봉직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의 2015년 9.15 사회적 대타협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지만 결국 정부의 합의 왜곡
및 불이행과 노동계의 반발로 9.15 합의가 파기됨으로써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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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행전략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동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분석이며, 제2부는 노동체제 내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에 대한 분석이다. 제3부는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이
행 전략과 총괄적 논의로 구성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 제3장, 제4장에 해당하는 구조 분석은 노동시장과 노
동력재생산 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노동법 등 노동체제의 주요 구
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1987 노동체제의 모순구조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안적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증적 근거로서 지난 30
여 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일별한 다음, 이 기간 중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노동이동과 고용불안,
임금격차 구조의 변화, 임금체계의 변화,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등 노동시
장 구조변동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소결에서는 1987년을
계기로 형성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된 한국 노동시
장의 주요 변화와 특성을 통해 대안적인 노동체제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과정 및 작업장체제의 성
격과 변동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업장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인 기술, 작업조직, 숙련형성과 학습, 내부노동시장, 작업장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 작업장 체제의 특성을 규명
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노동배제적 기술체계와 대
립적 노사관계, 작업장 혁신의 지체, 비체계적인 숙련형성, 내부노동시장
의 비효율성과 연공성, 작업장체제 타협의 불안정성 등으로 요약되었다.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해 작업장체제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하였
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987 체제하 노동법제의 특징을 고찰한
다음 새 노동법제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새 노동법제
의 방향으로,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자유와 협치의 노사’, 개별

제1장 서 론

7

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균형과 책임의 일터’, 노동시장법 분야에서는
‘준거와 좋은 일자리’를 제시하였다. 이어 새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과 관
련하여, 단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초기업 노동조합, 사업장협정, 시간
보상체제, 능력책임주의, 취업자 모델, 무기·직접고용의 원칙, 사회적 대
화, 사회정책의 통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동법제의 재
편은 일찍이 우리 노동법제가 가지 않은 길, 곧 ‘탈일본화’의 길임을 천명
하였다.
보고서의 제5장, 제6장, 제7장에 해당하는 행위 분석은, 노동체제 내 노
사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행태,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 평가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 부분은 다시 노
동운동, 중위 수준의 노사관계,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 등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 이후 대안적 노동운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두 가지 전략,
즉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을 간단히 평가하였다.
한편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평
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 가입의사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도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검토한 후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를 제시하였다. 소결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
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6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를 넘어서는 ‘포용적 노동체제’의 전망하에
서, 그것을 실현할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지역, 업종 등 중위수준 노사관
계를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 과제의 핵
심은 종래의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노
사관계를 혁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영역을 중위수준에서
더욱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
즘’을 뒷받침하는 맹아적 실천들로 업종 수준의 사례와 지역 수준의 사례
를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중위수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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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업종별 협의, 산업단지 노사관계틀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거시 노동정치로서의 사회적 대화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온 사회적 대화
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노동체제의 전환=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와 주요 개
념을 논한 다음 1987 체제하 사회적 대화 체제를, 태동배경, 전개과정, 사
회적 대화의 유형론적 작동방식과 변천, 성과와 한계 등의 측면에서 성찰
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재구축은 곧 노동체제 재구성 전략”이라는 실천
적 문제의식하에서 사회적 대화체제 재편의 기본 방향, 사회적 대화 기구
의 조직 및 운영 개선, 전략적 의제의 발굴과 배치, 현 단계 사회적 대화
의 추진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부 전략편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에서는 노동체제 전환 전략을
화두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8장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체제 전환전
략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장 체제의 전환전략, 사회적 대화 방식
의 전환, 사회적 타협의 분권화와 복원력 강화, 다원화, 다층화 등이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전체 연구의 총괄인 제9장에서는 구조 분석과 행위 분
석을 토대로 국내외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새로운 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을 ‘혁신’과 ‘통합’으로 제시한 다
음, 앞에서 살펴본 각 영역별로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노동체제 이
행전략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성, 그리고 노동을 존중하고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노동정책 대전환이 긴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제4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동체제’ 개념을 분석적 개념도구로 활용한다. 앞서 언
급했듯이 노동체제란 노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현상 혹은 노동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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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총체적 분석과 이해를 위한 개념도구이다. 우리는 노동체제를 구조
와 행위의 동태적 결합으로 파악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조적 측면
에서는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력의 배분과 생산과정에의 활용이,
행위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유지나 변경을 위해
전개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 곧 노동정치가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행위, 곧 상호작용은 개념적으로 작업장, 기업 차원
의 노사관계로부터 중위 수준의 교섭과 협의, 나아가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정치 행위주체의
한 축인 노동운동에 특별히 주목하여 별도의 분석 범주로 삼았다. 한편
구조와 행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의 응결물로서 제도
를 형성하고 변화시켜나간다. 노동관련 법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1-1] 분석틀

자료 : 필자 작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은 분석틀을 설
정하였다. 이 분석틀은 1987년 이후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1987 노동체
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누적된 문제를 풀고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
는 노동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와 이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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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정치 등 여러 하위 영역을 포괄하
는 노동체제 전반의 구조변동과 진단, 대안체제의 탐색이라고 하는 거시
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기본적으로 학제적 연구에 기반하여 진행
되었으며 연구 방법 역시 양적, 질적 방법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주요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7 노동체제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1차 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
고 분석하였다. 주요 신문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 작업장 및 업종,
지역 수준의 교섭과 협의,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된 기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 통계 및 조사자료를 확보하여 계량적 분석 방법 등을 활용
하였다. 특히 경제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동 분석에 있어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률, 입직률과 이직률, 임금격차,
연공형임금체계와 연공-임금 커브,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 등을 시계
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1987년 이후 3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89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 설문조사 및 여타 선행 조사결과와 종
단면적인 비교분석, 함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넷째, 노동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심층 집단토론 및 연구진 워크숍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
용되었다. 학제적 토론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각자 전공의 장점을 살려
1987 노동체제를 성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노동체제의 비전과 세
부적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와의 집단토론으로는 2017년 2월 15일 한국노동
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워크숍, 6월 13일 동 노사관계연구본
부 연구위원 간담회, 7월 12일 사회적 대화 전문가 간담회(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참석자 : 이병훈 교수, 박태주 박사(현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선 박사, 배규식 박사, 장홍근 박사) 등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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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전체 워크숍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전 준비
를 위한 워크숍을 2016년 12월 27～28 양일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예비연구진이 모여 개최하였으며 연구 중간 점검 및 집중 토론을 위한 1
차 워크숍을 2017년 6월 5～6일(장소 : 더케이호텔 세미나실)에 개최하였
고, 연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2차 워크숍을 동년 9월 27～28일(양평
현대블룸비스타리조트) 이틀간 개최하여 연구 결과 중간 발표와 토론, 전
체 논지를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연구 중간 결과물들을 원 내외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함
으로써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삼았다. 2017년 9
월 21일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주제 : 한국 노동체
제의 진단과 과제,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장홍근(발표주제 : 1987 노
동체제의 동학과 사회적 대화의 전개), 정흥준(발표주제 : 노사관계 국민
의식 조사-노사관계 309년, 국민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박준식(발표주
제 : 노동체제 전환의 전략과 과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2017년 10월 27일 개최된 2017년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총괄주제 : 노동자대투쟁 30년, 성찰과 전망, 장소: 숙명여대)에
서는 장홍근(발표주제 :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에 대한 소고), 박명
준(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중위 수준 노사관계의 활성화 전망 : 한국에서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가능한가?), 정흥준(발표주제 : 노동운동의 새로운
정립과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현)의 초고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5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우리는 이 연구가, 한국에서 1960년대 이래 진행되어온 발전국가 모델
의 성취와 한계는 물론, 1987 노동체제의 성취와 한계를 발전적으로 지양
하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향성, 그리고 세부적인 내
용과 이행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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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종합적 거시 연구가 빠지기 쉬운 한계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는 노동시장과 노동력재생산 영역 등 일
부에 통계분석과 느슨한 수준에서 쟁점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엄밀한 실증 분석이나 가설 검증이 아니며, 그럴 목적으로 기
획 진행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실천적, 정책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노동체제에 대한
비전과 이행전략 역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실천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구조 변수들과 노동정책, 그리고 노
동정치 행위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해보
인다.

제1부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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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한국의 경제와 노동은 지난 30여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1997년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굵직한
사건 이외에도 글로벌화, 기술변화, 분절화, 외주화, 유연화, 고령화 등 세
계사적 변화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체
제의 재구성이라는 전체 연구보고서의 연구 주제 하에서 노동체제의 핵
심적인 구성 요소인 한국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형
노동시장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제한된 내부노동시장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체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만성적인 고용위기
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빠른 고령화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낮은 여성고
용률, 노동권과 복지의 사각지대, 경제체제와 복지체제의 비정합성 등 다
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다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1987년을 계기로 형성된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성들을 중심으로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를 추적하고 노동시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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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구성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장체제
의 배경이자 동인인 경제구조 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체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기존 연구와 통
계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다음,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대안적
노동체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2017년 현재 한국의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를 중요한 계기로 하여 초래된 변화가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1987년 시작된 민주 이행으로 노동에 대한 억압적 통제가
완화되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자본에 대한 규율도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화하면서,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시장
규율도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규율이 해체되면서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점력은 강화되었고,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율은 제한적이어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
서 대․중소기업 간 분절화-이중화가 진전되었다. 다만, 1987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른바 ‘3저호황’ 기간으로서, 내수 확대와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양호한 시기였다는 점도 이 시기를 평가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IMF의 구조조정은 이른바 한국경제에 시장의 자
유화가 전면화된 시발점이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자본의 집중 현상은 더
욱 심화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다만, 1992년 중

5) 1987년과 1997년의 상대적 중요성은 논쟁적이다. 김종엽(2010)의 1987년 체제론,
노중기(2012)의 1987년 노동체제론, 조희연(2013)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 등은
1987년 체제의 지속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반면, 손호철(2009)의 1997년 신자유
주의체제론은 ‘1987년 체제는 없다’는 것으로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화를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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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교역 재개,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자본자유화 등을 거치면서
자유화의 흐름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2008년 이후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과거의 개발주의 시도가 재현되었지
만, 민주화와 자유화라는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들에는 오히려 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7년 이후 30여 년간의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를 <표 2-1>과 같이 시
기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내수 확
대의 성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1986～88년간 이른바 3저호황(저금리, 저
유가, 저환율)으로 한국경제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1990
년대 초반 자본자유화와 맞물려 투자가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과 노동분
배율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하였고, 투자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
으며, GDP 대비 수출 비중과 무역의존도는 감소하였다. 높은 경제성장률
은 고용 확대를 동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수출주도 성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에 의존하는 성장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 중국과의 교역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분업구조, 1992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 완성된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 1996년
OECD 가입으로 상징되는 세계화 정책은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
고,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흐름을 증폭시키고 완결시켰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생산과 금융의 전면적 개방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개
방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은 외주화와 유연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제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분배는 악화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에 기초한 성장
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내수 침체도 해소되지 못해 경제성장률은 3%
이하로 떨어졌으며, 노동시장에서는 낮은 질의 일자리만 창출되었다. 높
은 수준으로 악화된 분배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높아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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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87년 이래 한국의 성장체제와 시기 구분

성장체제

1987～97
내수 확대에 기반한
성장

성장과 개방

내수 주도

성장과 고용

고용 동반 성장

성장과 분배
분배 개선
자료 : 필자 작성.

1998～2008

2009년 이후

수출 주도 성장

부채-자산 주도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
분배 악화

수출 주도성 약화
내수 침체 지속
낮은 질 중심의
일자리 창출
분배 정체

[그림 2-1] 무역의존도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bok.co.kr.

지난 30여 년의 한국경제의 변화를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 [그림 2-1]에서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 비중)는 1994년 49%를
최저점으로 하여 2011년 114%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1987년 이후 경향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2011
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의
위축과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에 의한 성장 드라이
브가 한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경
제의 회복,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은 수출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2-2]에서 보면, 1987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 기간의 투자율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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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이 낮아졌지만, 30%대
중반 수준은 유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 투자는 한 단계 낮아지고 있다.
또한, 1987년 이전의 경우 총 저축률에 비해 총 투자율이 컸지만 2000년
대 이후에는 총 저축률에 비해 총 투자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
다는 점(이른바 GDP 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총 고정자본형
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저성
장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림 2-2] GDP 대비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 총 고정자본증가율

주 : 총 저축률=(제도부문별 총 저축/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bok.or.kr.

20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제조업 부문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투자 자체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7년 이후 다시 제조업 유형고정자산투자가 미세
하지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전체적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
지는 않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로봇 도입 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그림 2-4).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노동의 탈숙련 속
도가 한국에서 가장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수출확대와 자동
화 투자 등으로 제조업 부가가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비중
은 1989년 27.8%(1991년 5,156천 명)를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2009년
3,836천 명, 16.3%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약간 증가하고 있다. 제
조업에서는 1987년 이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장치산업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1인당 급여액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비슷하게 감소하였고, 부가
가치 대비 급여 비중도 199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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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운영 중인 로봇 대수 추이의 국제 비교
(단위 : 대수)

주 : 1) 2006년 이후 미국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준임.
2) 로봇밀도는 ILC의 제조업 고용 자료와 IFC가 발표하는 연말기준 운영 중인
산업로봇 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것임.
자료 : 정준호(2016)의 표에서 재구성.
[그림 2-5]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추이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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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및 1인당 급여 증가율, 부가가치 대
비 급여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아웃소싱의 극대화이
다. 이미 1980년대 초반 이후 아웃소싱은 전 세계적 흐름이기는 했지만,
한국만큼 아웃소싱이 빠르게 진전된 사례를 보기도 힘들다. 아웃소싱에
관한 장기 지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간접적인 지표로 통계청의 광공
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생산비 대비 외주가공비의 비중 추이
를 검토해본 것이 [그림 2-7]이다. 제조업에서 외주가공비의 비중은 1997
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미 1990년대 초에 높은 비율로 유지
되고 있었다. 다만, 전자부품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만 외환위기 이후
외주가공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987년 이후
외주화 경향은 세계화 전략과 함께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1997년 외
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출주도 성장체제 하에 자동차와 전자 부문에서 아웃
소싱의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준식(2004)도 한국 대기업의
고용모델이 이미 1990년대 ‘연공 모델’에서 ‘중심-주변 모델’로 전환하였다
고 평가하고 있다. 1987년 고용체제에서 직접고용 임시직은 감소하였지만,
사내하청과 외주이용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고용비
율은 낮아지고, 외부노동시장 고용비율은 증가한 것이다(정이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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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 생산비 대비 외주가공비의 비중 추이
(단위 : %)

주 : 외주가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함.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조경비(製造經費)로서 처리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1987 체제와 1997 체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그 때
문에 정이환(2013)은 한국의 고용체제를 ‘신자유주의적 분절 고용체제’로
정의하였다. “1987년과 1997년 사이의 단절적 변화-차별성과 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부각된 노동문제들은 상당 부분
1987 노동체제에 내재되어 있었다. 노동시장 불평등, 고용 불안, 그리고
고용의 외부화 경향 모두 1987 노동체제에 잠재되어 있었고 이미 부분적
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화
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함께 노동시장 분절도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
르게 말하면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분절 고용체제라는 틀 안에서
진행된 것이다.” 즉, 97년 체제하의 시장 자유화 영향으로 더욱 심화하기
는 하였지만, 분절화, 외주화, 유연화라는 노동시장의 기본적 특성은 이미
1987년부터 형성된 것이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다.6)
6) 정이환(2013)은 1997년 이후 노동시장 제도와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는 크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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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을 계기로 형성된 제도와 세력 균형의 효과 및 1997년 외환위기
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엄밀
하게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 변화와 관련
하여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는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절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관계, 고용불안의 심화 여부, 대․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연공형 임금체계,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등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1987년 형성된 제도의
영향과 1997년 외환위기 충격으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었으나, 많은 경우 30여 년의 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짧
은 기간에 한정하여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장에서는 30년의 장기간
의 변화를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3절 1987년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

1. 경제성장의 고용효과
외환위기 이후 고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서 성장이 이루어져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87년 이
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고용의 양적 문제는
경제성장의 문제인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기인하는 것
인가?
고용 없는 성장을 이야기할 경우 고용계수와 취업계수의 하락 현상이
인용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실업문제가 점점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 체제에 진입한 지 오래 되
다고 본다. 정리해고제도와 파견제도 등이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규제제도의 기
본틀은 유지되었으며, 1997년 이후 국가가 노동조합의 약화를 목표로 한 변화를
추구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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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불변가치 기준 10억
원당 취업․고용유발계수가 1990년대 급속히 하락하여 2000년대에 들어
서면 ‘고용 없는 성장’ 체제가 사실상 뿌리를 내리게 된다. 즉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1990년 21.7이던 것이 2000
년 10.5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2000년대 들어선 이후 큰 변화 없
이 약간 하락하여 2013년 9.1 수준이다.”(조영철, 2017).
반면 허재준․고영우(2011)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일자리창출력 저하
문제는 단위 성장률당 창출되는 일자리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
라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성장률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충격을 일시적인 것이 아
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도, 고용은 경제성장을
따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
나 고용 변화가 생산 변화에 동행하거나 분기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기적인 고용의 움직임이 생산의 움직임을 뒤따르며 양자 간의 관계
에 있어 생산으로부터 고용으로의 일의적인 방향성 또는 인과성이 존재함
을 의미한다(김기호․장동구, 2005; 이재준, 2009). 고용과 생산 간의 장기
관계의 유무는 공적분 추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
간의 장기 관계는 안정적인 양의 공적분 관계(+)를 지닌다(장동구, 2010).
먼저 [그림 2-8]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계산해본 것이다. 생산액 10억 원(2010년 가격지수로 환산)당 취업자 수
(피고용인 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하
게 감소하고 있다. 감소 속도는 오히려 2000년대 들어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업(고용)계수 하락은 수요 구조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수출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소비의 취업계수, 특히 고용계수는 최근 들
어 여타 부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주도 성장체제가
강화되면서 생산의 취업(고용)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더불어 정부지출이 더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생산성의 역수이다. 이 지표만 가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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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없는 성장’을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부문의 취업계수나 고
용계수가 낮다는 것은 동일한 정부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즉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 생산의 취업(고용) 효과는 생산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추이

주 : 취업계수는 10억 원(2010년 가격 환산)당 취업자 수를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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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GDP 증가율(명목)과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 산업)

(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bok.or.kr.

[그림 2-9]에서 볼 경우,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만을 볼 경우,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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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가파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시기를 구분해서 고용탄력성을 계
산해본 것이 <표 2-2>이다.
<표 2-2>에서 볼 때, 1980년 초와 비교해볼 경우, 1987년 이후, 그리고
1997년 이후 고용탄력성은 전 산업 기준으로는 낮아지지 않았다. 다만, 1987
년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탄력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
하였고, 1997년 이후에도 제조업에서 고용탄성치는 급감하였다. 1987～
2008년 기간은 전 산업 기준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87
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빠르게 감소한 것이다. 1987년 이후 20여 년간 제조업에서 노
동시장의 구조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양질의
고용을 방출하고, 서비스업에서 낮은 질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 시
기별로 분기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증가(%p)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표 2-3>을 보면, 1987～2007년간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고용률 증
가, 실업률 감소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수출
보다는 소비, 내수에서 경제성장이 고용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실업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고용탄력성
전 산업(연평균)

제조업(연평균)

성장률

고용
증가율

고용
탄력성

성장률

고용
증가율

고용
탄력성

1981～1986년

9.7

2.1

0.22

12.3

4.5

0.37

1987～1997년

8.8

2.9

0.33

10.2

1.7

0.17

1998～2007년

5.5

1.6

0.30

8.7

0.5

0.06

2008～2016년

3.5

1.4

0.41

4.6

1.1

0.2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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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제성장률(수출, 내수, 소비증가율)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분석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1982～1986(N=20)
1987～1997(N=44)
2000～2007(N=30)
2010～2016(N=28)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계절조정)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증가(%p)
증가(%p)
증가(%p)
증가(%p)
-0.441(0.050)*** -0.244(0.299)***
0.633(.0001)*** -0.699(.0001)***
0.751(.0001)*** -0.712(.0001)*** 0.419(0.021)** -0.241(0.200)***
-0.093(0.636)*** 0.164(0.404)*** -0.057(0.772)*** 0.177(0.367)***

(수출증가율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1982～1986(N=20)
1987～1997(N=44)
2000～2007(N=30)
2010～2016(N=28)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계절조정)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증가(%p)
증가(%p)
증가(%p)
증가(%p)
-0.0251(0.916) -0.367(0.111)***
0.124(0.422)
-0.383(0.010)***
-0.043(0.823)
0.086(0.650)*** 0.069(0.717)***
0.163(0.390)***
-0.002(0.991)
-0.503(.006)*** 0.256(0.189)*** -0.299(0.122)***

(내수증가율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1982～1986(N=20)
1987～1997(N=44)
2000～2007(N=30)
2010～2016(N=28)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계절조정)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증가(%p)
증가(%p)
증가(%p)
증가(%p)
-0.137(0.564)*** -0.422(0.063)***
0.576(.0001)*** -0.493(.0007)***
0.665(.0001)*** -0.756(.0001)*** 0.274(0.144)** -0.404(0.027)***
-0.202(0.301)*** 0.414(0.029)*** -0.255(0.191)** 0.316(0.101)***

(국내소비증가율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전년동기대비
고용률
실업률
증가(%p)
증가(%p)

전분기대비(계절조정)
고용률
실업률
증가(%p)
증가(%p)

1982～1986
-0.283(0.226)*** -0.096(0.686)***
(N=20)
1987～1997
0.544(.0001)*** -0.508(.0001)***
(N=44)
2000～2007
0.676(.0001)*** -0.739(.0001)*** 0.424(0.020)** -0.650(.0001)***
(N=30)
2010～2016
-0.330(0.087)***
0.205(0.295)*** -0.248(0.203)*** 0.038(0.848)***
(N=28)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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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7년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한 단계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정체되었다. 1997
년 이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고용률이 그 이후 정체하였고, 1990년대 중
반 이후 실업률이 한 단계 높아졌다. 김세움(2016)은 1987년 이후 전체 경
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다소 높아졌고, 그 주된 요인으로는 여성과 고
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점을 들고 있으며, 김혜원 외(2008)는
[그림 2-10]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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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확률보다는 실직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성-장년-고졸자와 남성-대졸-중고령층의 실
직확률이 증가했으며, 외환위기를 통해 청장년 고졸자가 심각한 고용불
안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한편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 4% 초반대까지 하락했었으나, 외환
위기 이후 7%대를 유지하다가,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17년에
는 10%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청년고용률도 외환위기 직전 45% 수준
에서 2000년대 중후반에는 4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의 변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애로, 여성고용률 상승세의 정체 등은
향후 노동력 공급 기반을 약화하여 한국 경제의 노동력 재생산구조를 취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일용근로자, 자
영업자, 농가취업자 등의 비중은 1987～97년간 감소 속도가 둔화되었으
나, 1997년 이후 다시 빠르게 감소하였고, 이는 2008년 이후에도 지속되
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자영업이나 임시일용 등
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이 기간 중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
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11] 임시일용직, 자영업, 농가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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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987년 이후 노동이동과 고용불안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과 정리해고의 경험으로 고용불안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여전히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고용안정성
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권 강화로
고용안정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고용안정은 노동조
합이 조직화된 대기업에 제한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정이환(2013)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성 자체가 1997년 외환
위기에 의해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87 체제하에서도 고용불
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87년 고용체제하에서도, 내부노동
시장을 갖춘 대기업에서조차 고용안정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고용안정의 규범(기업수익성이 나빠지더라도 정규노동자를 감원하지 않
는 관행)이 일본에 비해 매우 약하며, 1997년 이전에 이미 명예퇴직 형식
의 비자발적 감원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1987 체제에서도 고용안
정은 제도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불안을 1997년 체제의 노동시
장제도 효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2-12]는 198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월별 평균 입직률과 이직
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고용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와 이 조
사를 이어받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며, 특히 10인 이
상 사업체(2010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영세사업체와 비정규직 근로
자들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는 통계로 보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경우,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의 경우,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긴 기간을 놓고 볼 때, 외환위기 충격이 있던 1997년 이
후의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입직률과 이직률로 본 노동이동률이 전반적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7～97년 기간은 입직률과 이직
률 등 전반적인 노동이동률이 빠르게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1997～
200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며, 2003～2009년까지는 다시 하향안정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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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입직률과 이직률 추이
(단위 : %)
(입직률)

(이직률)

주 : 2010년 이후는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으로만 구분하였고, 5인 이상 규모를 대
상으로 함.
자료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1983～99),「사업체노동력조사」(199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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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가 2009년 이후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1997년 이전까지 고용불안정이 크게 감소하다가 외환위기로 주춤하
고, 2000년대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불안의 정도가 낮아
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이동의 감소와 고용안정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경우, 노동이동률의 격차는
매우 크지만, 소규모사업체에서도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대규모사업체에서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소규모사업체도 따라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에서 볼 경우, 중소기업도
2000년 이후 자발적 이직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후반 이후 지표상으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들이 있다. 정진호(1999)는 이직률, 근속, 직장유지율 등의 지표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고용관계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병유(2002)도 기
업체 규모 30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의 장기적 추
세는 1990년대를 통해서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강화된 것으로 보
고 있다. 입직률과 이직률, 평균근속연수, 직장유지율 등 고용안정에 관한
간접적이고 거시적인 지표를 볼 경우, 경제위기가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는 일시적이고 경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일자리 중단의
사유에 따라서 또는 노동자 계층별로 나누어서 볼 경우 고용안정화 경향
의 지속 가설은 기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지표상의 고용안정 추세가 반드시 고용불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이기 때
문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감소를 고용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
는 것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노동이동률이 매우 높은 완전경쟁시장 형
태의 중소기업-임시일용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 이직을 통
해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데, 상용직 중심의 자발적 이직의 감소는
이들의 일자리 기회 감소로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자료에서는 고용불안의 실질적인 지표인 비자발적 이직
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료를 가지고 더 세분해서 검토해본
것이 [그림 2-13]이다. 이 자료로 볼 경우, 2000년대 이후에도 1년 직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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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직장유지율이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는 주로 자발적 이직률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자발적 이직률은 2003년 이후 높아지다가 2009년 이후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이직률은 한 단계 낮아진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한 단계 높아졌다.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규모로 볼 경우, 자발적 이직률은 2003년 22%대에서 17%대로 하락
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률은 2003년 9%대에서 2009년 이후 13%대로 높
아졌다.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것은 경영상 해고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
보다 한 단계 높아진 데에도 기인하지만, 더 큰 부분이 비정규직의 증가
에 따른 계약만료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휴폐업도산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그리고 고용 안전(employment security) 측면에서의 규모별 격차는 여
전히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년 비자발적 이직률이 30인 미만 사업체
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불안성의 증가는 내부노동시장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보다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체제의 노동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흔들지는 못했고, 외부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의 증가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도
1987년 노동시장의 분절화 체제가 유지되면서 외부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남재량(2005)은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하여 분
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실직확률이 높아졌고, 재취업확률 상승이 이를 상쇄하
지 못해 고용불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불안의 상승은 성, 연
령, 학력 등으로 구분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
특히 일용직의 고용불안 증대가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증대를 주도했다고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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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1년 직장유지율, 1년 자발적 이직률, 1년 비자발적 이직률
(단위 : %)
(직장유지율)

(자발적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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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휴폐업도산)

(계약만료)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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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직종별 1년 직장유지율, 1년 자발적 이직률, 1년 비자발적 이직률
(300인 이상 사업체, 남성)
(직장유지율)

(자발적 이직률)

(비자발적 이직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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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휴폐업도산)

(계약만료)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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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0인 이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직과 생산직의 고용안
정성을 평가해보자. 사무직(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을 포함하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제외)과 생산직(조립원과 가공원을 포함하고 단순직은 제외)
의 고용안정 추세를 1년 직장유지율과 이직률로 본 [그림 2-14]에서 보
면, 외환위기 이후 사무직의 직장유지율은 생산직의 직장유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로 보면,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2003년 정도
면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직장유지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
냈다. 자발적 이직률과 비자발적 이직률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대기업 남성 근로자들의 비자발적 이직률이 상
승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서의 비자발적 이
직률의 차이가 줄어드는데, 이는 생산직에서의 계약직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생산직의 내부노동시장이 유
지되는 반면, 사무직의 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었다는 가설은 고용안정에
관한 이 지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기업 남성의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에 비해서 고용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무
직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직후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 이후 회
복되어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
후 대기업 남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
출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기업 남성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제5절 임금격차 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 분절화에
대한 함의

1987년 이전의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직 노동시장의 단일화-동질
화 경향’(김형기, 1988)과 ‘노동시장의 이질성 감소 경향’(송호근, 1990)이
나타났다. 김형기(1988)는 ‘예속적 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임노동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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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 경향’ 명제를 실증하였다. 노동이 동질화하면서 연령별, 근속별, 직
종별, 규모별, 산업별 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송호
근(1990)도 1972～84년간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함수 분석 결과, 중화학공
업화에 따라 생산물시장의 이질성은 증가하였지만, 독점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대기업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프리미엄이 1972～84년
사이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질화, 분단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이나 기업규모보다는 관리직과 생산직
이라는 직업의 기준선이 임금결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직 노동자의 단일화 경향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
가 억압적으로 통제하여, 노동시장을 시장경쟁의 폭력성에 노출시킴으로
써 독점 지대를 기업이 전유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7 노동체제의 의의는 이러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노
동조합이 노동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1987 노동체제의 한계는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매우 제
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통제의 제한적 성격은 수출대기업 중
심의 생산체제, 재벌의 시장 독점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와 맞물리
면서 노동시장을 분절화, 이중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이환(2013)은
1987년 고용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분절노동체제라고 본다. 불평등 심화
경향을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노
동시장의 핵심적 제도가 되었지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이환(2013)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의 심화,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특성은 이미 1987 체제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일
시적으로 노동시장 내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노동조합의 임
금평등화 정책과 1990년대 초반 경기호황으로 인한 인력난 등에 기인하
는 것이고, 1997년 체제(신자유주의체제)가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라는 가
설에 대해서는 비판적 동의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분절화는 더욱 심해졌지만, 그 경향은 이미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불평등은 심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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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그림 2-15]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300인 이상=100)와 대규모사업체 임금프
리미엄 추이
(규모별 임금격차(10～299인 대비 300인 이상))

(임금함수에서 300인 이상 규모변수의 회귀계수값)

주 : 1)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12.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정상근로시간.
2) 임금프리미엄은 로그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연령제곱, 근속연수,
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 사업체규모, 연도더미 등을 통제변수로 하며, 연도
더미*규모더미(300인 이상=1, 10～299인=0) 변수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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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미․한준(2008a, 2008b)은 1982～2004년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규모별 임금격차가 1987년 노동자대
투쟁과 1997년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계기를 통해 증가하였으며, 1987년
이후 규모별 격차의 단기적 급등은 대기업의 임금단가 인상 효과가 주도
하였으나 1997년 이후의 재급등은 더 지속적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대
기업의 구조조정과 유연화 전략, 노동력 구성의 변화 등 보다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교육, 연령, 근속에서
의 이질성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지속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모 간 임금격차를 198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해본 것이 [그림
2-15]이다. 규모별 임금격차는 10～299인 사업체의 임금 대비를 나타내
며, 임금프리미엄은 로그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연령제곱, 근
속연수, 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 사업체규모, 연도더미 등을 통제변수
로 하며, 1980～2015년간 자료를 하나로 만든 자료(Pooling Data)에서 연
도더미*규모더미(300인 이상=1, 10～299인=0) 변수의 회귀계수값으로 추
정한 것이다.
규모별 임금격차나 규모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나 모두 1987년 이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7년 이전의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이 10～299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오
히려 적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도 5% 미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1991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해지
는 형태가 나타났다. 당시 경기호황으로 인한 인력난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노동조합도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했다는 점(정이환, 2013), 1987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갔으며 80년대 후반～90년대 중반까지 경제 활황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나타났다는 점(김영미․한준, 2008a, 2008b) 등을 들고 있다.
1997년 이후에는 다시 규모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대되었
다. 이는 1987년에 형성된 분절화된 노동시장이 1997년 이후 기업 간 생
산성과 지불능력의 격차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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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2～2015
년간의 종업원 1인당 급여액, 부가가치, 그리고 이윤액을 전체 규모 대비
비율의 추이로 나타낸 것이다. 통계청에서, 1991년 이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업원 1인
당 급여액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전 1.3배 수준에서 1.6배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졌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과 이윤액도 외환위
기 이전 1.5～1.9배 수준에서 2.2～2.4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과 이윤액의 전 규모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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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는 1987년 이후 형성된 노동시장 분절화의 제
도적 토대 하에서 규모별 생산성과 지불능력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제의 제한적 성격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부문 간 격차 확대로 인하여 1997년 이후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와 노동
시장의 분절화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6절 임금체계의 변화 :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함의

1987 노동체제의 또 하나의 쟁점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범위와 지속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내부노동시장 형성 기준의 판단 지표로는 장기고
용, 제한적 노동이동, 그리고 연공형 임금체계 등이 활용된다. 이 절에서
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적용 범위,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연공형 임금을 판단하는 주된 지표는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다. 기존
의 연구들을 보면, 류재우․박성준(2003)은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속에 대한 수익률 추정치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이환․전병유(2001)
는 1990년대에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되면서도 내
부적 경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1989～99년간을「임금구조기
본조사」자료로 분석한 결과,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는 유지되는 반면,
임금의 연공성과 속인적 성격이 약화되고 외부경력에 대한 보상에서 별
변화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경우에는 근속에 대한 임금보상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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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결과도 제출되었다. 류기락(200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외환위기 이후 약 7년간(1998～2005년)을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별
평균근속연수에서 큰 변화가 없고, 임금의 근속의존성도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의 근속의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를 기초로 외환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가설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림 2-17]∼[그림 2-18]은 근속에 따른 임금과 근속에 대한 임금프리미
엄을 추정한 것이다. 임금프리미엄 추정은 앞에서 검토한 규모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30여 년 장기간으로 볼 경우,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폭이나 근속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은 1987년 이후 1997
년 외환위기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1997년 이후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체 규모별로 볼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8)
1997년 이전의 근속에 대한 임금 보상의 감소는 1987년 이후 내부노동
시장의 형성이라는 가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년 이
전 근속에 대한 임금 보상이 감소한 것은 내부노동시장 형성이라는 제도
적 요인보다는, 노동자의 근속별 구성 변화라는 인력 구성 변화와 관련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8]에서 볼 때, 1997년 이전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 반면, 1년 미만 근속의 비중은 빠
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5～10년 근속자 비율도 증가한 반
면, 1～5년 근속자 비중은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근속자 비
중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적어도 1997년 이전에는 하후상박의 임금인상 등
평등주의적 임금인상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도 근속에 대한 보상이 감
소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근속에 대한 보상에서 큰 변화
가 없다. 근속연수별 노동자의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성과급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임금의 연공성이
8) 정이환(2013)은 1990년대 중반까지 근속효과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고 분석하였
다. 회귀계수값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7～8년, 9～10년, 11～13년 근속연수의 회
귀계수값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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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엄동욱(2006)은 1996～2000년간 대기
업의 인사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성과급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임금에 대한 근속보상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들이 성
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호봉제를 폐지하면서도
근속에 대한 보상 체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
는 것이다. 정이환(2013)도 2000년대 이후 성과연봉제가 확산되었으나,
연공급이라는 패러다임 내에서의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2-17] 근속-임금 커브(20세 임금 대비 비율)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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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
전히 근속은 임금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
속연수 10년 이상의 경우 근속연수 1년 미만에 비해 2배,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경우 근속연수 1년 미만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근속에 대한 보상이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림 2-18] 근속-임금 커브(근속 1년 미만 대비 비율, 시간당 임금)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체)

(중소기업, 300인 미만 사업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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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그림 2-20] 근속연수별 노동자 구성비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한편 직종별로 연공형 임금체계가 다른 추이를 나타낸다는 분석도 있
다. 김영미․한준(2008a)은 생산직 근로자에게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도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무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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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노동시장은 의미를 상당 정도 잃었다고 분석한다.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더 커졌지만, 경력효과는 작아진 반면, 사
무직의 경우 근속효과가 약화되고 채용과 보상에서 외부경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정이환(2013)은 이를 다시 검증한 결과, 사
무직의 내부노동시장 약화 주장을 유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생산직의 경우 근속의 임금효과가 유지되고 사무직의 경우, 근속의
임금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9), 장기근속자의 수와 비율,
기업 간 임금격차, 신규 입직자 중 경력자 비율, 그리고 외부경력이 임
금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전체적으로 판
단할 때 사무직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2-21]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해서 근속에 대한 임금프리미엄
을 장기간 추정해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무직의 근속임금프리미
엄은 생산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 생산직의 경우 근속임금프리미엄이 약간 증가하고, 사무직의
경우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무직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임금의 근속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는 매
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변화를 가지고 사무직 내부노동시장의 해체를 이
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10)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결정에서 근속 변수에 비해서 연령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이환(2013)도 임금체계
의 연공적 성격은 어느 선진국에서보다 강하나 생계 보장 기능은 취약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속－임금 커브와 연령－임금 커브 사이에 현저한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9) 이는 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10) 1987년 이후 사무직 중심으로 연봉제 도입 이전에도 근속에 대한 임금 보상에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봉제 도
입이 사무직 내부노동시장의 해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
단된다.

