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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100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해이다. 일차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에서 채
택된 베르사이유 평화협정의 제13장이 바로 “국제노동기구 헌장”이다. 왜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설립 헌장이 종전 후 국제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평화협정 속에 들어갔을까? 그
것은 ILO 헌장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일차대전의 원인이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인식은 과대망상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를
둔 이성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이차대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1944
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천명한다.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차대전 후의 국제질서는 바로 이 사회정의의 정신 위에 재정초된다. 1948년에는 세계인
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진산업국가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되었고,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되었다. 불평등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사태는 반전되었
다. 실업은 증가하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해고는 일상화되었고, 비정규직은 확대되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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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지혜를 잃어 갔고, 기업의 힘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불평등과 불의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
었다. 산업화 시대에 “산업역군”이라고 불렸던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
서 비로소 “노동자”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는 다시
“인적 자원” 또는 “인적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었지만, 빈
약한 사회안전망은 해고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 차별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노동자의 존엄은 여지없이 훼손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방파제로 인정받기
보다는 마치 차별과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시절이 되었다.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은 언제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뿐, 모든 인
간이 차별 없이 자유와 평등과 존엄과 안정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목적으로 선언했던 것이며, ILO 헌장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
동체제”로 표현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기업과 시장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동선에 기
여하는 시대가 아니라, 반대로 인간과 사회가 기업의 이윤과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리 선전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
이 천명했던 정신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2019년은 ILO 창립 백주년이 되는 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창립 백주년이 되는 해이
기도 하다. “삼월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천명하면서 신분질서의 타파를
신생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것은 1948년 제헌헌법으로 계승된다. 제헌헌법은 사
회적 특수계급을 금지하면서 사회정의를 사회경제질서의 원칙이자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자
리매김했다. 누구는 제헌헌법을 장식적인 헌법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누구는 바이마르헌법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 헌법을 만들 때,
사회정의를 핵심 가치로 천명하고 있는 문서를 전거로 삼았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곧 대한민
국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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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16 쿠데타 직후 개정된 1962년 헌법에서 경제적 자유를 사회경제질서의 원칙으
로 격상시키고, 역설적이게도 민주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 헌법에서 “사회정의”라는 단어
를 삭제하고 대신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면서, 사회정의는 헌법 문서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
서도 사라진 가치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
두이다.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은 한국사회가 신분사회로 변질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들이다. 헌법은 여전히 사회적 특수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러한
특수계급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회정의의 현재적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긴요하다. 사회정의는 한국사회가 신분
사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정의는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
니다. 사회정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으로 지평을 열어야 한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노동의 이행을 둘러싼 조건이
인간적인 체제를 말한다. 적정임금, 고용보장, 보편적 사회보장, 집단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동체제란 단순히 노동 외부의 조건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인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곧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실현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의 사유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유 없는 순수한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반응에 불과한 것이며, 반응은 동물이나 기계의 속
성이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 없는 순수한 사유는 사유가 아니라 관
조에 불과한 것이며, 관조는 신적 존재의 속성이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
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노동하는 자가 자신의 사유를 물질 세계와 대면하면서 실현하
는 행위이다. 노동하는 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을 위
하여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체제, 그것이 ILO 헌장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체제”의 의미일 것이며, “노동다운 노동(decent work)”의 의미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이상은 꿈이며, 꿈이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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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현실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상과 다르다. 우리에게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이 곧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상이 나침반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 실현되는 체제는 한 나라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
는 일이 아니다. 이미 ILO 헌장은 어느 한 나라의 의무 방기는 모든 나라의 노력을 방해한다
고 하면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회원국의 공통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선언도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점을 다시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가 실현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즉 동아시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있는 이웃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도 다르지 않다. 다른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동아시아는 평화의 가치가 특히 중요한 곳이다.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ILO 헌장의 정신이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
다. 한중일의 다양한 경험들이 동아시아의 사회정의와 평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사회정의와
평화를 재정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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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와 사회정의
[토론문] 사회적 정의의 재구성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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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노동 : 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 지상중계

2019년 국제노동브리프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 시리즈를 준비하였다(5월호 ILO 100주년과 일의 미래,
6월호 사회정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임무와 동아시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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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 및
ILO의 미래
Alain Supiot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20세기가 끝날 무렵 새로운 천 년을 알리는 예언들이 다양하게 등장했고, 신자유주의는 ‘사
회정의의 신기루’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20년 후에 밝혀진 것은 반대로 ‘시
장의 자생질서’가 신기루였다는 사실이다. 지나친 부정의는, ILO 헌장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
와 화합을 위협하는 커다란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증가, 빈곤에 내몰린 청년들의 대규모 이민 등은 다양한 형태의 분노와 폭력을 초래하
고, 이는 다시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트럼프의 미국, 브렉시트의 영국, 동
유럽의 ‘새로운 유럽’ 등 신자유주의의 챔피언들이었던 나라들도, ‘노란 조끼’의 프랑스나 ‘양
나마르(지긋지긋하다)’의 세네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안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브라
질이나 인도 또는 아랍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불평등과 부정의
에 맞서는 저항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도구화되고 있다. 단세포적 사고를 가진
통치자들은 이 저항을 인종주의와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헌장과 선언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
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
고는 추후 보완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20년도 ILO 국제노동리뷰에 게재 예정인 원고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가져 왔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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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면서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
초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천명했다. 이 문서들은 20세기의 광란적 학살의 경험에 대한 반
성의 결실로서, 사회정의의 목적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알프레드 푸이에는 1899년에 ‘사회정의의 이념’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였다. 푸이에에 따
르면 정의는 사회 전체에 관련된 것이며, 개인들 사이의 교환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물
론 이러한 생각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훨씬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는 전체로서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을 줄곧 반박하면서, 정의를 계약
(비례적 정의)과 위법(시정적 정의) 차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푸이에에 따르면, 사회정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양자 모두와 거리를 둔다. 이 둘은 모두 ‘경제적 자연주의’에 속하는 것
으로서, 모든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자연 질서에 대한 과학주의적 신념을 공유한다. 즉 모
든 사회는 경제적 경쟁에 고유한 법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은 단지 이
법칙이 개인들의 관계를 다스리는지(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아니면 집단들의 관계를 다스리
는지(계급투쟁이나 인종 간 투쟁) 여부에 있을 뿐이다. 반대로 사회정의는 국내적 차원과 국
제적 차원에서 자유의지로 확립한 연대에 기초한다. 사회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공동체
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이끌고, 경제적 자연주의가 이들을 유폐시키려고 하는 개인주의적
결정론이나 집단주의적 결정론을 부정하는 ‘강력한 이념’이라고 푸이에는 말한다.
사실상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독재를 이긴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덕분이다. 민주주의 국가
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4년에 말했듯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안전과 독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배고프고 실직한 사람들은 독재가 만들어지는 바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도덕적, 생태적 파탄에 직면했다. 그에 따라 권위주의
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체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노동기구 백주년은 사회
정의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21세기의 조건에 맞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
인 기회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ILO 헌장이 제시한 과업은 그 가치와 현실성을 전혀 상실하
지 않았다. 첫 번째 과업은 ‘어느 한 나라라도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므로’ 이것을 막는 일이다.
두 번째 과업은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이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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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모든
인간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은 2차 대전 후 근본적으로 변했다. 이하에서는

21세기의 노동이 제기하는 새로운 질문들을 확인한 다음, 나름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 중인 Alain Supiot 교수

■ 새로운 도전들 : 21세기 노동의 미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노동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변화는 ILO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기도 하다. 기술적 도전과 생태적 도전이 그것이다.

기술적 도전
ILO 헌장이 말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은 기술발전 상태에
따라 다르다. 사실 각각의 시대는 인간의 노동을 동 시대의 다른 생산력과 동일시하려는 경향
이 있다. 그 결과 매번의 기술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 산업사회 이전까지
의 비인간화는 노예나 농노의 모습을 띠었다. 이것은 가축의 조건을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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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8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상상력은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했다. 제2차 산업혁명으로 탄생
한 ‘과학적 노동관리’는 노동자를 생산라인의 경직된 리듬에 복종하는 기계부품으로 취급했다.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상상력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은 노동법 덕분이었다. 노동법은 이
종속성을 노동계약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일정 정도의 신체적, 경제적 안전을 결부시켰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를 승
인하였다. 임금노동은 이처럼 종속과 안전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처럼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노동 개념은 마치 노동을 노동자의 인격에서 분리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간주하는 허구/의제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시장’이라는 개념도 완
전히 이러한 허구에 기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다. 다양한 경제
기구들이 내놓는 노동의 미래학에서 초석으로 삼는 것은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서도 이 허구는 핵심을 차지한다. 그런데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은 원래 노예 소유주의 회계장
부에서 자산가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것을 현대적 용법으로 변용시킨 것은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이미 1935년에 소련에서 이 말을 유행시켰다. 이것은 이른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이 개념을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구사하기 30년 전이다.
이처럼 호모 파베르의 형상은 노동상인의 형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상인’이라는 형상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의미와 이유에 대
해서 질문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것은 자신의 고객인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이 노동의 상품화는,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
전히 노동시장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형태의 노동들을 은폐하거나 주변화한다. 자원
봉사, 돌봄노동, 학습노동 및 자기계발노동, 자유업 및 공무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를 기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디지털 혁명과 함께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제는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호에 반응하면서 할당된 목표를
스스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지능기계’, 즉 컴퓨터를 모델로 삼는다. 이제 종속 패러다임은
프로그래밍/제어 패러다임으로 승계된다. 이 숫자에 의한 협치 모델은 임금노동자와 사용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 임원과 비임금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국가까지도 확장
된다. 이 디지털 기술혁명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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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위험은 노동의 비인간화에 더 깊이 매몰될 수 있는 위험이다. 노동자의 신체에 대한 지배
에 더하여 이제 노동자의 정신에 대한 지배가 추가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된 노동자
는 끊임없이 증폭되는 정보를 24시간 내내 처리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단절된 수행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이 노동의 비현실화는 노동자의 정신건
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만과 부정을 증가시킨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확장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를 낳는다. 노동의 우버화 또는 플랫폼 노동이 그런 사례이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종속된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사업주들은 ‘공유경제’의 포장을 덮어쓴 ‘하급고용’ 속으로 노동자
들을 밀어 넣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행사하고 있다.
반대로 디지털 혁명이 제공하는 기회는 노동의 재인간화를 위한 기회이다. 인간의 노동에
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의 ‘지능기계들’이 맡아 준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순수하게 포이에시스적인 노동, 즉 어떤 기계도 할 수 없는 것, 자유와 창조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노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혁명은 노동자를 ‘자
기 자신의 상인’으로 의제하는 허구에서 벗어나, 임금노동을 넘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
제’를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사실 노동의 상품화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종속노동시
간과 돈의 수량적 교환의 문제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포디즘에 전형적인 이러한 개념의
사회정의는 노동착취를 어느 정도 치유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노동 안에서의 억압, 즉 필라
델피아 선언이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
는 만족’이라고 표현한 것을 노동자로부터 박탈하는 현실을 치유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의 근본적인 의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공동선에 기여하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벼릴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노동자들이 상명하복의 명령계통에 복종하는, 기계화된 대공장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질문들
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관리자는 ‘일머리’로서 독점적인 결정권을 행사
하고, ‘일손들’은 단순히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방식의 노동조
직을 문제 삼는다.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일머리’가 되어 책임감과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요

》

_13

청된다. 노동자들은 명령계통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접 협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따라
서 정보화된 기업의 효율성은 시몽동이 ‘발명가의 능력과 조직가의 능력의 결합’이라고 명명한
것을 기업의 모든 협업자들이 달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것은 관리자의 기능에 변화를 초
래한다. 관리자의 기능은 이제 권력의 기능이 아니라 권위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 권력은 명령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권위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표출된다. 권력은 매수할 수 있지만,
권위는 기업의 ‘존재이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리고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아
직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역자 주 : 돈을 번
다는 것으로 번역한 불어 표현은 faire de l’argent이다. faire는 원래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faire de l’argent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어떤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생기
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기업의 목적은 사람과 사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
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생태적 도전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기에서 인간의
노동이 갖는 양면성이 드러난다. 즉 인간의 노동은 자연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형벌이면
서 동시에 자연의 지배와 창조를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물에 복종하는 것이기도 하
고, 또 한편으로는 사물이 사람에 복종하는 것이기도 한 이 노동은 노예를 만들기도 하고 조
물주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의 많은 문명들은 종종 자연 환경의 제약에 맞
게 노동조직을 조정하지 못해 몰락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는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천연자원의 한계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착취했으며, 그 결과 지
구는 이른바 인류세의 시대로, 즉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생태 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다.
노동소득의 정체 또는 감소와 불평등의 급속한 확대는 ‘낙수효과’로 감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임금과 노동시간의 교환이라는 계량적 문제로 환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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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물려받은 사회모델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회모델은 사실
상 경제적 지표들에 전적으로 연동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 GDP, 실업률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과 환경의 보존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었다. 이는 로
컬 차원에서도 사실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실이다. 로컬은 농축수산물 유통 경로의 단축,
즉 로컬푸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에도, 지구의
한쪽 반대편에서 소비할 무거운 상품을 다른 쪽 반대편에서 생산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
될 수 없다. 그런데 국제통상법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고려
하지 않은 채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촉진한다.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은 ‘지속가능한 성장’, 즉
한계가 없는 성장이라는 모순어법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국제 분업은 필라델피아 선언이
지향했던 협동이 아니라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인적자원 또는 천연자원의 초과
착취를 의미하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경쟁으로 내몰린다. 그 결과 공해를 유발하는 많은
산업들이 신흥국으로 이전하였다. 그와 동시에 물류의 생태적 영향도 증가하였다. 인간이 지
구에 남기는 생태발자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물학적 재생 능력을 해마다
조금씩 초과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러한 생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국제적 차원에서 미미하
나마 약간의 진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이 그것
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자처하면서 노동문제와 생태문제를 결합하는 데
먼저 나섰던 것은 일부 초국적 기업들이었다. ILO와 OECD는 초국적 기업들의 이러한 이니
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녹색’ 고용의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고
유한 전략적 방침들을 전개했다.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결합하려는 노력은 아직은 미미하지
만 가까운 미래에 불가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연자원의 초과착취,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모든 종류의 공해, 사막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강제된 이민 등을 유발하는
노동체제는 사실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디지털 혁명과 마찬가지로 생태위기의 심화는 노동의 조건만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와 내용
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노동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 즉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권리’는 당연하게도 환경을 존중하는 생산방식에 저울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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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을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한다.

■ 새로운 해답 : 21세기의 국제노동법
노동의 변화가 제기하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연대의 원
칙,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사회생태적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의
실현은 ILO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과업들에 대응한다.

연대의 원칙
연대의 원칙은 ILO 헌장의 배경에 존재한다. 헌장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라도 진정으로 인
간적인 노동체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
을 방해한다.’ 연대의 원칙은 필라델피아 선언에도 존재한다. 선언에 따르면,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연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연대를 일종의 공동의 노력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역동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정의는 언제나 유
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된 규칙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ILO가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을 평가하고 채택하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근본목적’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공동의
노력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표들도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 혁명과 지구환경의 훼손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는 사실상 국가들을 상호의존
상태로 만든다.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제도적 연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대의 원칙에 비추어 ILO의 내부 운영 및 국제 법질서에서 ILO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LO 회원국들의 연대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국제노동규범은 일종의 규범적 셀프서비스의 대상이 되었
다. 각 회원국은 어떤 국제노동규범을 지킬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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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규범들만 비준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규범의 적용을 감독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규
범을 비준한 나라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그 결과 ILO의 사명이 띠고 있는 보편적 성격과
그것을 충족함에 있어서의 법적 무능력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ILO 헌장의
원칙을 온전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ILO의 규범적 도구뿐만 아니라 그 연구
및 지원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연대하
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어떤 회원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면 거기에 만인효를 부여하는 것이다.
ILO 총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협약이 채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
성을 협약에 부여한다. 물론 각 회원국은 채택된 협약을 비준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은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협약이 다루는 사항에 관하여 자국
의 입법과 관행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더군다나 ILO에 가입했다는 사실로 인해 모든 회원국
은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비교우위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삼아 미비준국들이 자국의 시
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준된 협약에 이와 같이 만인효를 부여하
는 것은 회원국들 사이에 진정한 연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양자간 무역협정에 노동조항을
삽입하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조항의 내용
과 이행은 협정 당사국들 사이의 불평등하기 쉬운 역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선언과 협약과 권고로 구성된 현재의 시
스템을 초월하면서 보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범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범 형식은
임금노동을 넘어 비공식 노동과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 등 모든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관
점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고범주들을 전 세계로 투
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라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노동의 경험이 민주적으로 표
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LO가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지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규범 형식은 ILO 총회에서 채택하는 기본협약과 그것에 따라 각
국가별로 추진되는 국가별 협약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국제사회가 승인하
는 원칙의 타율성과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각 나라가 갖는 자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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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은 또한, 각각의 관할권에 근거하여 국가별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국
제기구들의 협력에 일정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의 연대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두 가지 법 논리의 충돌이 나타났다. 한편에는 노동과 의약품과 문
화와 천연자원을 순전히 국경 없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무역 및 금융의 논
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ILO, WHO, UNESCO 등에서 나오는 사회정의의 논리가 있다. 그
결과 동일한 규범을 두고 한쪽에서는 비준하거나 적용하지 말라고 재촉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의 필요성과 보편성을 주창하는 분열적 국제 법질서가 형성되었다. 세계 시장을 규율하
는 사법상의 규칙들(재산권, 자유경쟁,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노동과 건강과 문화
와 환경의 비상품적 차원을 담당하는 공법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사실상 존재
하지 않는다.
다양한 다자기구들을 하나의 노력공동체로 결집시키지 않고서는, 각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
는 법 논리의 충돌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환경 규범과 무역 금융 규범의 결합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구들 간의 연대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이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모든 인간의 권
리’를 방해하지 않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임무를 ILO에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
서 선도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ILO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들의 규
정보다 인권상의 의무들이 우선한다는 점을 수호하는 역할을 ILO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으려
면, ILO 헌장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소를 ILO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자간 협상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에 관한 양자 협정 또
는 지역별 협정을 통해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강대국은 노동조항이 첨가된 양자간 무역협정
을 약소국에 강요한다. 그런 식으로 강대국은 자신의 법을 영토 밖에서 적용되도록 한다. 다
자간 무역기구에서는 축출되었던 노동조항이 이처럼 양자협정 및 미국과 유럽연합이 도입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통해서 귀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무역협정들은 중재 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중재자는 사회 환경 규범을 해석하는 판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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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노동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사회권을 정의함에 있
어서 선진국들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 원칙
고대 그리스 이후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토대로 간주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주도했던 혁명가들은 독립 노동자들의 검소한 삶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필수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보기에는 노동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경험만이,
자유로 만들어진 자율성, 책임감 그리고 공공선의 존중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통치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시민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규모 산업시스템의 발전과 임금노동의 확산은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출현시켰다.
임금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그리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
는 산업민주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산업민주주의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력 제공
의 조건, 즉 안전(신체적, 경제적)과 기간(시간) 그리고 가격(임금)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오늘
날 디지털 혁명, 생태적 위기, 경제적으로 종속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비공식 노동, 하청노동,
플랫폼 노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원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도 필요한 일이다.
비록 ILO 헌장은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산업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는 산업민주주의가 진정한 경제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견고한 규범
적 기초들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노사정 삼자주의이다. ILO 총회는 노동다운 노동(travail décent)의 목적 아래 모든
형태의 노동을 심의함에 있어서 견줄 바가 없는 세계적 아고라를 구성한다. 총회는 다른 국제
기구들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 및 경제적으로 종속된 비임금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들
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들을 정의한다.
둘째는 필라델피아 선언이다. 선언은 현재 보편적 적용범위를 갖는 유일한 법적 규범이며,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의 의미와 내용에 적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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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떤 노동체제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 번째 조건은 노동의 내용과 실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즉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는 스스로를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하우가 어느 수준
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노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즉 노동은 공동선
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어떻게’ 그리고 ‘왜’ 노동하는가는 21세기의 기술
적 도전과 생태적 도전에 대응하고자 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어떻게’는 정
보통신기술이 노동자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왜’는 노동자들과 그 조직들이
‘녹색’ 경제, 즉 환경을 존중하는 노동 개념과 조직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법적 시도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및 전체로서의 공동선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들이
그런 것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진의 의무를 확대하는 착상은 사실상 이미 기업의 사회적, 환
경적 책임에 관한 모든 시도들과 프로그램들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노동을 착상하고 조직함에 있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착상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노
동을 인간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실현할 것
- 노동자와 공동선에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주주 그리고 노동
자 사이에 기업의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
금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
- 사회적 대화와 단결의 자유를 적용범위를 노동의 조직과 내용에 관한 문제 및 그 생태적
영향으로 확장할 것. 이것은 임금노동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종속된 모든 형태의 노동
에 해당
-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인정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
- 노동조직 및 생산물의 품질과 지속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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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할 것
- 산별협약 또는 초국적기업협약의 차원에서 초국적 차원의 대표제와 단체교섭을 발전시킬 것
- 사회적 또는 생태적 문제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보이콧을 전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
개별적 차원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영리 영역의 노동과 비영리 영역의 행위(교육, 시민적 또는 가족적 책임의 이행 등)를 교
차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출권의 인정
- 남녀 모두에 대해서 접속차단권을 포함하여 노동시간과 시민시간 및 가족시간을 조화시
킬 수 있는 권리의 인정
- 기업의 영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경영진의 의무 인정
- 생태와 보건을 이유로 한 작업중지권의 인정
이상의 권리와 의무는 21세기의 새로운 노동법이 갖추어야 할 목록이다. ILO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이 목록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생태적 책임의 원칙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현대 사회국가의 두 가지 기초를 형성한 책임법리의 혁명을 가져
왔다. 첫째, 위험한 기계와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객관적 책임의 법리이다. 둘째, 위험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했던 의무적 보험제도의 도
입이다. 이 기법들은 우선 산업재해 영역에서 등장했는데, 이어서 다른 사회적 위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질병, 노령). 최근에는 일정한 생태적 위험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그러나 위험의
계산 능력을 벗어나는 심각한 위험은 제외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적 구조는 지구화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지구화는 책임법리의 실효
성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박탈한다. 하나는 사회적, 생태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자를 특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3자 보증인의 존재이다.
오늘날 책임져야 하는 자를 특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국내법에 속하는 기업들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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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사업조직 또는 생산유통사슬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권력
이 행사되는 곳과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 분리되고 있으며, 이는 무책임의 전면화로 귀결될
수 있다.
책임을 보증하는 역할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국가에 부여된다. 많은 나라의 헌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국경의 철폐는 (각국의 법제를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서로 경쟁시키는) 로쇼핑 체
제를 가져왔고, 이는 각 국가에 고유한 법치의 힘을 약화시켰다. 모든 국가는 외국 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국의 사회법과 조세법과 환경법을 하향 조정하는 최저가 입찰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의 원칙을 보증하는 국가의 능력, 즉 경제권
력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약
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신들의 시장 평판을 염려하는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를 위하여 내부 규범을 도입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 규범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그 진정성과 실제 이행 여부는 극도로
다양하다. 이와 동시에 일부 소수의 대기업들은 종전까지 일국적 차원에 갇혀 있던 대표제와
단체교섭의 관행을 지구적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도입했다.
한쪽에서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딱 그만큼 다른 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힘을 얻는 이
명백한 현상을 보면서 일부 논자들은 기업이 ‘복지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관할 영
역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정당성도 없고 속성도 없는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가를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내모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로 기업은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하고 준수하는 나라로 공장
을 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해서 좋은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즉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을 첫 번째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ILO가 어떻게 하면 사회생태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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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모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회생태적 책임에 관한 보편적 선언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기업과 국가,
국제기구와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자는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생
태적 위험을 예방하거나 복원해야 한다.
- 법인의 책임은 그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지역별 경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국제기구는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기본권을 옹호할 국가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규범이나 결정을 장려하면 안 된다.
- ILO는 소득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및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노동다운 노동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권리에 비추어 국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 국가는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해야 할 ILO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기업은 기본권에 부합하는 사회법과 환경법을 채택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투
자하면 안 된다.
- 기업은 투자자와 주주와 노동자 사이에 기업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남녀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와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착상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준수해야
한다.
- 타인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거나 관리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는 그
타인이 해당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손해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진다.
- 기업은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책임의 일부를 부담한다.
- 국제회계규범은 기업의 사회생태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시민과 기업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나라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둘째는 오늘날 전 세계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최종 심급에서 관할할 수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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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증인의 지위를 ILO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ILO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수
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첫 번째 수단은 국제노동규범 위반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해석권한을 보유하는 재판소
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는 ILO 헌장 제37조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영
역에서 ILO 정도의 권한과 경험도 없으면서 사회규범에 대해서 해석권한을 갖는 판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양자간 중재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재판소의
창설을 검토하는 것은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 사회생태적 책임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두
번째 수단은 사회생태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생산된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다자간 제도
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연맹의 소멸은 국제기구도 불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례 없는 기술적, 사회적, 생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다자간 체제의
붕괴는 분해의 징후를 보이는 만큼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LO는 가장 오래된
다자간 체제이다. ILO가 백주년을 맞이하여 창립자들의 정신에 충실하게 거듭날 수 있는 능
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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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② ILO 100주년 기념 II

세계화, 신자유주의화와 사회정의

Special Feature

Alain Supiot 교수의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 및 ILO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알랭 쉬피오 교수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차 대전 이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로 인정된 사회정의가 쇠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
회정의의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 노동문제와 경제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사회정의의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정치, 사회와 문화, 환경과 생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 개념이 필요하다. 다차
원적인 사회정의 개념 구분이 필요한 것은 생태 차원의 사회정의가 노동 차원의 사회정의와
다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불황을 겪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시장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경제 원리였다. 정치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권위주의를 부활시켰고, 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
약하였으며, 전후에 자리 잡은 복지제도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수주의를 부
활시켰다.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케인스주의에 대한 거부,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믿음 등을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알랭 쉬피오 교수
의 기조강연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과 토론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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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웠다. 신자유주의자들의 편협한 사회정의는 자유로운 시장과 경쟁이 정의라는 믿음에 근
거하였다. 시장 중심의 사회정의 개념이 모든 정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인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후 제정된 ILO 헌장에서 제시된 사회정의 개념은 자유주의 경제의 위기에 따른 경제위
기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잔혹한 살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과 경쟁이
가장 중했던 열전체제(the Hot War)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상자를 내면서 1945년 막을 내렸다. 19세기 유럽 국가들 간 전쟁이 208회나 있었고, 20세
기 두 차례의 대규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크림전쟁(the Crimean War)과 같은 대규모 전
쟁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ILO 100주년인 2019년은 ILO 탄생 시기인 1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매우 다른 환경을 보이
고 있다. 군사적인 충돌 없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시장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화, 신자유주
의화와 금융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대부
분의 나라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더욱 더 심해졌다. 신자유주의가 앞세운 ‘시장’이라는 ‘신’은
대다수 지구인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했고 풍요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 불평등이 심
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시
장경제에서 한편에서는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집중이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자본, 상품과 노동력 이동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법적, 제도적 장벽과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노동력 이동이 상품의 이동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본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
여 저개발국으로 이동하는 탈산업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빈곤 국가의 노동력이 이주 노동자
의 형태로 임금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력의 국제이주가 활성화되었다. 선발 산업국에
서 산업 공동화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대신에 비정규직 고용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한 사
회 내에서도 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와,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라는 세 가지 유
형의 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세계화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동시에 기업 활동을 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등
장하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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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모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수직적 분업을 통해서 지구적으로 생산체
제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대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알랭 쉬피오 교수는 21세기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차원의 연대 형성, 경제민주주
의, 사회생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다. 그러나 다차원의 연대 형성은 세계화와 사회의 분화
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일국 내 경제민주주의도 큰 진
전을 이루어지 못했다. 사회생태적 고려도 경제대국들이 앞다퉈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
협약 파기나 중국의 산업화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정의 개념을 ILO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지켜져야 할 노동인권과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에 의해 훼손된 노동권 및 시민권의 보장과 기술경쟁 및 시장경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배제된
주변적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의 경쟁
대신에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유럽통합의 경험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유럽이 시장통합에는 성공했지만, 사회통합에
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스웨덴의 Laval case를 들 수 있다. 독자적으로 발전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 시장통합을 강조하
는 유럽연합 법원이 스웨덴의 노사관계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
과 고용조건이 노사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난 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동유럽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노
사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이민 반대와 반외국인 정서로 이어지면서 스웨
덴에서도 극우가 급부상하였다. 이는 EU가 공유된 사회모델(social Europe) 없이 시장통합
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LO가 글로벌 수준의 노동모델(global labor model)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 내에
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노동자 연대를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노동권 보장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약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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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의적인 접근 대신에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Global South와
Global North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두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를 촉진시키는 최소주의에
기초한 협약이 필요하다.
노동 영역을 포함한 사회모델의 제시와 실행을 둘러싼 협약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
을 규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또한 구속력 있는 ILO 협약
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ILO 협약의 준수와 이행 여부의 조사와 제재를 포함한 실행
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ILO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긱 이코노미는 주로 생산영역의 변화를 의미
하며, 변화의 결과에 따라 파국적인 상황과 포에이시스적 노동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알랭
쉬피오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은 노동권과 공동결정과 같은 기업수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대두와 같은 과학기술혁명은 전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인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자본주의 체제인가? 그 핵심에는 소유제도의 변화가 놓여 있다. 국민
모두가 로봇을 소유하고,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는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분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소
득(basic income)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기본소유(basic ownership)가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일국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알랭 쉬피오 교수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ILO가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부의 독점과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본 소유의 제도화는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스토피아를 막고 모두가 과학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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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Alain Supiot 교수의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 및 ILO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사회적 정의의 재구성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넘어
은수미 (성남시장, 사회학 박사)

2019년은 ILO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공화국 탄생 100주년이다. 참혹한 전쟁을 이겨내
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항구
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한 ILO의 정신과 행동에 힘입은 바 크
다. ‘모든 인간은 인종·신앙·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
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회정의가 이후

1948년 지구적 차원의 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것은 되돌아보아도 감동적이다. 하지만 2019
년은 ILO의 향후 100년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공화국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
다. 그래서 지난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는 여기서 접어두고, ILO 기본원칙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와 사회정의 선언이 향후 100년에도 유효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충
분한가를 묻는 것에 집중하겠다.
알랭 쉬피오 교수가 지적했듯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은 ‘사회정의의 문제
를 종속 노동시간과 돈의 수량적 교환의 문제로 축소’하는 취약점이 있다. 즉 이 모델은 경기
변동이나 기업 변화에 따라 사람이, 의류나 식료품처럼 팔리거나 재고로 쌓이는 위험을 완화
했다. 완전고용과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업의 고통이나 빈곤의 위협도 줄였다. 하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알랭 쉬피오 교수
의 기조강연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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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치와 스탈린이 시작하고 포드주의 모델이 완성한 것, 사람을 ‘인적자본’으로 간주하고
생산성으로 계량하며 우열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비유하자면 조던 필 감독의
영화『 어스』에서처럼, 모든 노동자에게는 도플갱어인 복제인간, 즉 인적자본이 존재한다. 나
에게는 나를 꼭 닮은 인적자본이 있고 그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다. 정리해고 시기
가 되면 나는 인적자본이 된다. 입시경쟁이나 취업시장에서도 나는 인적자본이 된다. 모습이
똑같아 누가 복제인간인 레드이고 누가 사람인 애들레이드인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사람이
라고 생각했던 애들레이드가 사실은 복제인간인 레드였다. 그것이 현실이다.
쉬피오 교수는 사회정의 모델의 이와 같은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연대의
원칙, 경제 민주화의 원칙, 사회생태적 원칙을 강조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나 사회
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칙의
구현을 위해 재판소를 창설하여 ILO가 제3자 보증인의 지위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한
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원칙의 보완일 뿐 기존 모델의 취약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필
자의 견해이다.
‘악의 평범성’ 테제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사람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생명, 세계성,1) 다원성이 필요하며 그 각각의 고유한 활동양식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산의 자동화 과정과 같은 포드주의
적 모델이나 노동의 절대화가 작업과 행위의 고유성을 없애고 그것을 노동으로 전락시킨다
고 비판한다. ILO의 기본원칙 역시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의 ‘삶의 총
체성’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
쉬피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변
화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작업이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노동을 통해 세상
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소한 동시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질문해보자. 얼마 전 ‘미스 트롯’이라는 예능이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출연하여
우리를 감동시킨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달고 응원한 사람들의 행위는 노동인가
아닌가? 노동이 아니라면 이 행위는 세상을 바꾸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까?