제2장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51

[그림 2-21] 직종별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그림 2-22]에서 볼 때, 1987년 이전의 경우 45세 이후에도 임금이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87년 이후에는 45세 이후에 임금
이 꺾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에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생산직과 사무직, 그리고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해서 볼 경우, 연
령에 대한 보상은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임금의 경우 생계보장의 성격도 있지만,
연령은 외부경력의 대리변수일 수도 있다. 사무직의 경우 근속보다는 외
부경력의 영향이 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김혜원 외(2008)는 채용이나 숙련인력의 외부조달 증가 등을 근거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주장한 반면, 정이환(2013)은 화이트칼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신규 입직자 중 30대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기업 내부노동시
장의 입직구가 개방적으로 되는 구조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경력자의 비중과 외부경력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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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경력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외부화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2] 연령-임금 커브(20세 임금 대비 비율)
(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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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연령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제7절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1987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노동이 국가의 억압적인 통제로
부터 벗어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
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와 임금평등화 효과를 중
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와 관련해서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
의 연구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임금효과가 5～10% 수준으로 해외 연구에
서 제시되는 15～20%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최영기․이장원(2008)에서는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노조 임금프리미
엄은 3～6%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계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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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상승하여 6～9% 수준에서 변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
은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4]에서 1987년 이후 30년간에 걸친 장기간을 놓고 볼 경우,
노동자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격차를
보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시적으
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1997년 이전까지는 격차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낸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격
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반적으
로 노조유무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노조유무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2008년 이후에는 미
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도 1987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다. 외한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노동조
합의 임금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사업체
변수와 노동조합 변수의 상호작용항도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사업체에서 노동조합 효과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4]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격차 추이(무노조 시간당 임금=1)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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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이러한 통계 수치들이 사업체 자료에 기초하여 노동조합 유무별로 본
것이라면, [그림 2-26]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노동자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로 노동조합
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것까지 같이 분석한 것이다. 노조 유무와 노조가입
여부 변수 사이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인 미만 영세한 사업
체일수록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큰 것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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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노동조합 유무와 노조가입 유무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1987년 직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노동조합의 임금효과가
단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임금평등화 효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고 있
다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이정현, 2004; 황덕순, 2011; Hwang and Lee,
2011). 다만, 제조업 남성 상시근로자의 경우, 1988～2012년간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분산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강승
복·박철성, 2014).
노동조합의 임금평등화 효과가 약화된 것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사례
를 조사한 유형근(2014)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의 임금정책을 분석한 결과, 1987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생계비 이
론에 근거한 임금인상, 정액인상 위주의 ‘하후상박’ 원칙 적용, 연공급 임
금체계의 유지, 1987년 이전에 존재하던 인사고과에 따른 차등적 임금인
상과 상여금지급 제도 폐지 등 임금평준화 전략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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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생계비 원리에 기반한 기본급 인상이
라는 정책과 더불어, 성과배분 위주의 임금극대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이 제도로 형성되는 단계에서 연공급(동
일근속-동일임금)은 내부적 임금평준화의 훌륭한 수단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연공임금 고수 전략이 임금평준화
목표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초기업임금평준
화 정책을 임금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제도
도입, 동일업무 수행 비정규직 기본급 인상 차별금지 등을 시도하였지만,
초기업 수준의 임금평준화 정책은 ‘표류’하고 말았다”(유형근, 2014).
정이환․이주호(2017)도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운동의 노동시장 정책
을 분석한 결과, 산업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으며, 임금․노동조건의 평준화보다는 극대화가 우선
의 목표였고,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의 격차 축소를 위한 활동은 직접고
용 임시직에 국한되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노총의 현장중심주의와 투쟁
중시 성향은 임금평준화 정책 시행을 저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2-27] 노동조합 유무별 지니계수 추이
(임금총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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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그림 2-27]에서 노조유무별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임금총액의 지니
계수에서는 노조유무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6년 이후에는 무노조사업체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로 보면, 무노조사업
체보다 유노조사업체에서 지니계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유노조사업체들이 대부분 대규모사업체들이고 이들 사업체에서 임금
총액은 낮지만 시간당 임금이 높은 시간제근로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그림 2-28]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의 임금프리미엄 추이는
2009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나,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의 경우 비정규
직의 (-)의 임금프리미엄은 중소규모사업체보다 크고 최근 오히려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조합 유무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의 임금프리미엄(임금프
리미엄이 부(-)의 값)을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서의 비정규직의
(-)의 임금프리미엄이 더 크지만,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의 임금프리미엄은 크게 줄어든다. 즉, 노조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
한 차별이 오히려 큰 반면,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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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의 임금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힘
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2-29] 노조 유무별 및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추이
(사업장 노조 유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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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여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제8절 소결 : 대안적 노동시장체제에 대한 시사점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노동은 많은 변화
를 겪었다. 특히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 노동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노동 시스템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1987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
동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통제와 노동권에 대한 제약이 풀리면서 노동을
규율하는 제도와 관행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러나 1997년 외
환위기라는 큰 충격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체제는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의 제도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변화를 겪었다. 2017년 현 시점의 한국의
노동체제는 1987년의 제도적 틀에 1997년의 충격이 결합되면서 형성되었
다. 이 둘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 장에서는 이른
바 1987 체제와 1997 체제가 현재까지의 노동시장 변화에 어떻게 작동하
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1987년 이후 30여 년간의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1997년 이후 커다란 변
화를 겪는다.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1987～97년 사이의 기간은 일종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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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생산, 무역, 금융, 자본의 전면적 개방 하
에서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1987～97년간은
이후의 기간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존한
성장과 무역의존도의 완화, 높은 투자율, 노동분배율과 임금의 상승 등은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들이다. 그러나,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반드시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IMF의 구조조정과 경제개입의 영향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자
본-금융 시장의 개방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생산분업구조, 글로벌
가치사슬과 외주화의 확산 등은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1987년부터 형성된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1997년 이
후의 경제시스템을 형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1987년 노동
자대투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의 제도적 규율시스템이 기업별 노조시스
템 하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국한되면
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시작되었다.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
치면서 더욱 심화하였고, 여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흐름이 추가되어 지
금의 한국 노동시장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1987년 형성된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분절화된 특성과 관
련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추적
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제한된 기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면, 이를 좀 더 긴 기간의 변화를 가지고 주요 쟁점과 기존 연구들을 점검
해보고자 하였다.
경제성장과 고용, 고용불안의 심화 여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연
공형 임금체계,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등을 주요 쟁점으로 선택하여 관련
통계지표들을 제시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이후 고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여전히 같이하고 있
다. 다만, 구조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크게 심
화하였다.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축소, 서비스업에서의
낮은 질의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생산적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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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불안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
다. 다만 지표로 볼 경우, 지난 30여 년간 입직률과 이직률, 그리고 직장
유지율 등 노동이동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물론 규모 간
격차는 매우 큰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노동이동률의 하락이 반드시
고용불안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용불안심리의 증대로 자발적
이직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 정도
는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몇 년간을 제외하
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휴폐업도산 등에 따른 해고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계약종료와 같은 형태의 해고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고용불안
은 상용직-정규직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통제되었지
만,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외부화의 형태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안정의 양극화와 분절화가 심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지난 30여 년간 약간의 굴곡이 있었
지만,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반 경기호황
과 인력난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7년 이전 대․중소기업 간 임
금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일노동시장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987 체제의 기업별 노동조합 하
에서 노동시장 규율의 제도화가 제한된 데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다
만,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격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문제는 노동
시장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
의 문제이기도 한다.
넷째,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연공형 임금체
계이다. 그러나 지표로 보면, 근속에 대한 임금 보상은 1987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이후 근속에 대한 보상이 줄어든 것은 장기근속
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노동자 구성 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하후상박의
임금평준화 정책들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공형 임금체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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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연봉제 도입이
사무직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무직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약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연봉제가 기본급에서의 호봉제를 흔드는 것은 아니
었으며, 사무직의 근속보상이 2000년대 이후 뚜렷하게 하락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규율시스템의 변화이다. 1987 체제의 핵
심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규율에 있다. 다만
제한적인 방식의 제도화였다.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노동조합은 임
금을 높이고 임금구조를 평등화하는 데 약하게나마 제도적 규율력을 가
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와 노동조
합의 임금평등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조합의 제도적 규율효과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소기
업이나 비정규직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나 평등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노동시장을
큰 틀에서 평가해보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심화와 연공형 임금
체계 유지 등의 측면에서 내부노동시장과 분절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강
하게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해고 위험 증대에 따른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시장 규율의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내부노동시장
의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유연화 모델, 유연안전성 모
델, 그리고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모델 등 시각과 주장의 차이가 크게 존
재한다. 규모별 임금격차와 연공형 임금체계 등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고용불안 심리와 취
약한 사회보장 시스템하에서 유연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단기간
에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안전성 모델
은 유연성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도 현재와 같은 ‘약한 노동조합’ 하에서 단
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내부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취약한 노동
자들에 대한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제(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확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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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결합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 다만, 앞에서 검토한 대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
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는 생산물 시장의 구조와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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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의
성격 및 그 변동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데 있다. 지금껏 작
업장체제는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왔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작
업장체제의 정의는 Buroway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Buroway(1985)는 자
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작업장 내부에 작동하는 국
가의 기능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내부국가, 생산의 정치, 공장체제(factory
regimes) 등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체제를 시장
전제주의, 헤게모니적 전제주의 등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Buroway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작업장체제는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전
제 하에서 작업장에 구조화된 질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Edwards가 정의하는 작업장체제의 개념을 사용
하고자 한다. 그가 의미하는 작업장체제란 작업장 수준에서 작동하는 관행
들(practices)의 집합을 말한다. 임금, 훈련, 작업조직, 회사에 대한 충성도
와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 관행 속에 포함된다(Edwards, 2008). Edwar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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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작업장체제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기술(technology), 제도적 규제, 내부노동시장, 작
업장 노사관계 등이다(Bélanger and Edwards, 2007). 이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작업장체제가 출현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한국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는 작업장체제의 성격 분석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제조업 대공장의 작업장체제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 분석을 집중하는 이유는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고 서비스산업과 크게 구별되는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대기업이
자본과 노동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작업장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제조업 대공장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제2절 작업장체제 구성요소들의 특성

1. 기 술
기술이란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와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비,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영국 남동 에섹스(Essex) 지방의 100
여 개 제조업을 분석한 Woodward의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기술의 성
격은 조직구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Woodward는 배치생산,
대량생산, 공정생산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기술과 노동과정을 구분했다.
배치생산은 한 번에 한 개씩 생산하며 작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에
관여한다. 대량생산기술은 다량의 동일 제품을 생산하며 그 노동과정은
포드주의적 조립라인을 따라서 엄격하게 분업이 이루어져 있다. 연속적
인 공정생산에서 작업공정은 별개의 공정으로 분할되지 않는다.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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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은 주로 자동적으로 생산과정을 조절하는 기술에 대한 감시이다.
이들 세 개의 기술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술은 공정기술이며 그 다음이 대
량생산 기술이다. 배치생산이 가장 간단한 기술이다(Woodward, 1965).
Woodward는 기술 양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 뒤, 이들과 조직구조 사이
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했다. 첫째, 기술 양식과
조직의 크기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 둘째, 한 조직 내에서 권위의
수는 기술 복잡도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다. 셋째, 관리자와 감독자의
수는 기술 복잡도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다. 넷째, 직무에 대한 덜 형식
적인 정의, 적응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조 등을 의미하는 유기적 관
리체계는 기술적 복잡도가 낮은 공장에서 발전하기 쉽고, 정확하게 규정
된 의무, 직무에 대한 엄격한 정의, 잘 발달된 명령․관리체계를 의미하
는 기계적 관리시스템은 기술 복잡도가 높은 공장에서 발전하기 쉽다는
것이다.
Perrow(1967)는 네 개의 기술 범주를 구분했다. 첫째는 루틴 기술이다.
조립라인을 가진 전통적인 제조업은 이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는 craft 기
술이다. 분석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힘든 작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건설업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방법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과 실험실의 테크니
션들이 이 기술을 사용한다. 네 번째는 비(非)루틴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
용하는 작업공정에서는 많은 예외적 사건이 발생하며 이해하기 쉽지 않다.
Perrow의 기술 범주는 루틴 기술과 비루틴 기술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
데, 이 두 개의 기술이 종업원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
된 노동과 반복적 과업 때문에 작업자에게 노동은 스트레스이며 일을 하
는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산업과 같은 대량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에서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긴박되어 있기 때문
에 여유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작업자와 생산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용자
사이에 흔히 갈등이 벌어진다. 작업장은 그야말로 경쟁의 지형이 되어버
린다. 그러나 비루틴 기술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보다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기 쉽다.
이처럼 기술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과 성격에 결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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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하며 노동에 대한 통제 및 직무 자율성에 유리하거나 덜 유리
한 조건을 제공한다. 기술은 노동이 자신의 직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획
득하는 자율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Bélanger and Edwards, 2007).

2. 작업조직
기술은 노동이 이용되는 방식과 노동의 분업 구조, 즉 작업조직을 결정
하지 않는다. 기업이 기술의 어떤 이용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작업
조직을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합리화전략의 영향을 받는다.
1970년대 후반 급속하게 변동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연적 생산이 등장하기까지는 테일러주의적 작업
조직이 지배적이었다.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이란 19세기 말 미국의 철
강공장 엔지니어인 테일러가 고안한 작업장 혁신의 아이디어로서 당시
지배적이었던 비체계적 작업조직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원리들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 노동의 세분화, 구상과 실행의 분리, 시간연구와 동
작연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유연적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이 확산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포스트 테일러주의와 린 생
산이었다. 포스트 테일러주의 작업조직은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
여 사회기술 시스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발전하였
다.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에서 기술은 인적 자원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최
소화하기보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 기술은 분업을 줄이고 작업
내용을 개선하도록 지원될 것, 작업자에게 가능한 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작업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 등의 원리
를 갖는다. 컨베이어벨트를 완전히 없애고 도크 시스템을 도입한 볼보의
우데발라 공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조성재․이준협, 2010).
이에 비해서 린형 작업조직이란 20세기 중반 도요타 자동차공장에서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테일러주의적 속성을 일부 간직하면서 직접
작업자의 자주검사, 자주보전, 팀작업, 현장감독자 중심의 관리, 다능공,
제안제도, 개선활동 등의 특징을 갖는다. 직무의 세분화라는 테일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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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원리가 그대로 관철되기 때문에 복잡한 직무는 단순 과업으로 분
해되며 작업자는 단순 과업을 복수로 수행한다. 따라서 작업자는 다기능
이라기보다 다과업(multitasking)에 가까운 직무를 수행한다. 린 생산에
서 작업자가 다기능 작업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클 타임이나 표준작업 편성의 구성이 수정될 때, 그리고 작
업내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이때
필요한 폭넓은 직무수행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 바로 직무순환
및 OJT, QC에 대한 참여 등이다. 사회기술시스템 접근보다는 더욱 개별
화된 평가 및 보상체계가 사용되는데, 개인성과급 및 팀성과급, 작업 부
서 단위의 성과급 등이 제공된다. 린 생산에서 감독자 또는 작업자는 소
집단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활동을 통해서 원가절감의 목표
를 수행한다.

3. 숙련형성과 학습
Busemeyer 외(2012)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숙련형성체제를 직업훈
련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양성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유형인 국가주의적 숙련형성 시스
템은 직업훈련의 공급에 대한 공적 기관의 역할이 크면서 양성훈련에 대
한 기업의 참여는 낮은 유형으로서 스웨덴과 프랑스가 해당된다. 둘째 유
형인 집합주의적 숙련형성 시스템은 직업훈련의 공급에 대한 공적 기관의
<표 3-1> 선진자본주의 숙련형성 방식의 다양성
높음

국가주의적 숙련형 집합주의적 숙련형
성방식(SW, FR)
성방식(GE)

낮음

자유주의적 숙련형 분절적 숙련형성방
성방식(US, IR)
식(JAP)

직업훈련에 대한 공적인
책임

낮음

높음

양성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
자료 : Busemeyer & Trampus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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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크면서 양성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 큰 유형으로서 독일이 해
당된다. 셋째 유형은 직업훈련의 공급에 대한 공적 기관의 역할이 작으면
서 양성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낮은 유형으로서 미국이 해당된다. 자
유주의적 숙련형성 시스템이라고 한다. 넷째 유형은 직업훈련의 공급에
대한 공적 기관의 역할이 작으면서 양성훈련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큰 유
형으로서 일본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분절적인 숙련형성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숙련형성 시스템 가운데 유연적 생산하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유형은 분절적 숙련형성 시스템이다. 이 유형에서 핵심적인 숙련형
성의 공간은 기업이며 주된 숙련형성 방식은 OJT이다. 그러나 유연적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이한 숙련형성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기업과 작업장이 숙련형성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조되
고 있으며, 기업특수적 숙련의 중요성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Off-JT를
통해 획득되는 숙련자격의 의미와 중요성은 쇠퇴하고 있으며 OJT를 통
해 획득되는 능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숙련자격이란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지식과, 어떤 일을 신속하고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능력
(Kompetenzen)은 ‘개별 작업자가 공식적․비공식적인 학습과정과 노동
과정에서 획득하는 개인적 능력’에 가깝다.
현대적 의미의 능력, 즉 공정능력, 문제해결능력, 개선능력,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 능력이 갖는 의미도 증대하고 있다. 공정능력은 작업장의 전
체 공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체 공정 및 공정들 사이의 연
결 관계, 직무의 환경적 조건을 이해할 필요는 유연적 생산 하에서 요구
되는 작업자의 직무수행능력 가운데 필수적이다(Bolte and Müller, 2000:
74). 노동자들은 공정능력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생긴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정능력은 다른 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다. 공정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작업공정과 조와 반 등
하위 조직단위들 사이의 직무순환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이 요구된다.
문제해결능력은 불량품의 출현과 기계의 비작동, 비정상적 작동 등 작
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異常)에 대한 대응력을 가리킨다.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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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주의적 작업장에서 문제해결능력은 간접부서에 속하는 보전노동자나 엔
지니어에게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작업장에서 문제해결능
력은 일반 노동자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개선능력 역시 현대적인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인데, 여
기서 말하는 개선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는 작업개선을 통한 불필요
한 동작의 제거, 둘째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셋째는 재료나 소모품의 절약과 이들을
이용하는 방법의 개선, 넷째는 공정 내 기계배치 개선 등이다.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점점 더 중요한
능력이다. 테일러주의적인 조직구조에서는 노동의 도구적 측면, 즉 직접
적인 실행노동만이 의미가 있었다면 테일러주의적 조직구조의 해체와 함
께 노동의 상호작용 측면, 협력적이고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Porschen, 2008: 96). 협력관계는 대면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에서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 속에서의 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olte and Müller, 2000: 76).

4. 내부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이란 ‘노동의 가격과 배치가 일련의 관리 규칙과 절차에
의해 정해지는 곳’을 말한다(Doeringer & Piore, 1985).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로 들 수 있는 것들은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임금체계, 부가 급
여 등이다.
내부노동시장은 작업장체제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내부노
동시장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 가운데 작업장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승진과 보상체계이다. 잘 설계된, 생산직 노동자들의 커리어
경로와, 숙련과 성과를 촉진하는 보상체계는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낳는
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전문공들이 테크니션을 거쳐 엔지니어로 이동해
가거나, 마이스터를 거쳐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커리어 경로를 가진 독일
의 내부노동시장 시스템이 우호적인 작업장체제를 낳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생산직 노동자들이 직능자격제도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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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직능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도요타 등 일
본 제조업체의 내부노동시장 시스템이 생산적인 작업장체제의 유지에 기
여하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금체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로
기본급의 결정 기준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때 대표적인 임금체계의
종류는 직무급, 능력주의적 임금체계(직능급, 기능급, 숙련자격급) 및 연
공급이다. 직무급은 구성원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 즉 직무요건
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여기서 직무요건이란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
에 부합하여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직무급은 직무
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직무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능력주의 임금체계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자
격(Qualifikation) 혹은 능력을 기초로 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
계’를 말한다. 연공급은 근속연수(또는 연령)가 길어짐에 따라 임금이 상
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급이 호봉급
인 경우를 말한다.
임금체계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효과를 미치는데 <표 3-2>와 같다. 직
무급, 직능급, 연공급 등 여러 임금체계는 작업자의 동기, 숙련, 조직구조
의 경직성, 이동, 고령화에 따른 임금코스트 등에서 각각 상이하게 영향
력을 행사한다. 작업자의 작업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직능급이 가장 강하
며, 직무급은 중간이고 연공급은 약하다. 각각의 임금체계가 숙련형성을 촉
진하는 정도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작업자의 숙련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표 3-2> 임금체계가 미치는 효과
직무급

직능급

연공급

작업자의 동기

중간

강함

약함

숙련

중간

강함

약함

조직구조 경직성

경직

유연

유연

이동

제약

무제약

무제약

약

중간

강함

고령화에 따른 임금코스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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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이 가장 강하며, 직무급은 중간이고 연공급은 신기술 투입으로 인
해 경험적 숙련이 갖는 의미가 퇴색된 상황에서 약한 것으로 바뀌었다.
조직구조의 경직성에 미치는 효과는 직무급이 가장 강하고, 직능급과
연공급은 약하다. 직무급이 조직구조의 경직성에 미치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 이후 유연성 생산의 확산에 따라서 직무급을 개편
하려는 움직임이 독일과 미국 등에서 확산되었다.
작업자의 이동에 미치는 효과도 직무급이 강한 데 비해서 직능급과 연
공급은 약하다.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른 임금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직
무등급이 다른 작업장으로의 이동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초래한
다. 한국의 완성차업체 작업장에서는 연공급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작업장 이동이 어려운 것은 임금체계 때문이 아니라 편하게 작업하고
자 하는 작업자의 동기와 작업장 권력을 노동자집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고령화에 따른 임금코스트 부담은 연공급이 가장 강하고 연공화 경향
이 있는 직능급은 중간이며, 직무급은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유연성과 기업 내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고용관계의 시장화, 계약화, 외부화가 진전
되어 왔으며, 아웃소싱, 비정규직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강화
되었다. 이로써 한 작업장 내부에서 이질적 노동자집단들이 혼재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조건에서 큰 차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유연기업이라고 하는데, Atkinson(1984)이 제출한 모델
이 대표적이다. Atkinson 모델은 핵심 노동력과 주변적 노동력을 구분한
다. 핵심 노동력은 높은 수준의 숙련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대체로 이들은 기업의 정규노동력이
며 고용안정성, 높은 임금을 누린다. 고용안정성은 기능적 유연성과 교환
된다. 주변적 노동력은 주로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핵심 노동력과 구분되
며 시간제, 임시직, 하청 및 외주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저임금,
낮은 고용안정성, 낮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수량적 유연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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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inson, 1984). 언제든 대체가능한 노동력이라는 의미에서 포드주의적
고용관계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주변적 노동력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기변동 시기에 핵심 노동력을 보호하는 버
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핵심 노동력은 내부자이고 주변적 노동력은
외부자이다. 핵심 노동력이 누리는 높은 임금, 고용안정성 등은 주변적
노동력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확보된다. Pollert(1988)는 Atkinson의 중심
-주변 모델을 미시적인 이중적 노동시장(micro dual labour market) 모델
이라고 지칭했다.

6. 작업장 노사관계
작업장 노사관계는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노조 유무, 노동조합의 이데올로기, 기업과 작업집단의 통제 정도, 질서와
규율이 유지되는 방식, 갈등과 동의의 상태, 근로조건의 결정방식, 규제적
관행의 정도 등이 작업장 노사관계의 특징들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작업장 노사관계의 유형화를 시도해 왔다. Edwards
(1986: 226)의 유형화가 대표적인데, 그는 세 가지 차원을 구별했다. 첫째
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해 전투적 지향을 갖는 정도, 아니면 묵인하는
(acquiescent) 지향을 갖는 정도이다. 둘째는 개인적 지향이 지배적인 정
<표 3-3> 작업장 노사관계의 유형화
집합주의
아니요

예

조직
(아니요)

조직
(예)

조직
(아니요)

조직
(예)

전투적
(아니요)

유형 1

X

X

X

전투적
(예)

유형 2

X

유형 3

유형 4

자료 : Edwards(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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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면 집합적 지향이 지배적인 정도이다. 셋째는 집합적 지향이 집
합적 조직으로 전화되는 정도이다. 여기에서 전투적이란 반드시 좌파적
지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들 자신이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적대적
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전투적이다.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하면 8가지 유형이 나오지만, 실제 현실에서 가능
한 유형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밖에 없다. 유형 1은 전투
적이지 않으면서 개인적 지향이 강하고 집합주의적 조직도 부재한 경우
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작업장 노사관계의 유형이다. 유형 2는 전투적이지
만 개인적 지향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전투적 개인주의가 출현하는 유형
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갈등과 투
쟁이 나타나며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관리자와 작업배치 및 수당을 교섭
하는 유형이다. 유형 3은 전투적이며 집합주의적 지향을 갖지만 조직을
갖지 않은 유형이다. 작업장 조직이 느슨한 경우이다. 유형 4는 전투적이
며 집합주의적 지향을 가지면서 작업장 조직을 갖는 경우이다. 대의원과
같은 작업장 조직이 작업의 분배, 연장근로의 할당 등 노동과정의 조직과
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3절 우리나라 작업장체제의 특성

위에서 정리한 작업장체제의 요소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
업 작업장체제의 특성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1. 기술체계의 특성과 작업장 노사관계
기술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박준식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박준식, 1991). 박준식은 Woodward의 기술 유형을 빌려 대량생산과
배치생산, 공정생산 기술이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분석했다. 그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기업들은

76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인데 각각 해당 산업에서 노사관계의
패턴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준식은 각각의 생산기술, 노동
과정, 내부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조건들 하에서 기업과 노조가 전략적
으로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서로 상이한 노사관계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가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산기술의 연속적 성격이 강하고, 노동과
정의 감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으며, 내부노동시장체제가 발달한 기업
에서는 기업주도의 협조적 노사관계가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에 반해 단위생산 내지 대량생산 기술체계 하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역
량을 강화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며,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정도가 낮을
때 노사관계의 대립적 성격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그는 기업 생산기술의 종류와 성격이 노사관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조적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준식의 연구가 이루어진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관찰하면,
생산기술의 자동화 수준과 노동자의 의식적 전투성의 정도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의 주장이나, 철강산업과 같은 공정산업에서 기업
주도형의 노사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그의 주장은 현재에도 적
합성이 있으나, 조선산업에서 노동자 조직역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그의 주장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파업에 취약한
대량생산 공정에서 노동자 조직역량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박준식의 분석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
털화도 작업장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속적인 자동화 추진과
IT화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작업장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포철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일부 단위공정에서 컴퓨터 제어시스템이 도입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공정을 넘어 제철소 전반을 연결시키는 디지
털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도 여전히 매뉴얼 조작에 의존
하는 기계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압연공정도 컴퓨터 제어 시
스템보다는 눈으로 직접 조작하는 수동조작 방식에 많이 의존했다.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조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어 관련 데이터를 기
반으로 컴퓨터화가 확실히 정착되었다(조성재 외, 2013).
석유화학공장도 대체로 1980년대부터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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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체계에서 디지털 체계로 변환되었다. 호남석유화학이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화된 시점은 1988～89년 즈음이었으며, 1990년대 초중반 경
에 완전하게 디지털화되었다. 디지털화 이후 한 사람이 여러 계기를 조정
할 수 있게 되면서 오퍼레이터 인원도 축소되었다. 이 디지털화된 제어시
스템에서 운전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조작과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의 성격이 바뀌었다.
자동차기업들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의 힘을 빌려 기업 내 개
별공정의 합리화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공정 전체의 재조직을 추구했다.
자동차산업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은 기업공정들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차
원에서 통일성 있고 유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탄력적 잠재력을 풍부하
게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기업들은 동기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
적 장비인 ALC시스템, 공장 내 고속의 근거리 통신망인 LAN을 설치하
였으며 협력업체와의 사이에는 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화는 직접작업자의 수를 줄이고, 간접부
서 노동자나 엔지니어의 수를 늘리거나, 직접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의존
도를 줄이는 등 작업장체제에 다양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이 문제는
더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작업장 혁신의 지체
우리나라 작업조직을 비체계적 사업장, 자율적 팀 작업방식, 린 방식,
기술중심 테일러주의, 고전적 테일러주의로 구분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
해서 각 작업조직의 분포를 분석한 것은 조성재․이준협(2010)이다. 이들
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31.2%는 뚜렷한 작업조직을 갖지 않은 비체계
적 사업체이며, 자율적 팀 작업방식을 채택한 사업체는 4.1%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관리형 린 방식을 채택한 사업체가 11.6%, 기술중심 테일러주
의를 선택한 사업체는 13.4%, 고전적 테일러주의를 채택한 사업체의 비
중이 39.7%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율적 팀 작업방식이란 작업팀이 어느
정도 자율성과 재량을 갖고 고생산성과 고품질을 양립시키는 방식을 뜻
한다. 기술중심 테일러주의는 대량생산방식이 지닌 경직성을 자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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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작업장 유형화와 분포
자율적
팀작업방식

관리형
린방식

기술중심
테일러주의

고전적
테일러주의

비체계적
작업장

전체

빈도

403

1,140

1,321

3,899

3,063

9,827

백분율

4.1

11.6

13.4

39.7

31.2

100.0

자료 : 조성재․이준협(2010).

IT기술의 유연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택한 사례이다. 위의 구
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작업장혁신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체계적
이거나 테일러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은 그만큼 작업장 혁신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업장 혁신활동들은 일찍이 1970년대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국내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
내 대기업들은 작업장 혁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면서 외국 우량기업의
작업장 혁신과 품질개선 활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들의 작업장 혁신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몇 개
있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노사발전재단의 조사이다. 노사발전재
단은 2009년부터 매년 일터혁신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의 대상은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작업조직 등 네 개의 하위부문이
다. 최근 3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
발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작업조직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에 있다. 작업조직에는 숙련도, 직무설계, 혁신적 생산기법, 참여
활동, 직무순환, 직접작업자의 품질업무 통합, 소집단활동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작업장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조직 영역에서 후퇴가
나타나는 이러한 추세는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러한 조사결과는 한때 상승추세에 있었던 작업장 혁신운동이 최근 들어
주춤해진 것을 말해준다.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작업자의 기능적 유연성
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등 외부적 유연성에 의존하
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처
럼 강한 노조를 가진 조직에서는 경직된 작업조직이 전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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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체계적인 숙련형성의 문제
우리나라 교육훈련의 특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숙련형성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현장훈련이 공공직업훈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 OJT 중심 학습, 기업특수적 숙련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노동과 교육의 표준화는 개별기업의 조직 및 숙련의 구조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현장훈련을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한 곳은 일본 기업
들이다. 현장훈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일본 기업과 유사하지만 우리
나라 기업들의 숙련형성체계는 일본에 비해서는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직무순환의 범위는 좁고 부정기적이며, 현장훈련과 Off-JT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연적 생산 하에서 새
로운 중요성을 띠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의 공정능력, 문제해결능력, 개선
능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작업장 내 갈등상황 때문
에 현장감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했으며, 현장감독자의 관리능력
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케 하지도 못했다.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조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커리어 경로를 비롯한 여러
인사제도들을 갖춘 기업도 거의 없다. 이처럼 한국의 대공장에서 체계적
인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숙련균형이나 숙련배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조성
재 외, 2013).
조선산업의 경우 정흥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들이 고품질
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손끝기술인 용접의 힘이 컸으며, 우리나라의
용접기능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정흥준, 2016). 조선산업은 모든
용접공들의 기능을 A, B, C, D, E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숙련자 및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숙련보유자를 뜻하는 A～C등급이 약
60%가량 존재하며 미숙련자를 의미하는 D～E등급도 40% 가량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조선설계
능력과 용접, 배관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주사들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
다(정흥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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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공정 시스템의 체계화, 표준화 및 노동 유연화가 추진되는 것
과 동시에 현장인력의 다기능화와 정예화가 진행되었다. 다기능화는 손
기능에 기초를 둔 숙련의 기능별 단순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능인력들
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표준화된 여러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석유화학산업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도
입되었으며 노동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현장작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더 확대되었다. 운전원의 노하우와 순간순간의 대응력, 분석능력이 더 필
요하게 되었다. 기술설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운전자의 업무능력이 뒷받
침되어야 하게 되었다. 또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핵심을 잡아내는 통계적
능력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서 운전자에게는 판단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노동의 성격은 더 추상화되고 시스템화되었다. 그 대
신 노동력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장의 단순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은 축
소되었다. 이전에는 설비와 기계를 100번 만져야 하였다면 이제는 10번만
만지면 될 정도로 자동화로 인하여 단순노동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현
장운전원이 수동으로 하던 것들을 컨트롤 밸브로 대체하여 DCS에서 직
접 조작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현장운전원에게 시켜서 밸브를 개폐하
던 것은 DCS에서 조정판운전원이 하는 식으로 자동화되었다. 사이즈가
크고 조작하기 힘들 때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철강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IT, 통합정보 시스템 등
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철강공장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작업자들이 수행하던 다수의 직무들이 아웃소싱 업체들로 이전해 가
고 혁신설비와 기술들이 체계적인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도입되면서 현장
의 숙련노동자들의 지위도 달라지고 있다. 고도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
된 혁신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자들
에게도 기계조작이나 공정을 모니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도면을 해석하
고 이론적 솔루션과 작업루틴을 만들며 추상적 이론과 지식을 익혀야 한
다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숙련노
동자의 경험적 지식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제3장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81

고도의 형식지도 조업과정에서 습득한 현장의 깊은 암묵지를 지닌 숙련
노동자들의 노력과 결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조성재 외,
2013).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까지 두어 차례 일본식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이후 노동배제적, 숙련배제적 생산체제가 확립되었
던 자동차산업이 오히려 예외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
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내부노동시장 내에서 기업특수적 숙련이 형성되
고 축적되고 발휘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이러한 경험적 숙련은 엔지
니어링 부문으로 흡수되고 현장에서는 ‘숙련공동화’가 진전되어 왔다. 이
러한 과정에서 단순반복작업에 적합한 사내하도급의 증가라는 현상이 나
타났으며 또한 소수의 숙련자들 이외에 다수 정규직의 경우도 ‘비숙련화’
가 진행되었다(조성재 외, 2013).

4.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연공성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 내부노동시장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노
사 간 각축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임금체계와 승진체계는 비경쟁적 속인
급이며 연공적이다. 기능적 유연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생산의 유
연성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이동에는 여러 가지 규제적 관행들이 작동한
다.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관행들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노사 간 권력관계
에 따라 변동한다(정이환, 2013).
생산직 작업자들의 커리어 경로는 한국의 작업장에서 발전하지 않았
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대기업 작업장에서 생산직은 이른바 ‘숙련 승진’
에 의해서 근속연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승진한다. 한국의 주된 임금체
계는 속인급이며 연공급이다.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
도 아주 낮다. 생산직을 대상으로 임금 결정에 인사평가가 개입하는 경우
는 드물다. 적어도 생산직에 관한 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성격은 비경쟁
적 내부노동시장으로 변화되었다(신원철, 2001).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꽤 높지만 사무관리직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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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과 직능급을 엄격하게 정의하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도입 현황
을 조사했던 김동배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직무급은 일부 외자기업을
외하면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좁은 의미의 직무급이란 직무평가를
통해서 기본급을 도입하고, 직무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적
으로 시장임금 정보를 수집해서 기본급을 조정하는 직무급을 말한다. 좁
은 의미의 직능급도 소수였다. 직능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한 직능급
도입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한 조사에 따르면 직능급 도입 비율은
2～3% 정도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2015). 포철, 유한킴벌리 등 직능급
이 도입된 소수 기업의 경우에도 직능급은 거의 형해화되었다. 직능자격
제도의 엄격한 운용은 주로 노조에 의해서 방해받았다(김동배 외, 2005).
그러니 여전히 연공급은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
지 포함하여 임금체계의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연공급은 앞
에서 정리하였듯이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에서 작업동기 및 숙련
촉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임금, 규제적 관행 등과 함께
비정규직 확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5. 고용관계의 재배치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대기업 고용관계의 재배치 및 내부노동시장의
재구조화는 작업장체제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외주는 확대되었고,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사업장에 광범하게 배치되었다.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이
질적인 노동자집단이 작업장에 배치되었으며, 노동자집단의 새로운 계층
성이 생겨났다. 내부자와 외부자가 한 작업장 내부에서 공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적인 이중적 노동시장구조’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Atkinson의 유연적 기업 모델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는 산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 조선산업에서 유연적
기업 모델은 우리나라 사용자의 노동력 이용전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은 기능적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가 많으며 유연적 기업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에 위치한 주변적 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해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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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의 수요 변동에 대한 버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며,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뿐 아니라 주변적 노동자들은 중량물 공정이나 애로공정, 유
해물질 공정에 주로 배치됨으로써 공간적 측면에서도 이중구조화가 진행
되어 왔다. 이들은 대공장 산재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
규직과 주변적 노동자 사이에 사회심리적 분절성이 심화되고 있다(이병
훈, 2003).
주변적 노동력들이 증가한 시기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철강
산업에서 사내하청 비율이 매우 높은 형태로 재편된 시기는 바로 철강업
종이 가장 큰 호황기를 누렸던 2003～2008년이었다. 그 결과 이 시기 동
안 대공장 정규직 규모가 정체 혹은 완만하게 증가한 데 반해 현장작업자
들이 수행하던 많은 일들이 아웃소싱 업체들의 몫으로 넘어가고 소규모
사내하청업체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내하청의 급격한 증가는 이
시기 정규직 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한 호황국면에서 소수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소규모 사내하청업체가 급증함으로써 철강업종 내에 기업규모
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왔다(홍석범, 2016).
조선산업에서도 199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면
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조성재 외, 2013). 회사는 한편으로는 고숙
련 기능인력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
고 힘든 기피작업과 단순노동의 외주화 및 사내하도급화를 추진했다. 조
선업에서 정규직이 기피하여 사내하청이 담당하게 된 대표적인 공정들은
도장, 발판(족장), 사상(마무리), 케이블포설, 보온보냉이라는 직종들이다.
정규직 노조가 힘이 세지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일을 기피하면서 정규
직 가운데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사내하청 근로
자들에게 돌아갔다. 이 직종의 일은 단순하지만, 더 힘들고 때로는 더욱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롭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거의 모든
조선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력이용 정책은 사내현장인력 충원을 최
소화하고 그 대신 하도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전략이었다. 지속적인 정
규직 임금인상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해 회사는 신규충원을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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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시에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강석재,
2003).
완성차업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생산합리화와 외주
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및 생산지원부문에서 사내
하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완성차업계의 심각
한 경영위기에 따른 고용조정과 인수․합병의 과정을 통해 이들 비정규
인력이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완성차기업들은
주요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인력을 투입하였고 그들에 대한 상당한 의존도
를 유지 확대해 왔다(이병훈, 2004).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인원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2000년 당시 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중을
16.9%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 비중은 30% 내외로 상승하였다. 사
내하청이 담당하는 직무는 점차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으로 집중되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핵심 공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제 사내하청이
완성차 생산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조성재 외,
2004).