1) 직업세계 혹은 세계관 등의 의미를 갖는 세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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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절대화로 인해, 노동조직이 작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는 관심이 적고 인권부재나
사회정의 약화 현상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독재나 전쟁(1, 2차 세계
대전)이 인권부재나 사회정의 약화의 극단적 양상이었다면 현재에는 그것이 혐오와 가학, 갑
질에 기초한 타인의 배제로 구현되고 심각할 경우 테러로 이어진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막말과 혐오표현은 도를 넘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일부 대기업의 갑질이나 가학 역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혐오와 갑질이 전 국민에게로 퍼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다. 최근 모 지역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플
래카드가 걸렸다. ‘임대주택 때려 박아 난민촌을 만들거냐’. 이 내용이 게시판과 온라인으로
퍼지자, 집값하락 걱정은 이해하나 청년과 임대주택과 난민을 모두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커졌다.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혐오2)와 갑질을 부추기는 사이버
폭력(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등) 역시 확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결과(2017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을 경험(전 국민의 26.0%)했고 피해자의 반 정도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며 피해자들은
종종 자살충동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자살한다.3)
이처럼 인권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조직된 노
동의 목소리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이미 하루 평균 6명이 산재로 죽고 34명이 자살하며,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80명의 여성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고통받는 나라이
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내 이웃을 사람이 아닌 놀이나 놀림감, 놀이상품, 즉 인적자본으
로 대하는 행위가 퍼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노동조직이 온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할
까?
물론 쉬피오 교수는 파업이나 노사정 사회적 합의 등,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LO도, 결
핍과의 투쟁이 ‘노동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 증진을 위
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3) 2015년 연구결과(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95740.php?)에 따르면 사이버폭
력은 우울증, 열등감, 행동장애, 약물중독이나 자해행위, 자살충동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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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행위와 권력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의 행위나 행위 영역은 갑질과 가학, 심지어 테러까지 벌어지는 정치사
회적 행위 영역, 노동자든 비노동자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플랫폼
에서의 행위는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기업의 주요 구성원이며 기업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한다. 총사용자와 총
노동자로 확대한다 해도 그것은 확장된 기업이며, 문제가 벌어지고 전투가 이뤄지는 공공적
시민적 정치적 영역의 일부일 뿐이다.
직장 내 갑질이나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마저 ‘공공적·시민적 영역이 폭력적인 언어의 ‘전투
지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시민으로서 발언하고 행동하다가 언어적 공격이나 그보다 더 나
쁜 일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4)가는 영역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5)은 과거 미국의 매카시즘이나 한국의 빨갱
이 낙인과도 다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그 현장의 사람들이 사용자나 노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시에 낯선
이를 환대하여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용자나 노동자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주요
영역 역시 기업이나 작업공간이 아니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하청과 같은 노동이슈일지라도
행위 영역이나 플랫폼,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하여 노사관계로 한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머는 “현대사회에서 public의 본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단어는 ‘펍
(pub)’”이라면서 “영국의 펍은 언제든 완벽한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곳을 드나들다 보
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팔에 안긴 아기, 중년의 가장,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 남녀, 오
래 전에 은퇴한 노인, 평생 알고 지내는 이웃, 지나가는 길에 들른 이방인… 펍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종류의 멋지고 좋은 장소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기 때문이다”6)라고
말한다. 바로 이와 같은 공간이 혐오와 갑질과 테러로 위협받고 있거나 전투지대로 바뀌었는
데도, ILO의 기본원칙은 작업장 혹은 기업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2011)』, 글항아리.
5) Ibid.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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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생산성을 강조한다. ‘세계의 생산 자원들을 더욱 완전하게, 더욱 광
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행위에 의해, 특히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촉진하고’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쉬피오 교수도 그 사실을 지적하며 보완을 주장한
다. 보완한다 해도 결국 사회정의는 생산성의 하위 변수이지 않은가?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넘을 수 있는가조차 불확실한 사회이다. 기존의 ILO
기본원칙 준수도 쉽지 않은데 전투지대가 너무 넓어졌거나 이미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
신과 원칙만이라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도 충분히 버겁다. 하지만 인권과
사회정의가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절벽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절벽 앞에 선 아이들도 결국 건너야 하는 간절함으로 길
을 발견하지 않던가.
게다가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현상이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지난 5월 27일 CNN과 단
독인터뷰를 하면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 대한 지
지율이 높아질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유럽이 (난민을 배척했던) 과거의 망령과
대면해야 한다면서 극우세력을 암흑세력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이다.7)
필자에게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정의의 재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다.
쉬피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영리 영역의 노동과 비영리 영역의 행위를 교차할 수 있는 자유
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출권의 인정을 말한다. 이것은 스티글러가 말한 ‘기여경제’,8) 필자가
주장하는 기여소득 개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사람에게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
여에 따른 소득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아동 등 미성년은 존재 그자체가 사회적 기여라는 점에
서 아동수당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형태로 기여를 인정하면 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장을
다니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는 임금의 형태로, 자원봉사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기
여했다면 그에 적절한 형태로 기여의 가치를 인정하고 1인 평생 1계좌를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계좌는 법률로 보장된 평생 인출권이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생산성이 아니라 사회

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58708/
8) 베르나르 스티글러·아리엘 키루(2018),『 고용은 끝났다, 일이여 오라!』,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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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기존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노동만이 아니라 작업이나
행위까지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쉬피오 교수가 언급한 기본원칙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때 노동, 작업, 행위와 상호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노동 지상주의 혹은 생산성에의 종속문제는 이제 정
면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토론을 이것으로 마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남시에서는 노동인권조례가 아니라
「 일하는 시민의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강성태 교수, 박제성 박사 등의 도움으로 다섯
번의 토론회를 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

34_

2019년 6월호

《

2019년 6월호 pp.35~44

기획특집 ④ ILO 100주년 기념 II

한국노동연구원

Special Feature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 공정(公正) :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
郑爱青(Zheng Aiqing) (중국인민대학교 법학 교수)

유교 사상에서 공정 또는 정의(正義)의 개념은, 서구의 공정 또는 정의 개념과는 달리, 천도
(天道)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천도에 따라 인사를 밝힌다(推天道以明人事)고 하여, 하늘의 도
의 공정함으로 사회문제를 처리한다. 동시에, ‘예(禮)’ 제도의 위계질서 안에서 ‘각기 그 분별
이 있다(各有其分)’는 질서를 가리키는데, 이는 중국인의 사고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들은 불공정한 일이 닥치면 ‘큰 소리로 하늘을 부르고 머리로 땅을 치며’ 하늘에 공정
한 주재를 바라는 동시에,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공정을 주장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국
에서 공정이란 사람들이 서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나 정부가 베푸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의 사회 경제발전 과정 역시 이를 증명한다.
먼저, Justice를 공정(公正)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공평(公平)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는 점을 짚
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용할 때도 자주 혼동하는데, 공정과 공평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공정이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라면, 공평은 올바르고 평등하다는 의미다. 본고에서는 가치 목표의 함
의로는 주로 ‘공정’으로 표현하며, 구체적인 제도 구축의 함의로는 ‘공평’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 글
은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보여주고 나서, 노동분야의 사회정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
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
고는 추후 보완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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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우선, 공평 함께 고려’의 성장모델
중국 정부가 2004년 조화로운 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자, 학계는 일반적으로 조화
로운 사회의 최우선 가치는 사회정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 건설 과정은
사회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다룬 적이 없다.『 정의론』의 저자 롤스(John Bordley Rawls)가
주장하는 ‘공정 우선, 효율 함께 고려’와는 달리, 중국은 ‘공평을 고려하지 않는 효율 우선’, ‘효
율 우선, 공평 함께 고려’ 및 ‘공평에 보다 집중하는’ 성장 모델을 차례로 거쳐왔다. 즉 경제 우
선 성장과 물질적 부의 제고를 전제조건으로, 비로소 사회 공평의 구축을 고려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년 역사에서 첫 30년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시대(1949~1978)로,
계급투쟁이 중심이었다. 도시에서는, 전면적인 공유제 경제를 시행하여 경제가 정체하고 기
업은 계획을 집행할 뿐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효율이 없는 단계였다. 분배 영
역 역시 계획을 집행하여 직장을 분배하고 임금이 낮아 노동자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
로 분배 측면에서 거의 공평했다. 하지만 일종의 빈곤의 평균주의였다. 이 30년의 도시 발전
의 와중에는 경제효율도 사회공평이나 사회공정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있다면 그것은 경제
적으로 국가적 부의 축적과 수준 낮은 평균주의(저임금과 국가의 노동보험 전면 부담)뿐이었
다. 농촌에서도, 집단경제와 직장분배 및 평균주의(집단 노동과 집단 식량 분배)를 실행했다.
도시 노동자와는 달리, 농민은 국가의 물질적 보장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농촌에는
효율이 없었고 또한 공평이나 공정도 없었다.
최근 40년 즉 개혁개방 40년(1978~2019) 동안 국가의 무게중심이 경제개발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전반기 20년(1978~1998)은 기본적으로 중심을 경제 고속성장에 두고
경제효율만 추구했을 뿐 사회 공평을 돌아보지 않아, 외부에서 ‘야만적 자본주의’식 경제 성
장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파이 이론’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았다. 파이를 나누려면 먼저 파이
를 키워라. 비록 1993년 중국공산당 14기 3중전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관한
결정(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은 소득 분배에서 “효율 우선과 공평 함
께 고려의 원칙을 체현”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사실상 여러 개혁 조치에서 사회 공평을 찾
아보기란 어려웠다. 먼저, 국유기업 개혁과 다양한 소유제 경제발전 측면에서, 기업과 경제주
체에 각종 경영자주권을 끊임없이 부여했다. 도시에서, 노동자의 생로병사 및 장애를 망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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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보험이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대체되고, 노동자의 임금에 등급이 생기면서 차이나 나
타났다. 특히 관리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에 분명한 임금격차가 생기면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후반기,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 과정에서 노동자 샤강(下
岗, 실직) 현상이 나타나,

1997~2004년 4천만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생활이 곤궁해졌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종신제에 통합노동보험이 있던 50년대와 비교할 때, 노동자의
지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부 극도로 곤궁해진 이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다. 일
자리가 있는 노동자는 임금 소득에 의존해 생활할 수 있었고, 동시에 1998년 새로운 사회보
험제도도 전면 구축되었으므로 도시 실업자는 실업보험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능
력도 없고 생활의 원천도 없는 이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간단 말인가? 샤강 현상 후기에 이르
러서야 정부는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금을 조성해 퇴직 노동자가 기본 생활을 유
지하도록 돕기 시작했으며, 또한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도시부터 먼저 최저생활보장
제도(약칭 ‘저보(低保)’) 구축을 시작했다(1997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전국적 구축
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建立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的通知)」). 실직 노동자 생계문제 해
결을 시작으로, 정부가 비로소 민생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998~2008년 사회 공평 문제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분배의 불공정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개인재산 분포와 관련된 지니계수는 1995년의 0.40에서 2002년의

0.55로 상승해 상승폭이 40%에 달했으며, 2002년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는 0.454로 사회불
안 위험의 국제적 경계선인 0.4에 도달했다. 학계와 언론에서 많은 논의와 보도가 있었다. 당
시 국가 경제성장 속도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지체되었다. 또
한 이 단계는 민생 입법이 걸음마를 뗀 10년으로, 즉 법률의 형식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물질적 구제와 도움을 제공했다. 1999년「 도시주민 최저사회보장 조례(城市居民最低社会保
障条例)」로 전국 모든 도시에서 ‘최저생활보장’ 제도가 구축되었고,

2002년부터 새로운 농촌

합작의료제도 구축이 시작되어 정부가 자금을 지원했으며, 2006년「 농촌5보 부양제도조례
(农村五保供养工作条例)」로 농촌5 보호(农村五保户, 역자주 : 농촌에서 노동 능력과 경제력이
없는 노약자, 고아 및 장애 농민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의식주와 의료 및 장례
(고아의 경우, 교육)의 5가지를 보장함)에 대한 생활보장을 구축했다(이전에는 도시에만 있
었음). 2004년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2005년 중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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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16기 5중전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제정 관련 건의(关于制定国
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 조화로운 사회 건설로 ‘사회 공정을 더 중시

하여 전체 인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청했다. 2003년 국무
원이「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建立新型农村合作医疗制度的意见)」을
통해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7년까지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농
촌 주민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초적 의료보장제도에서 20여 년 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주민이 다시금 의료보장제도에 편입되었다는 의미다.

2008~2018년은 민생입법 성장의 단계로, 생활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했다. 당시, 국가 경제 규모와 경제력이 크게 늘
어, 물질적 구제제도의 구축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었다. 2009년「 사회구조법
초안(社会救助法草案)」이 공표되고 2010년「 자연재해 구조 조례(自然灾害救助条例)」가 공표
되었으며 2014년「 사회구조 잠정 방법(社会救助暂行办法)」이 제정되었다. 2012년 중국공산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는 “분배와 재분배 모두 효율과 공평을 겸비해야 하며, 재분배는 공
평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9년과 2011년, 중국은 각각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
보험제도와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제도 구축을 제기했고, 2012년 도농 주민을 망라하는 4대
기본보장제도, 즉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농촌주민 기본양로
보험제도,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은 두 가지 뛰어난 성적표를 제공했다. 한동안 유지된 두 자릿수의 높
은 경제성장률과 빈곤 인구의 감소가 그것이다. 국가통계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개혁개
방 40년 동안 중국식 빈곤퇴치 달성으로 7억 4천만 명이 넘는 농촌인구가 빈곤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세계 빈곤탈출인구 가운데 중국의 빈곤탈출인구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2018
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진단 보고서 중국편(China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은 중국의 빈곤퇴치가 ‘전무후무한 성과’를 얻었으며, 전 세계 빈곤퇴치사업에 중국 솔루션과
중국의 지혜를 공헌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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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야 사회 공정 측면의 주요 문제점
사회 공정의 기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명
확히 지적한 학자가 있다. 즉 모든 사회집단과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 마지노선을 보장
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모든 사회집단과 구성원에게 충분히 자유롭게 성장하는 공
간을 제공해, 모든 사회집단과 구성원이 ‘각자 능력을 다하고 그 대가를 얻도록’ 하여 사회집
단과 구성원의 호혜상생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공평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를 ‘오기(五其)’
의 실현이라고 정리한 학자도 있다. 공평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구가 체계적인 제도
와 기제의 틀을 구축해 일정 범위 안의 모든 집단이나 개인이 ‘오기’를 충분히 실현하도록 하
는 것이라는 견해로, ‘오기’란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고,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고, 각자 자신의 소득을 얻는 것이다. 분명 올바
른 인식이지만, 노동관계 분야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노동분야의
사회 공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기회를 부여하여 정당한 노동소득을 획득해 적절
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단결해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고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노동관계에서 종속관계에 있는 상대적인 약자인 이
상, 노동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획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 공정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줄곧 가장 큰 사회문제이며, 노동분야에서
강한 자본과 약한 노동이라는 상황에도 변화가 없다. 사회 공정은 수많은 난제와 문제점에 직
면하고 있다. 먼저, 공평과 정의를 가장 갈망하는 여러 취약집단이 여전히 각종 불공정에 노
출되어 있다. 임금체불 농민공, 사회보장에서 소외된 유연고용인력, 일자리 차별을 당하는 여
성 등이 그 예이다. 동시에, 사회 공정의 실현은 또한 권리주체에게 필요한 집단적 권리를 부
여하는 데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아직 요원하다.

불공정 대우를 받는 취약집단
농민공에 대한 불공정 대우
농민공은 현재 중국 사회경제 특유의, 방대한 규모의 노동자 집단이다. 그들은 중국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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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했지만 평등한 도시사회 권리가 없어 임금체불, 열악한 업무환경, 사
회보장 소외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 농민공이 직면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하다.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10여 년째인데, 농민공이 가장 큰
임금체불 대상이다. 임금체불은 건축업계에 집중된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각지에서 임금
체불 보장기금을 설립하고 형법에 임금체불죄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이 고질병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말,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가 임금체불 블랙리스
트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조치
가 어느 정도 위협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강도가 세고 업무환경이 열악하다. 농민공은 학력이나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없
기 때문에 건축, 청소 등 도시인이 기피하는 노동집약형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취약집단인 농민공을 착취하면서 초과노동을 강제하고
게다가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농민공의 소득은 대부분 장시간 고강도 육체노동
을 통해 얻어진다. 도시 노동자와 비교할 때, 농민공이 소득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
셋째, 도시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기 어렵다. 농민공은 비록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현행 호적
제도로 인하여 도시 공공서비스에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공의 자녀는 도시 공립학
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비정규 농민공자제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얻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외에도 병원 진료, 노후 연금, 사회보장 가입 문제 등이 농민공
의 도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들이다.

유연고용인력의 사회보험 문제
유연고용인력은 비정규직이라고도 하는데, 정규 일자리 외의 일자리에 취업한 인력을 가리
킨다. 최근 20년 노동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1996년 취업자 수의 20%에
서 2017년 65%로 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도시인구도 있고 농민공도 있는데, 농민공 비
중이 더 크다. 이들 중 파트타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뿐, 나머지
형태의 취업인력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이들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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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가입이며 납부비율 책정도 매우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
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이 극히 적어 양로 등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정규직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은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시
간 업무,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불투명한 미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보장 미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일자리 차별 해소의 어려움
여러 요인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차별 현상이 매우 일반적인데, 가장 심각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여성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은 일상적으로 매우 흔해 뿌리 뽑기가
어려우며, 사법적 구제도 어렵다. 최근 출산율 저하를 감안해, 중국에서도 신규인구 감소로 경
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최고법원(最高法院) 등 9개 부처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첫째, 구인업체와 취업알선기관이 초빙 공고에 차별적 정보를 게시하는 것
을 금지한다. 둘째, 구인업체가 여성 모집 과정에서 여성의 혼인 및 임신 여부를 묻는 것을 금
지하며, 여성이 일하는 동안 출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법원의 사건 수
리 사유 중 일자리 차별 조항 신설을 요청한다. 이 행정규정 실시 후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차
별은 다소 감소했으나, 차별 방식이 더 은밀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비록 2007년 ILO 협약 제111호 비준에 따라「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이 시행되었지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차별에 대한 정의가 없어 학력
차별, 경험 차별, 연령 차별, 건강 차별, 지역 차별, 혈액형 차별, 띠 차별 등 무엇이 일자리 차
별이고 무엇이 아닌지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자리 차별의 사법적 구제가
매우 까다롭다. 법원이 일자리 차별을 따로 소송사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
의 일자리 차별 사건은 모두 노동자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민사로 처리된다.