6. 작업장체제 타협의 불안정성
한국의 노사관계의 중심은 기업 수준에 있다. 노조는 거의 기업 내 조
합이며 연대의 기반은 동일 기업의 정규종업원이라는 신분이다. 단체교
섭은 주로 기업 차원에서 전개되며 상급노조에 대한 기업별 노조의 통합
수준은 낮은 편이다. 기업은 노사 간 갈등의 진원지이며 노조활동에서 빈
번하게 임금교섭이 일차적 중요성을 가진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많은 작업장에서 경영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파업에 취약한 노동과정을 가진 자동차산업에서는
작업장 조직이 여전히 강고하다. 작업장 노사관계의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대의원은 작업장 교섭을 통한 작업장 규제의 주체이다. 그런 의
미에서 자동차대기업의 작업장 노사관계 유형은 앞서 정리한 Edwards
의 유형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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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987년 시점에서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규제적 관행이 약화되
었다.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Edwards의 유형 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차원의 미시적 타협의 정도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취
약한 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포철조차 최근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약간
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철강산업에서는 포스코의 무노조 전략으로
연관기업들은 무노조 상태이거나 존재가 미약한 편이다. 현대제철의 경
우 인천, 포항, 당진에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노사관계의 고용에 대한 영
향은 미약한 편이다. 전자산업에서는 무노조․협력적 노사관계에서 일종
의 ‘생산성 동맹’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 최근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현상도 대기업 작업장체제 타협의 불안
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을 계
기로 하여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경기변동 시기 원청회사의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에 저항하는 파업을 벌이기 일쑤이다.
한국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한 정이환(2013: 134)에 따르면,
일본형 기업내부노동시장과 미국형 기업내부노동시장은 노사 간의 일정
한 타협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도화된 규칙 또는 관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일본식 고용관행이 고용안정과 임금유연성을 서로 교환한 타협을 반
영하여 구축된 것이라면, 미국의 고용관계 모델은 직무 규제를 통한 임금
안정과 사용자의 해고권을 서로 교환한 타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타협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기업 내부노동시
장은 노사 간 각축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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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한국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1.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가. 내부노동시장의 재구성
한국의 대공장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는 거의 대부분 연공급
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공급은 작업동기를 북돋거나 숙련을 촉진하
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임금, 규제적 관행 등과 함께 우리
나라 대공장에서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보상체계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공장 생산직 작업장체제의 비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업장체제의 개혁 과
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체계의 개혁이다. 보상체계의 개혁이 없
이는 숙련형성과 학습의 체계화도, 유연한 작업조직으로의 수정도, 지나
친 고용관계 시장화의 억제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산업처럼 기업이 거
의 완벽하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작업장체제에서는 보상체계를 개혁하
는 것이 어렵지 않고 또 실제로 개혁해 왔지만, 최근 임금체계 개혁의 동
향을 본다면 나머지 사업장에서 보상체계의 개혁은 아주 힘든 과제인 것
을 알 수 있다. 대공장 생산직 노조는 거의 대부분 현재의 연공급을 개선
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직능급을 도입한 일부 공장에서도 노조의 개
입으로 인하여 직능급은 형해화한 상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공장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적이며 상향
식의 새로운 협의 틀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노광표,
2016), 이것을 통해서 임금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 및 노조를 설
득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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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도한 고용관계 시장화의 억제
생산의 유연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고용관계를 시장화하는 것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
러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리적 분절선
은 효율적인 작업조직의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고용
관계의 시장화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도 비정규직을 억
제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기업은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지나치
게 높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인적자원관리의 개선을 포함한 다
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규직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고 생산의 유연성
에 따른 노동력 배치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역시 작업
자의 기능적 유연성 향상과 노동력 배치의 유연성에 협조함으로써 비정
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의 유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다. 숙련형성과 학습의 체계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공장 생산직 숙련체제를 저숙련체제로 규정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본과 같은 선진적인 숙련체
제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 작업자의 직무순환의 범위를 지금보
다 확대하고, 핵심 노동자와 현장감독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 핵심 노동자들에게 기술적 해석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훈련 시스템도 요구된다.
라. 작업장 혁신의 지속적 추진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에서 작업장 혁신이 주춤해진 주요 원인은 기
업에서 생산의 유연성 및 고임금에 대한 대응을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고용유연성을 통해서 해소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정규직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는 고용유연성을 통한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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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업의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지만 고임금이 생산의 효율성을 대가로
해서 제공된다는 생산성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능적 유연성에 대
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태도, 작업장 규제에 대한 새로운 타
협적 질서, 연공적 임금체계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

2. 경영위기 시 추진전략과 작업장체제의 개선
위에서 작업장체제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어느 것
이든 쉽지 않은 것들이다. 증세는 국가 정책의 문제이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이다. 물론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지만, 기업
이나 사업장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보상체계의 개혁을 포함
하여 어느 과제이든 실행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작업장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는 업종이나 기업의 경영위기 시에 개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
선산업처럼 구조적 위기에 빠진 산업에서는 정부 지원 및 경영정상화의
조건으로 작업장체제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3. 증 세
한국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고임금을 전제로 해서 유지되고 있
다. 몇몇 업종에서 산별노조를 건설하였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산별
노조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부품공급업체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워
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산별노조 건설을 기대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 또한 일
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차이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 메
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노조들이 획득한 고임금의 일부를 증세를
통해 사회적인 부로 환수하고 국가복지를 강화하여 임금에 대한 노동자
의 필요와 요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증세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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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사이의 부당한 임금 차이를 완화시켜 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
기업 노동자의 경제주의적 전투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제5절 소 결

우리는 작업장체제를 기술, 작업조직, 숙련형성, 고용관계, 보상체계,
노사관계 등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제조
업 대공장 작업장체제는 기술과 노사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가
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처럼 파업에 취약한 기술체계를 갖고 있는 공
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은 차이가 있다. 전자의 작업장체제는 갈등형 노사
관계, 규제적 관행으로 인한 경직된 작업조직, 숙련에 대한 작업자의 무
관심 등이 두드러진다.
이런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한다면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노조설립이 자유로워지고
규칙적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에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크게 상승했다. 해외와 비교할 때에도 유례없는 임금운동의
대 퍼레이드(wage spiral)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임금운동에 대한 대
응으로 사용자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다능공화에 의한 소
인화 전략과 자동화 및 노동의 IT화에 따라 사내 정규직 고용을 동결하
거나 축소하고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을 확대하였다. 대공장 노조들은 하
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사측과 함께 착취함으로써 고임금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이철승, 2016).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계적 기업 관계와 분절된 노동시
장 구조를 통해 경기 수축 시 리스크가 하위 다수에게 직접적이고 불균등
하게 전달되는 양상이 심화되었다. 노동시장의 분절화는 크게 진행되었
으며 기업 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강화되었고, 양극화 구조가 확립
되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의 높은 임금을 보전하고 정규직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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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애로공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버
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집합적 의식은 도구주
의화되었다. 노동자의 이익대표 역시 주로 대기업의 조직노동을 대표하
는 분절 양상이 진행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
었다.
이로써 기업 차원에서 미시적인 선별적 코포라티즘(selective corporatism)
(Davidsson and Naczyk, 2009)이 추진되면서 대자본 대 대기업 정규직
간의 이해관계의 동맹 혹은 내부자 연합(insider coalition)이 형성되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임금을 전제하고 있는 동맹은 불안정한
타협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한계를 갖고 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 동
맹이 균열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균열의 가능성은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한국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 동맹의 구조를 거부하는 사내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반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한계란 정규직 노
동자들이 직능급을 형해화하거나 인사고과와 성과급을 거부함으로써 일
에 대한 노동의 헌신(commitment)을 수반하는 ‘노동의 주관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에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대공장 작업장체제의 개혁방안의 원칙
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시장 구조 사이의 분절성을 약화시키는
방향, 조직노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
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개혁방안으로서 우리가 제출한 것은 증세,
연공성의 약화를 포함한 임금체계의 개혁, 지나친 고용관계 시장화의 억
제, 정규직 노동자의 기능적 유연성 강화 등이다. 새 정부 들어서 지나친
고용관계의 시장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 지속 가
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시장화에 유인을 제공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고임금, 보상체계의 연공성과 경직된 작업조직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과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산업과 기업의 위
기 시 이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의 한계는 노동의 디지털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이 작업장체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였다는 점, 그리고

제3장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91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노동시장 이
중구조 하의 중소기업 작업장체제 및 서비스산업 작업장체제 분석을 하
지 못한 것 등이다. 앞으로 작업장체제 연구의 추후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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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987 체제 노동법제

1. 서
노동법제는 노동과 관련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령과 헌법재판
소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례로 이루어진다. 1987년 이후 노동법제에서는
다른 법 분야에서보다 법령의 제ㆍ개정이 많았다. 1987년 개정헌법에 따
라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부터 노동과 관련된 다수의 결정을 내
렸다. 법원의 판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2000
년대 이후에는 노동의 사법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노동법령을 비롯하여 주요 노동판결과 결정을 함께
고찰한다.
전통적인 체계론에 따르면, 노동법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노동과정을 둘러싼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
하는 영역으로 흔히 개별적 노동관계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한편으로
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보증을 위한 인사권과 노무지휘
권 등과 관련한 복종의 문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에 근로조건의 보호 문제가 다루어진다. 이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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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사가 자유로이 합의한 근로계약이 복무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기
본 규범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이익대표와 사용자 사이
의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으로 흔히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고 한다. 근로
자의 집단적 이익대표 시스템으로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전자는 헌법상 노동3권(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하
고 후자는 법률상 경영참가권을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와 사회적 대화 등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다. 셋째,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등 직업안
정과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의 향상 및 실업근로자의 소득보장 등을 규율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파견근로
등 간접고용의 문제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과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법 영역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도 이상의 세 가지 영역
을 함께 다룬다.

2. 1987 체제 노동법제의 특징
2017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눈에 띄게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조용하게는 국회를 중심으로 새 헌법이
준비되고 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개헌 논의는, 1987년 헌법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와 노동체제에 대해 그러했듯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와 노동체제의 기본 이념 및 방향에 기초가 될 것이다. 새 헌법
에 관한 논의는 1987 체제에 대한 반성이자 한계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
면 1987년 노동헌법(헌법상 직접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규정을 지칭함. 이
하 같다)을 정점으로 하는 1987 체제 노동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1987년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헌법이다. 우리 국민과 사회
는 9번째 개정된 헌법이 30년을 장수하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
고 또 그것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다.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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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헌법재판이 시작되었고, 헌법은 강제력과 규범력을 지닌 ‘법’의 지위
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물인 까닭에 민주
화를 전면에 내건 헌법이었다.
노동 분야에서도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현행 헌법은 근로권(제32
조)과 노동3권(제33조)의 보호와 보장 수준을 1980년 헌법보다 강화하였
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의 권리 영역에서는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 시
행(제32조제1항)과 여성의 차별금지 원칙(제32조제4항)을 새로이 규정하
였고, 노동3권 영역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률제한 근
거를 삭제하고(제33조제1항), 공무원 노동3권의 허용 가능성을 확대하였
으며(제33조제2항), 단체행동권 제한의 대상 사업(장)을 방위사업체로 축
소하였다(제33조제3항).11)

11) 도재형 교수는 1987년 헌법에서 노동의 위치를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근로의
권리나 노동3권 조항이 아니라 경제질서에 관한 제119조의 변화라고 한다(도재형
(2017), ｢19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1987년 노동체제 30년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2017년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pp.91～92 참조). 도 교
수는 198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을 비교하면서, 구 헌법 제120조제1항은 “대한민
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한 반면에, 1987년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을 시
장경제질서의 주체로 신분 상승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구 헌법 제120조제2항
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
정을 한다”고 한 것을, 1987년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삭제
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지적한다. 도 교수는 이를 ‘기업
(企業)의 시민권 획득과 국가 규제 권한의 약화’라고 요약했다. 한편, 김근주 박사
는 1987년 헌법이 신설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노동권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김근주(2016),「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장홍근 외,『대안적 노동체제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pp.52～54 참조). 본격적
으로 활성화된 헌법재판은 많은 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중요한
노동권과 노동원칙들도 함께 천명하였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
한 권리, 직접고용의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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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198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의 비교

근
로
권

노
동
3
권

1980년 헌법

1987년(현행) 헌법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
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
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
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
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
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
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
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
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1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
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
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권의 강화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노동보호는 취약계층을 포
괄하기 위해 넓어졌고 사회안전망은 촘촘해졌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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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성권이 인정되고 단결의 자유에 관한 구시대적 제약들이 상당수
제거되었다. 고용보험법의 제정으로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완성되고 고
용정책기본법 등 노동시장법도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반면에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시간이 유연화되며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이 자
유화되는 등 고용과 노동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단체교섭과 쟁
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가 형성되어 노사관계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여전히 금지되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 역시 전교조나
전공노 사태에서 보듯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제정 당
시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
지고 노동 방식이 다양화되는, 고용과 노동의 탈경계 현상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역시 고용 중심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1987년 헌법 이후 노동법제는 특히 재임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12) 첫 번째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때인 1988년부터 1997년까지로 ｢노동법 재규범화 시기｣라
부를 수 있겠다. 이 시기 노동규범은 주로 입법을 통해 형성되었다. 헌법
개정을 전후하여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론적 노동관계법들이
속속 제정되었고 1996년 말부터 1997년 봄까지는 노동법의 판을 새로이
짜는 제정 형식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진다. 1987년 이후 급증한 노동분쟁
은 노동판례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 시기에 정리해고, 징계해고, 취업규칙
의 불리변경,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법리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8년부터
2007년까지로서 ｢비정규직 입법 시기｣라 하겠다. 이 시기에 IMF 체제의

12) 이철수 교수는 지난 30년을 민주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모색한 시기(1987∼97), 사
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한 시기(1998년 이후)로 대별한다(이
철수(2016),「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서울대 법학연구소, 2016. 10. 12. 학술대회), pp.63～67 참
조). 도재형 교수는 현행 노동체제를 1987 체제로 보면서, ‘노동법적 시각에서 1987
년 노동체제의 기간 구분’은 제1기(생성기 : 1987～97), 제2기(쇠퇴기 : 1998～2005),
제3기(회생기 : 2006～현재)로 나뉜다고 한다(도재형, 앞의 글, pp.89～94 참조).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97

경험은 노동법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를 위한 각
종 입법과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제정 등 사회안전망이 정비된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었으며, 모성보호와 성평등의 강
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권이 신장된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규범은
1998년의 파견법과 2006년의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이다. 한편 사법부
에서는 정리해고의 극단적 허용,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서 구조조
정 문제의 원칙적 배제, 경영권의 등장 등 이념적 보수화가 정점을 찍었
다. 초기업별 노조에 실업자의 참가 자격을 인정한 2004년 서울여성노조
대법원 판결과 근로자 판단 기준을 변경한 2006년 대법원 판결은 몇 안
되는 긍정적 판결이다.
마지막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때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노동사법화 시기｣라고 하겠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극단적
으로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노동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은 곧장 사회로 옮겨 갔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박
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국가적 노동정책을 기업의 노무관리로 변질시
켰고, 노동법은 경제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를 즉시 반영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경영노동법, 시장노동법으로 전락한다. 노동입법과 노동행정이 실종
된 시기이다. 이 시기 가장 큰 입법적 성과는 노조법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노동행정은 각종 행정지침
과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판례가 노동
규범을 주도했다. 노동입법과 노동행정을 향도한 것은 물론 노사관계의
주요 풍경을 조경했다. 노사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조차 주요 노동현안
의 해결을 사법부에 맡겼던 것이다. 비정규직 규율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
들, 예를 들어 2008년의 예스코 판결과 현대미포조선 판결, 2010년의 현
대중공업 판결과 현대자동차 판결 등을 통해 파견과 사내하청에 관한 기
본 법리를, 그리고 2011년 서울시콜택시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들을 통
해 기간제에 관한 기본 법리를 형성한다. 또한 쟁의행위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변경한 판결, 통상임금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밝힌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 등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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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속한다.
1987 체제 노동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판례의 양과 중요
성의 증가이다. 아래의 표는 시기별 주요 노동판례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
다. 판례의 변화는 정치권의 성향이나 입법의 경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사법부, 특히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법제도적 요인에 따른 독자성과 함께,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법문화적 간격에 원
인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표 4-2> 1987년 이후 대법원장과 주요 판례
대통령
(임기)

대법원장
(임기)
김용철(1986～88)
이일규(1988～90)

노태우
(1988～
92)
김덕주(1990～93)
김영삼
(1993～
97)
김대중
(1998～
2002)
노무현
(2003～
2007)
이명박
(2008～
2012)
박근혜
(2013～
2016)
주: *
**

윤 관(1993～99)

최종영(1999～2005)

주요 판결
취업규칙 엄격
정리해고 엄격
정리해고 법리
취업규칙 법리
조합원 인준투표 법리
쟁의행위 정당성 법리
근로자 개념
파업 시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완화

X
X
O
△
O
O
X
O
O

경영권
초기업별 노조에 실업자 가입

X
X

근로자 개념
통상임금
이용훈(2005～2011) 사내하청삼부작(파견법리)
기간제 갱신기대권법리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제한
양승태(2012～현재)

입법에 영향

통상임금 전합
조직형태변경 전합

X
△
△
X

X
X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임.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2. 09.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2017. 03. 10. 헌법재
판소의 탄핵인용(대통령직 파면)에 따라 탄핵됨.
*** 김용철 대법원장과 김덕주 대법원장은 각각 2차, 3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사
임하였고, 이일규 대법원장은 정년(70세)에 달하여 1990년에 퇴직함. 참고로
현재 대법관의 수는 14명이고 정년은 65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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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7 체제 노동현실
노동헌법의 정신은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노동법은 시대 변화를 주
도하지 못했고, 경제와 시장의 선동적 요구와 구호를 쫓느라 허둥거렸다.
노동은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하였다(race to the bottom). 아래의 특징으
로 요약할 수 있는 30년의 노동현실은 짧은 격동의 노사대등 시기를 거쳐
긴 시장우위 신자유주의로의 점프였다.
첫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낮아졌고 사업장 경제주의와 분리주의가
심화되었다. 한때 20%까지 근접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내외로 급
락했고, 실질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단체협약 적용률도 11% 정도로 낮아
졌다. 국민 대표성까지 희망했던 1980년대의 노동조합 대표성은 1990년
대의 근로자 대표성을 지나, 이제는 자기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초
라한 것이 되었다.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법의 과잉 혜택, 외주화
에 대한 대기업 노사의 전략적 동맹, 사업장 내 임금집중을 부추긴 법제
도(근로자대표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
상에서 구조조정 사항의 제외 등)가 결합하면서 노동조합은 점점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 노동의 오랜 특징인 사업장 내외의 분리는 더욱 강
화된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노동조합 간 연대활동 강화, 산별노동조
합 건설, 산별교섭, 전국적인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넓혀져 오던 사업장
과 사회의 연결 고리는 최근 10년간 상당히 후퇴한다. 현재 우리 노동법
상 사업장 안은 취업규칙 체제를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가 가능한 반
면 근로자측 대표기구는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표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사업장 밖은 노사정위원회처럼 전국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한 통제와 비독립성, 동원적
인 합의, 중위수준 대화(meso dialogue)의 부족, 사업장 안으로의 전달체
계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은 매우 허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이다.
둘째, 장시간노동체제가 심화되고 임금 관련 분쟁이 격화되었다. 장시
간 노동에 기반을 둔 경쟁력 강화 흐름은 전 산업에서 대공장을 정점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퍼져나갔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중된 금전보상은 노동 억제보다는 노동 유인의 이유가 되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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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용과 최대소득의 전략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법정기준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장시간노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실근로시간은 크
게 줄지 않았고, 결국 종전 기본시간에 해당하던 시간이 가중된 보상의
대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변한 셈이었다. 금전보상의 도구인 통상
임금은 노동법상 최대 격전지가 되었다. 장시간 노동은 낮은 기본급과 높
은 수당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형 임금체계와 맞물려 통상임금 관련 소
송의 홍수로 이어진 것이다.
셋째, 하청사회, 균열사회 등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정리해
고와 기간제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을 줄이던 경영전략은 IMF 사태 후
빠르게 파견제와 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바뀐다. 간접고용의 확대에도 불
구하고 임금, 안전, 고용, 단체교섭 등에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
약상 사용자에 한정된다. 계약 책임주의의 가장 나쁜 결과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이지만, 임금, 단체교섭과 노사협
의, 고용 등의 분야에서도 책임을 질 만한 사용자가 실종되는 상태(사용
자실종 혹은 책임실종 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준거와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회피적 노동의 이용
이 확산되어 성행하고 있다.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는 사회적 준거로서 근
대사회가 확립한 ‘고용’(근로계약에 기한 노동, 즉 임금노동)은 각종의 사
업계약 또는 하청계약에 따라 급격하게 붕괴된다. 근로자는 자영인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은 간접고용으로 대체되어 갔다.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성 사건이나 자산의 진짜 사용자가 원청이라
고 주장하는 불법파견 사건이 계속 증가해 갔다. 정부와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사적 분쟁으로 비화되었고 부담은 사
법부로 넘어갔다(노동법의 이중사법화, 즉 私法化와 司法化). 노동시장은
빠르게 탈고용화되었지만, 직업안정법과 사회보험법 등 노동시장법제는 여
전히 고용 중심의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법 적용에서 이분법은 종종
가짜 자영인과 같은 오분류의 문제를 낳기도 하고 극단시간 근로자(1개월
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적용 제외하기도 한다.
다섯째,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애초 부당노동행위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에서 출발했던 노동위원회의 임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01

무는 각종 노동관계법상 승인과 의결 기능을 더하다가 1989년 부당해고
등의 심판 사건, 2006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과 필수유지업무 사건,
2010년 근로면제시간 사건과 교섭창구단일화 사건 등을 추가하였다. 노
동위원회는 현재 노동 분야 종합분쟁처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고용노
동부의 권한도 빠르게 커졌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개칭할 정도로
내부 조직이 커진 것은 물론, 노동관련 다른 국가기관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위원회나 노동위원회의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범정부 부처의 참여가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인사, 예
산, 사무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정책
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위한 기구, 예산, 인력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요컨대 근대 노동법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상황과 환경 변화를 위해 노동법을 요리조리 바꾸는 대증(對症) 처방이
난무하였던, 말하자면 모던(modern) 없는 포스트 모던(post-modern)의,
시절이었다.

제2절 새 노동법제의 방향

1. 새 노동헌법 논의13)
개헌 논의는 처음에는 권력구조의 개편에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기본적 인권(기본권)의 개정을 포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개별 기본권의 개정 방향에 관해 논의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시안인데,14) 그 내용을 현행 헌법
13) 이하 ‘새 노동헌법 논의’ 부분은 2017. 9. 20. 한국공법학회ㆍ노동법연구소 해밀ㆍ
이인영 의원실 공동 주최, ｢노동헌법을 논함｣,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필자가
발표한 “새 노동헌법의 배경과 원칙들”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4)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안은 아직 내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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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지난 30년의 상황에 헌정사상 초유의 촛불시민혁명이 더해지면서 새
헌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개헌안에 나타난 새 노
동헌법은 1987년 헌법과는 다른 배경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다.
<표 4-3> 현행 헌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第32條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
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
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
賃金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金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
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 女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
으며, 雇傭․賃金및 勤勞條件에 있어
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年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國家有功者․傷痍軍警및 戰歿軍警
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
받는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
진다.
② 국가는 고용 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에 노
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
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②항 삭제)
③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
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④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노동자를 기간
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현행 ④항, ⑤항 다른 조항으로 이동)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
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
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① 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지
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노
동자는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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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존중
새 노동헌법은 노동존중을 기초로 노동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노동권
강화 그 자체는 지난 여러 번의 개정 헌법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므로 새삼
스러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은 배경 인식으로 개헌안은 노동권 존중에
서 출발한다. 개헌안은 우리 사회의 노동 인식을 냉정히 비판한다. 즉 “노
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
산자로서 노동자 없이 이 세상의 존립과 유지는 불가능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해” 왔다고 비판한다.15) 또한
“이미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했음에
도 21세기가 훨씬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은 여전히 비용으로만 취급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노동의 상품적 취급이 극대화된 현
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필라델피아 정신의 부활을 새로운 노
동헌법의 토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16) 노동권 존중, 곧 노동존중은
기실 우리의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의 하나이다. 이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
거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존중이 새 노동헌법의 인식적 기초가 된 것은 지난 30년에 대한
반성이다. 1987년 이후 역대 정부가 바라본 노동은 줄곧 ‘대상’이었다. 경
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의 희생과 유연화를 추진해온 흐
름은, 여러 가지 구호와 명분과 이름을 바꿨을지언정 그 실질은 변치 않
고 계속되어 왔다. ‘노동과 노동을 하는 국민’이 주체가 되고 그들을 위한
개혁이 국가 아젠다(agenda)가 된 적은 없었다.
노동존중의 상징적 변화는 노동헌법상 용어의 변경이다. 즉 헌법상 용
15) 이런 현상은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심했다. 기업과 시장편향적 정
책의 이면은 ‘노동무시(勞動無視)’였다. ‘무시(無視)’란 말 그대로 ‘없는 듯이 보는
것’, 즉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사람
(또는 사물)이나 그 단체를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표
면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대표적인 노동단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
정책이나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 적은 없다.
16) 필라델피아 정신과 그 현대적 의미에 관해서는 알랭 쉬피오(2012),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박제성 역,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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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서 ‘근로’를 ‘노동’으로, 그리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 것이다. 개
헌안에서는 “사전(辭典)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현실적 측면에
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임에도 ‘근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헌법 제정 당시의 이데올로기적․체제대립적 상황에 기인한 바 큰데, 이
미 그러한 상황을 극복한 상태이므로 ‘노동’ ‘노동자’를 헌법상 용어로 사
용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나. 비정규직
새 노동헌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유효수요의 절대 부
족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정부의 근로자파견법안부터 본격화된 우리 사
회의 관심과 우려, 찬성과 반대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비정규직 규율에서
원칙이 무엇이고 예외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모습은 2006년 이른바
비정규직법의 제정으로 일응 정리된다. 비정규직 규율의 기본 방향은 ｢사
용은 자유롭게, 차별은 금지｣로 되었다. 2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파
견제도 거의 유사함)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 등 대우에서의 차별은 금지한 것이다. 차별을
당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제법 등은 시행 후 2년 동안은 정규직 전
환의 활성화 등 고용상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효과가 사
라진 듯하다.
과도한 사용과 차별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자체를 그
대로 둔 채 차별시정제도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
다. 사용 규제가 1차적인 규율 수단이 되고, 차별 금지가 2차적이고 보충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05

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개헌안에서 근로자의 반해고권과 함께 직
접고용의 원칙과 무기고용의 원칙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
고자 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헌법적 과제로 봄과 동시에 사용 규
제와 정규직 전환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다. 단결의 자유와 국제노동기준
세 번째 인식은 단결의 자유와 관련된다. 새 노동헌법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단결의 자유의 보장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노동3권의 강화는 헌법 개정 때마다 단골 과
제였으므로, 이번 개헌안의 특징은 그 수준을 국제노동기준으로 잡았다
는 점이다.
1987년 이후 노동3권은 민주화와 더불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오랫동
안 유지되었던 제약 규정들, 예컨대 제3자 개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는 삭
제되었고, 복수노조 금지도 초기업적 단위에서는 없어졌다. 실업자의 노
조 가입도 초기업 단위에서는 허용되었고, 비관리직 교원과 6급 이하 공
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도 허용되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
영에 관한 규정들에서도 몇 가지 개정이 있었다. 설립신고제도가 부분적
으로 개선되었고 조합비 상한이 없어졌으며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변경․
취소명령도 폐지되었다. 법 개정에 뒤이어 현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등 다수의 노동조합들이 신설되었다.
법제도적, 그리고 현실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의 보장이 충분
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별로 없다. 여전히 다수 근로자들은 여러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대학 교수, 5급 이상
과 관리직 공무원, 관리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설립신고서의 반려와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노동조합권이 제약되는 사례도 여전하다. 2010년 신설된 교
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단체교섭권 행사는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특히
초기업 교섭과 협약은 종적을 감추었다.
노동3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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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을 말함. 이하 같다)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개의 조항 가운데 대부분이 노동기
본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며,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40여
개의 벌칙을 두고 있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벌칙이
정해져 있다. 노동법이기보다는 치안경찰법이라는 평가17)가 과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판례 역시 파업 등 쟁의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해
고되었고 전교조나 전공노 등 주요 노동조합이 합법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으며 노조조직률은 하락했다.
지난 20년 이상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와 국내적 노동3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노동조합
의 가입을 제약하는 요건들(가령 해고자나 실업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노
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또는 관리직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제약하는 노조
법 제2조 제4호 가목),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 쟁의행위에 대
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었다. 개헌안에서는 노동3권
을 제한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군인과 경찰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
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도 삭제하고자 한다.

2. 새로운 노동법의 방향
헌법은 그 시대의 절대적 소망과 과제를 표현한다. 개헌안 역시 새 노
동헌법을 통해 지금의 시대정신을 밝히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가장 큰 시대적 소명은 민주화였고, 그 점은 노동
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화의 열망은 근로의 권리 영역에서는 보호의
확대로, 노동3권 영역에서는 노사대등성의 강화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
우리 입법자가 염두에 둔 근로자상은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의 가장 충
실한 이행자이면서도 그 혜택에서는 밀려나 있었던 산업역군, 특히 제조

17) 조경배(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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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공장의 생산직이었던 것 같다.
그에 비해 새 노동헌법의 시대정신은 품격이다. 노동에서의 품격은 노
동의 권리(일할 권리) 영역에서는 존중의 확인으로,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협치(協治)의 지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에서의 품격을 위
해 가장 필요한 일은 노동과 노동법에서 정상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것이
다. 우리 사회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뒤에 두었던 것, 즉 ‘상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원칙과 토
대의 구축과 공고화는 기실 기술발전, 경제환경, 정치사회적 상황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을 확립하는 노동법제의 방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노동과 노동하는 인간의 결합, 곧 노동의 재인격화이다. 근
대 법과 국가의 출발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노동이었다. 근대 시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재산법의 출발은 사람(인격)과 물건의 구별에 있었
다. 전자는 권리의 주체로 후자는 권리의 객체로, 그리고 계약 등 제반 거
래 행위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을 확정하거나 변동시키
는 행위로 관념했다.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격과 물건 둘 중 하나에 속
한다고 보았다. 노동법이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인의 노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및 그들 사이의 관계이다. 즉 넓은 의미의 ‘노
동’이 주된 규율대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은 인격인가 물건(사물)
인가? 이 근본 질문은 근로계약에 그대로 이어졌다. 노동법은 근대법 원
칙 사이의 모순, 즉 “모든 인간은 자기에 속한 것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라는 소위 계약 자유의 원칙과 “인간은 거래의 대상(객체)이 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각국의 노동법은 ‘종속과 보호의 결합’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동에 관한 계약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나 파견계약 등은 도급이나 위탁 또는 용역 등 다양
한 이름의 사업계약으로 급속하게 대체되었고, 그 결과 노동은 인격과 분
리된 사물처럼 취급되고 있다. 종속만 있고 보호는 없는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새 노동법제는 노동을 인격과 재결합시킴으로써 노동의 상
품성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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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정책의 중시이다. 20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시장전체주
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 심화, 중산층 몰락, 성장동력 약화, 사회
연대 후퇴, 이념 또는 계층 갈등의 증폭 등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분야
에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과 순위는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에서 사회정책을 중시할 필
요가 있다. 경제정책과 병행하는 사회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정책의
주축인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사회보장)정책의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중심성을 확립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조항을 좁게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장 의무의 근거로, 넓게는 사회적 기본권(교육, 노동, 사회보장, 환
경, 혼인 및 가정 등과 관련된 기본권)의 기본 이념으로 파악한다. 헌법재
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을 시민적, 정치적, 정신적 자유 실현의 실질적 조
건이라고 본다. 실질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인 인간다운 생
활권이 새로운 노동체제의 뿌리가 되고, 노동의 권리와 단결의 자유는 인
간다운 생활권의 구체적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실 인간
다운 생활권은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기본권 전체의 기초로 상향하여 사
회정의와 함께 사회정책과 국가정책의 이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관계에서는 자유와 대등에 기초한 협치가, 그리고 노동과정
에서는 존중과 보호에 기초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법의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전자를 위해서는 특히 사업장 협치, 단결의 자유와 초기업적 협약 및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후자를 위해서는 노동이용 준거의 확립, 정상시
간 체제로의 전환, 능력책임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노동시장 활성화, 돌봄노동, 이
주근로자, 플랫폼 노동 등을 포섭하는 정책), 국제노동기준 등 국제규범
의 국내적 수용과 국제적 협력 강화, 노동분쟁과 사회보장분쟁을 위한 특
별 소송절차와 법원의 설치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09

제3절 새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

노동에서 품격(Dignity at Work)은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적 이념이다.
새 노동법제는 이를 위해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자유와 협치의
노사’를 기치로 단결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상화 및 사업장 협치의 구축
을,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구호로 일터인
권의 보호 및 시간보상체제와 능력책임주의로의 전환을, 그리고 노동시
장법 분야에서는 ‘준거와 좋은 일자리’를 지향하여 취업자 모델과 무기ㆍ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을 각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활성화와 사회정책의 통합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
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와 협치의 노사
○ 균형과 책임의 일터
○ 준거와 좋은 일자리
○ 대화와 통합

1.
3.
4.
6.
8.

단결의 자유
사업장협정
시간보상체제
취업자 모델
사회적 대화

2. 초기업 노동조합
5. 능력책임주의
7. 무기ㆍ직접고용
9. 사회정책의 통합

<자유와 협치의 노사>
노동3권의 자유화가 최우선이다. 단결의 자유를 확인하고 이를 억압하
는 비정상적 제약들을 시급하게 제거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기능과 역
할을 재정립하는 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이다. 모든 근로자 대표를
사업장 안으로 집중하게 하는 법제도를 개정하고, 노동조합이 조직과 활
동 무대를 사업장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적 촉진책을 개발해야 한
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이익대표 제도로서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
합(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근로자대표(근로기준법 등),
과반수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 등이 있다. 다양한 대표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의 대표성은 매우 낮고, 모든 근로자 대표들이 사업장에 혼재되어 있
다. 노동조합조차 조직과 활동을 사업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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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대표를 노동조합과 종업원대표기구의 2원 체제로 단순화하
고, 노동조합은 사업장 밖(초기업 협약)을, 그리고 종업원대표기구는 사
업장 안(사업장협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1. 단결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본질은 자유권이다. 현재 판례는 근
로3권이라 부르고 생존권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가의 개입이나 권
리 제한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 권리들의 연원도 연대의 자유이
며 주된 내용도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국제노동기
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역시 ‘freedom of association,’ 곧 단결의 자유이다.
단결의 자유는 원리적으로는 집단적 연대에 관한 자유이다. 집단적 연대
의 원리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연대하여 단체교섭, 단체행동,
그 밖에 단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집단적 연대의 목적은
주로 근로조건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 직업적 이익과 관련
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사회적 목소리에 관한 것, 곧 노동관
계 영역에서 실질적․사적 자치와 자기결정권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다.18)
단결의 자유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결의 자유의 보편성과 충실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보편성이란 주로 단결 자유의 주체에 관련된 것
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단
결체를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행
법상 단결의 자유의 출발점인 단결체의 결성․가입권(좁은 의미의 단결
18) 우리가 노동3권이라 부르는 권리의 근본은 동료 간 연대이다. 이 점을 잘 표현하
고 있는 것이, 흔히 미국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이라 불리는, 미국의 연방노동관계
법(NLRA) 제7조이다. “근로자는 단결할 권리, 노동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고 지
원할 권리, 스스로 선택한 대표자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상호 원조나 보호를 위하여 연대 활동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포함된
‘연대 활동(concerted activities)’이라는 표현은 단결의 시원적 모습이 바로 연대
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노동법에서 ‘연대 활동’이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혹은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공통적인 이익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Meyer's Industries v. Prill, 268 NLRB 493(1984) and Meyer's Industries
Inc. Ⅱ, 281 NLRB 11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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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금지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공무원 중에는 ILO 제87호 협약
이나 유엔자유권협약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도 소
방․교정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 전부, 6급 이하의 관리직 공무원 등
이 있다. 민간에서도 사립대학 교원(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노조법 제2
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11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19) 등의 노동조합
권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충실성이란 단결 자유의 내용적인 것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운영
등이 외부, 특히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구성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제약하는
요건들(가령 해고자나 실업자의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
목20), 관리직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제약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목21)), 노동조합 심사제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에 대한 제한 등을 개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제
19)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를 단결권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일반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또는 자유직업인들(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도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20)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하여 “조합원이 해고됨
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내에서 노조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함은 반조합
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며,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
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거나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
므로, 해당 법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CFA Report No.306, Case No.1865, Document :
Vol.LXXX, 1997, Series B, No.1, concerning Complaints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Korea Automobile Workers' Federation(KAWF) and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ICFTU)](1997), para. 333;
CFA Report No.307(1997), para. 224, 333; CFA Report No.327(2002), para. 490;
CFA Report No.353(2009), para. 749(c)(v) 등. 조용만․문무기․이승욱․김홍영
(2003),『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pp.19～23 참조.
21)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관리자나 감독직(managerial or
supervisory employees)의 단결권 제한에는 ① 관리직이나 감독직 근로자들에게
도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
고, ② 관리직이나 감독직의 범위는 일반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위축 또는 약화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하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박제성․강성태․김홍영․정주영(2008),『미래 노
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p.124).

112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한하는 입법도 필요하다.22)
단결의 자유의 핵심은 노동조합권, 즉 노동조합을 할 권리이다. 노동조
합은 근대 사회 시작부터 있어 왔고, 현재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찾
아볼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이다.23) 기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출발점이
다.24)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출발점이며, 사용자단체와 달리 개별 조합
원으로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직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다른 근로자의 이익을, 나아가서는 국
민의 이익을 옹호한다.25)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권은 기본적 인권
이다. 근로자에게 노동조합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여타 결사체
도 허용되기 어렵다. 현대 국가와 국제 조약에서 노동조합권을 인간의 기
본적 자유와 권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26) 우리 헌법
도 제정 이후 변함없이 노동조합을 노동기본권의 대표이자 주체로 보고
있다.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은 헌법상 기구이자 근
로자가 향유하는 제반 자유의 실질적 토대라고 할 것이다.

2. 초기업 노동조합
서구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초경영적
22) 자세한 내용은 강문대(2017),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
법론｣, 전환기의 노동과제, pp.98～100 참조.
23)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점을 전제하여 왔다. 1948년 제정 헌법을 비롯하
여 1953년 제정 노동4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에서 노동조합의 허용과 보호를 규정했던 이유도 노동조합의 역사성과 선재성을
인정한 까닭이다.
24) Davies, Paul & Mark Freedland(1983), Kahn-Freund's Labour and the Law,
Stevens & Sons, p.201. 참조.
25)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관계법은 이 점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조합원을 위하여 …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표성을 전제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하여 근로자 대표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사회보장기본
법은 사회보장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제21조제3항)로서 노동조합이 참
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대표성을 규정하고 있다.
26) Davies, Paul & Mark Freedland(1983: 200).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13

토대는 노동조합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업종별이든 산업별이든 노동조합
은 적어도 초기업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
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기업별 조직과 활동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 때문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과도한 경제주의,
사회적 연대의 약화, 대의원에 의존하는 조합민주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
을 표출한다.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조합
의 사업장 집중을 완화하고 초기업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노동조
합의 기업집착을 강화하는 기존 법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취급을 비롯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도입이나 퇴직금제도의
변경, 경영해고,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 등 과반수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주어진 과도한 특혜들,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정
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조합원 임원의 자
격요건으로서 조합원성, 임원의 임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나와 조직과 활동을 산업이나 업
종 등 초기업적 무대로 옮기도록 격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째,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등 초기업 협약을 의무화한
다. 둘째, 초기업 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연화를 인정한다. 근로시간의
적용, 통상임금에서 노사합의(주관성),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확정 등에
서 노동법의 강행적 일률성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 내 노사의 담합 문제
를 해결한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성과 정치성을 인정함으로써 노
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임금집중 경제주의
를 강제하는 법 규정들을 개정하는 한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 임금 등 근로조건 사항으로 좁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3. 사업장협정
현재 대다수 사업장을 지배하는 노동규범은 취업규칙이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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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만 동의의 거부라는 극히 소극적인 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다.27) 이런 취업규칙 시스템을 근로자의 대표와 사용자
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적용하고 관리하며 변경하는 협정 시스템으로 변
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격과 민주주의 원칙이 사업장 내에서
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를 기
초로 사업장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협치의 대상은 노동관계의 모든 사항으로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든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권한 등 노
사관계에 관한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 좁게는 종래 경영참가의 한 방식으
로 이해되어 온 공동결정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교섭과 협의, 규범의 형성과 적용 및 관리, 고충처리 등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포함한다.
취업규칙 체제를 사업장협정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주장되고 있다. 일괄 변경을 주장하는 이철수 교수의 경우 종업원
들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work council)가 사업장 차원의 경영참가와
근로조건 결정을 함께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독일의 사업장위원회와 유
사하다.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는 김홍영 교수의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 대
표와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사업장협정’ 제도를 주장
한다. 사업장협정을 체결하는 주체인 종업원 대표로서 근로자위원회를
상정하면서, 그것을 현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하자는 방안이다. [1단계]로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하고, [2단계]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28)
<균형과 책임의 일터>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일과 생활이 조화되며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
는 일터를 건설해야 한다. 인격 존중과 생산성 향상이 조화되는 일터의
27) 김홍영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 제도는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근기법 제4조)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홍영(2017), ｢취업규칙 제도의 개
편｣, 전환기의 노동 과제, pp.86～87 참조.
28) 김홍영, 앞의 글, p.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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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건은 기본적 인권이 일터에서도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은 시간의 균형적인 배분이다. 금전보상을 통한 장시간노동체제를 시간
보상을 통한 정상노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계약상 사용자만이 안전, 임
금, 고용 등을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간접고용 시대의 책임 방식으로
서는 한계가 많다. 이익을 향유하고 능력을 가진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노동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4. 시간보상체제
장시간노동체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었지
만,29) 지금의 우리 사회에는 큰 짐이 되고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려는 근로자와 가족에게도, 노동의 과정보다는 성과와
결과가 중요해진 기업에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경제에도,
나아가 건강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진 사회에도
장시간노동체제는 극복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장시간 체제의 근간은 현행 근로시간법인데, 가장 큰 특징은 가산임금
제의 중심적 역할에 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의 길이는 물론이고 배치에
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산임금제로서, 법정시간(1일 8시간, 1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
이다. 입법자는 경제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통해 그러한 근로들을 억제하
려고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가중된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노사 사이에 최
소고용과 최대임금의 전략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몇 차례의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의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30)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휴식 제도의 개정이
29) 고도성장기 기업에는 낮은 기술력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이었고, 대
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소득 확대의 유일한 방식이었으며, 우리 사회에
는 인간관계를 조경하고 조율하는 기초적인 생활방식이었다.
30) 근로시간 개혁을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한 데에는 낮은 기본급 등 임금체계
의 복잡성과 후진성도 한몫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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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향은 의무휴식제와 시간보상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세 가지의 개
정이 필요하다. 첫째, 일간휴식 제도를 신설하여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둘째, 휴일과 관련해서는, ①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을
구별하고, ②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③ 주
휴일은 일간휴식에 더하여 연속하는 24시간 이상으로 특정 요일에 정기
적으로 부여하고, ④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① 권리부여의 요건을 6개월 근속으로만 하되, 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비례적으로 휴가일을 부여하고,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시기지정)
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③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31)

5. 능력책임주의
하청사회나 균열일터로 불리는 간접고용의 확대는 노동법상 책임의 부
재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장 빈번한 예가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이다. 종래 직접 고용하던 근로자를 하청의 근로자로 대체하게 되면 하청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을 받는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수행하던 업무를 여러 하청회사로 나누어 도급을 주게 되
면 전체적인 조정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 작업장에
서도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은 협력업
체나 현장관리자가 지고 원청의 경영담당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부재가 다시 대형사고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산업안전에 한정되
지 않는다.
임금과 고용에 대해서도 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라도 자신이 지배하
는 사항에는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능력책임주의는 현재 산업안
31)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야간근
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그 자체를 특별히 억제하여야 한다. 가령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연간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 시간보상과 금전보상을 병행하는 방법,
할증률을 시간의 증가에 따라 누진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둘째, 포괄임금계약
은 조속히 금지한다. 셋째, 노사정위원회가 2015년 9월 15일 합의하였던 근로시간
단축 합의(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 체제로의 전환)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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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도급인의 책임과 같은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으
로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
가, 그 형식적 지위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이든 민사책임이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임금에 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임금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그리고 하청근로자를 사용하는 도급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도록 한다. 고용책임은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불법파견에서의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한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의 기
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
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지배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
교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노동위원회(NLRB)의 최근 동향이 참고가 될 것 같다. 다음의 상황
을 상정해 보자. A회사는 여러 협력업체들과 업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협력업체인 B회사 근로자들은 A회사의 사업장 내
에서 근무한다. 만약 B회사 근로자들이 가입한 C노동조합이 A회사에 대
해 B회사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교섭을 신청한 경우와 A회사 근로자들과
B회사 근로자들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D노동조합이 양쪽 근로자들 모두
를 포괄하여 하나의 교섭단위로서 A회사에 단체교섭을 신청한 경우, A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연방노동위원회는 2015
년 브라우닝페리스 결정(Browning-Ferris, NLRB 2015. 8. 27.)을 통해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체들이 모두
common law상 사용자들이면서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의 노동력에 대한
공동사용자이다. 사업장에서 지배(권)를 보유하고 실행했는지를 판단함
에 있어, 공동사용자들이 고용조건에 관해 지배권을 공유하거나 공동결
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적어도 지금까
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교섭분쟁인데,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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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용관계가 인정될 때, 사용사업주의 단독고용 근로자(①)와 공급사업
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고용 근로자(②)가 하나의 교섭단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이다. 연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밀러 앤 앤더
슨 결정(Miller & Anderson, NLRB, July 11, 2016)을 통해 이를 인정했
다. 즉 단일의 사용사업주가 공동고용 근로자와 단독고용 근로자를 결합
한 교섭단위를 위하여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 해당 교
섭단위가 적정한지 결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이익공통성(community of
interest) 심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준거와 좋은 일자리>
기술과 경제의 변화는 고용과 노동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구별을 전제로 한 체제는 양자를 함께 포함하는 체제로 전
환해야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좋
은 일자리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지
속 업무에 대한 무기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서 확립하여야 한다.

6. 취업자 모델
많은 연구자들은 디지털화와 기술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의 기술
혁신이 노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세계화와 함께
기술혁신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노동에서 탈경
계화와 고용관계에서 비표준적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의 탈경계화
는 주로 노동과 비노동의 장소적, 시간적 구별이 모호해지는 현상에 주목
을 하고,32) 고용관계의 변화는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전일제 임금노

32) “노동의 탈경계화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는 사무실이나 공장을 벗어나 집, 나아가 디지털 기기가 인
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어느 곳이나 작업장이 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노동시간
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 즉 노동과 여가의 구분이 흐릿해진다. 이 때문에 퇴근 후
에도 집에서 SNS를 통해 일과 관련된 연락을 받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업무를 처
리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난다.” 황덕순(2017),「기술혁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쟁점과 고용관계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발
표회(2017. 5. 15) 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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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특징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어떻
게 변형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33)
노동의 탈경계화는 고용의 비전형화를 촉진하고, 고용의 비전형화는
또다시 노동의 탈경계화를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의 경향은 노동과 고용
의 탈경계화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어쨌든 노동과 고용의 탈경계화는 전
통적인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시공간적 구분에 기반한 노동법과 사회보
장법의 보호와 어긋난다. 노동법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
재 노동법의 적용 기준인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
는 노동법의 적용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전자, 즉 근로자 개념의 확대 방안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
해결과 관련이 깊다. 1990년대부터 도급이나 위탁 등 사업적 계약관계에
따라 다른 기업을 위해 노동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기업
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자
영업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을 산재보험법 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 지칭한다. 현재 우리 법령과 판례는 근로자성 인정에 엄격한 편이다.
최근 10년간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종에 더하여,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 적
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광범위한 homo sacer를 만들어냈다. 회색
지대에 갇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원이 200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의 정의와 해석을 법 취지에 따라 탄력화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는 주로 노무제공에서의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노동의
내용과 방법에서 인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관계와 그것을 사용자가 주도
하는 도급ㆍ위탁 등의 관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경제
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자신의 사업인가 혹은 타인의 사업인가
를 기준으로 한다. 즉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입으
로 생활하는 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이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는 가장 넓
33) 황덕순, 앞의 글, pp.5～6. 참조.
34) 조돈문ㆍ조경배ㆍ정흥준(20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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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방안은 노동법 적용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안정법의 적용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현대적 직업 상황에 맞는 근
로의 권리의 구현을 위해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개념을 국민 일반의 소득
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35) 노동법 적용 기준의
변경은 사회보험법에서도 필요하다. 즉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1단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부를, 2단계로 취업자 전부를 포
함시킴으로써 사회보험 중 노동보험을 근로자보험에서 취업자보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7. 무기ㆍ직접고용의 원칙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한 남용적 사용과 임금․근로조건 차별이 상승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의 자유를 그대로 둔 채 차별시정제도만
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용 규제가 1차적인 규율 수
단이 되고, 차별 금지가 2차적이고 보충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사
용 규제란 상시지속 업무에서의 고용은 무기고용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간제와 관련해서 무기고용의 원칙을 확립한다. 즉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무기고용을 원칙으로, 그리고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고용, 즉 유기고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다음으로 파견제
등 간접고용과 관련해서 직접고용 원칙을 정립하고 확대한다. 직접고용
의 원칙은 사용자가 자신이 부담할 책임과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35)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개정한다. 첫째, 제1조의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직업 기회
보장’에서 ‘모든 국민의 취업 기회 보장’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은 모
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한다. 둘째, 직업소개의 정의에서 ‘고용계약의 성립’을 ‘취업관계의 성립’으
로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소개란 직업을 불문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
에 취업관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근로자모집,
근로자공급사업 등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취업자’로 확대ㆍ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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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근로자
파견 관계 등 다면적 근로관계는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정상이며,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허용사유의 엄격한 제약과 근로자에 대한 관련
사용자 모두의 연대(공동)책임이 요구된다.
무기고용의 원칙이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즉 무기고
용 또는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함을 말한다. 역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즉 유기고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계속되는 업무에는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써 고용하여야 하고, 유기고용은 임시적인 사유가 있는 때
에 그 사유의 종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고용할 수 있
다. 무기고용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무기고용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을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직접고용 원칙은 고용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변화에 대
응하는 원칙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부담할 책임과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
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 원칙은 ‘사용자책임 회피 방지’ 원칙, 즉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무급부로부터 주된 이익을 향수하
는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보호법상의 사용자로서 노동관
계법상의 각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으로 이익
을 향수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며 계약형식을 달리하거
나 외형상의 사업주를 따로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고용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에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사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한편, 파견법상 파견근로
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통합>
제도의 개선에는 논의와 집행의 틀을 마련하는 일, 곧 사회적 대화와
행정 통합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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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대화체제는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목표와 프레임 및 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등은 사회정책으로
통합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8.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는 1987 노동체제의 가장 큰 성과이자 실패이다. 30년간 사
회적 대화체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해 왔다. 1996～97년 노동법 개정과 같은 큰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IMF 체제 이후 설립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상시
적 제도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지만, 새
로운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 일반적
인 평이다.
사회적 대화체제의 개편이 노사정위원회의 개선만으로 가능할지 아니
면 그것을 대체하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
만, 지난 정부의 실패를 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36)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형성ㆍ자율형 사회적 대화’를 지향한다. 새로운 노동
체제와 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면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 쇄신이다. 사회적
대화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재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 수준과
중위 수준(지역이나 업종)의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
한다. 분권화된 협의, 곧 의제별, 산업별, 지역별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
기능과 협의기능을 분리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틀을 확대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의적 노사협의체에 대
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상시적인 조직체를 상정
36) 지난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축, 즉 노동행정과 사회적 대
화기구를 섞어서 사용했다. 노동행정이 풀어야 할 일을 노사정위원회에 맡기고
합의를 압박하는 구조였다. 노동행정이 사회적 대화를 압도하고 이용하는 행태였
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기구가 가지는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이 극대화되
면서 결국은 파국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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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의제별 또는 업종별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필요할 경우 1
년 연장 가능)을 정하여 상무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다(노사정위원회법
제10조).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노사정위원회는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둘째,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의 배
제권을 삭제하고 국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위원회나 상무위원회에
국회 주요 정당이 추천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법의 목적이
나 이념 및 노사정의 책무를 새로이 설정한다.

9. 사회정책의 통합
사회중시 정책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사회보장에서는
물론이고 노동에서도 그러하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돌봄이
나 사회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불 능력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예상소
득 사이의 큰 차이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 및 관련 부처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즉 미래
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부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노동행정과 복
지행정의 통합이나 통괄 문제이다.37) 견해의 차이는 그 방법으로 협의조
정기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업무의 통일을 기하도록 할 것인지,38) 아
37) 최영기 박사는 부처 통합은 맞지만 졸속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복지
와 노동을 합치는 것은 행정의 완결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 구성, 노무공급
자 구성변화, 이런 입장으로 보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행정수요 등으로 볼 때
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맞다. OECD 국가들의 노동과 복지부서는
대부분 합쳐져 있고, 우리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본다. 그런데 새 정부
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논의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문제다.”
이철수 편저(2017),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회, pp.43～44.
38) 김유선 박사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만, 부처 통합에는 회의적
이다. 복지와 노동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복지는 정부 주
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노동은 노사라는 행위주체(actor)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양쪽의 사고 패턴부터가 상당히 다른데 이걸 한
지붕 아래 둔다 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오히려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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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부처를 신설하여 업무는 물론 인원과 예산과 조직을 통괄할 것인지
에 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전체, 여성가족부 전체, 보건복
지부 중 복지 부서를 통합하는 노동복지부의 신설이 유력하게 거론된
다.39) 노동행정과 복지행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복지와 노동을 합치는
것은 행정의 완결성, 근로자의 구성, 인력조직 방식 등의 변화 및 국민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돌
봄 및 돌봄 일자리 정책 등에서 발생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 및
재정의 통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 가지 않은 길 , ‘탈일본화’

주지하다시피, 우리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은 일본 노동법을 계수한 것
이다. 1953년 기본 노동관계4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할 때,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에서 제정되거
나 개정되었던 노동관계법을 교과서로 하고, 이른바 한국적 변용을 일부

분야별로 위원회 제도를 통해 씨줄, 날줄로 묶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
다.” 이철수 편저(2017),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회, p.43.
39) 장홍근 박사의 주장은 이렇다. “고용노동정책의 유기성 내지는 파워를 확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 통합은 생각해볼 만하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1+1의 단순 통합은 아니다. 양쪽 부처의 기능들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통합해야 한다. 시너지를 낼 수 없는 부분은 슬림화
해야 할 것이다. 고용부의 노동 쪽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한편 복지부의 의료행정
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본다. 고용복지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말로는 평등하다
고 하지만, 기재부라는 괴물부처가 상위에 있고 그 밑에 나머지 부처들이 있는
형국인 기형적인 조직 내지는 관행이 있다. 기재부가 예산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
된다면 시장주의적 정책행정이 계속될 확률이 크다. 우선적으로는 기재부의 기능
분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고용부와 복지부 통합은 기능을 약간 슬림화하면
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철수 편저(2017),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
회,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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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법을 만들었다.
흔히 우리 노동법은 일본과 미국과 독일의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수용
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독일 단체협약법에 있는 단체협약 제도를 제정 노동조합법이 수용하였다
는 것이지만, 이 역시 내용의 실질을 보면 과장된 이야기이다. 그 당시는
물론 현행 노동조합법에도 존재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40) 이 점은 단체협약 제도에서도 유사하다. 독일의 단체협약은 초
기업적 산별교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 역시 전국적 산업별 수준에서 단체협약의 효
력을 확장하는 제도이다. 그에 비해 우리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기업 수
준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일본식 제도의 수입이다. 곧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및 쟁의
행위 모두 사업장 차원에서 행해진 일본 상황에 기반을 둔 변용이었다.
요컨대 1953년 노동4법은 일본 노동법을 교범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이
상황은 1997년 제2차 노동법 제정 때까지의 여러 차례 개정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 1997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제정, 1998년 근
로자파견법 제정, 2006년 기간제법 제정,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이 정비된 현행법은 외견상으로는 일본법에서 상당히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노동법의 중요한 기둥의 상당수는 여전히 일본법의 영
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나 근로자대표 제도처럼
일본 제도를 곧바로 수입한 것들도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고 또한 개선 대상
인 제도들의 상당수는 일본의 그것들을 교범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시간노동체제, 사용자 우위의 사업장 규율(취업규칙체제), 근로자이익
대표제의 사업장 내 집중과 혼재 및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부재 또는 미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노동과제로서 이야기되는 정상시간체제, 사업장협
정체제, 이원적 대표시스템과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구축, 정규직 전환 강
40) 미국의 제도는 직권조사와 기소 등 형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우리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일본 노동조합법과 같이 민사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
본식 변용을 거친 미국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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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식의 비정규직 규율 등은 우리 노동법이 일본의 노동법과는 다른 독
자적 발전 모델을 구축할 때가 되었음을 반증한다.
조성재 박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상태를 탈추격(post catchup)이라 표현했다. 외국의 사례를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catch-up)이 한
계를 맞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동법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존재하며,
이를 탈일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제2부

노동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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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근․현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일찍이 조선 말
근대화 시기에서부터 식민지 시대, 개발독재 시기, 그리고 민주화투쟁 시
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은 각 시대적 상황에 대응해 노동
자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식민지 시대의 노동운동은 일본 자본에 맞서
최소한의 근로조건 쟁취 및 노동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 이후 1960∼70년대 노동운동은 개발독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의 응집된 힘은 1987년 노
동자대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돌아보면 지난 백 년 동안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한국사의 각 국면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만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전환기 중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양적, 질적 전환점은 1987년 노
동자대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하고 노동조합
이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1987 노동체제에서 노동운동의 성과는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정치적 민주
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대투쟁은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존중의식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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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확산되었다. 당시 노동운동의 목표는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며 노
조민주화를 포함한 노동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공장 밖을 넘
어서는 민주정부 수립 등 정치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2년 문민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1987 노동체제에 기반을 둔 노동운
동은 발전을 지속하지 못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운동은 안
팎에서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왔고, 그 결과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짧은 성과와 이보다 긴 20년의 정체기를 거친 노동운동은 양극화된 노동
시장의 한복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
이 글의 목적은 노동운동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87 노동체
제 하에서의 노동운동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연장선
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적 전망이 무엇일지를 찾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노
동운동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노동운동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문제의식은 노동운
동이 한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지만 최근 노동운동이 사회
적 기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운동이지 노동조합은 아니
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개념은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그 실질적 의미
는 서로 다르다. 노동조합이 법적이고 제도화된 실재이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면 노동운동은 좀 더 넓은 개
념으로 대중적인 연대, (체제)전환적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활동과 경험의 총체이다(Clawson & Clawson, 1999). 이러한 개
념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평가, 분석하면서 발전적 전망을 수립하기 위
해 노동조합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제도적 실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2절 노동운동의 전략 약평 :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

1997∼98년 외환위기는 1987 노동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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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당시 외환위기는 세계화라는 변화된 경제구조에서 한국이
경험한 혹독한 신고식이었고 노동운동에도 전환점이 되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경쟁전략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
고 정부정책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으
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하나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이며
다른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2004년 처음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진보정당
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정진(2007)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에 대해 기존 정당체계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고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가능
하게 했으며 지역정치의 균열이 진보정당의 출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정진, 2007). 실제, 기
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성공할 것같이 보였던 진보정당 운동은 2008년 민
주노동당의 분당에 이어 2011년 통합진보당이 사법부의 이념공세로 강제
해산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지난 20여 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신인철(2012)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창당된 민주노동당이 정파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주 원인으로 진보정당의
노동자성을 탈각한 이념적 후퇴, 조합원의 객체화 등을 지적하였다. 정병
기(2016)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험은 궁극적으로 실패했고
이는 의회주의 정당정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의회주의
정당세력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노동자
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된 산별노조 건설은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금속, 공공, 보건산업 등에서 산
별노조로의 조직전환에 성공했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한국노총의 금융
노조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2015년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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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의 56.7%가 초기업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별노조로의 전환 전략도 성공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노
동조합 조직체계가 산별노조이지만 노동조합의 운영은 기업별 노조의 관
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공공기
관들은 산별노조의 지부이지만 기업별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별 교섭체계도 과거와 별반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체계와
조직운영 간에 불일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산별노조의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
를 주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를 통해 달성하려던 산업 내 근로
조건의 상향평준화나 노조조직률 제고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이다(정흥준, 2017). 이철승(2016)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별노조들이
중앙차원의 산별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상향평준화를 꾀하였으나 실질
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선도적으로 산별교
섭을 추진했던 부문에서 기대와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유노조 사업장
과 무노조 사업장 간의 임금불평등이 커졌음을 분석하였다. 정이환․이
주호(2017) 역시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
면서 그 원인으로 현장조직력을 중요시하는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이 역
설적이게도 산별노조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 기업의 노동유연화 강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시도되었지만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에 따라 노동운동의 침체와 위기가 가중되어 왔
다. 특히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이 전략적으로 추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 등 두 가지 발전전략이 방향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은 심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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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운동이 현재의 노동시장 양극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노동자 전체
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다고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이 국민의식 조사결과 나
타났다. [그림 5-1]을 보면 10년 전인 2007년과 2017년 모두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독
립운동과 경제개발 및 군사독재 시대의 노동3권 쟁취 및 민주화투쟁 등
역사의 각 시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2016년 말 시민들의 촛불혁
명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이나 노동조합 무용론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노동조합의 필요성 인식

자료 : 장홍근 외(2017),『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2.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그림 5-2]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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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46.1%의 국
민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
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장홍근 외(2016)에 따르면,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은
1960∼70년대 산업현장에서의 불평등, 차별, 그리고 비인간적인 노동권
박탈에 대한 대응으로 성장했으며 1980∼9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민주화
에 기여했으나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한
노동운동 시스템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해당 조합원들
의 이해대변기제로만 충실히 작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1987 노동
체제 하에서의 노동운동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현재의
차별적인 노동시장을 바로잡지 못했으며, 오히려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노
동시장을 고착화하는 데 역할을 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 5-2]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인식
(단위 : %)

자료 : 장홍근 외(2017),『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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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노동조합의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 비교
(단위 : %)

자료 : 장홍근 외(2017),『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그림 5-3]은 노동조합의 현재 활동과 미래의 바람직한 활동에 대한 국
민의식조사의 결과로 국민의 30.1%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현재 이를 위한 노동조합
의 활동은 1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의 21.9%는 앞
으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노동조합의 활동은 47.4%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과다하고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활동은 미
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
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노동운동에 있어 커다란 도전이다. 노동운동
의 정당성은 노동운동을 통해 자기 자신(노동자)만의 사회, 경제적 해방
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중
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오롯이 노
동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노
동운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 이후
1935년 노동조합 합법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 미국의 사례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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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노동운동이 좋은 예이다. 1987년 노동
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는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
다는 인식의 확산을 만들어냈으며 실제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 및 차별
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영세․사내하도급 사업장의 노동자, 아르바
이트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간제 노동자, 1인 도급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
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노동운동은 정규
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
변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노동기본권 보장
[그림 5-4]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
는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로, 부정적인 응답(27.4%)이 긍정적인 응
[그림 5-4]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단위 : %)

자료 : 장홍근 외(2017),『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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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24.1%)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의 영향력
축소와도 연결된다.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경우 반대급부로 사용자의
상대적 교섭력은 높아져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후퇴나 노동기본권의 양
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노사관계에도 많은 영향
을 미쳤으며 기업들의 반노조관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노
사관계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4. 노동조합 가입의사
[그림 5-5]에서처럼 국민들은 노조에 대해 높은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공급이 충분하다면 35% 내외의 노조조직률도 가
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5-5] 노조가입 의사
(단위 : %)

전체

만19～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59세 만60세 이상

자료 : 장홍근 외(2017),『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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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과 대안적 노동운동

1. 노동운동 재활성화 선행연구
일의 형태가 달라지고 노동자의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일이란 무엇
이며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삶과 일자리를 유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노동운동은 많은 고민과 함께 극복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쇠퇴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많은 연구들이 노동운동
을 어떻게 재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가운데 선도적인 해외연구로 Behrens, Hamann, Hurd(2004)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5
개국 노동조합은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를 4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노조조직률을 올리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교섭력을 향상시켜 임금과 복리후생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책수립의 과정에 노동
조합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제도적 측면으로 노
동조합이 새로운 전략과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직구조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ehrens et al., 2004: 20～24). 특히 저자들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
아들이고 변화를 지원하며 조직 내부의 의지를 북돋는 리더십을 갖는 것
이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Clawson & Clawson(1999)은 노동운동 재활성화의 일환으
로 미국의 노동조합이 조직률 급감을 경험하면서 어떤 조직화 전략을 수
립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AFL-CIO는 조직
화연구소를 설립해 조직담당자들을 교육훈련시켰으며, 훈련을 받은 조직
담당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작업장에 노동조
합을 설립하였음을 소개하였다(Clawson & Clawson, 1999: 110～1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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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적극적 조직화 전략은 노동조합이 과거처럼 노동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
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 효과적인 조직화 전술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Fine(2005)은 커뮤니티 유니온 및 노동자센터를 소개하면서 이들
새로운 유형의 조직은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은 기업의 테
두리 안에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지만 노동자센터는 개별 기업보다는 지역에 주목하며 조직
화의 대상 또한 저임금의 이민노동자였으며 조직화의 방식도 노동조합
가입이 아닌 지역에서 라틴계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조
직화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상태
의 이민노동자들인데, 이들 노동자의 조직화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활
동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자센터와 같은 혁신적인 방식이 적절함을
지적하였다(Fine, 2005).
국내에서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노
중기(2007: 113～114)는 기존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낮은 단계의 자연발생
적인 운동이었으며 1997년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
해 노동운동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이 해체
됨에 따라 노동운동이 관료화되고 노사담합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운동가
들이 제도권으로 포섭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노동운동이 필요하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및 제반 사
회운동과의 목적의식적 연대와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노중기, 2007: 115).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서 노동운동은 다양한 도
전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조돈문(2007)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의 개별화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경영전략이 공세적
으로 추진되었지만 노동조합들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만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관철시
키면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커져왔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대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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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이지만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가고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나치
게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 왔다.
희생과 정의로 상징되어 오던 1987 노동체제에서의 노동운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 하나
는 자본과 시장에 의해 이중화되고 차별적인 노동시장(예 : 정규직-비정
규직 간의 차별과 대․중소기업 간 차별)에서 노동운동 스스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운동만으로 차별적인 노동
시장을 바로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차별적인 노동시
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량이 부족하고 사회 제도적인 구조화도 충분하
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기업을 압박해야 하는데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조직된 저임금 노동
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원이 제한
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기업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몫을 늘릴 수도 있으나 이는 현실에서 대단
히 어려운 문제이다. 즉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 조합원들의 몫을 내주는
것도 쉽지 않다.

2.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들
대안적 노동운동이 제기되는 이유는 기존의 노동운동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현안들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의 조직된 노동조합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해를 비교적 충
실히 대변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그리고 파편화된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의 이해는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41) 따라서 비
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등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스스로의 권리를 지
41)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가장 극단적인 결정이 금속노조 기아자
동차지부의 1사1노조 폐기로 2017년 4월 28일 기아자동차지부는 투표율 85.9%를
기록한 총 투표에서 찬성 71.7%로 사내하청 분회의 분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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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운동을 실험해 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조직 노동자들 가운데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을 경우 굳이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직능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자발적인 보호 기제
들을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협회, 독립PD협회 등은 노동
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
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직종협회는 주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직종
에서 설립되어 있으며 단체교섭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섭을 할 수는 없
어도 직종협회를 통한 의견개진, 사회적 캠페인 등 우회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명준․김이선(2016)
은 ‘준노조’로 개념화하고 주변부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비노동조합적
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노동조합과 다른 새로운 활동의 노동조합도 큰 활약을 하
고 있다. 지역적,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 희망연대노조가 그 예인데
전략적 리더십과 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성공
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두었다면 희망연대노조
는 사업장 안과 밖에 주목하였다. 권혜원(2015)은 희망연대노조가 기존 노
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로부터 멤버십을 강화하고 외적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비정규노동조합의 정당성
을 확보하며 정규직화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운영원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노동조합도
등장했다.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으로 이들 노
동조합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특정 사용자와의 교섭보
다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는 투쟁을 통해 조합원만이 아니라 같은 직종
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넷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노동 네트워크의 출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산별노조와 일반노조로 충분히 포괄되
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존의 독립적인 비정규노동운동단체 외에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지원센터 등이 크게 늘었으며 전국적
으로 약 40여 개의 근로자지원센터가 노동상담, 권리구제, 노동인권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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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비정규노동단체의 연도별 설립

자료 : 정흥준․노성철․이철(2017),「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평가 및 전망수립」, 한
국비정규노동정책박람회.