노동자의 단결권 결여 및 그 결과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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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존재하지 않아, 집단노동관계 분야에 대한 입법이 전
무하다. 노동자가 노동조건과 자신의 권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
한 노동제도를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노동자의 단결권, 즉 공회(工會, 노조) 가입과 설립의 권리이다. 이 권리의 유일한 존
재 방식은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공회조직, 즉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가 이끄는
공회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 밖의 모든 공회는 불법이다. 기존 공식 공회의 역할이 제
한적이고 대다수 민영기업에는 그마저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공회를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
는 조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최근 남부 지방의 일부 공장에서 스스로 공회를 설립하겠다
는 노동자의 요구도 있었지만, 모두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 정부는 1966년 UN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가입하면서 제8조 1항의 비준을 보류했다. 중국 공회는 다른 나라의 노
조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이 최우선이며, 그다음이 비로소 권리 수호이다.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해, 공회는 노동자 스스로의 또는 그 구성원 고유의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치의 지주
로 기능하고 당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인데,「 노동법(劳动法)」과「 공회법(工会法)」에는 공회가 피
고용자를 대표해 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대결적 의미가 있는 ‘단체담판(集体谈判)’과 구별하기 위해
정부는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체협상(集体协商)’이라는 표현을 쓴다). 단체교섭제도는

1994년「 노동법」실시 이후 줄곧 시범시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03년에 다시 임금단체
교섭제도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적
으로 노동자 1억 6천만 명이 관련된 183만 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
협약은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 노동자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시범시행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에 흐르고 있다. 이
는 단체교섭 진행이 법적으로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고, 또한 시범시행 방식이
위로부터 아래의 정부 행정 과제로서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상급 공회가 하달하는 임
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정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역
시 실질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는 무관해진 것이다. 2010년을 전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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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역 기층 노동자가 공장장에게 능동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기층 단체교섭은 심지어 현지 노동법 변호사의 지원까지 얻었지만, 정부
에 의해 중단되면서 영향력이 확대될 여유도 없이 극히 짧게 끝나버렸다. 2015년 이후 정부
는 노동분야 권익보호단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일부 공장의 노동자 권익보호대표자들이
구속되거나 수감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에 관한 것이다.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1975년
과 1978년 헌법은 국민의 파업권을 규정했지만, 1982년 헌법, 즉 현행 헌법은 이 규정을 삭
제해 파업권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다. 기본적으로 파업이란 단어가 금기에 속하므로,
관영언론도 파업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중국 공회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공회는 노
동자 파업을 조직할 권한이 없다.「 공회법」제27조 규정을 보면, 기업에 조업 중단이나 태업
이 발생할 경우, 공회가 기업의 행정 부서나 관련 부서와 함께 노동자가 제기한 해결 가능한
합법적 요구를 협상하여 해결해 정상적인 생산 질서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 및 비영
리기관에 조업 중단이나 태업이 발생할 경우, 공회가 노동자를 대표해 기업이 관련 기관과 협
상해 노동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의 합리적인 요구
에 대해, 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업무가
원활하도록 협조하여 생산과 업무 질서를 조속히 회복시킨다. 이 조항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업이 일어날 경우 공회가 조정자로서 역할하며, 공회의 지위가 기업과 노동자 사
이의 중간자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법적으로 파업권을 규정하지 않고 보도를 허용하지도 않았
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서 매년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업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
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업의 요구사항은 체불임금의 지불, 임금인상, 사회보험료
정액 납부, 기업 이전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불, 노동자 스스로의 공회 설립 등이 있다. 발생한
파업 사건에 대해, 최근 현지 정부는 경찰을 파견하여 관여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자 노사대
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단체노동관계 분야의 법률 규정이 미비해 당사자가 자기 행
동의 마지노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다.
노동자 노동3권의 결여로 노동자의 일부 개인적 노동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노동자의 연장근로와 임금문제이다. 노동자를 대표해 임금이나 연장근로
문제를 협상하는 공회나 기타 노동자 단체가 없고,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고용업체의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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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에 저항할 수도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회사나 고용주
가 연장근로와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996현상이 일반화된 것도 이상할 것
이 없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비록 법적으로 하루 연장근
로는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 연장근로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이 규정
을 종종 위반하며 심지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임금의 경우 기업은 이윤의 과다에 상관없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는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누어 갖지 못한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
고 있지만, 현지 평균임금의 30% 미만일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부가 늘어나
도 노동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협상권한이 없어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
누어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 유지’라는 정치 목표를 대가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쟁
취를 희생시킨다. 그러므로 비록「 노동합동법(劳动合同法)(역자주 : 노동계약법)」이 노동자의
편으로 기울었다고 하지만, 개인적 노동계약 관련 규범만으로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노동자 개인 권익의 공정한 대우 여부가 전적
으로 고용주에 달려 있다. 공회가 거의 없고, 공회가 있어도 고용주 편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농민공의 임금체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노동시장의 일자리 차
별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노동3권의 부재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부의 증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문제이므로 해결이
더욱 어렵다. 노동3권의 부재라는, 사회 공정을 영원히 해치는 상처가 조화로운 사회와 도대
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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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노동’과 ‘노동자’가 우리 앞에
당도했는가?

Special Feature

郑爱青(Zheng Aiqing) 교수의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 공정(公正) :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에 대한 토론문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Zheng Aiqing 교수께서 중국의 노동문제를 사회보장 문제와 연계해서 잘 정리해주셨다.
현대 중국의 역사 자체가 복잡하고 중층적인 성격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된다. 발표에서 ‘천도(天道)’를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
금까지 민생에 대한 강조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
로 협동조합(合作社), 사회적 기업(社會企業), 도시재생(城市更新) 등 ‘사회’의 위기를 복구하
려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도 ‘사회건설’ 혹은 ‘사
회치리(治理)’라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전례 없이 다양해졌다. 그 속에서 인민의 ‘참여’와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것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상
당히 위계화되어 있다. 노동의 판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 판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반드시 당과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인민은 당-정이 만든 무대 위에서만 기량을 발
휘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는 현재까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 (다른 무대를 만들고자
했던) 노동 NGO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탄압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발표 내
용에 대해 이의를 달기보다는, 발표에 할애된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덜 강조되었던 문제에 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Aiqing Zheng 교
수의 발제문「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 공정(公正): 할 일이 많고 갈 길도 멀다」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
과 토론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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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또한 앞서 Supiot 교수님의 기조강연 주제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겠다. 저의 인류학 현지조사 경험도 일부 포함시켜 논의하겠다.

■ 중국 공회(工會)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공회에 관한 논의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중국에서 집체 담판이라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회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말
씀하셨던 것처럼, 공회 무용론이 중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
하면서 또 국가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신중국 성립 후 공회가 견지해 온 이중의 사
명이 시장경제 도입 이후 계속해서 균열을 드러냈다. 그런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공회 스스로 당과 정부의 전통적인 ‘전달 벨트’에서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기구로
변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노동쟁의가 활발
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는 공회 간부 선출과정에서 직선제를 도입한다든가, 공회 직업화 간
부제를 도입한다든가, 기층 노조의 설립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총공회 주도로
실시해왔다.1)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는 이 공회가 자기변신을 시도해 온 역사가, 2000년대 들어와서 훨
씬 더 활발해진 중국 노동운동의 성과를 전유해온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 중국
의 노동운동은, 특히 홍콩과 연계되어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도에 광둥성 난하이 혼다 파업 당시에, 파업 지도부가 홍콩 노동 NGO의 조언을 받아서 광둥
성 총공회와 개혁적 노동연구자들에게 협상 중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광둥성 총
공회가 대표적 노동운동가이자 인류학자인 潘毅(Pun Ngai)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존의 체제
외 노동 NGO를 참조하여 기층 공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을 단행한 사례도 있었다. 제가

2014년과 2015년에 이 총공회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각종 실험 사례를 접하면서 흥미

1) 백승욱·조문영·장영석(2017),「 ‘사회’로 확장되는 중국 공회(노동조합): 광둥성 공회의 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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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웠던 것은 공회의 상급 지도부가 공회에 채용된 직업화 간부들을 공장으로 잠입시켰다는
점이었다. 노동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직접 노동을 해봐야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
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왜 필요한지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기
층 공회 설립까지 나아가기보다 임시적·미온적 프로그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중국 공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거리
이다. 중국 공회는 그냥 무용지물의 관변단체에 불과한가? 공회 간부가 곧 공무원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쟁취’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서 민주노총이 갖는 취약한 위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민주노총은 기업가
들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정부 여당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하에서 좁은 의
미의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를 삶의 준거로 체화하고 있는 다수 대중에게까지 편협한 이익집
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반면 제가 인터뷰했던 중국 공회 지도부들은 공회 조직이 갖는 다량의
자원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자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쉬피오 교수님께서 ILO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듯이 노동과 자본의 중재자로서 중국 공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도 미래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좀 더 여쭙고 싶다.

■ 중국 ‘(임금)노동’을 둘러싼 지형과 ‘노동자’ 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과연 중국 사회에서 어떤 ‘노동’과 어떤 ‘노동자’가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노동에서 임금노동, 비임금 노동을 둘러싼 지형과, 노동자
주체성의 복잡한 측면을 논하고 싶다. 저는 박사논문을 하얼빈에서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중
국 동북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빈곤화 과정에 대해 썼다. 그리고 2012년 말부터는 중국 남부
의 폭스콘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중국의 사회정책 안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제도 앞에 ‘중국 특색’이란 수사를 붙일 만큼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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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특수한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에 우리 세계의 어떤 노동의 전망을 예견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실험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의 복잡성이라
는 것은, 일단은 지역의 불균등 발전과 역사적 궤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중국 동북 지
역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계급(工人階級),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자격 있는 ‘인민’으로서
과거 사회주의 당-정부 및 단위(單位)와 인격적인 유대를 분명히 맺어온 측면이 있다.2) 하지
만 동남부 연해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農民工)’으로, 세대에 걸
쳐 박탈의 경험을 체화하고 있다. 노동운동가이자 독립연구자인 뤼투(려도)는 글로벌 밸류체
인(global value chain)과 노동운동의 글로벌라이제이션하에서 고투하는 이들을 (전통적 단
위체제하의 노동계급과 구분하여) ‘신노동자’라 명명한 바 있다.3)
한편에서 중국은 국가사회주의 역사를 거치면서 노동윤리라는 것을 인간 정상성의 지표로
훨씬 더 견고하게 고착화한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초 중국에서도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와 같은 ‘최저생활보장제도(일명 띠바오(低保))’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수립되자마자
‘노동하지 않고 국가에 기생하는 자’에 대한 경멸을 담은 ‘띠바오족(低保族)’이라는 수사가 횡
행했다. 그럼에도 대도시의 엘리트 청년이나 귀촌청년(返乡青年) 일부는 (현재 한국에서 흔히
관찰되듯) 노동을 거부하고 자율적 삶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최근
Jasic(제이식) 투쟁에서 보듯, 중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마오좌파’임을 선언하면서 공장 노동
자들과 수평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4)
제가 만난 중국의 노동 NGO 활동가들은 저에게 여전히 전태일에 관해 얘기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전태일 평전』이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 중국 노동운동에서 일종의 ‘성경’이 되
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같은 중국에서 공익 관련 운동을 주도하는 또 다른 NGO 활동가들
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등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부문에서
한국과 긴밀한 유대를 맺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복잡하게 돌출되는 형국이다.
2) Mun Young Cho(2013),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3) 려도(정규식·연광석·정성조·박다짐 역)(2017),『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서울: 나름북스).

4) 장윤미(2019),「 중국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경험 및 기억의 전승」,『 중국사회과학논총』1(1).

48_

2019년 6월호

《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
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태일 시대의 한국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 또한 정보,
지식, 관계, 정동(affect)을 생산하는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r)이 물질노동(material
labor)과 병존하고 있다. 성장 담론과 탈성장 담론이 동시에 출몰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 와
중에 IT 기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세계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공짜’ 노동을
수행하는 ‘프리레이버(free labor)’가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런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과 ‘서구’를 이분법적으로 구획하고, ‘중국’의 다름을 강조하는 접근
이 오히려 중국의 노동환경으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끌어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 제가 폭스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3 년 초부터 진행 중인 문화기술지
(ethnography) 작업에서 확인한 몇 가지 논점, 이들의 궤적을 좇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
히 말씀드리겠다. 한 여성 노동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노동 궤적을 6년여의 시간 동
안 살폈다. 이 여성은 선전(심천)의 폭스콘 공장에서는 그야말로 기계부품처럼 취급받고 있
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의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다. 2010년 폭스콘 노동자 연
쇄자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에서 치유하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다. 사회
공작(사회복지)이 대표적인데, 폭스콘 공장 인근에 설립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는 폭스
콘 노동자들을 자원활동가(발런티어)로 초대하여 공익활동을 펼쳤다. 노동자로서의 권익 추
구 대신 도시와 사회를 돌볼 책무를 도시 호구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
제적이지만, 자원노동(volunteer labor)5)은 이 여성을 포함해 많은 폭스콘 노동자들에게 일
시적으로나마 인정과 소속감을 제공했다.6) 폭스콘에서의 공장 노동과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자원노동을 동시에 수행했던 이 여성은 다른 자원활동가의 권유로 폭스콘을 그만두고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판매는 기본급 없이 수당만 제공하는 업종이었지만, 이 여성은 공장의
‘종속’과 보험판매의 ‘자유’, 공장일의 ‘단순함’과 보험업종의 (새로운 인간관계, 교육기회, 출
장여행 등) ‘풍요로움’을 대조하며 서비스업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인맥을 구축해

5) Andrea Muehlebach(2012), The Moral Neoliberal: Welfare and Citizenship in Ital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 조문영(2017),「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 속 농촌 출신 청년 노동자의 삶」, 박철현 편,『 도시로 읽는 현
대중국2』(고양: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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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보험상품을 잘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공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공장에 들어갔
을 때는 (자신의 본업을 보험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계처럼 취급당한다는 것
을 그다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보험판매도 잘 안되고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주유소에서, 다음에는 소규모 의복공장에서 일하고, 분배노동(distributive
labor)7)을 열심히 수행했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을 획득하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불안한 성취’를 이뤄내고, 선전으로 돌아
와 남편과 폭스콘 공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이
커머스(e-commerce, 微商)를 부업으로 수행 중이다. 한때는 보험판매와 관련된 각종 인생
조언과 정보들로 넘쳐났던 이 여성의 SNS(위쳇)은 이제는 자신이 대리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소개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짧은 시간의 궤적을 엿본 것뿐이지만, 한 인간이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공장노동, 서비스노동, 자원노동, 분배노동 등을 복잡하게 수행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노동자라는 정체성, 계급이 갖는
함의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궤적을 보면, 1960년대 이탈리아 자율주의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오 트론티(Mario Tronti)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장’이라는 것이
특정한 작업장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론티는
전체 사회 속에서 잉여가치의 수탈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쉬피오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기술변화 속에서의 노동은, 더 많은 착취를 양산하기도, 또
더 많은 자율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노동자들의 궤적을 좇는 과정에서 제가 느
낀 것은, 현재 중국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노동자의 사회적 고통과 불
평등은 스냅샷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사회적 고통이
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정이고 분투(鬪爭)다. ‘struggle’인 것이다. 즉 중국이든 한국이든 개별
공장을 넘어선 이 사회적 공장지대에서 노동자들을 단순히 기계로, 노예로, 짐승으로 취급하
고 일방적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이들의 열망을 부추겨내는 방식으로 세련된 착취가 수행된

7) 제임스 퍼거슨(조문영 역),『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서울: 여문책).