지역의 노동정책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5-6]을 보면 2010년 이
후로 30여 개의 비정규노동센터들이 새로 조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모두 노동운동의 혁신사례로 조직대상이 정규직
만이 아니라 청년, 노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하다. 또한 활동방식이 기
존의 전통적인 노조활동으로 대변되어 왔던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얽매
이지 않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이다. 실
제로 사용자들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노동조합의
관성으로는 실제의 변화가 어려우며 결국은 다른 방식의 노동운동이 대
안적인 노동운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1987 노동운동체제를 통해 구조화된 노동운동 시스템이 30년 동
안 공고하게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혁신하고 개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질서이다. 산별
노조로의 조직변경이 완료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방
식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산업노조에서도 대기업 지부를 인
정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 지부는 산별노조의 지부라기보다 독자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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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현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
기업에는 적게는 3∼4개에서부터 많게는 10여 개의 현장조직(정파)이 있
는데 이들 조직들은 설립초기와 달리 이념적, 정치적 차이로 경쟁하기보
다 집행부 운영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각 현장
조직들은 선거에서의 조합원의 투표성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
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위해 정규직의 양보를 조직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외부의 시각도 기존의 노동운동에 불리한 상황이다. 노동운동의
혁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핵심주체가 대기업 노동조
합은 아니라는 사회적 회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과 정규
직으로 대변되던 조직노동에 대한 비판은 주로 경영계나 보수언론의 몫
이었으나 최근에는 노사관계 학자 등 비교적 중립적인 전문가는 물론, 노
동조합 내부에서도 조직노동의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42)
이러한 이유에서 대안적 노동운동이 기존의 노동조합 밖에서 활발히
조직되고 있으며 그 역할의 비중이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대안적 노동운동의 전략적 경로는 기존의 노동조합 혁신이라는 틀
에서 벗어나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정치적 변화를 감안하여 노동
운동의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대안적 노동운동 : 새로운 실험 확대+기존 조직의 전환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과 더불어 기존 노동운동의 전환도 대안적 노
동운동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
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기존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42)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한석호의 <노동운동>에는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문제점과 혁신의 필요성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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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안적 노동운동의 성과
대안적 노동운동은 ①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제고하며, ② 노동시장 이
중구조를 개선하고, ③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성과는 균형적인 노사관계이다. 균
형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합의하
고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울어진
교섭력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인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노사 모두
에 균형적인 성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고용안정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 및
서비스 등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균형적인 노사관계는 기존의 정규
직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3% 내외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가 아니라 사
용자의 노조활동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43)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는 현재
와 같은 불균형적인 노사 교섭력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사관
계를 제어하여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사용자에게
는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수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는 현재의 왜곡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
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재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조직노동의 성장보다는 미조직된 혹은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
43) 예를 들어 대표적인 외자기업 중 하나인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사내하청기
업이었던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한 달 후 계약해
지를 통보하였다. 원청이 도급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계약해지를 통해 해
고를 하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
다.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결정했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이를 받
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5장 대안적 노동운동 145

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 약자이면서 저
임금과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임금 및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 노동
시장 내에서의 과도한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 재활성화를 통한 노동기본권의 확대이다.44) 단결
권 등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이지만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허용되지는 않았다. 특히
고용관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
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기본권 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
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노
동기본권의 확대는 노동존중사회로의 진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
동운동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동시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병행되어
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노동운동의 혁신,
[그림 5-7] 대안적 노동운동의 프로세스와 기대효과

자료 : 필자 작성.
44)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ILO협약 제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제98조(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
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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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협의 없는 노동조합의 노력이나 정부의 일방
적인 시혜적 정책, 혹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협의 등은 일시적으로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5-7]과 같다.
나. 노동운동 내부 혁신
노동운동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제조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중소기업, 비정규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
정, 근로조건 개선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에 있
어 노동조합의 소극적인 역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저임
금, 미조직,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이 더 많은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캠페인에 노동조합이 적극 나선 이유이
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내부적 혁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현장대표권의 재구성, 산별노조로의 자원집중, 그리고 노동운동 리
더십의 재생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현장대표권의 재구성
다른 말로 하면 노동운동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조직노동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의 대상인 기존의 노동운동가들이 혁신의 주체
가 되기 어렵다.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가 골고루 대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
직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변되는 노동운동의 구조를 전환할 정책적 방안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
년, 여성, 고령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간부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성임
원할당제를 도입한 것처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대표제를 도입해 볼 수
도 있다. 또한 작업장 수준의 노사협의회도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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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노사정위원회 등과 같은 이해대변기구
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산별노조의 역량(조직 및 정책역량) 제고
산별노조가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의 집중과
권한확대가 필요하다. 산별노조의 역량제고는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점인 노조조직률의 정체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로의 조
직전환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조직적 영향력
은 대기업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의 기업지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원도 산
별노조로 이전되어야 하나 여전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많은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산별노조의 조직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는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오랜 관성에 기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
합 활동가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원을 산별노조로 옮기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를 통해 더 많은 자
원을 확보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조합 리더십 재생산
노동운동 내부혁신의 세 번째 과제는 노동조합의 리더십 재생산이다.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이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보니 자
연스럽게 노동조합 간부들의 나이도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되었다.
연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
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리더십이 모두 필요
하다. 사실 노동조합의 선거를 들여다보면 수십 년 동안 같은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젊은 활동가들을 재생
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젊은 세대
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반드시 현장 출신이어야 한다는 선입견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채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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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도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
도록 지도부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운동 내부의 관성적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활동가들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연맹 및 산별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채용직 간부들의 처우개
선이 필요하다.
다. 노동조합관련 제도 개선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은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
자의 불법행위 근절, 노동기본권의 확대 적용, 산별교섭의 제도화 등이다.
1) 불법행위 예방
불법을 엄단하고 평등한 기회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산업평화
및 균형적 노사관계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체불임금이 1조 원을 넘어서
며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자의 불법, 탈법행위가 상당하다. 이러한 배경
에는 노동관련 위법행위가 ‘죄가 아닌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 정
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
해서는 일상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불법적 행위(예 : 임금체
불,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산업안전 미비 등)를 예방해야 한다. 현장에
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동 관련 불법행위를 막는 것에 대해 일
부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걱정하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산업안전위
반 등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관용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산업평화를 해치는 문제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노동기본권의 보장 및 확대
노동조합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 하나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
른 노동기본권의 확대이다. 고용환경의 변화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간
접고용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1인 도급, 사내하도급, 용

제5장 대안적 노동운동 149

역, 특수형태근로 등 간접고용이 대거 늘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사
용자가 직접고용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일부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는 의도를 보여 왔다. 도급, 아웃소싱 등의 형태로 간접
고용이 늘어나면서 위장도급, 불법파견, 진성도급 간의 구분도 애매해지
고 있으며 전속성과 종속성이 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동시에 늘어나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합리적 차이가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산별교섭 제도화
산별교섭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노사관계의 장기적 발
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노동
조합이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의제를 세분화하여 사용자 측이 제기하
는 교섭부담을 낮추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
는 방향으로 산별교섭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참여도 중요한데 그동안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
다 보니 필요에 따라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결정해 왔고,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교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라.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비교
적 공통된 시각은 첫째, 사회적 대화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중요하며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
정적 입장과 둘째,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지나치게 수단화하며 실질적
인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희생을 요구함에 따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회의적 시각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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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비론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노총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대
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앞서 제기했던 산별교섭의 정상화
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의 대책으로 노
동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선 한국의 사회적 대화 및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기존 연구(박명준․장
홍근, 2017)의 제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45)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과정의
하나로 대안적 노동운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과감히 축약하고 대신 1987년 이후 노
동운동의 두 가지 전략, 즉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
을 간단히 평가하였다. 1987 노동체제 이후 노동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서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는 적절한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전략은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본 장은 변화된 상황에서 대안적 노동운동은 기존의 노동운동
으로는 쉽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가사
노동자협회, 독립PD협회 등으로 현행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노
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둘째,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연대방식을 결합한 조직으로서, 대표
적으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셋째, 운영원리가 노동조합보다
45) 박명준․장홍근(2017)은 사회적 대화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정부의 역할 재정립,
협의 중심의 다각화된 논의, 참여주체의 다양화, 전문성 확보 등 8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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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사회단체에 가까운 노동조합으로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년유니
온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들로 노동조합이 아니
지만 노동상담, 노동정책사업 등 지역의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공적인 실험들에 주목하여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운동의 내부혁신(현장대표권의 재구
성, 산별노조의 역량강화, 리더십의 재생산), 제도적 지원(사용자의 불법
행위 예방, 노동기본권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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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노조조직률 20%를 위한 전략적 방안

본 장의 보론으로 노동운동의 회생전략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노사관계의 균형을 제고
하고 노동시장의 차별을 개선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 조직률의 확대
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노동조합의 성장은 사회적 정의와 긴밀한 연관을 가
지고 있다(Voos, 1997). 노동조합이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
들의 임금을 올리는 제도화된 재분배의 기능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차별적
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은 보호가 절실한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노동자
들에게 유력한 자발적인 보호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이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기
업의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업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
이다.46) 이 글이 노동조합 조직률을 20%로 제안하는 근거는 이미 노동조
합은 1987년 노동조합 대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19.8%까지 끌
어올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화 노
력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 20%는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조사가 시작된 첫 해인 1977년 25.4%로
나타났으나 당시 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권위적인 군사정권과 경제적으
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개발정책에 의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불가
능했다. 또한 당시의 노동조합원의 수는 95.5만 명에 불과하였고 노동조
합 조직률을 계산하는 방식도 지금과 달리 상시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 후 임금노동자가 증가하면서
46) 2015년 전국노동조합현황 분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미
62.9%로 높은 데 비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3%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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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대상 노동자가 늘어났지만 실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는 이를 따라
가지 못해 1980년 시작된 신군부 독재정권의 강압적인 노동통제전략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어 1986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6.8%까지 떨
어졌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조직화에 성공하면서 1989
년 조합원의 수가 193.2만 명으로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
를 기록하였다. 1989년 이후 노동조합원 수와 노조조직률은 동반하락을
하게 되는데, 외환위기였던 1998년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지속적인 하락을 하여
2015년 현재 10.2%에 머물러 있다(보론 그림 5-1 참조).
[보론 그림 5-1] 노동조합 조직률의 연도별 변화(1977~2015년)

자료 : 고용노동부,「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이 글에서는 노조조직률 2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3단
계로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로 노동조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 단계로 조직화의 전략대상 선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전략대상군의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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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노동조합 현황파악 및 기준마련
노조조직률의 제고는 노동조합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매년 발간
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 수를 수집하는 기초조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조조직률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곽상신, 2012).
노조조직률이 과소평가되어 있음은 단순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노조조직률은 10.2%(1,938,745명)이
며 이중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636,249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
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734,369명으로 약 10만 명가량 차
이가 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가 약 20만 명으로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 전교조나 일부 공무원노조와 같
은 법외노조가 노동조합에서 빠져 있거나 둘째 노동조합원 수에 대한 기
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곽상신(2012)에 따르면 매년
1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현황을 조사하지만 회수율이 30∼40%로 낮
아 미응답의 경우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로 조직률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전체 조직대상 근로자 수에 특수고용과
가내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노조조직률을 과소추정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곽상신, 2012).
그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과소 집계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객관적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형
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노동조합 현황조사를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도 협력하여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
요하다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천프로그램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곽상신, 2012)가 지적한 대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분모인 조직대상 노동자 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법적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직종(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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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로 사용하는 오류는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47)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분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분모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수를 제외하고 분자에서 민주노
총과 한국노총이 집계한 조합원 수를 사용할 경우48) 노동조합 조직률은
12.84%로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12.8%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
외환위기 직전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슷한 비율이다.
<보론 표 5-1> 수정된 기준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대상 노동자 수(명)
조합원 수(명)
조직률(%)

현행 기준

수정된 기준

19,027,000

16,730,225

1,938,745

2,147,969

10.19

12.84

자료 : 필자 작성.

2. 2단계 : 조직화 대상 전략 선정
1단계가 사회적 대화 채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
하고 법외노조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2단계는 노동조합활동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을 의미한다. 노조조직률 20% 이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많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정당성이 있으며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용이한 전략적 대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민간부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외주용역의 경우 공공기
관의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요한 조직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47)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는 229만
6,775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48)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에는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유지로 인해 법외노조가 된 전교
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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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민간의 신분으로 고용은 보장되지만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만 5,000여 명이 무기계약직 등 계속고
용직으로 전환되므로 이들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률(66.3%)을
적용할 경우 14만 6,000여 명을 조직할 수 있다.
다음은 민간부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
데 화물, 건설기계, 택배,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종속성은 높은 수준이며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49) 따라서
종속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을 갖도록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화물, 건설기계, 보험 및 대출모집인, 택배, 대리, 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인원은 660,91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 직종 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거나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절반 수준인 50%의 조직화가 가능하다. 즉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만
조직하더라도 약 50만 명 가까운 조합원이 늘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15.1%
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종속성이 강한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도 노동3권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이상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보론 표 5-2> 수정된 기준 및 전략조직군이 포함된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대상 노동자 수(명)
조합원 수(명)
조직률(%)

현행 기준

1단계
수정된 기준 적용

2단계
전략조직군 포함

19,027,000

16,730,225

17,391,140

1,938,745

2,147,969

2,624,426

10.19

12.84

15.09

자료 : 필자 작성.
49) 택배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노
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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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 전략조직군의 확대
마지막 3단계는 노동조합의 내부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계
로 전략조직군을 미조직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청년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산별노조가 지금보다 더 체계화되
어 산별노조 차원의 자원을 확대,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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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 입

바야흐로 민주화로 시작해 양극화로 귀결된 이른바 ‘87년 노동체제’를
종결짓고, 새로운 성격의 ‘포스트 87년 노동체제’를 향한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노동체제의 성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른바 ‘노동존중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로 실현
될 것인가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50) ‘노
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포스트 87년 노동체제’의 방향성은 크게 보아 오
늘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dualization)를 극복하고 그것을 위해 노사
관계가 기업별 노조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으로 노동의 이
해대변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이들의 지향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그
러한 이상이 현실의 노동정치를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로 실현될 수 있을

50) 2016년 말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에서 발발한 촛불시위와 그 여파로 전개된 대통
령 탄핵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국정과
제로 표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것의 명확한 상과 전략에 대한 정식화나 그에
대한 재계나 야당의 강한 비판 및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대안에 대한 청사진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하에서 구현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87년 노동체제’는 노동존중사회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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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나 필자는 그것을 잠정적으로 ‘포용적 노동체제
(inclusive labor regime)’를 지향하는 것으로 칭하고자 한다.51) 그렇다면
포용적 노동체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는 87년 노동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포용적 노동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 등 이른바 중위수준(meso-level)의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고 판단한다. 주지하듯이
87년 노동체제 하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전개는 주로 기업수준에서 노동
조합과 사측의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
치되며 노사동수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기업 내부
에서의 노사 간 이해조정, 그리고 중앙수준에서의 3자합의를 통한 최저임
금 결정과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책협의(policy-concertation)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나마 노사협의회나
사회적 대화 모두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노사관계의 초점은 기업
수준에서의 임금교섭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규모 간 임
금격차의 문제는 고스란히 노조조직률 여부의 문제로 사실상 치환되는
것이었고, 기업별 임금교섭 중심의 노사관계가 발전할수록 노동시장의
포용성은 파괴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그 가운데 공식적이고 제도적
인 틀의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관행상으로나 중위수준의 노사관계는 그
발전이 미진한 상태를 이어 왔다. 해당 영역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별도
의, 그렇지만 무게감 있는 조직행위자들(주체들)과 그들의 관계는 미약했
다. 종래의 제도는 행위를 유인했고, 행위는 기존의 제도적 틀거리를 넘
어서지 못했다.
요컨대, 87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포스트 87년 체제’의 비전을
담은 질적으로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중
위수준 노사관계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단기적 처방은 무엇이고 장기적 처방은 무엇일까? 87년 노동체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도모된 중위수준 노사관계 발전을 향한 기존의 실천들은 왜
실패했으며, 그 가운데 의미 있던 것들은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51) 포용적 노동체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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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행위자들(actors)로는 누구를 상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무대
(stage)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모양새가 되어야 할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제2
절에서는 이후의 논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필자의 접근방식을 제시해
보았다. 제3절에서는 87년 노동체제하에서 발달이 미진했던 중위수준 노
사관계의 양상을 진단해 보았다. 제4절에서는 행위 측면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맹아적 사례들을 분석했고, 5절
에서는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혁
신방안을 새로운 모델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6절
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장을 마감하기
로 한다.

제2절 개념과 접근방식

1. 포용적 노동체제와 포용화 노동정치
노동체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즐겨 사용해
온 개념이다. 최근에는 특히 장홍근 등에 의해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도구로 재차 적극 활용되고 있다(장홍근 외, 2016). 장홍근에 따
르면 “노동체제(labor regime)란 거시구조적 맥락에서 노동문제를 총체적
으로 살펴보고 행위주체의 전략적 개입에 의한 체제 변화의 동학을 분석
하기 위한 개념도구이다”(장홍근 외, 2016: 3). 이는 “노동시장과 노동과
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려는 주
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장홍근 외, 2016: i)
이다. 장홍근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그간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전술한 바 ‘87년 노동체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
나의 노동체제로서 1987년을 기점으로 생겨난 한국의 ‘87년 노동체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동학을 경험했지만, 결국 민주화로 시작해서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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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화, 양극화로 귀결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장홍근 외, 2016).
노동체제의 질적인 성격변화를 도모하면서 87년 노동체제의 한계와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설정해야 할 지향점으로 전술한 바 ‘포용적
노동체제’(김장호, 2017; 박명준․장홍근, 2017)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포
용적 노동체제는 사회통합에 실패한 87년 노동체제가 구조화시킨 불평등
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노동 시스템을 새롭게 구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노동을 매개로 전개되는 불평등의 완화와 격
차 해소를 도모하고, 향후 디지털화(4차산업혁명) 등의 도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해 간다는 의미도 지닌다.52)
새로운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이루
는 구성요소인 행위자(actors), 행위(action), 그리고 무대(stage) 모두의
혁신이 필요하다. 일단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작동해온 노사관계의 틀
(frameworks)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지향을 담은 비제도적이고 혁신적인 실험행위들(실천들)의 가능
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틀을 구축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
의 익숙한 행위주체들의 혁신적 실천도 존재하지만, 새로운 주체들의 대
두도 열어두고 염두에 둘 수 있다. 특히 행위의 측면의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는 종래의 87년 노동체제가 결국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귀결되면서
초래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바, 그것을
집약하여 ‘포용화의 노동정치’라 칭할 수 있다(박명준, 2016).53)
원론적으로 노동정치는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제반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진다.54) 노동정치
가 전개되는 여러 장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대화체제
(social dialogue regime)’이다(박명준․장홍근, 2017). 물론 노동정치의
52)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필자는 ‘포용적 디지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
는 바이다(박명준 외, 2017).
53) 포용화의 노동정치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필요로 하는 바, 그것은 각각 ‘과거처
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의 실현’, ‘미완의 경제민주주의의 진작’, 그리고
‘인간적 디지털화의 구현’ 등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54) 1990년대를 중심으로 노동체제 개념을 앞서 사용한 송호근은 노동체제의 구성요
소를 국가의 노동정치, 노동시장의 구조, 그리고 조직노동이 추구하는 노동계급
정치(working class politics) 셋으로 구분한 바 있다(송호근, 199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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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사회적 대화 말고 보다 넓을 수 있다.55) 그리고 포용적 노동정치는
포용적 노동체제의 구현을 향한 제반의 정치적, 정책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포용화의 노동정치와 관련하여, 필자는 그것을 ‘내용적 포용화’와 ‘형식
적 내지 과정적 포용화’로 구분한 바 있다(박명준, 2016). 내용적 포용화
는 정책의 내용 자체가 격차 완화와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는 것이며, 형
식적 포용화는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약자들까지 포함한 이
해당사자들의 참여의 증진을 꾀하는 것을 가리킨다. 포용성의 정도를 가
늠해보면, 내용적 포용성뿐 아니라 형식적․과정적 포용성의 증진까지
이루는 포용화가 되었을 때, 그 정도가 강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포용
화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표 6-1).
흥미롭게도 이 유형들은 한국의 지난 87년 노동체제에서의 노동정치의
양상, 그리고 향후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새로운 대안적 노동정치의 양
상의 특징들을 모두 포괄한다. 한국의 87년 노동체제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로 변화해 간 초기 단계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는 제1시기였
다. 이때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포용화를 추구해 코포라티즘적인 노동
정치를 지향했지만 그 내용은 유연화와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 약화를 통
한 경쟁력 강화를 담고 있었다. 물론 당시 사회보험의 확대 등 또 다른 방
식의 내용적 포용화가 있었고 이는 한국을 태동하는 복지국가로 탈바꿈
시켰으나, 그러한 포용화 못지않게 ‘탈포용화’의 지향성도 그 안에 담겨졌
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성을 부추겼으나(신자유주의
적 코포라티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했다
(민주노총의 탈퇴와 복귀 거부).
제2시기는 정권교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용
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포용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노동체제의 시대를
맞이한다. 노동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되었고, 이에 더
하여 유사권위주의적이고 노골적으로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치가 횡행하
55) 예컨대,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정치에서는 사회적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우 미약하나마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수단이 최초로 태동한 것은 노태
우 정부시기였으나, 그 시기는 사실상 국가의 재권위주의화와 노동에 대한 재억
압이 보다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노동정치에 대해 노중기는 ‘헤게모니 배제전
략’이라고 하는 절묘한 표현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노중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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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포용화의 유형과 동학 : 내용적 포용화와 형식적 포용화의 결합방식에 따
른 4대 유형과 한국에서의 변동
내용적 측면
비포용화(배제화, 양극화)

[1]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 종래 노사관계 행위자들 간
의 폐쇄적 교섭과 신자유
주의의 실행
(김대중 정부 시기 사회협
약의 일부 성격; 박근혜 정
부 9.15협약의 강한 성격)

포용화
(참여장려)
형
식
적

포용화(연대, 하층 개선)

[4] 포용적 코포라티즘
- ‘노동존중사회’의 궁극
의 지향성
(광주시의 비정규직 정
규직화, 문재인 정부하
사회적 대화기구의 지
향과 사회적 대타협의
비전)

측
면

[2] 신자유주의적 유사권위주의 [3] 국가주의적 포용화
비포용화
(참여배제)

-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 정
책, 신자유주의를 향한 권
위주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의 주요 기조)

- 정부주도 포용적 정책
의 주도적 관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의 정책기조들)

자료 : 필자 작성.

였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이 시기를 거치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종의 국가주의적 포용화 노동정치
가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제3시기라고 칭하고자 하며, 이는 사회적
대화체제의 복원을 포함하는 노동존중사회의 지향을 담은 제4시기, 즉 형식
과 내용 모두에서 포용성이 높은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
는 제4시기의 포용화 정치를 포용적 코포라티즘(inclusive corporatism)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국가주의적 포용화와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쌍을 이
룰 수밖에 없다. 대략 초기에는 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후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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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에 대
해서 보다 자세히 개념화해 보도록 하겠다.

2. 포용적 코포라티즘
세계화를 등에 업고 경쟁력, 탈규제, 시장화, 그리고 유연화를 앞세워
한 시대를 풍미한,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하는 경제사
회노동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적으로 점차 약화되며, 그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한마
디로 정의내리기 쉽지는 않지만, 이른바 ‘포스트 신자유주의(post neoliberalism) 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는 시도들은 이
미 약 1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
론적, 정책적으로 새로운 조류의 정책담론들이 대두되어 왔다. 예컨대,
OECD는 포용적 경제정책을, ILO는 임금주도성장과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정식화하여 제창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사회과학자들
과 정책가들이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그
러한 구조의 고착화가 사회통합의 위기를 가져오고 궁극에는 그로 인한
성장동력의 저하와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오는 것으로 폭넓게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연 사회협약(social pacts)
이라고 하는 수단을 앞에 내세운 일종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방식
이 그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그를 통한 사회적 응집
력 강화전략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주지하
듯이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 정상조직체들과 국가가 함께(jointly) 정책
형성 및 이행의 합주과정에 임하여 특정 시기 공공선의 증진을 도모하려
는 정치적 상호작용 모델이자 시스템 모델로 볼 수 있는 바, 그간 약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성격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것은 크게 1970〜1980년대의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에
서 1990〜2000년대의 ‘경쟁적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으로
두 가지의 상이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담지한 시도들로 현현했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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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주의 경제정책과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각광을 받던 시기의 정치적
교환구도를 반영했고, 후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급중심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고용의 유지와 안정성에 대한 수동적 방어를 중심에 둔 시도였다.
이제 경제사회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래를 추구하면서, 다시금
코포라티즘의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상상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임금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 등의 개념으로 이미 실천화되고 있
는 바, 경제사회정책상 포스트 네오리버럴(post-neo-liberal), 즉 ‘포용성
증진’을 향한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응집
력의 증진’ 및 소통과 협치의 강화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내려
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과학자들이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의 미온성과 새로운 국가중심성을 강조하며 코포라
티즘의 부활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국
가중심성 하에서도 새로운 맹아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창의적으로 전개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기능의 민주적 정상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사
회노동정책 기조의 핵심을 ‘포용성’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 상
황이다. 나아가 ‘노동존중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
화의 기회를 활성화하고 그를 매개로 포용적 성장의 동력을 끄집어냄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를 위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새롭게 확대, 개편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과연 포용적 코포라티즘
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특히 그것의 성공을 위하여 포용적 메조
코포라티즘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형식적으로 노사 내지 노사정 간 협치의 방식을
취하되, 그 내용은 노동시장의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는 실천들로 이루어
져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
책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에 의해 그 방향과
방법, 속도와 범위, 그리고 로드맵의 경로가 설정되고, 행위자들이 합의를
통해 전개해 간다면, 이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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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혼자 수행해 간다면, 포용화 정책이라고 칭할 수 있어도 포용적
코포라티즘이라고 칭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것을 중앙정부가 할 경우
포용적 매크로(macro) 코포라티즘, 지방정부가 할 경우 혹은 업종을 대표
하는 협회들이나 노조들이 참여한다면 포용적 메조코포라티즘이 될 것이
다. 특정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원하청연대기금과 같은 실
천방안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측에 교섭을 제시하고 공동
의 사회적 책임을 물었을 때, 만일 사측이 그것을 수용해 협상을 전개하
고 합의를 보아 다음 임금교섭에서 이를 반영해 실행한다면, 이는 하나의
포용적 마이크로(micro) 코포라티즘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하청
의 노조와 사업주들도 참여해서 초기업적인 사회협약이 체결된다면 이
역시 포용적 메조코포라티즘이 될 수 있다.
포용화 정책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는 비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다양
한 영역의 정책 아젠다들이 존재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일단 일자리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시도이다.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서 일
자리의 양을 늘려 종래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막혀 있는 청년층
에게 기회를 제공하되, 일자리의 질이 현재의 취약한 형태의 고용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만일 종래의 정규직 일자리의 구성
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조율하여 결정한다면, 이 역시 포용화의 의미 있
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를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화나 협
의를 통해 합의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포용적 코포라티즘이 될 수 있다.
포용적 코포라티즘은 일정한 정책들 간의 패키지딜(packaged deals)의
방식으로 교환적 구도를 띠며 전개될 수도 있다. 사측이 노동권의 강화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과 같은 조치들을 용인하면서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합의하고 국가가 필요한 복지증진정책이나 조세혜택을 약속한다면, 그리
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 질서의 조정과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포용화 정책, 포
용적 코포라티즘의 핵심 요체는 노사정 3자 간의 자기이해에 국한된 폐
쇄된 교섭이 아니라, 협의와 교섭을 진행하되 그것이 시장의 약자들을 위
해 - 미조직 취약노동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 보다 유리한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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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회 - 노동권 증진,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갑
질’ 제어 등 - 가 향유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종래 노사관계 행위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대화와
소통이 전개되는 식으로 노사관계 행위주체의 확장, 나아가 이해대변주
체의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져 수혜를 입는 대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
의 장의 주체로 그들이 호명될 수 있다면, 포용성의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주체들로만 머무는 경우가 ‘제한된 포용적 코포라티즘’이
라면 이 경우는 ‘확장된 포용적 코포라티즘’이라고 칭할 수 있다. 후자는
노동 인구의 90%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라고 하겠다(표 6-2).
<표 6-2> 참여주체와 수준에 따른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종류
참여주체의 범위
(특히 노동단체, 시민사회, 지자체의 참여 여부)
제한적
(기존의 주체들만)
포용적 매크로
코포라티즘
(국가수준)

확장적
(새로운 주체들까지)

기존 노사정에 의한 대타협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포용적 메조
수준 코포라티즘
(업종, 초기업, 지역)

기존 노사 및 노사정에 의
한 초기업적–업종수준 내
지 복수기업들 간–타협

새로운 주체들까지 포함
한 초기업 수준에서의
타협

포용적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기업 내)

기존 노사 간의 기업수준
에서의 타협

기업 내 비정규직 대표
까지 참여하는 타협

자료 : 필자 작성.

3.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구성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포용적 노동정치에 있어서 중위수준
의 노사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
다. 그렇다면 중위수준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래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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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성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다.
가. 교섭과 협의의 영역화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의 행위영역 가운데 합의의 영역 내지 교섭의 영
역과 협의의 영역, 즉 교섭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영역을 구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광의적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의 경영 혹은 정책에의 참가
를 의미하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나 파트
너십(partnership)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협치를 지향한다. 그러한 상호작
용의 밀도(density) 내지 결정력(determining power)의 양상은 몇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가장 기초적인 것은 단순한 ‘청문’과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체로 노동의 이해대변체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가는 하지
못하지만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관해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부와 의
회의 관계에서 정부의 행정행위들에 대해 의회가 국정감사 등의 수단을
통해 폭넓게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사후에 비판적으로
질의응답을 전개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서
는 소위 고충처리 등과 같은 방식의 소통 역시 이러한 낮은 수준의 사회
적 대화에 속할 수 있다.
둘째,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협의(concertation)’이다.
협의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 조율을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여전히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용자 혹은 정부라 하더라도 노동조
합 혹은 노사이익단체들이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
하고 그것을 사측이나 정부가 받아들여 원안을 수정하면서 경영행위 혹
은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자문기구
로 존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곳은 그러한 협의를 목적
으로 한 곳이다. 다만 정부의 태도에 따라 그것은 단순히 청문이나 정보
공유의 자문(consultation) 수준에 머물 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와 협
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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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교섭(bargaining, Verhandlung)’
이고 이는 ‘합의(consensus, Vereinbarung)’를 강하게 지향한다. 대표적으
로 노동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임금결정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에 따라 노동
조합은 하나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분을 갖고 사용자들과 교섭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단체협약으로 칭하여지는 기업별 노사협약서들은 이러한
합의의 결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곳
이 협의기구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고 볼 수 있다.56)
요컨대,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합의를 지향하는 교섭의 장과, 협의를 지
향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은 일정하게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전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결정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루는 주제와 이슈의 범위는 좁다.
후자는 공동결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다 넓고 포괄적인 범위
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장단점을 지닌다. 협의와 정보공유 차원의 노
력들이 축적되고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약이요
궁극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나. 분석대상의 설정 : 중위수준에서의 교섭과 협의 구획화
이러한 원론적 이해에 기반하여,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핵심 영역들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제도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노사관계의 양태를 점
검해 볼 수 있다. 그 안에는 관계의 미진한 양상과, 그럼에도 담지할 수
있는 혁신적 가능성 모두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그를 토
대로 각 영역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 그들 간에 상호연관성의
증진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포스트 87년 노동체제에
서 활성화되어야 할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대안적 가능태 및 그것을 향한

56)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행정학적 범주로서도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존재하는 반
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존재한다. 양자를 넘어서는 또 다른 행정학
적 위원회 범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위원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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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얻
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협의의 영역과 교섭의 영역의
차이를 인지하며 양자를 다루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중위수준의 두 장인
‘지역(region)’과 ‘업종(sector)’을 구별하되, 그들 모두를 중위수준, 즉 초
기업수준(supra-enterprise-level)과 저국가수준(below-national-level)의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인식하며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현실에서는 (i) 순전히 전국적인 업종적 이슈가 있는 반면, (ii) 특정 지역
에서의 업종적 이슈가 존재하기도 하고, (iii) 나아가 다양한 업종들이지
만 순전히 해당 지역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이슈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과 업종을 함께 두고 사고하더라도 노사관계적 실천과 행위
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로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기존의 실
천들 역시 이러한 양상들을 담지하면서 - 미온적이나마 -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할 경우 중위수준의 노사관계를 크게 합의냐
협의냐로 나누고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6
가지로 사고할 수 있으며, 다음 <표 6-3>의 내용과 같다.
<표 6-3> 중위수준 노사관계 영역 : 교섭과 협의의 6대 영역
상호
작용

지역

업종

협의

합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임금교섭(wage bargaining), 단체교섭

A
지역 단위에서의 업종초월적
사회적 대화

D
지역 단위에서의 업종초월적 임금교섭

B
지역 내 특정업종 대상의 사회적
대화

E
지역 내 특정업종 대상의 교섭

C
전국단위의 업종별 사회적 대화

F
전국단위의 업종별 교섭

자료 : 필자 작성.57)
57) 이 틀은 본 연구 진행 중 강성태 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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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서 업종초월적으로 진행하는 사회
적 대화(A)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
로 하는 사회적 대화(B)가 존재할 수 있으며, 끝으로 한 업종의 전국적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C)가 있을 수 있다. 교섭을 놓고 볼 경우,
먼저 특정 지역 내 여러 업종들을 포괄하는 방식의 교섭(D)이 상정가능
하다. 이어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교섭(E)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업종별 교섭(F)을 생각할 수
있다.58)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중위수준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
1. 전반적 성찰
한국에서 그간 중위수준의 노사관계에 대한 실천과 연구는 이미 존재
했다. 일단 1990년대부터 87년 노동체제하에서 민주화의 증진을 위한 실
험적 행위들로서 나타난 바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업종수준에서의
협의, 교섭, 갈등의 경험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아래의 몇 가지 측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첫째, 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
어 노동계가 주도하여 업종에 초점을 둔 중위수준에서의 교섭시도가 있
었고 일정하게 발전하는 듯했다. 이른바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은 한국 노
동운동의 두 가지 핵심 염원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절에서 설정한
분석틀의 F영역에 해당하는 실천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
58)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영역을 견고하게 해서 현실이 전개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틀을 넘나들며 행위한
다. 한 행위자가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도 있고, 특정 영역에서 시작된
노사관계가 다른 영역으로 진화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틀거리는 사고
속에 존재하는 이념형적 분석도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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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사정 모두의 미온적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업종별 교섭
은 퇴행을 거듭했다. 여기에는 기업별 노조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초기업
적 교섭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
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노동조합
이 단일 산별노조로 신속히 전환했고 산별교섭이 발전해 가는 듯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은행들이 사용자 단체를 탈퇴하는 등 업종을 단위
로 한 포괄적 교섭의 관행이 쇠퇴하고 있다.
요컨대, 종래에는 하나의 업종에서 전국적 응집력을 갖고 수행하는 ‘교
섭에’만 실천적으로 집착했던 경향이 있다. 교섭을 향한 노동조합의 노력
과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미진한 반응, 그리고 정부의 방관적 태도는 그
간 상당 시간 동안 관찰되었다. 기존의 실천들이 주로 노사당사자들의 합
의와 교섭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른바 ‘무늬만 산별’이라고 하는 비판이
존재하듯이, 실제 초기업수준의 교섭과 노사관계의 관행은 그다지 성공
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노사관계라고 보거나 노사관계가 발
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기존에 중위수준 노사관계를 놓고
전개된 한국에서의 실천은 협의지향적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 대신 처음부터 업종을 단위로 한 합의의 실현에 목을 맨 측면이 강하
다. 한국에서의 소위 산별교섭은 사실상 F만을 의미했다. 그렇지만 F 못
지않게 C도 중요하며, 그 밖에 다른 영역들도 모두 중위수준의 노사관계
로서 각각의 특수성을 갖는 중요한 영역들인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협의(concertation)’ 혹은 ‘사
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대해서는 거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일
단 업종수준에서의 협의의 틀과 기구는 그 어떤 실천주체들도 진지하게
가꾸려는 노력을 진득하게 전개하지 못했다. 겨우 지역수준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적 기구들을 두어 이를 형성하려는 모습을 취했다. 대표적
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나 업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의 기구
들이 중위수준의 협의체로 제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법상’의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주도하여 운영토록 한 ‘지역노사민정위원회’의 실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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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일한 목표를 지니는 중복되는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과나
결과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은
모두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주도 하에 있으면서 그 기능의 실질적 활성
화에는 사실상 실패했거나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경우도 정부가 주도하여 상공회의소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새롭게 표준화하려는 시도이나, 노조의 참여는 미미했고,
이를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한 모양새로까지 격상시켜 간주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지역수준의 협의의 경우, 오히려 최근 들어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와 같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일자리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자발적이고 주도
적으로 펴나가고, 노사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일정하게 그에 호응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나 중위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
련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정도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었다.59)
셋째, 종래 업종수준과 지역수준을 구분하면서도 두 영역 간 관계성을
깊이 있게 진단하는 목적의식적 실천이 부재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업
종별로도 주요 대기업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그 업종의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곳이 된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기업별 수준의 연공급과 기
업복지 위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크고 상대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강한 대기업들 위주로 노사관계가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이러한 관심은 기업별 노사관계의 인식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
역 및 업종 차원에서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향한 일상적 노력과 조직화가
극히 미약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그러다보니 사용자들 역시 그에 대하여
초기업적 수준에서 크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넷째, 이러한 실천적 한계들 속에서 연구들 역시 실천자들이 지니고 있
는 인식의 프레임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실천들을 새롭게 이
끄는 식의 적극적인 개념화와 방법론의 고안, 그리고 다양한 실천들에 대
한 체계적인 비교와 분석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결국 실천의 한계는 인식
과 연구의 한계로 이어졌고, 인식과 연구에서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실
59) 이에 대해서는 뒤의 제4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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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 실천적 혁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주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들도 광범위한 연대지향적 실천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이철승, 2016), 자본도 초기업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발전을 심하
게 꺼려했으며, 국가 역시 사실상 그것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
리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협소한 전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초래한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격차구조의 고착화는 결정적으로 종래의 기업별노
조체제를 중심으로 한 협소한 노동이해대변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노동이해대변의 확
장과 그것을 위한 초기업수준 노사관계의 활성화가 향후 포용적 노동체
제를 지향하는 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업종수준 사례 고찰
가. 금속산업부문
금속산업부문에서는 한국 최대의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가
완성차, 완성차 부품, 철강, 전자, 조선 부문을 조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6년 대규모 완성차노조인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지엠대우자동차노
조, 쌍용차노조 등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탄생했다. 업종별 교섭의 정
착과 관련한 분기점이었던 이듬해에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파업에 몰입하면서 새로운 교섭을 향한 노력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후의 성취를 제약했다고 볼 수 있다(박근태,
2015).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대규모 완성차 지부가 산별교섭에 참
여하지 않고 있고,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들의 수가 줄어들어 있다.
말하자면 초기업수준의 교섭을 제도화시키는 데에 있어 조직전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획기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곽상신, 2017).
완성차노조가 금속노조에 합류하기 이전인 2004년, 사용자에 대한 강
한 압박을 통해 중앙교섭의 사용자인 금속산업사용자협회 설립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04년 협회가 설립될 당시, 회원사에 가입한 기업은 대다

제6장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175

수가 금속노조 내의 중소사업장으로 노조원 수는 88개사 20,078명이었다.
그러나 기존 88개사에서 현재는 67개사(소속 조합원 수 16,778명, 2015년
기준)로 줄었다. 이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단위사업장인 세진(2012년), 엠
에스오토텍, 명신산업(2014년), 금강(2016년)이 신규로 가입한 것을 제외
하면 다수의 회원사가 탈퇴했기 때문이다(곽상신, 2017).
현재 금속산업은 3중 교섭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교섭, 지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교섭이다. 전반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은 여전히 사
업장교섭에서 결정되고 있다. 중앙교섭을 통해서는 이 산업의 최저임금
을 결정하고 있다.60) 2016년 지역지부 집단교섭은 인천지부, 구미지부,
광주전남지부를 제외하고 11개 지역에서 지부집단교섭이 진행되었다. 여
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2대 지침에 대하여 저성과자 일반해고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금지 등을 교섭결과로 담기도 했다.
경남지부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합의하기도 하였다(곽상신, 2017).
나. 보건의료산업부문
산별교섭의 모범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산업은 2004년 산별중앙교섭을
성사시키고, 2007년에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에 양보하는 등 괄
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으나, 2010년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 해산
하면서 파행을 겪었다(유병홍, 2017).61)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병원노련
소속 노조 35,322명의 조합원 중 94개 지부 25,451명의 산별노조로 전환
하면서 출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2004년 시작되었고, 기본적
인 교섭구조는 이원적 체계로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은수미, 2009: 37).

60) 금속노조가 2016년의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한 임금에서 정한 시급은 6,600원이었
는데, 이는 최저임금보다 고작 2%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임금체계의 개편과 교대제 개편, 그리고 장시간 근로관행 탈피 등의 과제가 객관
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을 말해 준다.
61)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역시 임금인상률의 범위를 정하면 기업지부에서 최종 인
상률이 결정되는 수준이라, 산업 내 격차 해결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가 존재하기도 한다(정이환․이주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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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할 당시에 산별협약은 대의원대회(75%)를 거
쳐 조합원 총 투표(78%)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제10장 2조62) 논쟁으로
서울대병원지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병원 지부들이 대거 탈퇴하고 공공
연맹에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다(이주호, 2008: 161〜163). 이는 제10장 2
조가 서울대병원지부의 지부 자율교섭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의
한 것이었으며, 서울대병원지부의 임금인상 여력이 보건의료노조 중앙보
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4차 산별교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그간에 크고 작은 파업을 동반해온 것과 다르게 파
업 없이 타결되었으며, 정규직이 임금인상 총액의 일부를 양보하여 300억
원가량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으로 활용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6-4>와 같다.
산별교섭이 진행되면서 임금인상률도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6
년 노조 측이 ‘+@ 방식’의 타결을 포기하고 사용자 측이 중복교섭, 이중
쟁의 명기를 양보함으로써 포괄협약 관행이 탄생했다. 임금인상률은 동일
산업이나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임금
<표 6-4> 보건의료노조 2007년 임금교섭 결과
2007년 임금인상
총액

정규직 임금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사립대병원

5.3%

3.5%

1.8% (평균기준)

국립대병원

4%

2.5%

1.5%

4.3%

3%

1.3%

특성별

민간중소병원
보훈, 원자력,
적십자 등

위 기준에 준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자료 : 보건의료노조 내부자료(2007); 이주호(2008: 184)에서 재인용.
62) 10. 협약의 효력 1) 산별교섭 합의 내용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과 지부 단체협약
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단, 9장(임금), 제3장(노동시간 단축), 제1조
(근로시간 단축), 제5조(연월차 휴가 및 연차수당), 제6조(생리휴가)는 지부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동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
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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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은 반드시 선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정규직 조합원
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은수미, 2007: 13). 2008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사용자의 불성실교섭(교섭불참, 일방퇴장, 개악안 제출)이 두드러
진 해였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교섭형태를 대각선 교섭 형태로 전환
하였다. 2010년에는 사용자단체마저 해산하면서 파행을 겪게 된다(송민
수, 2015).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참하는 대형병원 교섭의 경우 산별교섭 의제
를 현장교섭에서 다루는 등 유연한 형태의 교섭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
다(이정희, 2016). 그렇지만 금속노조에 비해 보건의료노조는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속노조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
강, 조선,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괄한 데다 시장 환경의 상당한 영
향을 받는 반면, 의료 부문 단일노조로서 기존 근로조건의 유사성뿐만 아
니라 경쟁 압력을 덜 받는 산업 특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정주연, 2008; Lee and Yi, 2012).

제4절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맹아적 실천들

이 절에서는 근래에 들어 강조되고 있는 일종의 ‘포용적 노사관계’ 내
지 ‘연대적 노사관계’의 실천양태들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
석과 평가를 수행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태동하고 있는 중위수준에서
의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진단해 보면서, 그것이 포용
적 노동체제의 구현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지 헤아려 보고, 포용적 노동체
제로의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행위적 전환의 실
마리 내지 관건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사례들은 현재 주요 업종들에서 초기업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동조
합들의 연대지향적 교섭전략들, 그것에 동반된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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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포용화의
시도와 같은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 등이다. 보기에 따라 이들의 실천은
여전히 형성기에 있고 미약할 수 있지만, 의미심장하게도 그 안에 ‘포용
화’로의 전환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렇게 움튼 씨앗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로부터 노동체제 전환의 중요한 실마리
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 업종수준의 사례들
가. 금속노조의 새로운 교섭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금속산업부문에서의 초기업교섭
은 모두 개별기업을 뛰어 넘는 사회적 합의가 구축되었을 때 보다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사업장교섭이 주를 이루는 상태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에 들어 노조는 새로운 내용과 지향
의 교섭을 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16년 현대기아그룹사 공동교섭
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도전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단
위의 66.1%가 현대기아그룹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이는 금속
노조 조합원 15만여 명 가운데 9만여 명이 현대기아그룹사 소속이고, 16
개 지부, 지회 중 14곳이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모되었다.
금속노조는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교섭이 참여하는 단위와 불참하
는 단위 간 내적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고, 조합원을 최대로 포괄할 수 있는 현대기아그룹사를 하나의 교섭
테이블로 참여시킨 뒤에 추후 중앙교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
었다. 더욱이 현대기아그룹사 지부, 지회의 기업별 교섭과정에서 현대차
지부가 유형 설정자(pattern setter)로 움직이면서 그룹사의 지부지회 교
섭이 패턴교섭 형태를 띤다는 이유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대기아그룹사 공동교섭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교섭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판과 현실적으로 교섭력을 확보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조건
부 찬성론이 충돌했다(곽상신,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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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위노조의 배제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지
지부진한 중앙교섭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기 위함이었다(곽상신, 2017: 55).
그룹사 교섭의 주요 요구안의 내용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동
차․철강․철도 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최고경영자 주
식배당금 20% 이상을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
통상임금의 정상화, 주당 52시간 이하로의 노동시간 단축 등이었고, 임금
인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그룹사 간 지불 능
력의 이질성도 커서 공동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참하면
서 무산됐다. 또한 산별운동에 우호적인 집행부가 당선된 현대차지부에
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20% 초반대로 부결되면서 가장 큰 지부인 현
대차지부가 외부 사안에 집중할 역량을 잃어버렸다(곽상신, 2017: 56).
2017년 6월에 금속노조는 현대기아그룹사 연대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일부를 노사가 각각 2,500억 원을 부담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고용창
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연대기금 5,000억 원을 조성하자는 안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노조 또한 기금을 일부 분담한다는 점에서 지난 그
룹사 교섭 요구안에 비해 진전된 안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통상임금 소
송에 승소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반발하였다. 실제로 현대차지부는 통상
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올해 8월 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기아차지부의 경우는 내부 반발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임단협
요구안에 기금 조성 내용을 넣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고착된 통
상임금 해결의 우회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금속노조의 경우 대형 지부들의 소극성으로 포용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금속노조에 내부의 이질성을 극복할 만한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앞서 언급했듯이, 완성차부터 완
성차부품, 철강, 조선, 전자산업을 조직하고 있어 내부 이질성이 크고, 큰
규모를 차지하는 완성차지부와 자동차 부품 등 중소사업장을 주로 조직
하는 지역지부 간의 노동조건 격차도 큰 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
를 하나로 모아낼 금속노조 중앙의 역량이 구조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63) 매일노동뉴스(2016.3.7),「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 산별운동에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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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상황이다(정주연, 2008; Lee and Yi, 2012; 박근태, 2015).
나. 공공부문 : 공공연대 상생기금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연대기금
공공연대 상생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거 공동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는 무려 72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조합원에게 강제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촛불집회에 밀려 탄핵당한 뒤에
새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원 전액을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상생 연대기금 재단’이 출범했
다. 이 재단은 2017년 11월 7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노동계 대표 5명, 사
용자 대표 4명, 공익 대표 6명을 이사로 선출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공
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 약 24억 원을 출연했으며, 한국노총 금융산
업노조 캠코지부가 3억 원가량을 출연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운수,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맹체로 공익노련(구 전문노련), 민철노련, (구)공공연맹, 화물연대, 민주
택시연맹, 버스노조 등이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초기에는 공공부문 정규
직 노동자와 운수부문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청소서비스나 학교 비정규
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조합원이 급격하게 증
가하면서 최근에는 19만 명 정도로 성장했다(공공운수노조 자체집계). 독
일의 베르디(ver.di)와 유사할 정도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광
범위하게 공공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여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
자, 이를 발판으로 10억 원의 비정규직 연대기금을 기획했고 8월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다. 기금 조성 방안의 내용은 조직화 채권 구입,
산하조직의 기금 출연,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등이며, 시작 2주 만에 5,600
여만 원이 모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식홈페이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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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2017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을 넘어섰다.

2. 지역수준의 사례들 : 광역지자체 주도의 포용적 노동정책
여기에서는 포용화를 지향한 지역수준에서의 메조코포라티즘적 정책
결정 사례들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를 중
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자면, 제한적 메조코
포라티즘의 사례로는 서울시에서의 생활임금제와 노동이사제의 도입(노
정협약) 및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를 들 수 있고, 광주시에서
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노정협약) 사례도 여기에 포함된다. 확장적
메조코포라티즘의 사례로는 광주시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체결
한 포괄협약(노사민정)과 4대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및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한 공론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노조가 그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도모되었고, 아직까
지는 확장된 실천의 활성화까지는 도모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 서울특별시 사례
1) 생활임금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 중
이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2015년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경기도
와 광주광역시가 2015년부터 도입, 2016년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시, 전라남도가 도입하기 시작했다(최봉, 2016: 4).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7년 기준 8,17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0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투자출연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등 직고용노동
자에게 생활임금을 2015년부터 적용했으며, 민간위탁 사업장에는 단계적
으로 도입하고 있다. 자회사에는 2017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만큼이
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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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가 OECD 국가 중 저임금 계층 비중이나 임금
불평등이 미국 수준으로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많
기 때문이다(김종진, 2017). 2007～2008년 생활임금은 노동단체와 시민단
체 등 생활임금 기획단이 생활임금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보다 본격적으로는 한국노총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
장 후보에게 생활임금 조례를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 참여연대 또한 마
찬가지로 핵심과제로 생활임금을 제안하였다(김종진, 2017: 441).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과정에서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
수노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서울시 노동정책 개입 연구과제’를 시
작하면서 생활임금 확산의 본격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다(김종진, 2017:
441).
특이한 점으로는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 중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참여 여부에 따른 생활임금(절대금액)은 ‘노조 효과성’
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2017년 전체 생활임금 평균인 7,603원보다 높은
곳은 노동단체가 참여한 곳이다. 김종진(2017)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은 노동단체 참여 지자체(43곳, 7,606원, 민주노총 참여 지자체 7,689
원, 한국노총 참여 지자체 7,608원), 시민단체 참여 지자체(41곳, 7,594원),
경영단체 참여 지자체(47곳, 7,575원)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시 외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역은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인천
광역시 등이다.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17년 현재를 기준
으로 여권 지자체장이 집권한 지역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나 당파성이 생
활임금 도입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생활임금 제도가 활발한 영미권에서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가로
막는 건 정치적 요소이다. 의회 논의 이전에 좌절된 경우(상위법 충돌, 단
체장 거부),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좌절된 경우(기각, 시장 거부, 법안 철
회, 파기, 부결) 등으로 생활임금이 도입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김종
진, 20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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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서울시는 2014년 11월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하나로 ‘참여형 노사관계’
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생 협치의 노사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과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
겠다는 것이었다(박태주, 2016: 48).
초기 근로자이사제 도입 당시에는 장벽들이 많았다. 노동자의 경영참
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앙정부와 보수언론이 존재했고 노조 일부에서마
저도 노동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했다(박태주, 2016: 48).
게다가 기업별 체제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오히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수 있었다. 유럽에서 효과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산별체제
하에서 작업장 단위 갈등을 외부화시켜 기업단위에서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시켰기 때문이다(박태주, 2016: 48).
그럼에도 이와 같은 근로자이사제는 2016년 4․13 총선이 지나고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 투자․출연기관 노사와 서울시는「근로자이사제 도입
을 위한 TF」구성과 조례(안)을 확정지었고 그에 따른 세부 운행지침
까지 논의했다.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서울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TF가「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을 확정하였다(박태주, 2016: 46). 이에 따라 30명 이상 15개 공단․
(안)」
공사․출연기관에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근로자이사
로 임명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총선에서 당시
야권이 승리하면서 야권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박원순 시장
의 노동계의 경영참여 필요성과 성사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3)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시는 자치구와 민간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투자출연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일찌감치 추진해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시 및 투
자출연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1단계 추진실적은 총 8,6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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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는 목표치였던 7,296명 대비 119%를 달성한 것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추진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9,098명이 전환되었다. 정
규직화 추가발굴 사례는 552명이다.
2017년 발표된 서울시의 정규직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군통합, 직급
체계 개편, 교대제 개선, 복지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를 증대하는 것, 무기계약직의 정원 내 정규직화를 통한 투자출연기
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
른 서울시 본청, 투자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을 보면 서울시 본청과 투자기관의 비정규직 정
규직화를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고, 11월부터는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
원칙준수, 임의적 채용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해 심의제를 운
영한다. 마지막으로는, 2018년 1월에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주요 교섭의 쟁점은 고용과 임금의 근로조건이다.
고용구조 전환 과정에서 정년 초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정규직화에서 65세 이상 정년 문제가 있었고, 서
울시 지하철 자회사 등 직접고용의 전환 조직 유형의 문제도 나타났다.
고용구조 개선 이후에는 임금체계, 인상 수준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종진, 2016: 43).
하지만 전반적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데, 단순기본급 형태에서 연
공적 형태의 변형된 직무급이나 호봉급, 기타 수당의 증가가 그 예이다
(김종진, 2016: 44).
나. 광주광역시 사례 :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향한 실천
최근 광주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친환경부품 클러스터로 지정된
빛그린 산단에 전기차 공장을 포함한 이 부문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여
기에 사회통합적 성격을 갖는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형을 실현해 가겠다
는 것이 이러한 실천의 핵심이다. 여전히 자동차산업 이해당사자들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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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지자체가 주도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
통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라고 하는
이 지역 내 2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 사
회적 대화의 진행, 그를 통한 포괄협약 체결 등의 성과는 해당부문의 투
자진행과 고용창출 및 고용체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맹아적인 노
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1)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목표와 지향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모색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취약 일
자리들의 상향 개선을 도모하면서 노동시장 상층부와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어찌보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별개의 과
제를 한 솥에 넣어 끓여보겠다는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
을 별도로 사고하고 둘 모두에서 지지부진했던 기존의 생각에 대해 일침
을 가하며, 둘을 ‘따로 또 같이’ 사고해 보자는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모델은 단순히 신규 일자리만을
창출해 보고 마는 이른바 ‘광주형’, ‘광주식’의 독특한 일자리 창출 비법
모델이라기보다, 창출을 매개로 해서-또 행여 창출만이 아니더라도 -우
리가 지향하는 바 일자리 질서를 상향균형화(upward-balancing)하여 그
러한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가운데 일자리의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자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과제인 창출(creation)과 두 번째 과
제인 상향균형화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책아이디어의 개발은 201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하여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 둘을 다 같
이 고민하면서 특히 이들을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지에 관심을 두면서도
일단은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상향균형화의 효과를
내도록, 즉 ‘사회통합적’인 일자리 질서의 형성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
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오늘날 양질의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격차 해소 내지 양극화 타파의 함의를 갖는 일자리의 상향균형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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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정신으로 실천주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과 기존 일자리의 상향균
형화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의 우선순위나 전략적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내에서 주체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
는 것을 지난 회의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2) 방법론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혁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면서 중요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말하자면 이해당사자들 간
의 적극적 소통과 조정의 기회를 활성화시켜 만들어 가려고 했다. 이 점
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핵심수단이자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핵
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종래에 우리 사
회의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조직되어 있는 직접적인 주체들과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조직화된 주체들도 될 수 있고, 또 임금교섭 등과
같은 노사관계적 상호작용의 제도화된 틀거리 밖에서 영향력을 간접적으
로 행사하는 시민사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선 창출
의 또 다른 주체인 지방정부가 무엇보다도 여기에 의미 있는 주창자이자
조율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논의의 핵심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16
년 여름에 출범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2017년 10여 차
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분기마다 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7
년 여름, ‘포괄협약(comprehensive pacts)’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부문별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인식의 틀, 즉 일종의 ‘프레
임 어그리먼트(frame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 거버넌스 모델의 새로운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혁신을 이루어내
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식의 거버넌스 개혁 시도 자체 역시 자연스럽게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공적 산물로 제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이는 한국이 국가주도의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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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시장중심성을 강화시키며, 이윤주도의 성
장을 도모했던 지난 20년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기
도 하다. 즉, 지역에서의 사회적 주체들 주도의 새로운 사회적 조정시장
경제로서, 일종의 ‘약자들의 연합(coalition of the weak)’을 구축해 실천
을 펼쳐 보려는 것이기도 하며, 이윤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패러다임을 그 안에 가미시켜 보자는 취지 역시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
다. 이는 한국에서 이른바 Big Three, 즉 중앙정부, 대기업, 그리고 노동
조합(대기업, 공기업 위주)의 이해당사자들이 실패하거나 좌시하는 시도
를 오히려 지방에서 구현해 보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라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나 지역노사민정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의 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 적용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관한 2015년 연구보고서는 오직 민간부문,
특히 자동차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방안을 구축했지만, 실제 실천주체들
은 - 자연스럽게도 - 이를 비단 자동차산업으로만 국한해서 사고하지 않
아 왔다. 일단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주체인 광주광역
시는 ‘창출’과 ‘상향균형화’를 지향하는 실천을 지방정부가 사용자로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단위와 기관들에서 먼저 실현해 가고자 했다.
서울시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시작되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광주에서도 실
천해 보려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가운데 전자는 이미 성공적으
로 추진, 구현되었고, 후자는 2017년 현재 추진해 가는 중이다. 이러한 공
공부문의 일자리 질서 개혁의 노력들은 모두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해 가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상향균형화, 후자는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모두 다 노사 간의 협약
을 매개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 엄연한 ‘광주형 일자리’인 것이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던 자동차산업의
신규투자 유치와 그를 매개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업지원 등을 재조정하여 그것이 사회통합적 효과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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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대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한 주체들의 움직임은 쉼 없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
이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는 ‘민간 일자리 창출식 광주형 일자리’의
구현이 그만큼 야심차고 쉽지 않으며 무게감 있는 기획임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기존에 해외에서만 이루어져 온 자동차산업
의 투자기회를 국내로 돌리자는 취지에서(리쇼어링, reshroing) 본 정책
을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취지로, 그 정책적 의미의 초점이 다소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
다. 리쇼어링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흑묘백묘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며, 후자가 부상한다고 전자의 기회가 닫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일단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결과 이미 ‘빛그린 산단’을 친환
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는 분명
4차산업혁명 쪽으로 전략적 방점이 이동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질서의 디자인에 있어서 종래와 다른 새로운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하면
서, 또 그것과 연관된 영역들에서 일자리 질의 상향균형화를 도모하자는
광주형 일자리 본연의 취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을 이를 추진
하는 주된 방법론으로 삼자는 것 모두 변함없다.
이러한 식으로 현재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전개과정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표 6-5>와 같이 목표와 부문에 따른 주요한 정책적 수
단들의 차별적 배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에는 명
시되지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 소통과 이해당사자들 간
의 대화와 합의의 방법론은 이 모든 영역들에 전제되어(embedded) 있
는 것이다.
<표 6-5>의 내용대로 한다면, 그간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대외적
으로는 C형과 D형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킨 2015년 보고서에서의
정책 아이디어를 구현해 내는 것을 그 주요 과제로 삼고 있었지만, 위에
서 언급한 대로 아직까지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시작되거나(C형), 해당부
문 중소영세기업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D형) 가시적 조치로 이어진 상
태는 아니다. 그렇지만 ‘빛그린 산단’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약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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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부문별 주요 정책 방안들
목표

공공부문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존 일자리의
‘상향균형화(격차해소)’

A형
정부의 서비스와 지출정책
변화, 근로시간 단축

B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C형
신규투자 유치,
투자촉진방안 구축

부
문
민간
부문

자동차
산업

여타
산업

(고임금 구조 및 갈등-담합
적 노사관계 해소, 전기차
인프라 기반 확충, 시민적
열망 집결, 표출, 강중소기
업 양성 등)
E형

D형
하청 말단, 영세 중소기업
일자리들의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기회 도모
(원하청 간 노동연대, 적정
단가 실현, 하청노조 조직
화, 정부지원)
F형

자료 : 필자 작성.

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한 것과 그것의 구현을 위해 광주시가 차근차근
조성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꾸려
져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기회를 증대시켜 가고 있는 노력 등은 모두
이 영역에서의 광주형 일자리의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7년 6월의 ‘프레임 어그리먼트’의 체결
은 C형과 D형 각각,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도모하는 실천 모두의 중요한
인식의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가시적 구현은
B형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 과정에서 광주시와 노동조합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서로 협약을 통해 이
를 구현한 것은 전형적인 광주형 일자리 정신 실현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
지며, 이러한 노력은 필요에 따라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조만간 A형에서도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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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링

1. 업종수준에서의 새로운 기획 : 산업시민권의 부여와 업종별 협
의기능(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주지하듯이 서구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산업시민권(industrial citiz
enship)을 보장해 주는 조직체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Marshall, 1977), 한
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로 구겨져 존재하면서 산업 전반이라고 하
는 영토를 자신의 무대로 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
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향후 업종수준에서의 대안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하면서, 한 업종 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만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한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혹은 비정규직,
물량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노동자’의 상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적 산업시민권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법적, 규범적 정체성을 부여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모든 노
동자들에게 해당 산업의 ‘산업인(industrial-men)’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체
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한국에서 노동자의 시민권은 대략 대
기업의 취업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달
리 보편적 산업시민권이 주어진다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옮기더라도 해
당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자신의 경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여
타 노동시장 서비스를 특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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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산업․고용 거버넌스의 일
대 혁신을 요한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의 혁신이다. 첫째, 종래에 국
가, 특히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산업거버넌스를 산업만의 영
역이 아니라 ‘산업+고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다.
산업과 고용이 별도로 존재하던 종래의 행정방식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
하다. 산업 역시 고용을 중심에 두면서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그것의 미
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그러한 식의
접근방식을 더욱 필요로 한다.
둘째, 산업거버넌스의 탈국가화와 민주화를 의미한다. 종래에 산업협회
와 직업협회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타 정부부
처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했으며, 일종의 ‘노동 없는 국가코포라티즘(statecorporatism without labor)’적 방식으로 작동했다. 협회들은 일정하게 지
위를 보장받으면서 대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온갖 서비스 기능을 하도록
길들여졌다(박명준 외, 2016). 위와 같이 ‘산업+고용’ 거버넌스를 추진하
면서, 기존의 업종별 협회들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월권에서 벗어
나 사용자들의 연합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도록 민주성을 강화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한 협회 등 중간조직체들의 정상화는 특정 대기업이 해
당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미를 지니
기도 한다.
셋째, 종래의 ‘노동 없는 국가코포라티즘’에서 노동은 배제되어 있던 양
상을 극복하여 노동의 이해대변체를 구축하고 새로운 이해대변의 무대를
꾸려 본다. 이를 위해 일종의 ‘산업별 노동자 회의소(industrial chamber
of workers : 이하 ICW)’와 같은 노조가 아닌 이해대변체를 업종수준에서
구상해 볼 여지가 있다. 해당 업종의 모든 취업자들, 취업경력을 지닌 노
동자들을 회원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업종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원이든 아니든 일정하게 해당 산업의 산업
인(industrial-men)으로서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다. ICW의 운영은 자율행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싱크탱크나 고충처리, 나아가 일정하게 사회적 협의와 대화의 기능까
지 맡아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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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식으로 ‘산업+고용’의 ‘노동 있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으로
미래의 산업․고용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무
게감 있게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노동은 ICW와 노조대표체가, 자본은 산업협회가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관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가칭
‘업종별 사회적 대화 협의회(Industrial Council for Social Dialogue : 이하
ICSD)’로 칭할 수 있다. ICSD는 기업수준에서 존재하는 노사협의회와 중
앙수준에서 존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ICW가 직접 임금교섭을 하지는 않고 이는 어
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수행토록 한다. 즉, ICW는 종래에 해당 업종에 존
재하는 다양한 노동조합들과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설
정한다.

2. 지역과 산업의 교차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획 : 산업단지를 단위
로 한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지역과 산업의 교차지역에서 우리는 특히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
를 새로운 노동체제 구현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종래에 산업
단지를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노동권을 양보
하거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활용되곤 했다. 이
는 특히 개도국에서 해외자본을 유치할 때에 주로 활용된 방식이었다.
그러한 관행과 달리 새롭게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상하며, 우리는 새로
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해 갈 수 있다.
그것은 산업단지 전반의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지속적
으로 수행해 가면서, 임금ㆍ노동시간 등에 있어서 포용적인 성격을 갖는
노동체제를 그 안에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협
약을 체결해 나가는 관행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한 협약체제의 구현을 위해 산업단지에 1차, 2차적으로 이해관계
를 지니는 노사민정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상할

제6장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193

수 있다. 이 기구는 지자체, 해당 산업단지 기업들의 대표체, 노동자 조직
체들의 대표들, 그리고 시민사회 및 유관단체들의 대표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위원회는 산업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논의들을
사전에 수행하고 합의하며, 기업들과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협약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포용적 노동체제가 구현
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 기업들 내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
하는 사업장 평의회(works council)의 설치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 평의
회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결사체이자 분배교섭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며, 산업단지의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기업수
준에서의 다양한 기업협약들을 체결하고 이행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의회는 기본적으로 평화준수의 의무를 지니
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문, 협의 및 합의의 기회를 고용과 관련한 의제
들을 중심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평의회 의장은 해당 기업 종사자들
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하고, 종사자의 수에 비례해서 평의회 활
동에만 주력하는 전임자를 일정 수 두도록 한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는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며 사용자들에
대한 임금교섭의 배타적 주체로서 산단노조(해당산업 업종)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산단교섭에서 산단노조는 교섭 및 그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분배갈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물론 산단노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단에 속한 기업들의 교섭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일정한 장치
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현행 노동법을 통해서나 혹은 앞서 언급한 산단
협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서의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의 일자리 질을 측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노동조건을 일상적
으로 조사, 분석하는 기관을 수립하여 교섭과 협약체제의 과학화를 도모
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산단에서의 임금교섭은 연대성의 원리를
일정하게 내포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의 성과분을 해당 기
업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산단 내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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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협약체
제에 참여하면서 연대적인 성격의 임금결정을 지향하는 산단교섭에 임하
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주택, 교육, 의료 등이 저렴하게 제공되
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장임금은 낮추
고 사회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그리하여 산단의 노동복지체제가 물적분
배 메커니즘과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제6절 소 결

주지하듯이 오늘날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
지고, 일자리 질서의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이 용이치 않은 이유는 기존의
일자리를 매개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관계성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산업
현장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 투자행위를 수행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
는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는 사회관계이며, 새로운 일
자리 질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정립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
다. 그러한 새로운 대안은 한마디로 종래의 ‘격차확대적, 노동배제적 노동
체제’를 지양하고, 새롭게 ‘포용적 노동체제’를 구현하는 것임을 앞서 강
조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공고화된 관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질서를 새롭게 설계할 것을 요
구한다.
포용적 노동체제 구현 과제의 핵심은 종래의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부
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하는 것에 있다. 주지하
듯이 87년 노동체제하에서 발전한 기업별 노조시스템은 개별사업장 노조
에 과도하게 힘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경직된 노동시장, 과
도한 임금인상, 갈등형 노사관계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
장하고 새로운 투자유인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시스템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노동조합을 양극화의 원죄로 단정짓고, 노조
를 회피하면서 그 힘을 약화시키며 노동3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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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결코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영역을 중위수준에서 더욱 더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합의에의 집착, 특히 중앙교섭에의 천착이
강했던 반면, 협의의 측면에서 중위수준 노사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
였다. 이제 순수업종 수준에서의 중앙교섭에 대한 집착만이 아니라 -그
것의 진화를 향한 노력도 필요하나- 지역수준과 결합해서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업종수준에서의 교섭
으로 비약하기 이전에 업종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먼저 활성화하
고, 지역 내에서 노사정 간 조율의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그것이
교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 최근 들어 업종수준에서도 그렇고 지역 내 특정업종이든 업종포괄
적이든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일정하게 전개되고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이는 포용적 메조코포라티즘의 성격을 지향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 있는 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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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제1절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약 30년간 이어진 한 사이클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초입에 진입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이
은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대전환
의 징후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노동체제의 전환은 한국사회 대전환의 핵
심 중의 하나이다. 노동체제 전환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
장, 혁신성장과 같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떼려야 뗄 수 없으며 ‘노동존
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방
식, 가치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근래 노동체제의 전환 혹은 재구성을 위한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64)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대한 몇 갈래 시각이 존재한다. 일각

64)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노동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청와대 회동을 가졌다. 원래 양대 노총 대표 모두 참
여한 간담회와 몇몇 산별 및 독립 노조 대표와의 만찬이 예정되었으나 민주노총
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급작스레 불참 통보를 함으로써 청와대 회동은 반쪽 행
사로 빛이 바랬다. 이 해프닝은 당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의 노동정
치가 처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제7장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197

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시
각이 있고, 반대편에는 사회적 대화를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장애물
이자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관점도 있다. 또 노동계 내
일부 분파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L.알튀세르의 표현을 빌자면 일종의 ‘이
데올로기적 국가기구’(ISA : Ideological State Apparatus) 혹은 자본가 계
급의 기만적인 ‘지배 도구’로 보고 반대하기도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의 노동정치는 일종의 계륵과 같은 존재였으
며 종종 정부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본고는 1987년 이래 한국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노동정치의 한 양
태로서 사회적 대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를 탐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다
룰 연구 문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7 체제하에서 경제, 노동, 복지 관련 쟁점의 해결을 위해 시도
되었던 주요한 사회적 대화는 왜 실패했나?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
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1987 체제하에서 사
회적 대화의 전개과정과 주요 대타협을 중심으로 한 유형론적 분석을 통
해 사회적 대화 작동방식의 변화와 특징, 성과와 한계, 그리고 사회적 대
화 정치 좌절의 요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둘째, 향후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을 위한 이행전략으로서 사회적 대
화는 유용한가? 나아가 새로운 노동체제하에서 사회적 대화체제의 얼개
와 작동원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동체제 재
구성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새로운 노동체제하에서의 사
회적 대화체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무 관계자와
의 토론, 필자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approach)에 기반하며, 이를 위한 자료로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 및 통
계, 노사정위원회의 발간물, 관련 기사와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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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와 주요 개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간
략히 살펴보고 연구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주요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할 핵심적인 분석적 개념도구는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
이다.

1. 선행연구의 검토
1990년대 이래 서구의 조합주의 및 사회합의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정책적 실천에 대한 연구들이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 정치의 가능성 및 조건,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축적되었
다(김동원, 2003; 김윤태, 2009; 노중기, 2008, 2010a, 2010b; 박동 2005; 박
동 외, 2007; 장선화, 2014, 2015; 장홍근 외, 2014; 최영기, 2011; 최영기
외, 1999; 최태욱, 2013 등).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
의 정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
은 노조조직률,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과 분권화된 교섭, 노사 단체의 대표
성 부족, 노동자 이익대변 정당의 부재, 노사정 간 신뢰의 부족 등은 그러
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0
년대 중반 이래 넓은 의미에서 ‘경쟁력 조합주의’로 분류됨직한 유형의 사
회협약의 정치를 꾸준히 시도해왔고 간헐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했다(장홍
근 외, 2016: 155 참조).
“노동정치의 한 양식으로서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행
위 차원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노동체제의 구조 변동을 추동하는 힘이기
도 하다. 그간 한국에서의 노동정치,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둘러싼 논의
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이를 노동체제 변동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
구들은 찾기 힘들다”(장홍근,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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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의 개념
가. 노동정치65)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행위 차원의 구성 범주인 노동정치는 이
글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노동정치 개념은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첫째는 ‘노동정치’에서 ‘노동’을 ‘정치’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그
것이고, 둘째는 ‘노동’을 ‘정치’ 영역이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
노동정치를 파악하는 반면, 후자는 노동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노
사정 등 각 행위주체들이 벌이는 정치적 상호작용으로 노동정치를 파악한
다. 후자의 접근은 전자를 부분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노동정치 개
념 접근이라 하겠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임영일(2013)을 들 수 있고, 후자
의 대표적인 예로 이병훈․유범상(1998)을 들 수 있다. 이병훈․유범상
(1998)은 노동정치를 “국가, 자본, 노동 3자가 자신들의 이해와 의도를 관
철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적인 상호작용의 장이자 과정”으로 정의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주체로 상정하는 좁은 의미의 노동정치가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의 노동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지만, 기존의 노동정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노동체제’ 관점에서 노동정치를 해석한다. 곧 ‘노
동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행위 차원의 구성 범주로서 노동정치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 따라 필자는 노동정치를 “경제사회 주체인 노
사정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시장, 노동력 재생산
구조,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등 노동체제의 구조적 구성 범주들을 자신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혹은 유지)시킬 목적으로 전개하는 거시, 중
위수준 및 미시 차원의 대화나 협상 혹은 각축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정
의한다.

65) 이 항목은 졸고 장홍근 외(2016)의 pp.150～151에 수록된 내용을 다듬어 전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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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대화
노동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대화는 노동정치의 일종이다. 일
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협치 혹은 사회적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경제
사회모델이 작동하는 핵심 기제이지만, 노동의 영역에서는 “노사정 경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책결정방식의 특수한 형태이자 노사관계상의
거시적 교섭과 정책협의가 이루어지는 장”(장홍근․박명준, 2017)이다.
다시 말해 노동정치로서의 사회적 대화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노사 단체가 정책협의나 사회협약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 및 제도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국가 수
준(Macro-level, 중앙정부와 전국적 노사단체대표와의 정책협의), 업종/
지역 수준(Meso-level, 지역/업종의 정책이슈에 대한 노사정 정책협의),
그리고 기업/사업장 수준(Micro-level, 사업체 관련 이슈에 대한 노사민
정 정책협의) 등 여러 수준에서 실행된다.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찰

1.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태동 배경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토양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 한국에서 1990년대
이래 사회적 대화가 태동한 역사적 배경은 국가발전 모델과 노동정치의
두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이전의 권위주의적 개발국
가 모델의 성공과 한계가 사회적 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30년가량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국가 모델
(developmental state model)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했
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그것이다. 이 모델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기업
수출 부문 중심의 불균등 발전 전략을 핵심으로 하며, 권위주의 정치체제
와 노동에 대한 억압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 발전모델은 1980년대 중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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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며 성공의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데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성장한 중
산층의 민주화 열망과 권위주의 정치체제 간의 갈등이 정치사회적 위기
로 전화하였다. 1980년대 말 경제와 정치사회 간 모순에서 발생한 위기
해소의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가 모색되었다.
노동정치 차원에서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노동의 급격한
성장과 그에 따른 대안적 노동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1987년 6
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적 노동체제가
붕괴되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단기간에 노동조합운동이 급성장하였으
며 노조조직률이 20%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하였다.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독립적 민주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종래
의 전제적 작업장 통제체제(despotic labor control system)가 와해되었다.
강력한 노조의 투쟁력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와 빈번한 파
업 등으로 노사 간 긴장과 갈등은 고조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래 조직노동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한국 정부
와 경영계는 노동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0년대 이
래 노동계를 정부 정책협의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1990년 4월 노총과 경총이 국민경제사회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를 설치하였고 1996년 대통령 산하에 노사
관계개혁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Reform Committee)가 설치․운영
되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
가 본궤도에 오른 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2.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66)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맹아는 1990년대 초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는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조직노동의 급성장과 노사갈등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1990년 4
월 노총과 경총은 중앙노사협의기구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67)를 공동
66) 이 항목은 장홍근 외(2016) pp.155～158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이를 종합하고 <표 7-1>을 새로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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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출범시켰다. 1993년 2월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김영삼 정
부는 그해 6월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노사관계부문의 중점 목
표로 ‘사회적 합의’ 창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은 1993년과 1994
년 두 해에 걸쳐 사회적 합의 형식을 빌린 ‘노총-경총 임금합의’로 구체화
되었지만 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좌초되었다”(장홍근, 1999: 100
～101; 장홍근, 2013: 358 참조; 장홍근, 2016: 155～156).68)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제도화된 조직적 틀은 없었
지만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것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
회에서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법제 개혁 시도였다. 1996년의 노사
관계개혁위원회는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등 당시 노
사관계 현안 및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
관련법과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는 공
익전문가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총까
지 참여하여 장기간의 깊이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
리하였다. 당시 공익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1996년 12월 26일 새벽 정부여당은 노동계 관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권고안보다 후퇴한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
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양대 노총은 총파업으로 응수하였고 정부여당
이 물러서서 1997년 3월 노동법을 재개정함으로써 위기는 봉합되었다”
(장홍근, 1999: 189～244 및 이병훈․유범상, 1998 등 참조; 장홍근 외,
2016: 156～157).
한편,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노사정 간
대타협의 결정적 국면을 열었다”(장홍근, 2013: 358). “1997～98년간의 경