50_

2019년 6월호

《

다는 점이다.8) 자원봉사활동부터 각종 서비스 직종, 인터넷에서의 Free labor는 물론 가족에
서의 돌봄노동/분배노동까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공장노동과 결합되면서 노동자들의 삶노동 궤적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 노동, 노동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Zheng 교수의 발표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ILO 100주년 학술대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함
께 논의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첫째는 영토성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의 이동성
(mobility)이 삶의 양식이 되고 노동(자)의 취약성(precarity)이 삶의 공통 감각이 된 시대에
영토성(territoriality)에 기반을 둔 노동 ‘운동’과 ‘제도’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의 문제다. 사회보장도 당연히 주요한 논제로 포함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필라델피아 선언
에서 얘기했던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의 함의는 어떻게 더 정교화되어야 하는가에 관
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진보 진영에서든 보수 진영에서든, 20세기의 노동은 확실히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하에서 그 논리가 구축되어 왔다. 하지만 이 이분법을
온존시킬 경우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진정으로 지구에서 만물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노동과 배치되기 쉽다. 생산과 노동의 아주 긴밀한 관계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8) Mun Young Cho(2018), ‘The Passionate Poor: Foxconn Workers Invited as Volunteers,” Dorothy
J. Solinger, ed. Polarized Cities: Portraits of Rich and Poor in Urban China (Lanham: Roman &
Li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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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嘉戸 一将(Kado Kazumasa)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 법학 교수)

이 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ILO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일본정부가 ILO 설
립 시에 어떠한 방침으로 임하였으며, 또 어떠한 사정에서 1938년 일본이 ILO에서 탈퇴하였
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정의’의 존
립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정부가 당초 설정한 방침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외무대
신 우치다 야스야(内田康哉)는 강화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정부의 대표였던 마키노 노부
아키(牧野伸顕)에게 훈령을 내려(1918년 12월 9일) 다음과 같은 강화회의 참가의 목적을 제
시하였다. 첫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협조하여 국제연맹설립에 참가할 것, 둘째, 평
화조약이 인종간 평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셋째, 독일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
던 권익을 일본이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강화회의 개최의
취지에 따라 국제적 협조를 내세우면서도, 서양 선진국들에 대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의 철폐를 요구하고, 나아가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권익 확보를 노린 정도에 머물렀을 뿐
이었다. 일본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 재구축에 관한 구체적 비전을 갖고 있지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
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
고는 추후 보완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52_

2019년 6월호

《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당시에 이미 서양 여러 나라들로부터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강
화회의 참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서양 각국에 대해 항상 수동적이고 소
극적 자세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본정부의 준비 부족은 ILO 설립에 관한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즉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
적인 노동법제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자가 큰 공헌을 한 결과로 유럽 각국이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양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그 탓에 일본정부는 당
초 마키노 노부아키에게, 노동법제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유럽의 ‘특수한 사정’에 기한 것
에 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동 조약에 조인할 필요는 없다고 지시하였고, 특히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제, 아동노동금지, 주1일 휴일제 등에 일본의 ‘국토·풍속 및 공업 상태’를 이유로 반
대하도록 전달하였다. 그러나 서양 각국과의 협조가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
던 경제계의 의향을 고려한 결과 국제협조를 중시하게 된 일본정부는, 단순히 노동법제에 관
한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요구를 협약에 반영하도록 서양 각국을 설
득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였다. 일본정부의 요구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 공장의
실정이나 노사관계는 서양의 여러 선진국과는 다른 것이므로 서양선진국들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공장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그것
이었다.
한편 일본이 조약의 조인으로 태도를 전환한 데에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
양 각국에서 나타난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이 그것이다. 국제노동법제위원회의 제1회 회의에
서 프랑스 대표 Pierre Colliard의 연설을 당시의 주불대사(松井慶四郎·마츠이 케이시로)는
국제연맹설립의 의의가 국제적인 민주적 조직의 구축에 있으며, 나아가 국제노동법제위원회
가 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고 요약, 이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보통선거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
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서양 각국에서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일본정부 대표는 일본의 사정을 배려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서양 각국, 특히 헌장 초안
을 제출한 영국 대표 George Nicoll Barnes를 접촉하여 설득하였다. 일본이 요구한 것은 주
로 현재의 ILO 헌장 제19조에 관한 몇몇 쟁점들이다. 여기에서는 일본정부가 ‘유예기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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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를 둘 수 있도록 요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
쳐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점, 즉 일본과 서양 각국 사이의 ‘국토·풍속 및 공업 상태’의 차이였
다. Barnes와 마키노는 1919년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고, 현재의 ILO 헌장
제19조에서 발견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키노와 일본정부의 의도는 이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발표되지 않은 채 봉인된 마키노의 연설문 초고에서 발견된다.

1919년 4월 11일 파리강화회의 총회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위 연설문 초고는 우선 노동법
제가 정비되는 것에 대한 찬사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 think it right to add that our employers on the whole have not been unmindful
of the happiness of the employed ; they have done and doing much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employees. There is a marked desir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lasses and their leaders are exerting to solve industrial problems on the
basis of harmony and understanding. It is our desire and ambition to present before
the world an organisation, working with as less friction as possible between these
classes.”(나는 자본가들이 대체로 노동자들의 행복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이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하고 있다. 두 계급 사이에 협력이라는 뚜렷한 바람이 있으며 지도자들은 조화와
상호이해에 기반을 두어 산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급들 간에 마찰을 최소
화하여 일하는 조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야망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의 이 연설문 초고는 사전에 일본의 신문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 내용
이 알려지면서 당시 일본의 신문에서는 마키노가 파리강화회의 총회에서 연설을 하지 못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조화와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산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등의 기만적 내용이 해당 연설문 초고에 포함된
점 역시 비판되었다.
그렇다면 왜 마키노 노부아키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노사간의 ‘조화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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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해’ 등의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했던 것일까. 바꾸어 말하면 일본정부는 일본의 사회계층
간 대립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래 일본정
부의 주장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정통성을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천황이라고 하는 픽
션에서 구하였으며, 나아가 의회 개설 후에는 정당이 기업경영자나 대토지 소유자의 이익대
표에 지나지 않고 천황만이 각 사회계층의 이익대립을 초월하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
는 픽션을 선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픽션을 제창하는 근거로 천황의 역사성을 들었으며, 이
외에도 독일의 사회왕제(das soziale Königtum)의 이념이나 사회정책학도 참조하였다. 요
약하면 사회계층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어 혁명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주는 각
사회계층으로부터 초월적인 지위에 위치함으로써 사회의 단일성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에서 내무성이나 농상무성의 관료들은 19세기 말부터 노동자 보호법의 정비
에 착수하여 1911년에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공장법은 아동노동자와 여성노동
자의 한정적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 애초에 자본가 계층이나 보수 정치가로
부터의 반발 탓에 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단순히 노
동자 보호법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노사관계를 권리의무관
계에 의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자본가나 보수 정치가들의 반
감은 일본에서의 민법전 논쟁(1889~1892년)을 연상시킨다. 이는 프랑스인 법학자 Gustave
Émile Boissonade의 지도 아래에서 편찬된 구 민법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당시 보수 정
치가나 법학자들은 구 민법전의 시행에 반대하였다. 가족관계를 서양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의
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들의 비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후에 호주권으로 제도화된 부
친에 의한 가족의 지배가 비개인주의적인 일본의 ‘이에(イエ·家)’제도에 적합한 것이라 주장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은,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파악되는 노사관계를 대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계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경영자의 가부장제적 지배를 주장한 것이었다. 공
장법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한정적 보호에 머물고 만 것도 이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장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노동법제는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근대
일본의 이데올로기(가족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orges Sorel는, Léon Bourgeois의 연대주의적 입장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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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대가족이고 빈민은 사회 전체의 부(富)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하고, 연대의 실현을 프롤레타리아에 호소하는 것으로 요약하면서, 그 연대주의가 애국주
의(le patriotisme)로 회수되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나 국가
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는 유추는 전쟁이나 애국주의 앞에서 노동법제를 무력화시킨다
는 점에서 Sorel은 타당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동자가 ‘사회 전체의 부(富)에 대해 채권
을 보유하고 있다’는 명제는 보장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말하자면 Sorel이 Pierre-Joseph
Proudhon에서 도출해 낸 ‘도덕의 원리(les principes de la morale)’, 즉 ‘인간의 존엄(la
dignité humaine)’을 자기와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을 ‘권리(le droit)’라 부르고, 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정의(la Justice)’라고 부른다는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던 탓에 일본의
노동법제는 취약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에서 앞에서 언급한 마키노 노부아키의 연설문 초고로 돌아가도록 하자. ILO에 참가하
는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이란 서양 각국과의 협조관계의 일환으로 노동법제의 정비라는
방침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노사관계를 서양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의해 재편성(reformer)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보수파가 노래하는 가족적 국가라는 사회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 ILO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정부의 입장이었다.
이 입장에는 일본의 법 시스템의 기초가 국가의 ‘아버지(父)’로서의 천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제로 노정되어 있었다. 일본정부의 노동법제 정비에 관한 구상을 도식화하면 두 개의 양자
택일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제협조냐 사회적 대립의 해소냐 하는 것
과, ‘사회적 정의’의 담당자는 천황인가 노동자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미성
숙하다고 형용해야 마땅한 이 두 개의 양자택일 탓에 일본은 ILO를 탈퇴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 1925년에 제정된 두 개의 법률과,
만주사변 이후의 중국 침략이다. 먼저 두 법률부터 확인해 두자. 1925년에 보통선거법(단 여
성이나 한국·대만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해 소득제한이 철
폐되고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며 유권자는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동법에 기한 최
초의 선거(1928년)에 의해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
체(國體)’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이 제정, 1928년에는 동법에
기한 마르크스주의의 대규모 탄압(3·15 사건)이 이루어졌다. ‘국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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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와 제4조에 규정된 ‘천
황이 통치권(입법·행정·사법에 관한 권한)을 총람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대심원(대일
본제국헌법하의 대법원)의 판결(1929. 5. 31)에서 확정된 의미이며, 정치적으로는 1930년대
부터 패전까지 정부에 의해 선전된 바와 같이 ‘각 종교를 초월하는 천황신앙’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치안유지법이 존재하는 한, 법(droit)의 궁극적 원천이 천황이라는 신
앙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도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
는 물론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천황신앙에 의해
통합되는 한도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보통선거제도의 의회제가 보완
되는 것이다.
이 두 법률이 일본에서 ILO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는 계기가 된 사정을 조금 더 확인해 두
자. 그 사정을 해명하는 열쇠는 이 시기 독일에서의 Carl Schmitt에 의한 의회주의 비판에 있
다. Schmitt에 따르면, 의회는 부르주아의 ‘교양(Bildung)’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토론 덕분
에 부르주아의 이익대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음에 비해, 보통선
거제도의 실현에 의한 민주화는 의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단순한 ‘이익대표의 위원회’로 변
용시켰다. 밀실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 ‘위원회’는, 이미 공개성을 전제로 한 의
회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조차 아닌 탓에 민주주의와도 합치하지 않았다.
Schmitt에 따르면 애당초 평등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 국
민의 동질성에 비추어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또는 절멸하는 데에 있다. 의회주의 비판의
논리적 귀결은 ‘예외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자’로서의 주권론자였다. Schmitt의 의회주의 비판
은 Georges Sorel의 그것에 필적하는데, 민주화를 위해 Schmitt가 제창한 것은 생디칼리즘
(Syndicalisme)이 아니라 독재체제였다. 결국 평등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의 대체물(얼터너티브)로서, 특히 사회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전능한 주권자에 의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수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Schmitt의 의회주의 비판이 1930년대에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헌법학자 쿠
로다 사토루(Kuroda Satoru)는 Schmitt가 주장하는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자
본주의의 진전에 의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와 보통선거제에 의한 의회주의의 변용을 전제로,
‘의회주의의 사회적 한계’에 대해 ‘민족적 동질성’의 관념을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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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적 동질성’이란 어떻게 환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쿠로다
사토루는 역시 Carl Schmitt의 논의에서 시사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헌법제정권력론으로
서의 주권론에 주목한다. 쿠로다에 따르면 Schmitt가 그의 주권론에서 참조한 Emmanuel
Sieyès의 헌법제정권력론은, 다원주의적인 권력분립론과 국민주권론을 헌법질서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 조화시킨 것이다. 즉 권력의 분립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단일한 것으로 관념될 수 있는 까닭은, 국가의 여러 기관을 헌법에 의해 창
설한 헌법제정권력이 단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제기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
우, 헌법제정권력의 소재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일본제국헌법 제1조이며, 천황이 헌법제정권
력이라고 쿠로다는 주장한다. 나아가 제4조에서는 통치권이 헌법의 제규정에 따라 행사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예외상태에 대해 결단하는 자’라는 Schmitt의 주권자 개념은
일본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할 뿐 아니라, 쿠로다는 처음부터 Schmitt의 주권론은 실존주의
적이고, 또 군주와 국민을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독일의 국가관념으로부터 유래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유한 국가관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1930년대
에 일본에서 유포된 ‘군민일체(君民一體)’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다언
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천황과 국민의 일체화라는 신앙(국체론, 國體論)을 전제로 하는 한,
일본 사회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민족적 동질성’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로다 사토루의 메이지 헌법 해석은 자유주의적인, 혹은 입헌주의적인 해석을 제창
한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침략전쟁의 수행으로 내몰린 1930년대 일본에서
는 오히려 자유주의 사상은 탄압되었으며, ‘군민일체’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동질화 강요의 담
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ILO를 탈퇴한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일이었다.
일본에서 ILO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만주사변 이후의 일이었다. 예
를 들어 극도로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적 담론에서 ILO를 비판한 주장에 따르면, ILO는 제2
인터내셔널 지배하에 있으며, 제2인터내셔널이 만주사변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고 고발하
였으므로 ILO도 또한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ILO가 주장하는 ‘사회적 정
의’는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단락적 비
판을 주장한 것이 원래는 노동운동가로 사회주의 정당(사회민중당)의 당원이고, 만주사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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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국가사회주의 정당(일본국가사회당)의 당원이 되어, 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했다는 점이
다. 결국 노동자의 이익 대표라 할 수 있을 법한 입장에 있으면서, ILO에 대해 비판을 전개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연맹에서 만주사변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은 일본정부는

1933년에 국제연맹 탈퇴를 통고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ILO로부터는 탈퇴하지 않았다(다만,
1933년 이후 ILO에서 일본정부 대표는 보다 한층 더 소극적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930
년대 후반이 되면서, ILO로부터의 탈퇴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해 ‘군민일체’ 이
데올로기가 횡행하게 되었고,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広厳太郎)를 위시한 노동법학자들은 자유
주의 사상가로서 전쟁 수행에 비협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으며, ‘숙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1937년 10월에 또다시 ILO의 노동자대표단이 노구교 사건(같은 해

7월 7일) 이후 일본의 행동이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결의를 한 데 대해 일본정부는 1938
년 5월부터 ILO 탈퇴를 모색하고, 탈퇴가 일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다. 이에 대해 ILO의 일본정부 대표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외무대신에게 발송하였다. 이
의견서는, ILO 사무국은 일본의 탈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일전쟁 등 정치문제
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년도, 즉 1937년 11월에 체결된 독일·일본·이탈리아
의 방공협정에 비판적인 노동자 대표단은 일본이 탈퇴하게 되면 더더욱 일본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므로, ILO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러나 결국 일본정부는 1938년 10월 24일 ILO에 분담금 납부 거절을 통보, 탈퇴(1940년)하
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ILO와의 인연과 탈퇴의 경위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
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하 두 가지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국제평화와 사회적 정의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이다. ILO 헌장은 국제평화의 기초로
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험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오히려 평화야
말로 사회적 정의 실현의 조건이라는 점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본의 ILO 참
가는 국제협조주의가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유지되는 동안을 한도로 한 것이었으며,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은 바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켜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협조주의
적인 입장의 정치가나 지식인은 배제되고 내셔널리즘이 대두하게 되어 일본 고유의, 혹은 일
본에 특수한 사회적 정의가 제창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일본 고유의, 혹은 일본에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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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란 어디까지나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시 체제의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일
본 국민뿐 아니라 당시의 조선이나 대만 등 일본의 식민지 사람들도 가혹한 노동환경을 강요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정의는 항상 이질적인 것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가족적 국가관의 영향으로 사회적 정의의
담당자가 반드시 노동자 스스로라고 인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아버지
로서 표상된 천황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1925년에 보통선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회를 국민 전체의 대표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쟁점화되어 천황
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나아가 일본에 의한 중국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천황과
국민은 일체로서의 국가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횡행하게 되고, 일본의 법 시스템
은 일본사회의 고도의 동질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Carl Schimitt가 주장한 바 있는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를 전제한다면, 일본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등성에 대
한 지향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동질성의 실현을 향한 운동으로서 대두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사회적 동질성 실현을 향한 운동은 천황 신앙(국체론)
의 강화와 (보통선거제와 함께 시행된) 치안유지법에 의해 천황 신앙과 모순되는 것으로 자
리매김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배제로 전개되었다. 그 탓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에
는 곧바로 천황신앙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적 담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며, ILO로부터의 탈
퇴 요구 역시 ILO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등의 악질적 선전(Demagogie)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설령 민주주의가 평등성의 관념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동질성
에 대한 요구 없이 사회를 이질적인 것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세계화(globalisation)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맹목적 애국주의(chauviniste)적인 담론
이나 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는,
국제평화 그리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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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⑦ ILO 100주년 기념 II