67) “국민경제사회협의회는 1990년 중앙노사대화기구로 출발했지만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문제를 한국노총의 반대로 논의 의제에서 제
외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약화․해체되었다.”(장홍근, 2016: 156).
68) “그 이전에 정부는 198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1992년에는 ‘총액임금제’라는 변형된 형태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장홍근, 1999: 121～122 참조: 장홍근, 201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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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
회를 출범시켰을 뿐 아니라 ‘2.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
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초유의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압력에 의
해 성사된 협약이라는 점에서 2.9 사회협약은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98년 2.9 사회협약은 단기
간에 방대한 내용을 담은 타협에 성공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성공한 대타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1999년 민주노
총이 탈퇴한 이래 줄곧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이어졌으며, 사회협약에 대한 이행점검체계가 충분치 못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체제의 열악한 동태적 균형
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2.9 사회협약은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장홍
근 외, 2016: 157)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9 사
회협약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 교원노조 결성 보장(1998년), 복수노조
와 교섭구조 문제(1999년), 근로시간 단축 합의(2000년), 공무원노동기본
권 보장, 비정규직 대책(2001년),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2001
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2002년), 노동쟁의조정제도와 관행 개선
(2002년), 전력산업 합리화(2002년) 등 노동 분야의 주요한 정책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법제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08 참조; 장홍근, 2013: 359; 장홍근 외, 2016: 157 재인용).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분권에 방점을 두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2005년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
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의제로 외연을 넓
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2007년 4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조직 위상과 활동 영역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 시기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대화의 주요한 성과들로
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 2. 8.), 직업능
력개발 합의(2003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마련을 위한 합의
(2004. 12. 29.), 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
업훈련 등 합의(2005년), 노사발전재단 출범 합의(2006년),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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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합의(2007∼08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합의들은 이후 노사협력적 고용, 인적자원개발 사
업 및 법제도의 뿌리가 되었다”(장홍근, 2013: 360～361; 장홍근 외, 2016:
157～158 재인용).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중앙 차원 사회적 대화의 활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를 거치며 이듬해 2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009. 2. 23.)
를 도출하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8
년 10월부터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이듬해 7월 공익위
원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의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3: 156 참조). 이때 마련된 공익안
은 이후 이어진 정책토론회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차원에서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목적의
식적으로 추동하였다. 2010년에는 정부 주도 하의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촉진, 그리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취지에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장홍
근 외, 2016: 158).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문제
에서 촉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2014년 9월 노사정
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와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장홍근 외, 2016: 158).
2013년 9월에 시작하여 2016년 초까지 이어진 “9.15 노동정치 과정69)은,
2014년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된 이래,
그해 12월 기본합의 성사, 2016년 4월 초의 1차 결렬, 이후 대화 재개와
69) “이 글에서 필자는 ‘9.15 노동정치’를 2015년 9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타결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
의 - 사회적 대타협’을 전후하여 ‘노사정 등 관련 주체들 사이에 노동개혁의 목표
와 방향, 내용, 방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략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용
어로 사용하였다. ‘9.15 노동정치’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졸고(2016) 참조”
(장홍근, 20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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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사회적 대타협70)으로 이어졌지만 정부가 합의를 넘어선 범위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 및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지
침’을 강행하면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으로 귀결되었다.”(장홍근,
2017: 18). 현 시점에서 9.15 합의는 실패한 기획임에 분명하지만,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노동체제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장홍근, 2017:
18)이 재개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1>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1996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이래 2017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적 대화체제의 변천과정을 개
괄한 것이다.
<표 7-1>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래 사회적 대화체제의 변천
사회적
대화기구

활동
시기

법적 근거

참여주체

의결구조

주요
사회협약

주요 결과

삼층구조
정부안날치기통
대통령령 노(민주노총
김영삼 노사관계개
1996. (노사관계개혁
포함)/사/ (전체회의, 공익위원
과(1996.12.26),
혁위원회
권고안
공익대표
운영위,
양
노총 총파업,
정부
5∼11
(1기)
위원회 규정) (정부 제외) 소위(분과위)) (1996.11) 대정
권교체
정권
교체기

노사정
위원회
1기

삼층구조 경제위기
노사정위
규정
노(민주노총
1998.
(본위원회, 극복사회
협약
(김대중
포함)/사/정 기초위원회,
1～2 당선자
의지)
/정당
(1998.2.9
전문위원회)
협약)

김대중
정부

노사정
위원회
2기

1998.6
～
1999.8

대통령령

삼층구조
노/사/정/ (본위원회,
정당/공익 실무(상무)위원
회, 소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3기

1999.9
～
2007.4

노사정
위원회법

노/사/정/
공익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 2007.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원회
～
노사정
공익
(노사정위 2008.2 위원회법
4기～현재)

의제별
합의

삼층구조 일자리만
(본위원회, 들기사회
상무위원회,
협약
소위 혹은 특위) (2004.2.8)
삼층구조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종 의제별
회의체)

-

70) “9.15 노사정합의의 세부 내용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5) 참조”(장홍근,
20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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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의 계속
사회적
대화기구

활동
시기

법적 근거

참여주체

의결구조

2008.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이명박 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
～
노사정
정부
공익
원회
2013.2 위원회법

삼층구조
(상동)

박근혜 경제사회발 2013.2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노사정
정부 전노사정위 ～
공익
원회
2017.3 위원회법

삼층구조
(상동)

주요
사회협약 주요 결과
경제위기
극복노사
민정합의
(2009.2)
고용률 70%
일자리협약 노총합의파기
(2013.5.30) (2016.01)
노동시장 대통령탄핵과
구조개선 정권교체
합의
(2015.9.15)

문재인 경제사회발 2017.5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삼층구조
?
?
노사정
정부 전노사정위
～ 위원회법(?)
공익+α?
(상동?)
원회(?)
주 :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8년 2월까지 존속 활동했지만 1기 이후에는 다룬
주제나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노동정치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최영기 외, 1999: 113의 각주 1) 참조).
자료 : 장홍근(1999), 최영기 외(199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8, 2013, 2016),
임상훈 외(2003), 김동원(2003) 등 관련 논문, 자료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3. 사회적 대화의 유형론적 분석과 작동 방식의 변화
1987 노동체제 하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나 노동시장 및 노사관
계 주요 현안들을 풀기 위해 노사단체 등 경제사회 주체를 정책협의의 틀
에 끌어들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을 해왔고 그것은 사회적 대화
와 타협의 외양으로 나타났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활동, 1998년
초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9 협약), 2009년
경제위기극복 노사민정합의(09.2), 2015년 노동시장구조개선 노사정합의
(9.15 대타협)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전개된 주요한 사회적 대화의 사례들은 이념형
(ideal types)으로 목적․내용과 형식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
다.71) 목적․내용 차원에서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과

71) 이 유형론적 분석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발표한 장홍근(2017: 19～21)에 최초
로 제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위 논문에 수록한 그림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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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노동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있을
수 있다. 형식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원형, 그리고
대화 주체들이 상당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7-1]은 형식과 목적․내용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에 따른 사회적 대화의 네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목적․
내용(질서 형성 vs 위기 대응), 형식(자율 vs 동원)의 두 기준으로 유형화
하여 살펴본 결과 “1987 체제하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1996년 노사
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초보적 수준의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A형)
에서 시작하여, ‘대응․자율형’(B형) → ‘대응․동원형’(C형) → ‘형성․동원
형’ 사회적 대화(D형)의 방향으로 선회 혹은 퇴행하는 궤적을 그린 것으
로 보인다”(그림 7-1)(장홍근, 2017: 20). 2017년 말 현재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형성이라는 방향성 아래, 민주노총까지 참여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형성과 핵심 의제 논의 및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이 예정된 점 등에 비추어,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와 외관상 유사하면서 질적으로 고도화된 제2의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체제(A+)로 진화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유형과 사례

자료 : 장홍근(2017: 19)에 제시된 그림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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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여건 및 성과와 한계
가. 사회적 대화의 여건
1987 노동체제 아래에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여건은 열악했다. 다시
말해 1987 노동체제하 사회적 대화의 토양은 매우 척박했다. 한국 사회적
대화의 여건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2)
첫째, 노동과 자본의 조직적 이해대변 수준이 낮다. “사회합의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처럼 노사 대표조직이 독점적 대표체계까지 가기는 어렵다
고 하더라도, 이들이 상당한 정도 노동자와 기업을 대표해야 사회적 대화
와 타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장홍근 외, 2016: 164).
둘째, 한국의 정당정치가 사회 내 계급적 이해의 분화를 반영하지 못한
다. 특히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가 미성숙한 상태
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양당은 물론 제
3당, 제4당까지 모두 국민정당을 자임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정치세력은 취약한 상태이다(장홍근 외, 2016:
164).73)
셋째, 사회 전반에 걸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매우 취약하고 사회적
대화 스킬이 부족하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돈으로, 또는 법적 다툼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팽배하며, 합리적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찾
는 문화와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장홍근 외, 2016: 165).
또한 “사회적 대화의 성공 경험이 적은 탓에 상충하는 이해를 조율하여

72)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여건과 관련한 기술은 장홍근 외(2016: 164～165)의 관
련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전재한 것이다.
73)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2017년 말 현재 국회에서 총 300개 의석 중 6석을 점하고
있으며 의석점유율(2%)이 5% 내외를 보이는 정의당 정당지지율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2017년 12월 18～
22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
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5.2%로 나타났다(서울경
제(2017.12.26),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P07Q47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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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안을 도출하는 스킬이 부족하다. 한국의 노사관계, 더 나아가 노동정
치는 제로섬(zero sum) 혹은 양자택일(all or nothing) 게임의 흑백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장홍근 외, 2016: 164～165).
넷째,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도 개발국가형 노동정치(developmental
state labor politics)가 잔존해 있다. 최소한 2017년 현재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개발국가의 제도 및 관행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
노동정치 영역에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대화 참여와 양보를 설득하면
서 큰 틀에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왔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
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정치는 ‘정부 주도형 노동정
치 혹은 사회적 대화 모델의 진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홍근, 2017: 21).
나. 1987 노동체제하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
1987 체제하에서 사회적 대화는 성과와 한계를 아울러 보여주었다. 성
과로는 첫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가 제도화되었다는 점, 둘째, 노사정위원회 초기(1, 2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9 사회협약)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일조한 점, 셋째, 경제사회 주체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고용,
노동정책 관련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제화(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까지 이어진 점, 넷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에 기여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2015년 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출된 합의문, 건의
문 및 권고문의 주제 영역별 분포를 보면, 중요한 의제들에서 실제로 적
지 않은 성과물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7-2 참조).
요컨대, 1987 체제하에서 사회적 대화는 어느 정도 계급갈등의 제도화
가능성 및 경제사회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 조율의 가능성과
효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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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영역과 성과(1990～2015년)
경제위기 극복
∙합의 3건, 건의 및 권고 2건
(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2009.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1998.2)
구조조정
∙합의 13건, 건의 및 권고 23건
(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기본 합의(2008. 10), 금융 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
(2000. 12), 철도 구조조정 계획 관련 합의(2000. 12)
노사관계
∙합의 20건, 건의 및 권고 4건
(예) 전임자 복수노조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2009.12), 단체교섭 체계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2008.5),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2006.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방안(2001.2),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관련 합
의(1998.10),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1998.9)
노동시장․일자리 창출 관련
∙합의 24건, 건의 및 권고 8건
(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사회적 대타협(2015.9),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2013.5),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2011.6), 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합의(2006. 12),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2004.2),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
(2002.7),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2015.9)
임금․근로시간 단축
∙합의 5건, 건의 및 권고 4건
(예)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2010.9),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
체계 개선 관련 합의(2008.5), 근로시간단축 관련 합의(2000.10)
산업안전․산재보험
∙합의 5건
(예)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2015. 9), 산재예
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2013.7), 산업안전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2008.10)
사회보장․세제 개편
∙합의 14건, 건의 및 권고 4건
(예)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2013.7),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2008.10), 근로소득보전세 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2004.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관련 합의(2000.10),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1998.12)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6),『한국의 사회적 합의』를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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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의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집단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성과 못지않게 한계와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노사단체 주체의 대표성 문제이다. 1
기와 2기 노사정위원회 이후 1999년 초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래 불참 상
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앙사회적 대화기구가, 10% 남짓의 조직노동 이외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노사 참여주체의 정책 역
량,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의 과정관리 능력이 한
계를 드러내었다. 셋째, 합의 사항에 대한 선별적이고 편파적인 이행74)과
그에 따른 불신의 누적, 사회적 자본(신뢰)의 훼손도 큰 약점이다. 요컨대,
1987 노동체제하에서 한국의 중앙사회적 대화기구는 제도화 수준이 경향
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대화체제는 불안정성에 시
달리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5.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정치가 좌절한 이유
1987 체제하 사회적 대화정치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반복했지만 전
반적으로는 좌절한 기획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은 구조 차원과 행위주체
의 전략적 선택 및 행위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구조 차원에서는 조직된 중앙 노사단체의 취약성(계급 대표성과 각 조
직 내 하부 조직에 대한 통제력)과 한국사회의 계급적 균열구조를 반영하

74) 이병훈․유범상(1998)은 일찍이 이런 현상을 이른바 ‘현찰-어음 교환론’으로 갈파
한 바 있다. 이들은 1998년의 2.9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
로부터 ‘현찰(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을 챙긴 연후에 사회협약에서 약속한
‘어음(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동기본권의 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취
함에 있어 무성의하거나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병훈․유범상, 1998: 29). 이러한 행태는 2015년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9.15 사회적 대타협)’의 이행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나쁜 형태로 재연되어 급
기야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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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정당 및 의회 권력구조. 나아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다수독점대표형 정치체제, 노동계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
치세력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제도화된 정책협의 및 광의의 정책결정 방식의 하나인 사회적
대화기구(노사정위원회)가 다른 주요 정책 결정기구들과 유기적으로 연
계되지 못한 채 ‘기능적 탈구(functional disarticulation)’ 상태에 놓여 있
었던 점, 특히 국회, 정부 내 경제부처에 비해 주변화되었다는 점도 중요
한 요인이다(박명준․장홍근, 2017: 50). 노사관계 면에서는 대기업과 공
공부문 중심의 기업별 노조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로 인해 중앙사회적 대
화기구에서의 합의가 산업현장과 유리되고 제대로 전달 수용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참여주체의 전략과 행위 차원에서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노사정 모두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공동선(the common good) 극대화
보다는 목전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시안적 전략을 구사한 점을 지
적할 수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을 백안시․저평가하고
선명성, 투쟁성을 우선시․고평가하는 관점과 행태가 팽배하였고 전투적
조합주의의 관성이 깊게 박혀 있다. 노동계 내부 대화파의 입지는 상대적
으로 취약했다. 사용자단체 역시 개별 사안마다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
는 데 집착하면서 정부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정부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승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
에 참여하고 과정을 관리하기보다 종종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정책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에 넘겨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로로 노사정
위원회를 이용하곤 했다. 2015년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전후한 행보에서 보듯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누
락시키곤 했다.75)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정치는 상당 부분
‘제로섬(zero sum)’ 게임논리 혹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
의 흑백논리에 의해 지배되었다”(장홍근, 2017: 21).
75) 정부가 2015년 9.15 합의 이후 강행한 ‘통상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은
9.15 합의에서 노사정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남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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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동체제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1. 노동체제 전환의 방식76)
노동체제의 전환 방식은 경제사회 주체 간의 상호작용 형태와 이행속
도라고 하는 두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상호작용 측면에
서 보면, 노사정 어느 일방이 헤게모니를 행사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일
방주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행위주체들 간의 대화와 상호이해 및 양보
에 의한 합의주의 방식이 있다. 변화 속도 면에서는 급진적 이행과 점진
적 이행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방주의적 이행은 급진
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주의적 이행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개
연성이 높다. 요컨대 급진적 일방주의 방식과 점진적 합의주의 방식이
있다.”(장홍근 외, 2016: 180).
“노동체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후 형성되는 노동체제의
특성은 물론 작동의 방식, 체제 효과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987 노동체제’를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정권이 자본의 지지를 받으며 주도하는 재편성이다. 이는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혁 방향은 친기업,
친시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간의 법제도적 정비나 행정적 조치들
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보호 및 차별 금지, 비
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세제 지원 등의 추가적인 보호조치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진보개혁 정치세력과 노동계가 연합하여 노동체제 개혁을 주도
해갈 가능성도 있다. 진보적 성격의 새 정권이 들어선 현재 상황에서 노

76) 이 항목은 장홍근 외(2016)의 pp.180～181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전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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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정
부와 노동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자본(경제계)
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77)
세 번째 가능성은 노동과 자본, 국가가 ‘1987 노동체제’의 지속불가능성
이라는 문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서로를 대화와 타협의 주체이자
새로운 노동체제에서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운데 합의주의 방식으로 노
동체제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제3의 길, 곧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한 조율된 체제이행은 비록 쉽지
않은 경로이지만,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의 상시화된 위기, 그리고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장홍근 외, 2016: 180∼181 참조).

2. 노동체제의 작동원리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필요성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한국의 조직노동은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배타적으로 노동의 권리 신장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해 왔고 사용자 측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유로운 자본 운동 및 시장 확대와 같은 자유화(시
장화)에 골몰해 왔다. 그 가운데 노사 모두 상대방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
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발전 및 사회적 공동선과 관련한 책
임을 의식하며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
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대체로 자본의 입장을 비호하며 자유화(시장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노동정치의 결과는 오늘
날 우리가 목도하는 대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과도한 유연화, 그에 따른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노사관계의 불균형이다. 향후, 노사가 각각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노동체제의 민주화와 자유화(시장화)를 추구하게 될
때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다(그림 7-2).
77) 이런 방식의 노동체제 전환은 노동계의 정책 역량과 사회적 책무성의 성숙을 전
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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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노동체제 작동원리의 유형과 발전 방향

자료 : 필자 작성.

촛불시민혁명을 배경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일자리, 소득
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등의 국정 기조는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확
연히 다른 것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
의 혁신 및 이를 위한 각 주체들의 이해와 조율된 협조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발본적 체제변동(regime change)은 시장방임, 정부주도
등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우며, 제3의 길, 곧 정부가 대화와 타협
을 통해 경제사회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민주적 조합주의 방식,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중앙사회적 대화체제는
그 나름의 역사적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현재의 시대정신 및 사회적 대
화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온전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노동정책을 포함하는 경제사회 국정 기조와 과제
는 정부 단독으로 밀어붙여 성공시키기 어려운 것들로 시민사회와 경제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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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경우에 따라 빅
딜(big deal) 형태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의제별 원
포인트 타협 등 다양한 방식의 성과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사회적 대화체제 재편의 기본 방향
연성노동정치(soft labor politics)를 통한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해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 그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 사회
적 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와 질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목적과 내용을 중
심으로 하되, 종래의 국가주도 동원형 방식을 탈피하여 양대 노총과 사용
자단체는 물론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던 집단들까지 포용하고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 유형(앞의 [그림 7-1] 중
A유형)으로 재정립되면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이런 유형의 ‘형성․자율형 사회적 대화’ 사
례였던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당시 비합법 상태였던 민주노총까
지 참여한 포괄적인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 노사관계, 노동시장 개혁
현안과 관련한 포괄적인 의제의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당시로서
는 비교적 전향적인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1996년 말
공익안을 개악시킨 정부안의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가 양대 노총의 총
파업과 경제위기,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
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87 노동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포스트 1987 노동체제’)
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는 기존 사회적 대화체제
의 ‘전면적 쇄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박명준․장홍근, 2017: 48～54 참조).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불신이 심
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구성 방안은 부분적 리모
델링보다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정위원회로 표
상되는 지난 20년간의 제도화된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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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왔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
구를 설계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기억을 굳이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
다.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과거와 질적인 단절의 의미를 찾고 내적 쇄신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명칭, 목표 및 위상, 작동 방식 등 모든 면에
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장홍근․박명준, 2017: 25). 이런 맥락에
서 현 시기 사회적 대화체제 재구축의 목적과 방향성이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노동체제의 전환 혹은 대안적 노동체제의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사회적 대화와 지역․업종 등 메조 레벨 사회적 대화가 유기
적으로 연계되고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체제의 취
약점 중의 하나는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유일 독점체인 것처럼 인식되고 과도하게 무게가 쏠려 있다는 점이다. 한
국의 사회적 대화는 중앙, 업종, 지역, 사업장 등 여러 층위에 걸쳐 수직
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업종 등 중위(메조) 수준에서의 초
기업적 대화와 협의 촉진이 당면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중앙사회적 대화기구가 사회적 대화의 독점적
지위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 노사정위 바깥의 다양한 장에서 다양한 참여
자들에 의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와 같은 기구는 중앙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고유한 정
체성과 미션 외에 위원회 밖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다종다양
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 지원기구로서의 새로운 자기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 공공부문 공대위, 자동차, 조선업 등을 중
심으로 업종 수준에서의 실질적 사회적 대화 틀이 일자리위원회에서 꾸
려지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17년 6월 15일자 3면 참조). 메조 레벨에서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실질적 사회적 대화(노정협의)는 중요하고 큰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이 중위수준 대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메조 레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성공적 경험들은 사회적 대
화체제의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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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대화기구 조직 및 운영 개선78)
사회적 대화체제를 재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인식이 전제되
어야 한다. “현행 노사정위,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체제의 문제와
원인이 법․제도적 차원, 조직적 차원, 노-사, 노-정 관계 차원, 사회문화
적 차원에 복합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장홍
근․박명준, 2017: 23). 따라서 사회적 대화체제 및 노사정위 개혁은 법제
도 개선, 조직 개편, 노사관계 및 사회문화적 토양의 개선 등 종합적 관점
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 노사정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냉철하
게 볼 때, 현재의 조건 하에서 시대적 소명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대화체제의 발본
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불안정하게 이어져 오면서 노
동계 등에 적지 않은 트라우마를 남긴 기존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전면적
으로 쇄신하여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중앙사회적 기구의 명칭, 조직
위상과 역할, 참여주체, 회의체 구성 및 의결 구조, 조직 운영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작동 방식과 정부 역할의 재조정
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 필요에 의해 일방적
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정책 현안을 위해 정당성 확보의 통로로 위원
회를 이용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장홍근․박명준, 2017: 25～26). “정부
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은 하되, 노사정 간 실질적이고 자율적
인 대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장홍근․박명준, 2017:
26).
아울러 사회적 대화기구의 예산, 인력, 조직 차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형식적으로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녔지
만 사실상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작동하는 노사정
78) 이 항목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발표한 장홍근․박명준(2017)의 pp.25～26의
관련 내용을 발췌 및 일부 수정하여 전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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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적 중앙사회적 대화기구로
재편하고 위상에 걸맞게 역할도 재설정해야 한다.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
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한 수준의 고용노
동부 의존성은 탈피해야 한다. 관련 부처로부터 행정적 지원은 받되 범정
부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경제사회 주체 간 신뢰
를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직, 예산, 인사 측면에서의 독립
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장홍근․박명
준, 2017: 26 참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민주적 포괄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그
간 사회적 대화의 장 바깥에 있던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
인, 자영업자 대표 등 참여주체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대
조직노동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필수적
이며 이를 위한 여건 형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한 미조직, 비정규, 청년, 여성, 고령 노동
자 대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사회적 대화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이들의 조직화 수
준 및 정책 역량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이들이
사회적 대화 주체로 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림직하
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조직과 단체의
대화 역량 및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장홍근․박명준, 2017: 26).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합의 중심의 기구 운영을 협의 중심으로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노사정위가 불필요하게 사회적 합의기구
인 것처럼 인식되어 ‘과잉정치화의 함정’에 빠진 감이 없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회적 합의’라는 가시적 성과에 과
도하게 집착하기보다 대화와 협의 과정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협의의
성과물이 가급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홍근․박명준, 2017: 25 참조).
이 외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현행 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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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의제별 업종별 회의체로 되어 있는 3단계 의결 구조의 비효
율성 해소를 위해 상무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제별 업종별 회의체와 본위
원회의 2단계 의결기구로 슬림하게 재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의 법제화 및 이행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위상
과 기능 면에서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기구로서의 정체성에 더하
여 다양한 층위와 내용의 사회적 대화들이 드나들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허브 혹은 플랫폼’(장홍근․박명준, 2017: 25)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5. 전략적 의제의 발굴과 배치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 설정은 중요하며 성과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2007
년 노사정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제
정하면서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룰 의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았
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영역 의제에 국한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대화
의제영역을 경제사회, 산업, 복지 전반에 걸쳐 유연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 요건 중의 하나로 시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소기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의제 발굴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일자
리,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의제로 될 수
있지만, 현재 노사정 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신뢰회복을 위
한 정지작업으로 타협 및 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배
치하여 성공과 신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 전문
가와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전략적 의제의 발굴 및 설정을 고민하고 추
진하기 위한 상시적 의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현 시점에서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다룰 만한 의제 후보군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형 국가로의 전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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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장, ▴고용 유연화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
▴탈고용 노동 양식과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개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임금구조와 임금체계 개선, ▴일-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과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와 성과이익 공유제,
▴노동기본권 보장(노조 조직, 노사협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 재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사단체
의 대표성과 통합성, 역량 제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비되고 대화가 재개될 경우 논의테이블에 올라올
의제 범주는 크게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구성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의제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다룰 것
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2014～15년 노동시장구조개혁특위에서는
이들 의제들을 모두 포괄하여 패키지 협상과 타결로 처리한 바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괄협상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보다는 의제별 순차 협상
방식을 지지하기도 한다.
협상의 성사 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면 패키지 타협 방식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제반 양상을 고려한다면 일괄타협 협약
방식보다 작은 의제이더라도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원포인트 방식의 성공적 대화 경험을 쌓으면서 이를 통해 훼손
된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
동존중사회 실현 및 사회안전망 재구축과 관련된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단계론적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현단계 사회적 대화의 추진전략
현 정부는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는 작업과 함께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핵심 의제의
선정과 논의라고 하는 3중의 과업에 직면해 있다. 당면 과업들은 중요도
와 시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성 및 당면 과업의 이행을 위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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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으로 3단계 2트랙 전략을 제안한다. 각 단계는 핵심 목표에 따
라 1단계(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의제 선정), 2단계(기본합의와 의제별
심층 논의), 3단계(기본계획 수립과 의제별 협의/합의)로 나뉜다. 각 단계
는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의 성사를 전제로 하여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랙 1에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다루고, 트
랙 2에서는 의제별, 업종별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다(표 7-3).
각 단계 및 트랙별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
계의 경우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 및 결과의 실행과 함께 트랙 1에
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트랙 2
에서는 주요 영역별로 다루어야 할 핵심 의제를 선정한 뒤 논의 우선 순
위와 시한을 설정하는 의제 세팅(agenda setting) 작업을 수행토록 한다.
이 1단계 작업은 가급적 2018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79)
2단계는 노동존중사회 기본합의와 의제별 논의를 목표로 진행될 수 있
다. 2단계 1트랙에서는 노사정 합의와 국회 협조로 새롭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그간 진행된 노동존중사회 실현 원칙과 방향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가지고 기본합의를 도출하고, 곧이어 이러
한 기본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논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단계 2트랙에서는 1단계 2트랙
에서 제시된 의제 세팅에 따라 업종별, 의제별 집중논의를 진행한다. 2단
계는 가급적 2018년 3/4분기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별 협의․합의를 목표로
한다. 3단계 1트랙에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79) 1단계 핵심 과제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 작업은, 설사 노사정 간에 합의가 이
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바, 과
거의 예에 비추어 여소야대 상태의 국회에서 법개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관련 법개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회적 합의
의 성과물로 정치권을 설득․압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
령 개정 등의 우회로를 통해 실질적인 재편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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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하여 노사정 합의 방식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의제별, 업종별 협의/합의 트랙인 2트랙에서는 의제별 논의 중에서 의견
이 일치된 부분들은 소합의 형태로 외화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들은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에 따라 <합의 종료>, <계속 논의>, <미합의 논의
종결> 등으로 처리해가는 가운데, 후속 의제들의 발굴 및 집중논의를 이
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3단계는 2018년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표 7-3>은 이상과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현단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과 추진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7-3> 현단계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추진전략

시기
단계별 목표
트랙 1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2018년 상반기)

(2018년 3/4분기)

(2018년 4/4분기～)

사회적 대화기구
➡
재편과 의제
선정
노동존중사회
원칙과 방향
협의

➡

기본합의와
의제별 논의

영역별 핵심
의제와 논의
시한 등의 설정

➡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별 협의/합의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합의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협의

트랙 2
(의제별,
업종별 대화)

➡

의제별 집중 논의
의제별 소합의
➡ 1, 2, 3 •••••
1, 2, 3
•••••
(계속)
의제 선정과 집중
논의
4, 5, 6•••••
(계속)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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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1987 노동체제하에서 특히 1990년대 이래 이어져온 사회
적 대화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노동체제의 전환=재
구성을 위한 새로운 한국형 사회적 대화체제를 탐색하였다. 1987년 이래
한국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구조를 개혁하려
는 움직임이 단속적으로 이어져왔다. 1990년대 초의 국민경제사회협의회,
1993～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년 노
사정위원회의 출범과 2.9 사회협약 등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시
의 주요 쟁점들을 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2015년 9
월에는 진통 끝에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듬해 초 합의 파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1987 노
동체제 하의 노동정치 과정은 한국에서 노동체제를 혁신하는 작업이 지
난한 일임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당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의 정도를 감안하면,
노동체제 개혁은 노사정 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형성된 낡은 껍질을 깨고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상
황에 놓여 있다. 종래 정부는 대체로 경영계의 입장에 서서 고용노동 관
련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용했고, 노동계의 양
보를 압박하고 합의 내용을 편파적으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이른바 정부가 주도한 ‘동원
형 사회적 대화’로 귀결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해소 등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노동체제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원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노사정이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형
성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및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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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존
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
를 기존의 ‘동원형 사회적 대화’와 대비시켜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원형’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은 한편으로 노동체제
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
로 새롭게 재구성될 노동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위기 대응이든 새로운 질서 형성이든 목적이나 내
용은 부차적이다. 사회적 대화 형식의 전면적 전환, 곧 자율형 대화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국정 운
영,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파격적인 국정 기조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노동체제의 재구성은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1987 체제의 전개과정은 정부 주도나 시장 방임형 거버넌스의 한계를 명
백히 보여주었다.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노사, 가계
등 경제사회 각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를 진솔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노사와 시민사회도 변화된 정치경제 지형에서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
이자 국정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우리 노동사회의 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치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복합적 이
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경제사회 주체와 함께하는 협치형 국정 운영방식
을 펼쳐야 한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 방향과 목표들은 국민 다
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과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이 그것이다. 현재의 각종
국정 목표와 과제들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여야 정치권
은 물론 노사 등 경제사회 주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
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사회 패러다
임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업 및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협조행동을 진솔하게 요청해야 한다.
노사 등 경제사회 주체와 시민사회 역시 경제사회 패러다임 재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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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상의 전환과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우리 사회 도처에 개발국가의 유제와 관행이 경로 의존적으로 잔존해 있
고 이는 정부를 대하는 경제사회 주체와 시민사회의 전략과 행태에도 남
아 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관자 혹은 참여와 대안 없는 비판자
역할에 자족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민주화 이행기 이후 권능, 자원,
수단 모든 면에서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정부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집단무의식이 깔려 있고 그러한 의식에
기초한 왜곡된 행태가 팽배해 있다. 노사 등 경제사회 주체와 시민사회는
변화한 현실적 조건 하에서, 엄중한 국내외의 도전에 맞서 지난한 시대적
과제를 정부와 더불어 수행해야 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 새로운 정체성
을 설정하고 상호 이해와 이익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한다.

제3부

이행전략

제8장 새 정부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 229

제8장

새 정부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

제1절 문제 제기 : 대전환의 노동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체제 개혁을 위한 이러
한 노력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이념적
목표에 압축되어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이념과 정책을 과
거 정부와 비교할 때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노동정책의 기조는 ‘정책적
차별화’ 수준을 넘어서는 ‘전략적 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은 노동체제 대전환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야심적인
노동정책 전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노동체제에서는 이
른바 ‘1987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타협과 통합의 경로
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대전환 시도는 기존 정책의 부분적 보완이
나 미시적 조정 수준을 넘어 노동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
로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 변화이다. 새 정부는 노동정책의 전환
의지를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이었던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스스로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정도의 강력한 의지로 노동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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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체제 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과거 정부
가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들을 신속하게 폐기하였다. 이른바 ‘쉬운 해고’
를 뒷받침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과거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었던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였다.
다른 한편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비롯해서 한국이 아직 충
족하지 못하는 ILO 노동기준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신분 전
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임금 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단기한 내에 1만 원 수준으
로 높이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
는 당장의 법 개정 없이도 ‘행정적 재량’이나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기구,
위원회 등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시도하
고 있다. 또한 제도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
해 민주노총을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등 폭넓고 포용
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노동정책의 기본 기조 변화는 정부가 추진해온 과감한 노사관계 정책
의 변화 노력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체제의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거리를 두었던 민주노
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 조직들과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협치
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않았던 비
정규직, 시민사회, 진보정당 대표들도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 포용하는,
폭넓은 협치와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거의 중단되었던 사회
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과 소통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
떤 정부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노동정책의 ‘친 노동’ 패러다
임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
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
를 넘어서는 정책적 변화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노동체제의 대전환’으로 규정될 정도의 큰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체제 전환과 개혁을 위한 ‘전략적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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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과 명확한 ‘개혁 비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차별 해소, 사회연대적 임금정책, 사람 중심의 성
장,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고, 통합과 포용의 노동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현 정부의 대전환 시도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체제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희생’ 체제로부터 ‘노동 존중’ 체제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동개혁 시도는 역사적으
로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노사관계의 기본 프레
임을 형성해 온 노동체제의 성격과 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
로 1987 체제를 넘어서는 노동체제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제를 제시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87 노동체제
가 지속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근거를 작업장 중심의 교착적
조합주의 구조에서 찾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대전환의 비전과 전략의 필
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
는 전례 없는 개혁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과제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대화체제의 분
권화를 중심으로 사회협약의 새로운 프레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코자
한다.

제2절 1987 노동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1. 교착적 작업장과 대결적 담합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는 과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노
동정책의 폐기와 동시에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정책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폭넓은 국
민적 지지와 더불어 현 체제의 위기에 대한 두터운 공감대를 토대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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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로, 새 정부의 노동체제 전환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지지 분위
기이다. 둘째로 지금의 노동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이를 극
복하지 못하면 노동체제의 문제점들은 한국의 경제사회 선진화를 가로막
는 고질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위기의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노동체제를 극복할 대안 모색뿐 아니라 전환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노사 모두에게 강력히 존재한다. 새 정
부의 노동정책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단순하게 폄훼할 수 없는 구
조적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건 극복하는 노동체제의 대
안이 절실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적 전
환은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체제가 지
속 불가능한 구조적 요인의 근저에는 ‘교착적 작업장’과 ‘담합적 대결’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간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거의 확
인된 바 있다(박준식, 2016; 조성재 외, 2008; 장홍근 외, 2016).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 뿌리 내린 교착적 작업장체제의 개혁 필요성
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축적되어 왔다. 1987
년 이후 한국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은 작업장체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자들의 기득권과 강력한 경제적 독과점 세력 간에 형성된 보이지 않
는 대결적 담합을 통해 유지, 안정화되어 왔다. 이러한 체제의 부작용들
이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역시 여러 가지 실증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 왔다(정이환,
2013; 조성재 외, 2004).
1987년 이후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착된 대결적 작업장체제
는 노동시장 구조의 단절과 고용의 안정성, 임금체계의 차별 구조를 강화
하였고, 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을 담합의 구조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
회경제적 계층에게 전가시켜 왔다.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제조업
에서는 수직적 원․하청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서열과 격차 구조가 작업장체제의 위계구조로 그대로 고착화되었다(정흥
준, 2015). 힘 있는 독과점 집단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부담을 기득권 밖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누적적 비용전가 구조로 노동
시장의 단절과 신분화가 심화되었고,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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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노동체제의 모순이 된 것이다. 1987 체제를 주도한 대기업과 시장독점
기관들 중심의 교섭체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소수의 독과점 대기업과
거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거대한 신분 피라미드 체제로 만들었다(장홍
근 외, 2016; 박태주, 2014).
1987 체제를 주도해 온 대기업, 독과점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기득권의
독점적 조직화가 용이했던 직업집단과 기득권 체제에 편입된 집단들은
기존의 노동체제에서 최대 수혜 계층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1987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노조 조직이 용이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
업장들에서는 강력한 교섭력을 지닌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기득권을 확
고히 뿌리박았다. 다른 한편 강력한 일자리 통제와 공급 제한, 경제사회
적 신분보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한 전문 직업집단들은 그들이 지닌 노동
시장의 공급 독점을 무기로 강력한 일자리 카르텔을 구축해 왔다. 이렇게
구축된 기득권 일자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좋은 일자리’의 지위를
누리며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진입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
다. 결국 독점적 일자리 카르텔 주변에서는 진입장벽의 공고화로 인한 노
동시장의 경직화, 조직 슬림화를 위한 일자리 아웃소싱 등 상호 모순되는
양극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심화되면서 오늘날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강화되어 왔다.
대기업 중심의 대결적 교섭체제가 초기부터 노동시장의 신분화를 의도
하거나 지향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교섭체제가
점차 안정화, 제도화의 길을 걸으면서 진행된 교섭체제는 초기의 대결 구
도에서 점차 팽팽한 대결체제를 거쳐 이제는 힘겨루기에 기반을 둔 ‘담합’
의 관행들을 표출하고 이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체제는 산업과 부문, 혹
은 직업집단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양질이라는 정규직 일자리를 둘
러싼 극심한 경쟁과 독점 심화, 기존 일자리를 안정화시킨 집단들이 생산
성과 관계없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카르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
과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카르텔화는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용이한 소수
조직화된 세력들의 과도한 영향력과 일자리 독점으로 이어졌고, 미래 성
장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노동시장의 활력과
산업의 역동성을 약화시킨 반면, 피라미드적 지배와 관료적 통제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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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체제의 고착화가 노동시장 및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거의
명확하다. 거대 제조업의 독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확고히 정착된 담합
의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직무에 기초한 합리적 임금체계의 도입을 가로
막고 있으며, 장시간의 노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노동시간 제도의 개
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장의 단순가동률과 장시간 노동이 기업의 이
윤에 직결되는 산업화 시대의 생산 방식은 최첨단 제조공정과 결합하여
소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기회를 과점하는 노동 관행을 고착시켰다. 이
러한 방식의 노동체제는 장시간노동체제나 일터의 혁신을 저해하는 역효
과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기회의 확장을 지연시켜 왔다
(최영기․이장원, 2008).
이러한 체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확대하고, 위계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일자리의 불균형뿐 아니라 ‘인사이더’와 ‘아웃사이
더’ 간에 지속적인 사회적 구분을 강화하는 사회적 균열의 구조화로 볼
수 있다(박준식, 2016; 정이환, 2013).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이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사회경제적 기회의 장이 되지 못하게 하
고, 세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수많은 노동시장 균
열과 격차의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사
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상실하고 균열과 격차를 확
대재생산하는 역기능을 강화해 왔다. 노동시장의 강력한 지위와 보상 및
신분 격차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낳았고, 사회의 정
상적인 재생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및 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체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 노동체제는 중장기적으
로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
동체제의 불안정이 신분 격차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미래 인적자원의
공급 기반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체제의 존속 가능성
을 위협하여 경제적 토대의 장기적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형성하
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생산까지 위협하는 연쇄 작용은 이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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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거의 효
과를 볼 수 없었다.
대결적 담합이 고착된 노동시장 구조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과 적응의 어려움에 있다. 산업의 경
쟁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노동시장 역시 그러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은 노동시장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
적 요인일 수 있다(Visser and Hemerijck, 1997). 특히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은 한국처럼 세계시장 체제 속에서 빠르
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경쟁에 노출된 사회의 발전에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 환경 역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은 개별 기업의 현장을 넘
어서 사회 전체의 성격을 전환시키는 거대한 사회기술 생태계의 필연적
인 진화 경로로 볼 수 있다(Schwab, 2017).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가 기
술과 사회 시스템의 진화 속도나 변화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할 때 두 부문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형성된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적응에 실패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숙련과 커리어,
심지어 일자리까지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노동체제의 관행과 제도
가 기술과 숙련 시스템에 적절히 반응할 수 없을 때 기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경쟁
력을 주도해 왔던 주요 산업들도 이미 장기 쇠퇴와 구조조정의 길에 들어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체제의 대결적 담합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1987
체제의 역사적 성과와 성취마저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정권에 의해 추진되어 온 노동개혁은 협치
와 대화, 포용과 통합보다 이념적 대결과 일방적 변화, 권위적 방식을 지
향해 왔고, 결국 허무하게 좌초하고 말았다(장홍근 외, 2016). 이러한 상
황에서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단체협약, 기존 정규직 노동자
들의 강화되는 기득권, 일자리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대기업 중심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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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카르텔’이 지배
하는 위계적 신분체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노동체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의 문제점들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과점 세
력들의 일자리 카르텔 개혁이 절실하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좋
은 일자리의 질적 고도화 없이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
때 양질의 일자리들을 독점하는 대기업, 전문 직업, 공공부문 중심의 일
자리 카르텔과 소수 기득권 집단의 자기이익 극대화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결적 담합체제의 경직성과 고착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서기 위해 체제 위기의 극복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체제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유사한 목표, 상이한 전략 : 해체인가 통합인가
한국의 노동체제에서 기존 시스템의 모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
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모두 나왔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광범
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전략에서 보수
와 진보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작업장체제의
내부로부터 담합의 구조를 공격하고, 체제의 해체와 구조조정을 통해 체
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해체와 효율화’ 전략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진보 진영의 전략은 기득권과 체제의 보호기제로부터 배제되어 온 아웃
사이더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아웃사이
더 집단의 소득과 일자리 기회를 확충하는 격차 해소 방식을 통해 구조를
전환하는 ‘통합과 포용’ 전략을 선호한다. 목표는 유사하지만 해법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뚜렷한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보수 진영이 추구해 왔던 해체와 효율화 전략을 보자. 보수정권
역시 작업장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기존 체제의 해체를 더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새 정부와 보수정권
은 교착적 작업장체제의 전환 전략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과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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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장체제의 해체를 위해 기득권을 강제적으로 해체하는 데 주력했
다. 반면 새 정부는 체제 개혁을 위한 조직노동의 양보와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협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노동체제에서 배제되어 왔던 경제
사회 주체들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체제로 끌어들이는 포용적
통합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존 노동체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은 노동시장과 작업장체제가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체제적 효율성을 약화시켜 산업경쟁력 저하
의 경로를 고착화하는 현상에 주목해 왔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대결적
담합과 교착의 구조가 기존에 잘 조직된 이익집단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
을 공고히 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전체 사회에 체계적으로 전가하는 현
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체제 자체를 내부로부터 해체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작업장체제의 내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부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합리화와 구조조정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수정부에서는 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효율화, 합리화를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체제의 내부 문제점
개혁에 주력하던 이러한 시도는 대결적 담합체제가 일으키는 거대한 ‘체
제적 외부 효과(systemic externality)’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 아이러니
하게도 보수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존의 대결적 담합체제에서 ‘대결’을 강
화시켜 왔을 뿐 담합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은 도리어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업장체제 개혁과 전환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시
도는 기존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의 약화
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반해 새 정부의 전략은 1987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아웃사이더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통합 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결적 담합의 교착구조 해체를 위한 새 정부의 전략과
수단은 보수 정권들이 지향하던 규제 완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해법과
전혀 다른 이념과 전략적 접근 기조에 서 있다. 새 정부가 시도하는 노사
관계 개혁은 기존 체제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해체보다 노동시장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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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기초한 노
동시장의 포용적 통합 기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정책들
은 과거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기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 프레임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소득 중심’의 국민성장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 전략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최저
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균형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중시하는 노동존중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
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난제들을 타개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의 체질 전환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
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비즈니스 친화’ 노동정책과 극명히 대비되는 ‘사
람 중심 성장’ 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노동정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한국경제
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국민 중심의 포용적 경제사회 정책이라는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면 장기
적으로 한국경제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 추
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시
장과 노사관계 개혁은 구조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전례 없는 도
전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과거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힘든
경제사회 및 인구 환경과 대결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
를 주도해 온 거대한 베이비부머 계층의 노동시장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
고,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2016년부터는 경
제활동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잠재 경제성장률도 이미 2～3% 수준
으로 떨어졌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기록적인 저출산이 경제에 미
치는 악영향도 도미노 물결처럼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자리 수요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청년층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정규직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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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고용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과 임금구조의 구조적 문제점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비
정규 고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현재 어떤 기준으
로도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
규직,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노동시장
의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
출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들은 국내 고용 확대에 극도로 소극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생산과 사업 거점들을 계속 해외
로 이전하고 있다. 과거 아시아의 공장과 생산 거점으로 폭발적인 노동
수요와 고용 창출을 주도하던 한국 대기업들의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일부 제조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의 무대에서 크게 성장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들로 우뚝 섰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고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
았고, 도리어 생산 거점의 대규모 해외 이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에서 고용의 견인차였던 제조 대기업들의 축소된 국내 고용 수요를 대체
할 경쟁력 있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 부진으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
리 수요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의 최대 피해자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청년층과 여성노동자들이다. 강력한
조직과 법제도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경력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고용관행, 그리고 기존 직업집단들이 구축한 강력
한 일자리 진입장벽을 넘어서 젊은 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은 너무 버겁다. 비정규직으로 처음 일자리를 잡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
로 전환되는 것은 더욱 힘들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을 상실한 여성
들 역시 생계를 위해 저임금․비정규 시간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경제사회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득과 고용 중심의
노동친화적 성장 전략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 정책의 패
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고, 노동존중의 소득 중심 국민성장 전략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구조적 수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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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용 및 노사관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힘겨
운 목표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 돌파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새 정부는 임박한 고용위기 해소
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고,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 대
해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와 더불어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새 정부
는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
고, 이른바 ‘일자리 뉴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고
용노동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지와 공감 분
위기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정부의 재정과 공공부문
의 선도적 역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중장기적 안목의 일관된 구조
개혁이나,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 등과 순조롭게 결합되는 경우에만 장
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공의 경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위기 극복의 2단계 전략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
을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장시간노동체제의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최저임
금의 적극적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 및 중기적 정책들은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용체제와 노동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사회 세력들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확대되는 분배 격차를
시정하고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적 임금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의 인
내와 양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워킹맘 등을 위한 보육 및 사회적 지원정책
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고용-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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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고용노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고임금과 안정된 고용의 일자리를 보
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일자리 독점을 강화하려는
세력들의 일자리 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일자
리 기회가 돌아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또한 시급하다.
포용적 통합 전략은 작업장체제의 공고한 기득권 해체를 도모하는 것
보다는 사회경제적 통합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경제사회 집단의 상황을
개선하고,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득권 집
단과 아웃사이더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최저
임금 인상, 사회복지 확대,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일하는 시
간과 급여 체계의 개혁을 망라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작업장체제로
부터 소외된 사회경제적 집단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이들과 기득권 집단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 정부의 노동사회 개혁정책은 작업장 개혁보다는 포괄적인 제도와 사
회통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정부가 시도하던 기득권 체
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체 시도와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노동체제에
대한 전혀 다른 통합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제3절 작업장체제의 전환전략

1. 체제 전환의 근거와 방향
1987 체제의 성과와 그 한계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노동체제를
특징지어 왔던 대기업, 대규모 조직 중심 작업장체제의 공과에 대한 공정
한 평가와 더불어 이 체제의 극복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노동체제
전환의 핵심 의제이다. 한국 작업장체제의 위계적 피라미드 구조와 이를
통해 형성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 및 사회경제적 비효율, 갈등 구조와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노동체제는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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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이고, 이를 실현하는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의 비전과 전략 없이 체제의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비전은 체제 전환을 위한 이념적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를 위
한 로드맵을 의미한다. 체제 이행의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 실천 수단, 사회적 지지와 대
화체제 구축, 그리고 제도 개혁 과제들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작업장체제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전략이 없었던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의 방식은 체제 이행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없
이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에 치중하였다. 또한 문제에 대한 대응도
기득권 세력의 진정성 있는 타협이나 양보, 사회통합을 위한 전향적 개혁
보다 아웃사이더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체제 비용을 전가
하는 손쉬운 단기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당장의 임기응변적 대응
은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
로 이어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용과 부담을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취약한 계층
에게 전가하는 관행들이 누적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대화와 협치의 효과
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었을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변화 시도는 아웃사이더 집단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갈등과 반발, 불신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박준식, 2016; 장홍근 외, 2016).
과거의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새 정부의 노동개혁과 체제 전환 전략은
기존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새 정부의 개혁은 이미 구축된
작업장체제의 기득권을 해체하거나 이를 축소하는 방법보다, 체제의 차
별과 격차를 좀 더 폭넓은 보편적 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인사이
더와 아웃사이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위계적인 격차 사회
의 고용 신분 격차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
방면의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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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작업장체제의 직접적인 해체가 아닌 작업장체제의 담장을
허물어 이중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하
는 한편, 이른바 아웃사이더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고, 이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며, 차별과 불공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
개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이다. 다른 한편 산업
화 시대의 작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터의 DNA로 자리 잡은 장시간노동
의 관행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이러한 관행들 속에서 불리한 처우를 감내
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정상화’된 노동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의
관행들을 노동존중의 방향에서 바로잡는 노력 역시 새로운 ‘일터 혁신’
전략의 틀 속에서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단기간의 급진적 변
화가 아닌 기존 체제의 이행을 목표로 노동체제 전반 수준에서 사회적 합
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평
화적으로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노동의 효율
성을 증진시키고, 작업장 문화와 근무 제도의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노동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북유럽 선진국들 역시 두터운 사회적 합
의와 신뢰를 토대로 노동체제의 이행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
기적이고 일관된 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
다(Thelen, 2014; Visser and Hemerijck, 1997).
노동체제의 이행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화된 직업 집단들이 사회 전체의 연대와 협력
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아
웃사이더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합리한 기득권이나 체제의 양극화에 따른 혜택과 이익을 과감
히 포기하고, 노동체제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방향에 기득
권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동체제로 험난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선진 국가들의 유연한 노동체제와 경쟁하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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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기득권 집단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과 양보를 통해 보다 유연하
고 실용적인 노동체제와 산업 관행을 발전시킨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유연
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Katzenstein, 1985;
Streeck, 2006).
1987 체제의 성과를 지키면서 노동체제와 경제사회 발전 간의 선순환
을 이루기 위한 전환 전략에 기득권 세력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노
동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국 노동
체제의 핵심 주체들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면, 현재 추진되는 노동체제 개혁의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
울 것이다.

2. 사회적 대화의 방식 전환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개혁 노력은 1987
노동체제의 성립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
제는 한국 노사관계의 기본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과 방향
을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법 제도와 관행의 개혁과 변
화 노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 위기, 그리고 네 번에 걸친 정권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 노사관계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방향타의 역할
을 수행해 왔다(최영기․이장원, 2008).
그러나 이제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방식은 1987 체제 속에서 형성된
대결적 담합체제를 새로운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 일
정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담합적 작
업장체제와 피라미드적 노동시장의 신분화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 완화를 위한 개혁적
의제를 선정하며, 체제의 문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기존 체제
와의 공생 구조를 강화하는 ‘부수적(residual)’ 타협에 주력해 왔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현재와 같은 위축 상황에 직면하게 된 주된 원인의
하나는 관료적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대화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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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적 대화체제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 이상의 독자적 위상을 가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도의 운영 과정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관료적 거버넌스 방식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노사정 체제의 참
여와 대화 구조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벗어나 폭넓은 당사자들이 참여
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수 없었다. 노사정 자율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어
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는 상징적, 형식적 수준
으로 점점 왜소화되어 갔다.
기존 사회적 대화체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인 중앙집권적 대화
체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관료성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이미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다층적인 노동관련 의
제와 이슈들이 하나의 집권적 논의구조를 통해 다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중앙집권적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직성은 지
난 정부들을 통해 시도되었던 사회적 타협 노력들이 거의 아무런 결실 없
이 종결되었던 경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체
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타협의 당사자
들이 안고 있는 문제 이상으로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경직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점에 위치한 노사정위원회의 법
제도적 지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절실한 이해를 충실히 다루는 제도적 기
구로서 발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점차 관료적 관리체제의 일부로 흡수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대
화기구는 대결적 작업장체제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으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
과 균열, 그리고 체제의 모순들과 과감히 맞서고, 차별과 격차 심화에 강
력하게 개입하면서 이해 갈등을 유연하게 조율하는 제도적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그 체제의 기본 틀과 운영 방식
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기존의 기능과 역할마저 제대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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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 중심의 한정된 사회협약체
제는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다층화되는 경제적 이익과 갈등의 조정자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
도적 역량에서 분명한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 운영 체계와 구조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사정 협치의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제도, 기능과 역할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과감한 상
향식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과거 정부들
이 조직하고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는 민주적 조합주의가 지향해 온 상향
적 타협체제보다 정부, 관료, 전문가 집단 중심의 ‘하향식(top-down)’ 협의
체제를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교섭은 이해 당사자들과 유리된 채
국민 대다수의 관심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동시장의 절실한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의 다층화, 다원화, 그리고 분권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협약이 중앙 수준에서 이루어진 폐쇄적 타협의 결과
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적 협의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사회적 협의
는 경제사회적 이익과 운명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당사자들 중심의 상
향적, 분권적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는 분권적으로 추진된 사회경제적 의제들을 조율하고,
수렴하며, 최종 수준에서의 가장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집중
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업종, 산업, 부문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 모델들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역이나 산업에 뿌리내리
는 분권적 사회협약체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개헌 등 국가 운영
의 기본 의제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에도 적절한 개혁의 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일률적 사회협약 기제가 기능하기도, 작동
하기도 어렵다고 할 때 이러한 체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변화
의 방향은 크고 작은 사회적 혁신과 성과들을 상향적 방식으로 축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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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율적 결정의 결과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결
정되는 최저임금 협약을 중장기적으로 지역 중심의 최저임금 기준 협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에 이양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타협의 분권화와 복원력 강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적 대화와 타협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혁
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가 조직노동의 기득권 파괴를 통한 노
동개혁을 추진해 왔다면 새 정부는 유사한 과제를 노동존중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더불어 체제 바깥의 광범위한 아웃사이더 집단까
지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치 세력
들 간의 더 큰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는 이행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권력 중심의 노사정
체제에 대한 제도적 개혁과 수술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들과
조직의 폭과 외연을 확장하며, 경제주체들 간의 상시적 대화 테이블 활성
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상기구들을 통해서도 적극 모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나의 예로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와 최저임금 심의기구 등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
었던 시민사회와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
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체제에 안착하여 그들의 사회적 공헌에 비해 큰
발언권을 행사해 온 이익집단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과도하게 팽창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기
득권 세력뿐 아니라 기득권의 힘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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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그 존재조차 인정되지 못했던 사회적 집단들의 이익과 이들의 정당
한 자리와 대화체제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타협체제가 안고 있었던 중요한 한계가 중앙집권적 체
제의 경직성에 있음은 이제 분명해졌다. 경제구조가 다원화되고 지역 및
산업 간 이해가 점점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갈 뿐 아니라 지역 간 경제
체질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사회적 대화기구나 조직이 수없이 많
은 사회 갈등과 이해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적 타협과 대화의 다원화, 분권화,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분권화는 개혁의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이해충돌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신축적
이고 적응력 있는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제도적 전환, 혹은 제도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대결적 담합과 강력한 기
득권 집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를 풀어
가기보다는 대결을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박명준 외, 2017).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유연성과 복원력, 적응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대화
의 분권화와 이를 통한 신축성, 복원력, 적응력 확장은 새로운 노동체제
가 경직화의 길로 들어설 위험성을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자 사회
적 대화체제 진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타협과 대화의 다원화․다층화
가. 지역분권적 노동체제의 역량 강화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전국적,
일률적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의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동친화
적 정책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인식되었고, 그만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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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주체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2018년부터 새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지난해의 7.3%보다 2배 이상, 그리고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 정부
의 주요한 공약 중 하나였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첫 번
째 조치로, 노동존중 정책의 추진 의지와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결정이
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경제사회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어째서 최저임금이 전국적, 전 산업
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별다
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모든 산업과 지역은 중앙에서 이루어진 결정
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이러한 의사결정 체제의 당연한 전제로 강력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
역과 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은 아예 의제에 등장하지도 못한 것이다.
앞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
다면, 지금과 같은 일률적 적용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보다 훨씬 소득과 경제력이 높은 나라들에서조차 최저임금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상당한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고 결정된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른 유연한 의사결정은 대다수 국가에서 매우 자연
스러운 방식으로 정착되어 분권적이고 유연한 사회 타협의 중요한 방향
타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체제에서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최
저임금 체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경직성은 최저임금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타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
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체제
의 신축적 적응력을 저하시키고, 노동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는 요
인들로 작용해 왔다.
다른 한편 집권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체제는 중앙정부, 혹은 중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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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압력과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갈등을 누적
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
앙집권적인 노동체제는 오늘날의 분권적이고 다원적인 노동시장과 산업
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신속하고 신축적인 의사결정과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유연하고 신축적이며 적응력 높은 노동체제의 진화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중앙 중심의 집권적 노동체제가 안고 있는 부담과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주요 지방정부 수준에서 시도되었
고, 효과적인 작동 가능성을 보여준 분권적 타협과 협치 성과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적 협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수
년간 중앙정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서울시 노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의 노사정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일자리 노동시장 정
책을 개발하는 데 성공적인 모델로 그 경험을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 확
산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수년간 추진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
던 지방정부 산하 조직들의 일자리 전환 모델이나 근무제도 개혁은 전국
적 모델로 발전시킬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현실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보
인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에서 산하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추
진해 온 ‘공기업 노동이사제’ 역시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상향식 개혁의
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7). 다른 한편 성남시에서 야
심적으로 추진했던 청년 배당과 기본임금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은 논란
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권리와 노동존중사회
의 최저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 다양한 지역적 현안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
형 일자리’ 정책이나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구조 조정과 전환 노력들은 한
국에서도 노동체제의 지역적 다원화와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노동 현안인 동시에 노동체제 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의 크고 작은 산업체나 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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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수행해 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도 분권적 일자리 정책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향식, 분권적 협약체제의 제도화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권적 개헌이라는 국가 체제의 개혁 의제와 더불어 논의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체
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각자의 시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한 분권적 체제 협약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조직, 자원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의 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
적 사회통합과 협약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지역의 능동적 역할과 의
무를 강화하고, 핵심 권한들을 대폭 이양하여,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집중
된 이해충돌과 사회 갈등을 완화시켜가야 한다.
지역 수준의 자율적 노동체제와 유연한 협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현장 노동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 수준으
로 이양하고,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
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주도적 제도와 관행은 노동체제의 분권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권
한과 책임의 과감한 이양과 분권화, 지역의 분권적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병행될 때 성공적인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산업, 업종, 부문별 사회적 협약 활성화
우리나라 작업장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직무와
숙련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시장 독점력과 지위에 따라 기업 간, 특히 기
업 규모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업의 시장 지위,
특히 특정 업종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 오랜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독과점 기업들이 그들의 거래망을 수직적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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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배하는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업 규모 간 격차는 도리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숙련과 직무, 그리
고 능력에 기초한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유사한 숙련의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커다란 임금격차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높은 숙련의 우수
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거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 자율성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보상과 편한 일
자리, 안정된 고용을 향한 사람들의 이동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인적자
원의 이동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아닌 시장에 대한 배타적 독점력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적이고 신분적인 작업장체제는 고착화, 경직화의 길
로 나아간다.
노동시장체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 가지 방
안들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산업이나 업종, 부
문별 협약을 통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수
평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산업과 업종 중심의 노사정 교섭과
협의체는 이러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 노사정 과제에 대한 논의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하며, 이를 기초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 향후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그 산
하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노사정 대화와 협치의 기
제를 통해 국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다양한 산업 및 업종
별 노사정 대화와 협치 노력이 발전되고 제도화되는 것은 산업․업종 중
심의 상향식 사회적 대화체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직적 지배체제와 불합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
은 폐쇄적인 기업 중심 노동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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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친 표
준임금과 숙련체제의 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업종별 협약체제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계기
도 될 수 있다. 특정 산업과 업종의 노사는 해당 부문에서 숙련과 직무에
따른 보상 체계, 자격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기업 간 임금과 고용지위 격
차 확대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체제의 안정화와 유연
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직업 집단의 자율적 거버넌스
가 형성되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업과 업종별 사회적 협약체제는 산업화 시대에 독점 대기업들을 중심
으로 형성된 수직적 작업장체제 및 신분 구조의 폐해와 비효율, 갈등 요
인들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체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 노동체제의 대전환과 전략적 로드맵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기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 프레임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으로 이어질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소득 중심’과 ‘노동존중’의
국민성장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전략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
리 확충과 근로 계층 전반의 소득 기회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새 정
부의 노동정책은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비즈니스 친화’ 노동정
책과 대비되는 ‘사람 중심 성장’ 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구조조정
과 신자유주의로 이어져 온 기존 노동정책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노동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이는 과거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이 2차대전 이후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
로의 대전환을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사회 진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
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단기적인 시도에 머물지 않고 국민 중심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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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경제사회 정책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
뢰가 견고히 유지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와 사회체제의 근본
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는 과
거 정부 시절과는 판연히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새 정부는 노동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산’ 과 더불어 ‘이행
의 계곡’을 넘어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결적 작업장체제의 모순을 비롯하여
1987 체제의 한계를 규정하는 핵심 과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노
동체제의 개혁은 큰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사회에
서 오랜 동안 체질화되어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낡은 노동관행
들과 정책의 누적된 모순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는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로의 진화 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람
과 노동, 인적자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의 경제사회 체제에서 시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의
기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존중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선진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된다는 믿
음에 기초하고 있다. 낡은 노동체제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과감히 벗어
나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금처럼 넓게 공유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노동체제의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국
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의 효과적인 가
동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노동존중의 민주적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역시 고도의 관용과 깊은 인내심을 요구하
는 노동존중에 기초한 사회통합 전략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사회적 대화
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데에는 정부 스스로 사회적 대화와 민주
적 이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사회적 공감대와 타
협만이 민주적 정부가 추진해야 할 유일한 방법인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
에 어떤 경우에도 사회 통합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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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폐기되었던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복원과
위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노동정치의 기조가 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수정권 시절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던 지
방정부 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진보적 개혁의 성과들에서 성공적인
이행의 계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시
노사정협의체, 성남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년 기본임금 제도, 광
주시에서 추진하려 했던 광주형 일자리 정책,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과 고
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적극적 노력들은 한국에서 사회
적 대화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노력과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대화의 채
널들을 활성화하고, 산업과 지역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치
의 성과들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의 노동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변
곡점에 서 있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종속되
어 온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과 그들의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한다면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체제로부터 벗어나, 사람 중심의 선진
적 노동복지체제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나 직업 집단의 이익을
독식하려는 소수 이익집단들보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비용이 아닌 최고의 자산으
로 생각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노력은 노동존중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취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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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노동을 둘러
싼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총체적 복합물로서의 ‘노동체제’ 개
념을 기본적인 분석도구로 삼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이전의
국가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며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1997～98년의 외
환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화하여 오늘에 이른 한국의 노
동체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체제의 구축
방향과 내용, 나아가 이행 전략을 탐색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노동체제 재편의 필요성, 노동체
제의 현실과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이 그
것이다.

제1절 노동체제 재편의 필요성

우리 연구의 첫 번째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한국 사회의 노동체제는 패
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
한 변화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의 노동체제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재도약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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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나아가, 현 체제하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는 독과점 대기업 및 이
들과 공생적 이익관계에 있는 일차노동시장 상층부 소수 노동자들을 제
외한다면, 현 노동체제의 지속은 그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노동
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부양받으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
을 가중시키리라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주화된 위험에 방
치된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지만 체계적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2018년부
터 감소 추세로 돌아설 생산가능인구 변동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 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에 둔 베이비부머 세대 중고령 노동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이다. 연금 등으로 노후가 제대로
준비된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는 퇴직 이후 다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
해 치열한 고령자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경계선상에
있는 건설일용직, 경비, 청소 용역노동자처럼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주변부 일자리 정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청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학력 청년 구직자 다수가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부문 취업에 목을 매달다시피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
고 있고,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많은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가리키는 ‘N포 세대’라
는 단어까지 나온 지 오래이다. 노동시장 경력을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형태로 시작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비정규직 함정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
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미 십수년 전에 발표되었고80) 김대중 정
80) 금재호(2000), 남재량․김태기(2000) 등은 일찍이 비정규직 취업이 정규직으로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고착화되는 경향, 곧 일종의 함정(trap)으로 작
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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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래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들이 여러 번 수립되고 실행되었지만
청년 고용 현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높은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누리는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업종과
부문을 불문하고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기
업들이 매출이나 업무량이 늘더라도 정규직 신규 채용을 최소화함에 따
라 전반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일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이 용어를 지칭하는 영어단
어 발음의 줄임말인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간절한
소망이 되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산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일련의 노동관
계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서 법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노동기본권이
신장되고 취약노동자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판례에 의한 요건 완화, 근로
시간의 유연화,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화 등 고용과 노동의 유
연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보다 큰 문제는 노동법제와 현실의 괴리가 심
화되고 노동관계의 이중적 사법화(司法化와 私法化) 현상이 두드러졌다
는 점이다. 노동법제의 현실적 규범력이 약화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아지고 장시간노동체제가 지속되었으며 임금 관련 분쟁은 격화되었다.
기업의 고용회피적 노동의 이용이 확산되었고 간접고용은 확대되었다.
노동정치, 곧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주체들인 노사정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은 갈등과 대립, 교착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의 울타리에 갇혀 주로 대기업 공공부문 정
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실업자와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
익을 추구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
지는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결적 담합체제’는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체계에 기반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산별 조직화와 교섭, 지역적 대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중앙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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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체제는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되었고, 때로는 경제위기의 극
복을 위해 또 때로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과
적으로 정부 주도 하에 노동정책 관철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서 이용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노동운동, 중위 수준의 대화와 교섭, 중앙
사회적 대화 등의 노동정치는 1987 노동체제의 산물이자 그것을 지탱하
는 비루(鄙陋)한 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라도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전략과 상호작용
역시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2절 노동현실과 노동체제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현 노동체제가 구조 차원에서는 물론 행위주체
들 간 상호작용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 특징인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은, 1987년 노동
자대투쟁으로 형성된 노동시장의 제도적 규율시스템이 기업별 노조시스
템 하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국한된 데
서 비롯되었다.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하였고, 여
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흐름이 추가되어 현재의 한국 노동시장체제가
형성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
약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심화와 연공형
임금체계 유지 등의 측면에서 내부노동시장과 분절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해고 위험 증대에 따른 고용 불안이 지속
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시장 규율의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내부노
동시장의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제조업 대공장 작업장체제는 기술과 노사관계 등에 따라서 다양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처럼 파업에 취약한 기술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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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은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작업장체제
는 갈등적 노사관계, 규제적 관행으로 인한 경직된 작업조직, 숙련에 대
한 작업자의 무관심 등이 두드러진다.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한다면 제조업
대기업 작업장체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노조설립이 자유로워지고 규칙적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교섭에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크게 상승했다. 해외
와 비교할 때에도 유례없는 임금운동의 대 퍼레이드(wage spiral)라고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또한 유연적 생산에 대한 대응으로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1990년대 이후 다능공화에 의한 소인화 전략과 자동화 및 노
동의 IT화가 추진되었다. 제조업 대공장들은 1980～90년대의 경기팽창
시기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대신 사내하청과 같은 아웃소싱과 비정규
직을 통해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 수는 축소되었다.
1987년 개정헌법 이후 노동법제의 전개과정은 ｢노동법 재규범화 시기｣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비정규직 입법 시기｣(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사법화 시기｣(2008년부터 2016년까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시간이 유연화되었으며
기간제 등 비정규직 사용이 자유화되는 등 고용과 노동의 유연화가 빠르
게 진행되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가 형성
되어 노사관계의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다. 절대 다수의 공무
원과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여전히 금지되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
동조합 가입 문제 역시 전교조나 전공노 사태에서 보듯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제정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노동 방식이 다양화되는, 고용과
노동의 탈경계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역시
고용 중심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1987 노동체제 이후 노동운동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 전략을 추진했
지만 두 전략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산별노조는 형식적 진
화를 거듭했지만 산별교섭 체계를 실질화하지 못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와 기업별 교섭이 현장을 압도해 왔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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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거듭된 내부 분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념적 공세로 인
해 대안정당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등 소
수정당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점차 기업별로 파편화된 경제적 이익을 근
시안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집단 조직으로 추락해갔다.
1987 노동체제하에서 발전한 기업별 노조시스템은 개별사업장 노조에
과도하게 힘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임금인상, 갈등형 노사관계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하
고 새로운 투자유인을 약화시켰다. 업종, 지역 등 중위 수준의 교섭과 사
회적 대화는 일부에서 시도되었고 일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노사관계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1987 노동체
제 하에서 사회적 대화 영역에도 개발국가의 유제가 강하게 잔존해 있었
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노동계를 압박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하는 기제로 이용되었다. 일
종의 ‘동원형 사회적 대화(mobilized social dialogue)’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회적 대화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거듭
해왔다. 지난 30년간의 노동체제에 대한 이러한 진단에 근거해 볼 때 우리
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에서 제출한 바 있는 다
음과 같은 입장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유지한다.
새로운 노동체제는 “한국형 유연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통합
형 노동체제(Innovative and Inclusive Labor Regime)’”(장홍근 외, 2016:
193)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81) ‘혁신․통합형 노동체제’는 “① 통합적 노
동시장과 사회안전망, ② 일자리-생산성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본
축과 “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1차 노동시장 최상층부에 대한 적
절한 수준의 유연성 제고, ②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조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장홍근 외, 2016: 193 참조).

81) 앞의 6장에서 박명준은 새로운 대안적 노동체제를 ‘포용적 노동체제’(inclusive
labor regime)로 지칭한 바 있다. ‘포용적 노동체제’와 ‘혁신·통합형 노동체제’는
사용된 용어에서 주는 미세한 뉘앙스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방향성과 내용은 대
동소이하다.

262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새로운 노동체제는 ‘혁신’과 ‘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노동시장, 작
업장체제, 노동법제 등 구조 차원의 개혁과 노사정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
인 노동정치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장홍근 외, 2015: 120～
121 참조). 이런 맥락에서 노사정 세 주체는 2014년부터 2016년 초에 걸
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진행된 노사정 대화의 “성공과 실패 경
험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대화틀을 마련하여 노동체제의 재구성을 위
한 진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장홍근 외, 2016: 193～194 참조).
노동시장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유연화 모델, 유연안전성 모델, 그리
고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모델 등이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비
판적이다. 규모별 임금격차와 연공형 임금체계 등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고용불안 심리와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하에서 유연화 전략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단기
간에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안전성 모
델은 유연성 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 곧 사회적 노동시장체제도 현재와 같이
‘약한 노동조합’ 하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결국, 내부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주도
의 사회적 규제(노동권 보호와 사회권 확대),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의 기
능적 유연성의 제고를 결합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보
인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
문에, 국가 주도의 사회적 규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의 구조와 경제 시스템 개혁
이 동시에 결합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체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시장 구
조 사이의 분절성 약화, 조직노동의 책임성 강화,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
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 우리는 증
세, 연공성의 약화를 포함한 임금체계의 개혁, 지나친 고용관계 시장화의
억제, 정규직 노동자의 기능적 유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새 정부 들어서 지나친 고용관계의 시장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그러
나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시장화에 유인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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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고임금, 보상체계의 연공성과 경직된 작업조
직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과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
로 산업과 기업의 위기 시 추진 전략으로 임금체계 개혁과 기능적 유연화
를 제출한다.
새로운 노동체제는 노동존중사회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노동에서
품격(Dignity at Work)은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적 이념이다. 새 노동법제
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자유와 협치의 노사’를 기치로 단결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정상화 및 사업장 협치의 구축을,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구호로 일터인권의 확립 및 시간보상
체제와 능력책임주의로의 전환을, 그리고 노동시장법 분야에서는 ‘준거와
좋은 일자리’를 지향하고 취업자 모델과 무기ㆍ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을
각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활성화와 사
회정책의 통합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협치의 노사｣를 위해 노동3권의 자유화가 최우선이다. 단결의
자유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제약들을 제거하며 ILO 관련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도 우리 사회
의 중요한 숙제이다. 모든 근로자 대표를 사업장 안으로 집중하게 만든
법제도를 개정하고, 노동조합이 조직과 활동 무대를 사업장 밖으로 이동
시킬 수 있도록 법적 촉진책을 개발해야 한다.
｢균형과 책임의 일터｣를 위해 일터인권이 존중되고 일과 생활이 조화
되며 능력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일터를 건설해야 한다. 인격 존중과 생산
성 향상이 조화되는 일터의 첫 번째 요건은 기본적 인권이 일터에서도 존
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시간의 균형적인 배분이다. 금전보상을 통
한 장시간노동체제를 시간보상과 의무휴식제를 통한 정상노동체제로 전
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 사용자만이 안전, 임금, 고용 등에서 책임을 지
게 하는 것은 간접고용 시대의 책임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익을
향유하고 능력을 가진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노동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준거와 좋은 일자리｣는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고용정책의
핵심이다. 기술과 경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과 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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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포함하는 노동시장법제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무기고용과 직접고
용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대안적 노동운동의 모색과 관련하여 노사관계
에 대한 국민의식과 새로운 노동운동 시도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 높은 가입의사를 내비침으로써 노동
조합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보여주었다. 대안적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가사노동자협회, 독립PD협회 등으로 현행법상 노동조합을 설립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
든 조직이다. 둘째,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연대방식을 결합한 조직
으로서 대표적으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셋째, 운영원리가 노
동조합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에 가까운 노동조합으로 청년유니온, 알바노
조, 노년유니온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들로 노동
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상담, 노동정책사업 등 지역의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공적인 실험들에 주목하여 볼 때, 노동운동
의 재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운동의 내부혁신(현장대표권의 재구성, 산별
노조의 역량강화, 리더십의 재생산), 제도적 지원(사용자의 불법행위 예
방, 노동기본권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등이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측면에서 노조조직률의 제고는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현황 파
악 및 이를 위한 명료한 기준의 마련, 조직화 대상에 대한 전략적 선정,
전략조직군의 확대(미조직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 청년 및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등이 필요하다.
중위 수준에서의 ‘포용적 코포라티즘’ 노동체제를 구현하는 과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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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기업별 노조 시스템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노사관계
를 혁신하는 데에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합의에의 집착, 특히 중앙교섭
에의 집착이 강했던 반면, 중위수준 노사관계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제 산업․업종별 중앙교섭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과 결합해서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에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업종 수준에서의
교섭으로 비약하기 이전에 업종수준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먼저 활성
화시키고 지역 내에서 노사정 간 조율의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그
것이 교섭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업종수준에서도 그렇고 지역 내 특정업종이든 업종
포괄적이든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일정하게 전개되고 활성화되는 양상이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이는 포용적 메조코포라티즘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들이다.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이행, 그리고 그것의 원활한 작동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사정이 책임 있는 경
제사회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
데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및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며, 대
화와 타협의 결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를 존중하고 충
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른바 ‘동원형’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은 현 시기 한국의 노사정 세 주체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디지털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세 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체제 전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국정 목표가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
으며 경제사회 주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만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사와 시민사회도 종래와 같은
대안 없는 비판자 혹은 무책임한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변화한 현실 아래
에서 마주친 엄중한 시대적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수행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정부와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만나는 협치(協治)의 장이자 작동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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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을 모태로 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
혁 국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다. 종
래의 기업이윤 만능의 노동 배제․차별․희생적 체제로부터 노동이 존중
받는 선진적인 통합과 포용의 노동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될 시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집권적 통제에
의존하던 사회적 대화체제를 상향적, 분권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십은 경제사회적 이익과 운명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당사자들 중심의 상향적, 분권적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지역적 분권화와 다양한 형태의
산업 및 업종별 사회협약체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향적, 분권적 대화체제는 향후 본격화될 개헌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부
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역분권적 노동체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은 새로운 헌법 질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부응한다.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이
양과 분권화, 그리고 지역의 분권적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
적인 노력과 병행될 때 성공적인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체제의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층적 대화 채널과 파트너십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이 필연적이다. 노동존중의 민주적 정부가 권위주
의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 역시 고도의 관용과 깊은 인내
심을 요구하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시스템의 인내력과 복원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회 통합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포기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 종속되어 온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과 그들의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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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한다면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체제로부터 벗어나, 사람 중심의 선진적 노동복지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의 대전환 노력
은 노동존중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취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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