사회적 정의와 국가, 그리고 법의 역할

Special Feature

嘉戶 一将(Kado Kazumasa) 교수의 「사회적 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사례 발제 잘 들었다. 발제문을 받아 봤을 때부터, 역사에 관한 얘기, 그 배경에 있는
사상에 관한 얘기가 흥미로워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은 노동법의 영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 개선에서 주요 비교대상 국가로 검토
되고 있다. 이는 연혁적으로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물
론, 동아시아라는 지리적‧사회적 배경하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 성공을 먼저 이룬 일본
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다만 일본 사회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에서의 사회적 정의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배경에 깔려 있
는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단지 이웃나라의 경험이나 역사로 치
부하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
발표를 듣고 나니, ILO 초창기에 일본의 경험들은, 비록 시간적 간격이 상당함에도, ‘2019
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
다. 특히 발제문에서 다루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ILO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
전적 배경으로 일본정부가 ILO 설립 시에 어떠한 방침으로 임하였으며, 또 어떠한 사정에서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카도 교수의 발제문
「 사회적 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에 대한 필자의 토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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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 일본이 ILO로부터 탈퇴하였는가 하는 설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제자가 분석한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정의’의 존립
조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라고 생각된
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Kado 교
수께서 법과 법의 역사, 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 두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인식
Kado 교수가 설명한 바와 같이, ILO의 질서, 특히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경
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은, 유럽과는 차이가 크다. 규범적으로 보면, 협약 및
권고에 관한 ILO 헌장 제19조와 노동관습(관행)에 의한 협약의 실행 등에서, 우리나라는 물
론 일본에서도 독자적 규율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ILO가 구체적인 노
동기준을 확산하는 방식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회원국이 가입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일
반성, 즉 규범에 따른 자동적 수용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ILO는 헌장에 나
오는 기본적 이념을 의무의 원천(source of obligation)으로 하면서, ILO 노동기준에 관하여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할 핵심적·보편적 국제기준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회원국에 강제하고자 하며, 이
를 위하여 다양한 직간접적 규율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이나 사회 정의 차원에
서 회원국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을 설정하고 있다는 부
분은 다들 주지하는 바와 같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 :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차원의 접근법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단 노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과 제도에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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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물론 개인에게까지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국가 시스
템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그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기
에 앞서, 하나의 ‘목표’ 내지 ‘당위’로 인식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다. 다만 노동의 문제
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라고 하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ILO 기본협약의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에서는, 노사를 중
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표준화라고 하는 담론이 노동의 영역
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국제노동법 질서에서 유럽연합 지침(Directive)과 같은 강제적 효
력이 없는 경우, 회원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한국의 ILO 기본협약 논의 : 근본적 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ILO 기본협약 논의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Kado 교수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국제평화에 바탕을 둔 국제협조주의적 관점,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ILO 이행체계와 FTA의 이행에 관한 문제가 한 축이고, ILO 기본협약의
보편적 인권성에 바탕을 둔 노동의 기본확립에 관한 것이 한 축이다. 최근의 논의들은, ILO
질서와 FTA에 대한 노동조건 활용 역시 그 근본적인 이념에는 사회 정의와 인권적 접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LO 질서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재편성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한
반감 역시 적지 않은 듯하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Kado 교수가 지적한 일본 노동법제
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 “즉 ‘인간의 존엄(la dignité humaine)’을 자기와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을 ‘권리(le droit)’라 부르고, 이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정의(la Justice)’라고 부른
다는 이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ILO 가입 시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정의와 법
일본의 사회정의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노동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특유한 점이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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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일본은 ILO의 창립 회원국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 중 국제노동기준에 가장 깊숙하
게 관여하여 온 국가라고 알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소극적인, 좋게 말하
면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수치화를 통한 설명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일본
이 비준한 협약은 지금까지 49개이며, 기본협약 8개 중 6개, 거버넌스 협약 4개 중 3개, 전문
협약 177개 중 40개를 비준하였다. 특히 전문협약 중 14개는 과거에 비준하였지만, 현재 유
효하지 않은 ‘효력상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유효 협약 중, 총 32개만이 발효 중인 상태
다. 참고로 ILO 가입이 일본보다 70여 년이 더 늦은 한국의 경우에도 총 29개의 협약을 비
준하였으며, 핵심협약 8개 중 4개, 거버넌스 협약 4개 중 3개, 전문협약 177개 중 22개를 비
준하였다. 그리고 전문협약 중 해사에 관한 제53호‧제73호 협약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시행으로 폐기되어, 현재 27개 협약이 발효 중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비준 현황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협약
비준 후 미준수에 대한 국제적 이의제기(ILO의 협약 준수여부 판단)는 한국의 경우가 압도적
으로 높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ILO에서 인권적 성격의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에 대하여, 비
준 여부에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판단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일본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법제에 문제를
삼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Kado 교수께서는 종전(終戰) 이전부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입헌군주제하의 ‘가족적 국가관계’ 영향에 따른 민주적 가치관의 형성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듯한데, 현재의 일본에 상황 역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노사관계 특성을 설명할 때 대표되는 표현
들, 즉 관치주의나 협력적 노사관계, 가족적 기업의 강조 역시 그 연장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해 개인적 견해를 알고 싶다.
둘째, 사회정의와 법의 역할, 그 수단으로서 법률의 목적성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
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비되는 노사관계 영역에서, 보편적 인권과 사회정의를 확
인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법학은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
면, 이처럼 어려운 논의에서 ‘법’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모든 법의 서
두에서 규정되어 있는 ‘목적 규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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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과거 한국과 같이「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다소 상충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양 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법의 목
적도 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법의 목적 규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쇼와24년 법률 제174호)
제1조(목적) ① 이 법률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교섭에 있어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노동자가 그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하
기 위하여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기타 단체행동을 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
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및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규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 및 그 절차를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쇼와 21년 법률 제25호)
제1조 이 법률은 노동조합법과 연계하여(相俟つて)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
여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하고, 산업의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 경제의 발전(興隆)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
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의를 도출하고 확인하기 위한 법의 역할과, 그 수단으로서 법률의 목적 규정을 명확
하게 할 필요성에 관해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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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19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 즉
“대한민국”이 건립된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평등과 정의를 신생 공화국의 준거로 삼았
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재벌체제와 함께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정의의 의미를 복원할 것을 요청한다.

■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준거로서의 평등과 정의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다스리는 체제는 1910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붕괴하였
다.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만세운동이 일
어났다. 비록 “대한민국의 인민” 스스로 왕조를 타파한 것은 아니지만, 왕조가 일제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 민주공화국을 건립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였으며, 그 의지의 출발점이 삼일운동
이라고 할 때, 삼일운동은 새로운 “법통”을 세운 “삼일혁명”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를 일
부 수정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과제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박제성 연구위원 책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
고는 추후 보완을 거쳐 2019년 말에 발간될 동명의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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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지배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혁명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상해에서 대
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
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제3조)을 천명함으로써 구체제의 신분질서를 혁파했다. 대한민
국임시정부는 야만을 교화하고 폭력을 이겨내는 것은 더 강력한 야만과 폭력이 아니라 인도
(人道)와 정의(正義)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서하였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에 제헌의회를 구
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신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 대
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에 건립된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헌법은 평등을 천명했던 1919
년 임시헌장의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고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특히 이렇게 규정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제8조) 이 규정은 지금도 유효하다(제11조).
이것은 대한민국이 구체제의 신분질서로의 회귀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은 또한 사회정의를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세
계사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제84조)

1948년 헌법이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정
의가 “한계”로서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경제적 자유는 사회정
의의 한계 내에서 보장되고, 사회정의는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작용한다. 시장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시장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이 되고 만다. 1948
년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은 사회국가이며, 사회국가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회정의의 한계 내에서 시장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기초를 갖추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구현하는 국가이다.

1948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특히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당시의 상
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표방한 것에 불과하며, 이른바 장식적 헌

》

_67

법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견해들이 있다. 물론 그것은 이상이고 꿈이다. 그러나 이상은 현
실과 유리된 백일몽이 아니다. 이상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이 곧바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다. “최
선의 것은 완벽한 것에 의해서만 착상될 수 있다.”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 왜 잘못되었
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추종하든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로 간주되는 숫자가 이끄는 대로 나아
갈 뿐이다.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은 서양의 헌법, 예를 들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948년 헌법의 가치는 훼손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가 다양한 텍스트 중에서 사회정의에 최우선의 가
치를 부여하는 텍스트를 준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 자체가 곧 주권자
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48년 헌법의 규정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이후 개정된 1962년 헌법에서 수정되었
다. 1962년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
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
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
다.”(제111조)

1948년 헌법과 1962년 헌법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헌법에서는 사회정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사회정의의 한계
내에서 보장되었는데, 1962년 헌법에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사회정의는 그것을 보완하는 가치로 언급된다.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자유의 관계가 전
복된 것이다. 단순한 자리바꿈이 아니다. 원칙과 예외의 전복이다.

1962년 헌법 조항은 군사독재 기간 내내 존속하다가 1987년 시민혁명으로 군사독재가 끝
난 후 새로운 민주헌법으로 수정된다. 1987년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
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
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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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9조) 이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1962년 헌법과 비교할 때, 당장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첫째, 1962년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주체를 “개인”에 한정했는 데 반하여, 1987년 헌법은
여기에 “기업”을 추가하였다. 이제 기업은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다. 오늘날 기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보다 우월한 것
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둘째, 1962년 헌법은 “사회정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87년 헌법은 이것을 “경제
의 민주화”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그것은 혹시 독재정권이 “민주정의당”을 정당 이름으로 사
용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까. 1987년 헌법은 사회정의를 경제상 자유의 한계로 재정립하
려고 하지 않았다.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상 자유가 국가 개입의 한계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소
극적으로 운신할 뿐이다.

1987년 헌법이 “사회정의”를 삭제하고 기업의 자유를 명시하였지만, 그것은 비단 우리나
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자유가 사회정의의 이상
을 훼손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정의 개념이 들어오고 나간
맥락은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정의가 경제적 자유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자유가 경제민주
화의 한계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업과 노동자, 경영과 노동을 대등한 견지에서 바라보고자 했
던 1948년 헌법의 시도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이 노동권의 한계로 작용하
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영권(구조조정)과 노동권(파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상
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
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
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른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방법론을 노동법에 노골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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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계량할 수 있는 것과 계량할 수 없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단순
비교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2천 년 전에도 비판을 면치 못했
다. 고대 공화정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정의라는 것이 인민들이 성문
화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복종이라면, 또 혹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효용에 의거해
서 측정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법률을 소홀히 대할 것이며, 가능하기만 하다면 법률을 위반할
것이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자기한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여길 것이네. 그러면 정의라는 것
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결과가 오네. 그것이 자연본성에서 유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효
용 때문에 정의가 설정되고 효용에 의해서 정의가 폐기된다면 말일세.”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헌법에서 사회정의의 원칙을
지워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전 속에 글자로 찍혀 있는 사회정의의 원칙은 언젠가 사람들 가
슴 속에 정의감으로 살아나고, 그리하여 죽은 듯 누워 있던 네 글자를 살아 있는 글자로, 활자
(活字)로 깨워 일으킨다. 예를 들어 “공적인 것(res publica)”을 “사적인 것(res privata)”으로
사유화하는 유사-정치가 판을 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제1조는 글자로만 존재
하는 비현실적인 꿈으로 치부당했다. 그러나 법치의 이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2017년 3월 10
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헌법이 가식이 아니라 엄연히 법이었다는 당연한 진실을 새삼스
럽게 상기시켜준다.
법전에서 사회정의를 삭제하면서 현실에서도 사회정의가 사라졌다. 그러자 우리가 목도하
는 것은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이다.

■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었다. 산업화 시대에 노동하는 자들
은 “산업역군”이라고 불렸다. 이 말은 전체 노동자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전체주의
적 노동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념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양차 대전
은 식민주의와 산업주의를 하나로 결합시켰다. 식민주의는 산업주의를 식민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산업주의는 식민주의를 서양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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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전은 총력전이었다. 한 나라의 모든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이었다. 총
동원 체제에서 모든 존재는 에너지로 간주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기술의 본
질은 자연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것인데, 현대 기술은 단순히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드러내도록 닦아세우는 데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레방아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며 흐르는 물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 물레방
아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댐은 강을 수력의 저장고로
취급한다. 그리고 강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드러내도록 닦아세운다. 댐이 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댐에 의하여 갇히고 저장되고 채굴된다. 물레방아는 강을 강으로 대접하지만 댐
은 강을 수자원의 공급처로만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현대 기술 문명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생체에너지의 공급처로 취급한다. 노동자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천연자원과 유사하게 채굴할 수 있는 인간자원으로 취급된다.
양차 대전은 산업주의를 공장 안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시켰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인 원리로 일반화시켰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도 이런 것이 낯설지 않다. 1987년에 노동부가 작성한
『 1987년도 노동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노동정책의 주요임무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데, 노동문제가 “사회안정, 국가안보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여” 전
사회에 파급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노동정책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 생산성 지상주의는 “전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임”
이라고 선언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지금은 바뀌었을까,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노동자”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IMF 체제 이후 노동자는 다시 “인적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업과 시장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시절이 아니
라, 반대로 인간과 사회가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질서의 재생산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리 선전
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절을 살고 있다. 권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독재에서 자유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산업주의를 운용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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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체제, 인간을 이윤과 경쟁의 무한궤도를 돌리는 동력
원으로 전락시키는 체제, 이 시장전체주의 체제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고, 노동자
의 존엄은 여지없이 훼손당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었지만, 빈
약한 사회안전망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방파제로
인정받기보다는 마치 차별과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보증하는 제3자(le Tiers garant)의 형상이
사라진 곳에서는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이다. 정글에서는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을 지배하고, 강한 계급이 약한 계급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
주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노동자는 또다
른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다. 갑질은 노동관계가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가 관철되는 공
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노동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더욱
크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을관계(lien de Gab-Eul)”라는 말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
에 서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갑과 을은 원래 관행상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
(도급인, 사용자, 임대인)와 타방 당사자(수급인, 노동자, 임차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
로 원래대로라면 갑을관계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을관계라
고 말할 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지배종속적 신분관계를 의미한다.
갑을관계는 곧 일종의 주종관계(lien d'allégeance)이다. 그런데 그 신분관계를 표현하는 용
어가 계약적 용어이다. 계약과 신분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계약적 신분관계를
의미하는 갑을관계는 현재 한국 사회가 유사 신분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든다.
문제는 이 지배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곧 재벌체제(régime de chaebol)이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
면서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제도를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적자생존 사
회가 초래하는 능력주의적 예민함은 “흙수저들”에게만 적용되고, “금수저들”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귀족노동자계급”의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이 격렬하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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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재벌 3세가 임원으로 특혜 채용되고 16억 원의 증여세 납부만으로 재벌 총수의 지위
를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재벌의 군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에 일
정 정도 좌절감을 안겨 주었고, 그 반작용으로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형국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렇게 갈파한 바 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가 없는 힘은 포학하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을 결합해야 한다. (...)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을 강
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재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함께
갖지 않으면 그 돈은 거의 쓸모가 없다.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도 그 돈을 원하지 않
는다면, 제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
(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다. 그것은 좁은 의미
로는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힘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한 나라의 사람 전
체를 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이다.
이 지배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1919년 ILO 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년 필라
델피아 선언, 1948년 제헌헌법이 이구동성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신, 즉 사회정의의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존 러스킨이 말한 바와 같이, “정의의 작용은 부의 직접적인 힘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난이 주는 최악의 무력감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정의의 의미 : 노동관할권 개념에 관하여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이다”라고 하는
『 학설휘찬』의 정의는 “몫”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산업주의는 이 몫을
물질적인 재화로 환원함으로써 정의의 문제를 수량적 교환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즉 산업주
의에서 노동은 단위 시간당 임금으로 계량화되고 교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정의
의 문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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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의를 주어진 틀 안에서 재화의 정당한 분배 원리를 모색하는 문제로만 보게 되면,
정작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그 틀을 결정하는 원천적인 권력의 문제
를 놓치게 된다. 이미 필라델피아 선언은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정
의의 핵심 부분임을 천명한 바 있다.
『 학설휘찬』의 정의에서 “몫”으로 번역된 단어의 라틴어 원문은 “jus”이다. 이 유스(jus)는
권리 또는 법을 의미한다(프랑스어에서 권리와 법은 같은 단어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마
리를 얻어 “몫”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재화의 차원과 법/권리의
차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각자에게 속해야 할 재화를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분배의 규칙을 결정하는 권한 그 자체를 합당하게 분배하는 차원으로 확장된다. 물
론 이 두 가지 차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몫”을 “법”으로 확장시켜 해석한다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법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
연하고 항구적인 의지”가 된다. 각자에게 각자의 법을 돌려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자에게 각자의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을(juris) 말할 수 있는(diction)
권한, 그것은 곧 “관할권(juridiction)”이다. 그러므로 정의란 곧 관할권을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노동하고, 대신 노동의 대가만 합당하게 받
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노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양에는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말이 있다. 동양의 “민
심이 천심”이라는 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은 목소리(voice)인데 동양은 마음(心)이
다. 마음은 사실 헤아리기 어렵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
가. 그래도 우리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여론이나 민심의 이름으로 신
문지상에 오르는 상황을 종종 경험한다. 이심전심이다. 특별히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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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민심이 형성되고, 웬일인지 위정자는 위축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서양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 서양은 직접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 기독교
의 신은 애초에 보이스(voice)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보이스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신
의 형상으로(imago Dei) 창조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보이스는 단순히 사운드가 아
니다. 보이스는 이성이 인간의 언어능력을 통해 밖으로 구현된 것이다. 기독교 왕국에서 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든 기독교인이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듯이, 세속의 왕국에서 이성
의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인간은 정치공동체의 동참자로 인정받는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비롯하여 재벌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과 전횡을 비판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항의와 시위는, 생존을 위해서 모욕과 갑질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지난 세대의 정의관과 다른 정의관을 보여준다. 이 노동자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와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30세대”는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 세대이다. 이전 세
대가 생존을 위해서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켰다면, 이들은 “직장에서 도구로 쓰이고 싶어 하
지 않”으며, “일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정투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내용으로서 분배와 인정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현대 정의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이기는 하다. 분배정의론은 정의
의 문제를 경제적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반면에 인정투쟁론은 문화적 또는 사회적 인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전자는 이미 생산된 부의 분배 문제로 정의론을 환원하고, 후
자는 이미 천명된 정체성의 인정 문제로 정의론을 환원한다. 양자는 모두 노동 그 자체의 문
제를 정의론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상황은 노동에서 사회정의의 의미, 즉 ILO 헌장에 나오는 구절로 말하자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travail réellement humain)”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인
간적인 노동이란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노동 그 자체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를 동물이나 기계처럼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노동조건이 인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노
동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란 아마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노동일
것이다. 그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 즉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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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엇보다 말하는 존재이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곧 노동자에게 말을, 보이스를 허용하는 노동일 것이다.
말을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이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자신의 사유를 담아낸다는 점이다. 자신이
하는 노동 속에 자신의 정의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노동, 그것을 옹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노
동, 그것이 ILO 헌장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의 의미일 것이며, “노동다운 노동
(travail décent)”의 의미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법을 말한다는 것은 나의 정의관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일이다. 그러
므로 관할권의 분배는 필연적으로 정의관의 충돌을 야기한다. 노동법은 이 정의관의 충돌
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한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경영관할권(juridiction du
management)과 노동자의 노동관할권(juridiction du travail)의 충돌을 고무하고, 그 충돌이
한 단계 더 높은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삼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노동삼권은 단순하게 임금 몇 푼 더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삼권은 노동자
가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법을 말하고자 하는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선진국의 노동법은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노동관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파업권의 강한 보장을 통해서 경영관할권
과 노동관할권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리고 독일은 반대로 파업권보다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서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이 두 나라의 제도가 갖는 공통점은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실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굳이 발언권을 주고자 애쓰지는 않는다. 사용자는 원래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
체 왜 이 나라들은 노동자에게 발언권을 주고자 하는가? 한 사람만 발언할 수 있는 곳은 독재
자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뜻하는 라틴어 딕타토르(dictator)는 원래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노동관할권의 보장은 민주공화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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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⑨ ILO 100주년 기념 II

100년의 꿈을 향한 연대

Special Feature

박제성 연구위원의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에 대한 토론문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이다. 밖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모든 인간의 노동다운 노동(decent work)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지 한 세기가 되고,
안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최초의 기본법인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이 제정된 지
백주년이 되는 해다.
국제노동기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종종 겹쳤다. 인간 노동의 비상품
성과 함께 사회정의가 세계평화의 기초임을 천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이 발표된 1944년 그 해
(다섯 번째 개정),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개정한 임시헌장(열 개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에서 대한민국 ‘인민’의 첫 번째 인권으로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파업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이례적이다. 당시 파업을 보장하는 곳은 프랑스밖에 없었다.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던지고 있는데, 파업의 자유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들
이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다. 국가가 경제성장과 다른 이유로서 함부로 억압하거나 침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임시정부에서 천명하였다. 세 번째로 언급한 ‘취직과 부양
을 요구할 권리’는 지금 헌법의 근로의 권리(right to work)와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권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발표된 박제성 연구위원의
발제문「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에 관한 필자의 토론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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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social security)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시절인 1919년 최초의 임시헌법에서 이미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
헌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
이다.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는 72년, 독립으로부터는 4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적 연대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28년이 지나도록 기본이 되는 ILO 핵심
협약조차 비준하지 못한 상황은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과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
겠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다.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매우 정
당하다.
사회정의를 향한 100년의 꿈이 헌법과 법률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래서 현실에서 무너져가
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박제성 박사는 신분 및 재벌체제로서 설명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
각한다. 요즘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 특히 남녀 청년들 사
이의 현격한 인식 차이다. 채용에서의 공정성이나 경찰 수사에서의 남녀차별 등에 관한 논쟁
은 아마도 제도적 공정성과 개인적 공정성 사이의 충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면 사회정의에 관한 공감대(social consensus)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사회통념이 모든 법적 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정의에 대한 공통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2012년 ‘노동에서 정상(Normality at Work)’이라는 글에서, 사회정의에 복무하는 시
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인간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경쟁이나 성장이나 발전의 이름으
로 정당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법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끝없는 탐욕이 판치
는 ‘신종 레비아탄(nouveau Leviathan)’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이 돈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워 법 원칙들을 함부로 훼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실 현대 복지국
가에서 필요한 시장이란 오직 사회 정의에 복속하는 시장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에 복무하는 시장’이 갖추어야 할 모습 중 하나로 공평한 취업 기회(취약계층에게는 먼
저, 나머지에게는 평등하게 열린 취업의 문)를 든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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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회정의의 요소로서 사회연대를 추가하고자 한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가 크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향후 10년간 추구해야 할 각종 정책들이 모두 양보와 희생에 기
초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층끼리 연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관할권을 상호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박제
성 박사의 의견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일 삼국의 연대가 필요하
다.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소득과 희망을 늘
려야 하는 모순적 상황은 여러 계층의 협력과 함께 각 계층의 관할권의 존중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박제성 박사의 발표에 공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향한 연대는 국내의 다양한 계층 내에서 그리고 계층 사이에서도 요구되지만,
나아가서는 국제적 연대도 필수적이다. ILO의 창립 목적 중 하나도 결국 국제적 연대의 촉진
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 특수한 사정을 들어 보편적 노동권의 존중과 국제노동기
준의 준수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법 연구자들이 긴밀히 협력
해야 하는 분야에 사회정의와 국제노동기준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있다.

》

_79

2019년 6월호 pp.80~92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⑩ ILO 100주년 기념 II

Special Feature

사회정의와 노동 : 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 지상중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 개념에 대하여
장지연 :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면, 이 새로운 현상들을 어
떻게 개념화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ILO는 ‘labour’ organization인
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보고서(“Work for a brighter future”)에서는 ‘work’라고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labour를 주로 ‘노동’이라고 번역하고 work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일’
이라고 번역한다. labour, work, action, volunteer labour 등까지, 개념의 의미와 포괄 범위
와 관련해서 각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Alain Supiot : 사실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러한 대립이나 보완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스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노스(ponos)인데 고통이라는 뜻이다. 포노스
는 불어의 트라바이(travail), 독일어의 아르바이트(Arbeit), 영어의 레이버(labour)와 같은 의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30일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의 마지막 세션에서 장지연 한
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발언 내용은 학
술대회 현장에서 속기로 작성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수정, 강련승, 박시영 연구보조원이 수고해
주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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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열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에르곤(erg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작업이라는 뜻
이다. 에르곤은 불어의 외브르(oeuvre), 독일어의 베르크(Werk), 영어의 워크(work)로 번역
된다.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한나 아렌트를 잘 인용하지 않는다. 아렌트를 존경하지만 그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지
성적인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시몬 베유는 직접 공장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문
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차이가 있다.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을 구분하면서 작업에 초점을 둔다.
그렇지만 시몬 베유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노동에는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한다. 노동과 작업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로
댕이나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도 분명 땀을 흘리면서 출산의 고통을 느
꼈으리라 생각한다. 노동(travail, labour)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출산의 고통이다. 여성이 아
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느끼면서 새로운 존재를 이 세상에 낳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에는 고통과 창조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노동의 인류학적인 기원을 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저의 친구 한 명은 “신은 교수를 만들었고, 악
마는 그 동료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학자로 일을 한다면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 배워가면
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런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노동이
냐 작업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각자가 자기
가 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실현한다고 쓰고 있다.

郑爱青(Zheng Aiqing) : 중국 고대 문헌에서 노동은 신체를 이용한 노동, 즉 육체노동을
가리켰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육체노동
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관리직에 올라가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노동을 하면서 타인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관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교육의 열정을 만들었다. 대학입시에 이런 관념이 반
영되어 있다. 농촌 출신의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아 (정신노동을 하게 되면) 타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labour라는 단어는 현대에 와
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두 가지를 아우르게 되었는데, 실정법 관점에서 보면 노동법에서는
labou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work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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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혼동된다. 전체 사회주의 제도 관
점에서 봤을 때에는 피고용인도 노동자, CEO도 노동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든지 다른 용어로 변경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嘉戸 一将(Kado Kazumasa) : 일본 노동법상 노동은 서구에서 수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것을 차용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최초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법이다. 공장법은 노동자 보
호를 위한 법률이지만 공장과 관련된 법률이기도 하다. 즉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공장
을 규제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본 것이다. 산업주의를 받아들이는 일환으로서 사용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해도 그 정도 말
씀밖에 못 드릴 것 같다. 노동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개념을 생각해봤다. 일본에는 업(業)이란
개념이 있다. 농업의 ‘업’ 같은 것이다. 업이란 개념은, 가업(家業)이란 단어가 존재하듯이, ‘이
에(家)’와 관련이 있다. 각각의 이에(家)에는 가업으로 해오는 일이 있다. 굉장히 신분제적인
단어이다. 근대화 이전 일본의 신분제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가산국가(家産國家)라
는 말이다. 즉 이에(家)와 산(産)이 결부된 질서라는 개념이다. 이에(家)별로 해야 할 임무가
있고, 이는 신분과 연관되어 있다. 가업이라는 말 자체가 신분과 관련되어 있고, 업이란 말이
농업이나 산업 등의 말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신분제가 해체되고 업 대신
노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야 할 문제는 그야말로 현실
적으로 일본의 경우 업으로서의 일을 노동으로 대체한다기보다 오히려 노동이 갖는 탄력성
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의 문제라고 본다. 한나 아렌트를 인용하셨는데 아렌트가 행위(action)에 대해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한 배경에는 그리스 역사에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업, 즉 살
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에서 해방된 것을 행위라고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행위 개념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까 생
각하고 있다. 업이라는 단어를 갖고 노동을 재개념화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 아닐까? 역사를
참조하면서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문제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 이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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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인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 중인 참석자들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장지연 : 다음 키워드인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으로 넘어가겠다. Supiot 선생님은 일일이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이란 단어 안에 양면적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사유와 의지
및 목적이 다 담겨야 하고, 이미 담겨 있는 것이라 설명을 해주셨다. 그와 관련한 질문이 조문
영 선생님의 토론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현상들,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동도 다양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린다.

郑爱青(Zheng Aiqing) : 중국이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맞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
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노동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다운 노동이라
고 한다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중국 고대 현자가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
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천인합일의 상태가 현 제도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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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취미
나 능력을 부여받게 될 텐데, 노동은 Supiot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통해서 무엇
을 어떻게 왜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천인합일에서는 하나의 주체에 주체적인 의식이 있어야 한
다. 기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인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산업화의 영
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발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부품이 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정체성과 자연은 서로 교류하면서 천인합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계
화되면서 노동도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탈상품화, 탈도구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
화에 익숙해져서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해 임금을 높게 주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몇
년 전 인권변호사들이 노동자 계몽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의식을 갖게 도왔고, 존중을 받고
자 하는 의식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연대를 통해 조금씩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천인합일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Alain Supiot : 방금 Zheng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인간을
준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인간 노동의 특수성은 생물학적 존재와 정신적 세계가 공존한다
는 데 있다. 우리가 현실에 어떤 이미지를 투영할 것인가, 정신적 이미지를 현실에 어떻게 투
영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이성의 학교’라 생각한다. 인간의 무한
한 정신적 세계를 유한한 생물학적 세계와 결합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
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계의 노동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환상은 바로 진정으
로 인간적인 노동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늘 독창적인 존재다. 생
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도 자신의 눈으로 뭔가를 바
라보면서 독창적인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만의 경험을 구축해 나간다. 고유의 경험을 통
해 이력과 경력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근대성은 이 신
비로움을 축출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로 노동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코르넬리우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이런 인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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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고갈시킨다. 지금의 경제체제는 인간의 활동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처럼 인류학
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우리
로 하여금 기술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학적인 도전에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사회정의와 노동
장지연 : 다음 키워드는 사회정의다. 여러 하위 질문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발표와 토론
을 통해서 메모를 한 것들을 보면 우선, Kado 선생님께서 사회정의 실현의 조건과 걸림돌 문
제를 다뤄주셨다. 평화를 위해서는 ILO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역
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를 실현하는 걸림돌로 가부장적인 아이디어, 국가, 동질성을
추구하는 성질 등을 이야기해주셨다. 패널들께서 사회정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
시길 바란다. 둘째,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국제 규범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다. 신광영
선생님께서는 ILO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다양해진 현
실, 국가 간 격차,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북(global north)과 남(global south)의 격차도 얘기
하셨다. ILO 역할의 최소주의를 강조하셨다. ILO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그 밖에도 오히려 더 큰 의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LO와 사회정
의를 이야기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연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
로 말씀을 해주길 바란다. 셋째, 김근주 선생님께서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 법이 사회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Supiot 선생님의 책을 읽
으면서 사회정의와 법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정의와 법의 관계,
그리고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정의와 법이란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하위질문을 정리했다. 어떤 것이든 먼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다.

신광영 : 사회정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의 중요 이슈라 생각이 드는데,
노동과 관련하여 정의하는 것과 일반적 차원, 시민권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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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이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갑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을이 되어 갑을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고용이 되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이들이 다
수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조건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두 집단 사이에는 대등한 교환관계,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단히 불공
정한 게임의 조건이 형성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대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기업의 경비(노동자)나 대기업의 오너나 똑같은 한 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정치제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정치적인 이
념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1인 1표와 현실에서 경제적
인 불균형,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평등과 자유의 가치에 맞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제도, 분배,
노동환경 차원에서 그런 원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
슈가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사회정의를 고정된 형태로, 불변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의 발달 수준, 정치 상황, 노조 조직, 법적 차원에서의
인권 등 이런 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날 신자유주의, 극우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정의가 그 자체로 특수성을 지니긴 하지
만, 그것이 고정된 가치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일정한 과정이나 단계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아닐까.

조문영 :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청년과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제 인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사회정의가 아주 좁은 의미의 공
정담론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많이 발견한다. 학생들은 공정(fair)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
는데, 대학에 들어와도 똑같은 대학생으로 묶이길 거부하고 선발방식에 따라 여러 층위와 위
계를 만들어낸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들 간의 책임 공방과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따지는 갑
론을박이 ‘혐오’로까지 확산되는 반면, 이런 상황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던 자본은 오히려 선한
얼굴로 등장하고 있다. 며칠 전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소개한 뉴스
를 봤다. 같은 날 접한 또 다른 뉴스에서는 SK건설이 관여한 라오스 댐 붕괴 사건이 인재(人
災)라는 조사단의 발표를 다뤘다.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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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기업가’라고 말하는 지금, 돌봄의 문법, 사회정의의 문법까지도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운데, ‘정의’에 대한 논의가
대중담론에서 가시적으로 별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이든 중국이든 노동의 문제를 이
야기할 때 노동자 계급의 공적인 저항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의 능동성을 전제하는 경우가 종
종 발견되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노동자들은 그런 능동적 행위자성 자체를 습득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보이스(voice)를 갖는 것조차 지난한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자신의
몫을 발화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사실 도처에 있다. 복지권, 동물권, 사회권, 학습권, 자기결정권
등 한국이 ‘권리들’의 사회가 되었고 모두다 권리의 담지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
리’라는 언어 외부에 놓인 삶들이 너무나 많다.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보듯 주검이 되
어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다. 박제성 선생님의 한국사례 발표에서 드러나듯, 오히려 헌법
에서조차 사회정의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측면들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사회정의의 실현 조건
장지연 : 조문영 선생님 답변에서도 다뤄지긴 했지만 사회정의 실현 조건에 좀 더 말씀을 듣
고 싶다.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동도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역의 제도 정치는 어
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와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또한 집합적 소유, 관할권, 사회적 인출권 등 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
탁드린다.

강성태 : 사회자가 하신 질문들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토론에 유익할 것 같다.
첫 번째 질문, 즉 용어 또는 개념의 정의는 지난 몇 년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들과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다. 노동과 일에 대해서 보자면. 예를 들어 ILO의 공식 명칭에서는 ‘labour’
를 쓰는 반면, 100주년을 위한 글로벌 위원회의 이름에서는 ‘work’를 사용했다. 이 둘은 같
은가? 다른가? 이런 의문은 국내로 들어오면 가령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노동자와 뭐가 다르
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의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가맹본부가

》

_87

알고 노동의 방법과 서비스 방법까지 가맹본부가 지배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는 사실 외
에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데 이 사람들을 노동자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현실적 질문
이다.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키면 경제적인 노동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 유익한 노동에 대
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나 돌봄 노동을 하는 전
업주부에게 연차휴가를 준다면 노동법이나 사회정책의 대상을 임금노동에 한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동 관련법과 정책의 적용범위를 지금과 같이 가둬 둘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확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
한 것이 똑같을까에 관한 질문이다. 시대와 장소 및 업종에 따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요구
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 임금, 목소리 등이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필요하다
고 하지만, 요구사항의 내용과 강도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노
동자와 골프장 캐디와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말하는 인간다운 노동의 조건은 같지 않을 것이
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노동’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결국 그것의 내용과 보편성에 관한 고민
에서 제기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아시아를 보는 이유는, 세 나라에서 노동법 연구자가 처한 상황의 유
사성과 협력의 필요성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노동·사회정책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
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에 많이 의존했다. 저렇게 하면 선진국이 되고 잘살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면서, 일본 모델을 보며 달려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국가는 잘사는 것 같은데 국민들까지 행복한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롤 모델(role model)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을 하였다. 미국도 보고 유럽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전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과의 비교였다. 우리
보다 잘사는 일본도 아직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느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진다. 눈을 미국이
나 유럽으로 돌리면서 정작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정책과 제도는 관심 밖으로 밀렸고 그 결
과 요즘에는 잘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 연구도 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
제로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진전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을 아시아적인 기준으로 전환하든 어쨌든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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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에서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그 나라에서조차 실제의 정책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정의와 ILO의 역할
장지연 : 사회정의와 ILO의 역할에 관한 논의로 다시 돌아오겠다. Supiot 선생님께서는 ILO
의 역할 중 제3자 보증인의 역할을 강조하셨다. 토론 중에 중국 사례에 대해 공회에 그 역할
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문영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다. 제3자 보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와 사회정의와의 관계, 그리고 ILO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어떤 의미
에서 중요하고 실현 가능한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Alain Supiot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과 정의를 제가 혼용한 것은 아니다. 정의
는 이상이고, 법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것으
로 파악하지 않는다. 법(Droit)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이야기
를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하겠다.
질문으로 넘어오면, Kado 선생님의 발표에서 큰 인상을 받았다. 정의가 평화의 조건인 것
이 아니라, 평화가 정의의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떤 국가질서 내에서 정의가 있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ILO의 가
장 의미 있는 부분은 한 나라에서만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
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부터 사회정의는 국제적인 것이었고 국가 간 연대를 전제로 한다는 생
각이었다. 여러 국민국가들이 있었고 이것은 자기 국경 안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곳은 모르
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되었다. 신호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탈영토화도 이루어진다. 소통(communication)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상
호의존, 그리고 생태학적인 도전 때문에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권과 관련
해서 산업화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물질, 생산수단의 소유를 했다면 이제는 소통의 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의 대상이 달라졌다. 각 기업들을 어떻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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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늘 등장하는 질문은 국가 간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
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양 국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2차 대전 이후에 필라델피아 선
언의 원칙들을 하바나 헌장에 투영시키려고 했다. 하바나 헌장에 보면 국제무역기구(ITO) 설
립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다. 당시의 목표는 현재 WTO의 활동과는 다르다. 가난한 국가
들과 부유한 국가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었
는데, 이 헌장을 선진국들이 비준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제3세계 개도국이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를 원한다고 했었고 UN의 1974년 문서가 국가의 권리와 연대에 대한 마지막 문서가 되
어버렸다. 언제나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 미국 등 강대국 선진국들이 반대했다. 그때부터 제3
세계 국가들은 비교우위라는 게임의 법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교우위는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의 착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국이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동시에 엄청난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ILO의 책임은 진정한 국가 간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홀로 할
수 없다. WTO, WB, IMF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 마라케시협약에 명시되
어 있는 것처럼, 의약품은 지적재산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
으면 국민들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약품 보급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폭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연대는 불가능해진
다. 다른 국제기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국가 간 연대를 다시 확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한
다. 생태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결론을 대신하여
郑爱青(Zheng Aiqing) : 조문영 선생님께서 중국 공회의 제3자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공회와 관련된 법을 보면, 중국의 공회가 지금도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공회법 제27조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데, 파업
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공회가 노동자의 의견을 정부와 기업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정상
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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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도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
간에서 일을 더 엉망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회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
변인이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측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동자 인권 측면에서 중간 역할만 잘해도 공회는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중간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더 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ILO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경제발
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직업의 평등, 아동노동 보호 등
의 규정은 잘되어 있는데, 정작 개도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임금이다. 생
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체불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기본생
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중국은 어떤 성이나 시에서도 자체적인 최저임금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평균임금의 30%를 넘는 시나 성도 없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계
속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생활을 유
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안전과 보건문제도 중요하다. 지난 ILO 베이
징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한 세션에서 2019년 6월 제네바 선언문과 같은 선언을 발표하는데,
핵심공약에 더 많은 내용, 안전과 보건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嘉戸 一将(Kado Kazumasa) : 사회정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
서구의 보편적 원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때 보편성에서 누락된 것이 특수성이라고 생각
한다. 일본의 경우 익숙한 것에 대해 특수성이라는 것을 붙여 서구에 내보낸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일 수 있고 경우에 따
라서 일부 사람들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과 보편성 논의
는 꽤나 어려운 문제다. 일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논의 대상으로 존
재한다고 본다. 리버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한다
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존중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기초가
되는 정의가 태어나고 있지 않은가.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의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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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하는 문제보다 정의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예컨대 정의는 법질서를 어떻게 정당
화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회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법질서가 더 이상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부터 사회정의가 비로소 논의된
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것이 정의다’라는 식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
가에 입각하지 않으면 법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하루였다.

Alain Supiot : 문화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ILO가 창립되었을 때에는 전 세계를
산업화된 세상으로 보는 규범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문화 다양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있
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저는 규범적 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을 공통으로 정의하고,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 아시아적 차
원, 지역적 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국제적인 원칙을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
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접근법과 관련해서 국가별로 연대의
조직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원칙을 현대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게 필요
하다. 저는 지구화(globalisation)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세계화(mondialisation)를 말한다. 항
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언어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저는 하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불어 단어는 영어로 절대 번역되지 않는
것도 있다. 법(Droit)과 권리(droit)는 불어에서 하나의 단어다. 분리가 안 된다. 언어의 다양
성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욱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다
양한 언어(한국어, 불어, 중국어, 일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에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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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장과 경쟁의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에서도 최근 민간위탁한 공공서비스를 직영으로 운영
하는 인소싱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던 대처
리즘의 본 고장이자 최근 유럽연합(EU)을 탈퇴해 독자적인 시장체계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이다. 공공부문 내 인소싱(insourcing), 직영화(in-house),
재국유화(renationalisation), 재지방정부화(remunicipalisation)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재
공공화 정책의 추진은 다른 이유가 아닌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관리 필요성 측면, 즉 매우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움직임이다(Hall and Hobbs, 2017).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공화의 주된 배경이 2008년 이후 경제위기로 촉발된 긴축
재정정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압박의 돌파구
로서 공공부문 내에서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인소싱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노동당이 다수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보수당이 집권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웃소싱, 민영화의 제일의 목표
가 공공부문에서 독점하고 있던 재화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은 비효울적이기 때문에 이를 다
* 이 글은 2018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 인소싱 사례』보고서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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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맡기면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논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민영화나 아웃
소싱의 문제점이 널리 확산되면서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기대한 것만큼 효율적
이지 않고 민간부문 기업의 이익만 확대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기반에 두고 있다.

2015년 노동당 대표로 당선된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재공공화/
재국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2015년에만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재공공
화 주장은 다분히 이념적 주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현재는 아웃소싱되거나 민영화된 공공서
비스에 대한 인소싱이나 재국유화에 대한 논리가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영화(아웃소싱)된 서비스의 재공공화(인소싱)를 주장하는 캠페인 조직인
“We Own It”의 대표는 대중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재공공화를 정책화하는 것에
대해 너무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노동당조차도 재공공화 주장에 대해 코빈
이 대표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주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Financial Times, 2018년 2월 26일).
이미 지난 10년간 영국 내에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의 재지방정
부화(remunicipalisation)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중교통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Hall and Hobbs, 2017). 대중교통과 에너비 부
문 이외에도 지방정부 부문에서 민간업체가 기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도로관리,
주택, 환경 미화, IT 서비스, HR 서비스 등에서 직영(in-house)방식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확
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본을 끌어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방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던 병원이나 학교에서도 PPP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내 간접고용의 정
규직화(직접고용이든 자회사 모델이든)의 기본적인 방향이 노동존중사회과 좋은 일자리 창
출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과는 그 맥을 조금 달리하지만 영국에서도 최근 아웃소싱된 공
공서비스를 재국유화 내지 재지방정부화하는 경향은 분명히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재공공화 사례연구를 통해 재공공화의 원인을 분
석하고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화(재공공
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공부문 내 아웃소싱의 폐해 가능성을 재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유

96_

2019년 6월호 <<

이슈별 심층분석
의미한 한국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공서비스 아웃소싱·외주화 확대1)
지난 30여 년간 영국은 공공부문의 재정삭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 민간부문으
로의 민간위탁(outsourcing), 동시에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사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 NPM)정책을 추진하였
다. 신공공경영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민간
기업의 서비스제공모델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APSE, 2018). 이러한 신
공공경영정책은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영국은 1979년 보수당 정권의 출범 이후 신공공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NPM
의 선봉에서 타 국가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Roper et al., 2005: 639).
공공부문에서 ‘모범고용자’로서의 정부 정책은 1980년대 대처정부 이후 눈에 띄게 변화하
였다. 즉 지방정부 운영에 대해 효율성을 강조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경쟁
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범고용자’라는 개념이 민간부
문형 경영을 강요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모든 공공부문의 경영에 있어 기존
의 관료적인 조직에 의한 경영기법은 계약과 경쟁에 의한 경영으로 그 모습이 변화했다. 이러
한 변화는 대처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강제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 ‘시장검정제(Market Testing)’, ‘내부시장제(Internal Market)’, 민관파트너십을 중시한
‘민간자본참여(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성과급보수제(Performance-Related Pay:
PRP)’ 등 여러 형태의 정책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정책에는 세 가지 공동점이 발견된다. 첫
째, 공공부문 내 재정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공공부문의 혁신은 공공부문의 재정을 축소함으로
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벽을 허물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1) 일부 내용은 채준호(2007),「 영국의 신공공관리와 공무원노동운동」을 바탕으로 최근자료를 보완하
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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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였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정책목표를 가진 ‘시장검정제(Market Testing)’정책으
로 지방정부에서는 ‘강제경쟁입찰제(CCT)’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분권화
정책은 결국 정부부문의 단체교섭 구조의 파편화를 가져왔다(Fairbrother, 1996: 115-117).

1997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정부는 1999년 지방정부법 개정을 통해 ‘강제경쟁입찰제(CCT)’
를 폐지하고 새로운 ‘ 최고가치(Best Value: BV)’제도를 실행하였다(McEldowney, 2003:

76). BV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만족
감을 주는 것에 있었다. 영국의 감사원은 BV정책의 목적이 ‘국민들 요구의 실질적 이해를 바
탕으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 강제경쟁입찰제(CCT)가 가지고 있던 VFM(Value for Money)나 3E(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의 성취에 대한 기본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 집권
정당(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과 상관없이 공공부문 아웃소싱 정책기조는 외주화, 민간자본참
여(PFI) 등을 통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지
속적인 신공공경영적 운영방식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의 외주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2008년 회계연도(4월~차년도 3월) 동안 민간부문 외주화로 집행된 예산은 790억 파
운드이며 이에 고용된 인력은 120만 명 수준이었다. 영국 감사원(NAO)에 따르면 2012년 기
준 공공부문 내 재화와 서비스제공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870억 파운드였으며 이 중 절반
인 935억 파운드가 민간위탁(contracted-out)으로 집행되었다(TUC, 2015: 14). 이들 업무는
ICT 지원업무, 시설관리 업무 등 비영업부서의 지원업무(‘ back-office’ functions)와 교도소 관
리, 복지기금 지원자에 대한 의료검진, 핵무기 유지 보수 등 최일선 업무(frontline activities)
등을 포함하고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3: 10). 영국의회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아웃소싱과 외주화를 통해 약 2,510억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공
공조달의 규모는 전체 GDP의 13.7%에 달한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덴마크 14.16%, 독일,

15.05%)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은 아니다(House of Common, 2018: 3).
하지만 공공부문 내 외주화의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된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모호한 경우
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Academy School의 경우
공공예산이 들어가지만 운영은 민간조직이 하고 있다(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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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유치원 사례와 유사함). 또한 NHS Foundation Trust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
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TUC, 2015).
영국 내 공공부문 민간위탁 민간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같이 중소기업이 일정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회사들이 여러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방정부의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아웃소싱 회사의 대형화는 규
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당초 외주화의 목적인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형화된 민간회사는
공공부문 내 특정 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고 이는 경쟁저하, 혁신동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3: 14). 같은 자료에서 감사원은 민간부문의
이익의 수준이 공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수익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익 수준의 합리성 판단이 어렵다
는 것이다(National Audit Office, 2013: 15). 아웃소싱 민간기업의 대형화는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을 몇몇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들 회사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믿음
으로 안일한 운영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3: 10).

■ 공공부문 서비스의 인소싱
공공부문 서비스 인소싱 경향
공공부문 서비스의 아웃소싱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인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보수당정부 재무부 장관은 민간자본투자(PFI)정
책이 이미 경제적 효용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병원은 파산 지경
에 놓여 있다고 민간자본투자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Reynolds et al., 2016). 2016년 117개
지방정부 137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는 직영(in-house)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아웃소싱을 진행
한다고 답했다. 아웃소싱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직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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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1%였다.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경
우는 18%, 과거 아웃소싱된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를 직영 제공하는 경우는 1%, 예외
없이 모든 서비스를 직영한다는 응답은 2%였다. 과거 아웃소싱된 서비스를 현재 인소싱해
운영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45% 수준이었다. 아웃소싱된 서비스를 인소싱한 주요 요인으로
는 지역 니즈와 우선순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23%), 서비스 질의 하락(20%),
성과 하락(20%) 등을 꼽았다(iGov Survey, 2017).

2008년 이후 10년간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압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
정부 서비스 제공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아웃소싱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 일반대중들의 불만족은 아웃소싱의 감소와 인소싱의 증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2018년 2월 지방정부 제2의 아웃소싱 민간회사인 카릴리언이 파산하면서 아웃
소싱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감과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지방정부 서비스의 인소싱 경향은 더
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nancial Times, 2018년 2월 9일). 2017년 기준 보수당
이 다수인 지방정부 중 33%, 노동당이 다수인 지방정부 중 42%가 서비스의 인소싱을 추진
했다. 컨설팅회사인 GlobalData의 수석분석관은 지방정부에서의 인소싱 현상에 대해 “경계
를 초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진행 중이며 민간회사와의 재계약 시
기가 다가오면 관련 서비스를 인소싱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더 세분화해 외주화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인소싱 경향은 IT서비스나 기술집약적인 HR 및 임금서비스(human resources
and payroll functions)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IT 서비스 아웃소싱으
로 지불한 예산은 2012~13 회계연도에 7억 8백만 파운드에서 2015~16 회계연도에 5억 3
천 5백만 파운드로 감소했다(Financial Times, 2018년 2월 9일). 2017년 영국 내 최대 규
모의 지방정부인 버밍엄시(Birmingham council)는 영국 지방정부 거대 아웃소싱 회사인
Capita와의 IT 계약을 7천만 파운드 규모에서 1천만 파운드 규모로 축소했으며 이 계약 역시

2021년 만료하기로 했다.
“버밍엄시는 아웃소싱 초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내부조직이 없어 민간회사로의 아웃소싱
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아웃소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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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의감이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버밍엄시 관계자 인터뷰, Financial Times, 2018년 2월 9일)
중앙정부에서도 아웃소싱된 서비스의 인소싱 경향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국세
청(HMRC)이 체결한 IT 서비스 분야의 수백만 파운드의 계약에 대해 의원(MPs)들로부터 수
준 이하(unacceptably poor)의 서비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 독점아웃소싱 계약
(monolithic outsourcing contracts)은 2013년 종료되었다. 2015년 영국 내 운전면허를 발
급하고 관리하는 DVLA의 IT 서비스에 대해 IBM 및 후지쓰(Fujitsu)와 20년간 맺은 아웃소싱
계약은 파기되었고, 이후 인소싱이 진행되었다. DVLA는 자체 직원들의 7주간의 교육을 통해
자체적인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국의회의 2016년 보고서(Local Government: Alternative Models of Service Delivery)
에 의하면 지방정부 인소싱의 예는 다음과 같다(Sandford, 2016: 14),
- 2011년 서럭의회(Thurrock Council)는 환경미화 서비스 인소싱을 통해 약 2천만 파운
드의 비용을 절감하였음.
- 2014년 버밍엄시 의회(Birmingham City Council)는 과거 캐피타(Capita)가 운영하던
고객센터의 업무를 인소싱하기로 결정.
- 리버풀시 의회(Liverpool City Council)는 IT서비스를 2014년 인소싱해 향후 3년간 3천
만 파운드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음.
- 이즐링턴 자치구 의회(Islington Borough Council)는 쓰레기 수거, 도로 환경미화, 도로
관리 서비스를 2013년 인소싱해 매년 약 3백만 파운드의 비용절감을 보고한 바 있음.
컴브리아(Cumbria)시는 보수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2011년 캐피타와 다양한 분야에서
맺은 10년간의 아웃소싱 계약이 만료했으며, 2012년 아메이(Amey)와의 7년간의 도로보수
에 관한 아웃소싱 계약을 만료하고 거의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를 인소싱하였는데, 이후 재정
안정성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The Guardian, 2016년 3월 2일). 보수당
의장이던 Eddie Martin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보수당의 의장으
로서 인소싱을 얘기하는 것 차체가 이단(anathema)과 같은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아웃소싱
이 좋다고 말했지만 아웃소싱된 서비스의 낮은 가격에 의한 비용절감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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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는 유연성을 잃게 됐고 결국 지방정부 운영의 불안정성은 가중
됐다”(The Guardian, 2016년 3월 2일). 컴브리아(Cumbria) 지방정부는 인소싱으로 매년 1
천8백만 파운드를 절감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내부조
직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uropean Services Strategy Unit(ESSU)의 의하면 민관자본을 투입하는 공공민관파트너
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5%가 증가
했다(Whitfield, 2014). 하지만 이 중 28%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ESSU 원장인 Dexter
Whitfield는 “지난 15년간 영국 지방정부는 65개의 PPP프로그램을 통해 140억 2천만 파운
드를 지출했으나 이를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지가 2016년 36개의 지방정부 PPP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 중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3개 PPP프로그램이 인소싱되었는데, 인소싱된 PPP의 계약기간은
7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였고,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IT, 사무지원, 자산관리, 도로보수 등으
로 다양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PPP 중 3분의 1이 인소싱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
용절감이 가능했다(TUC, 2018). Whitefield는 PPP 실패의 주요 원인을 재정 감사의 투명성
부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공동 거버넌스의 비공개성, 모니터링 기능 저하, 조달금액에
대한 비공개, 허술한 관리감독, 민간자본 투입 사업 실패에 대한 정치적 공포 등으로 분석하
였다(The Guardian, 2016년 3월 2일).
영국 공공서비스 관련 연구기관 중 하나인 APSE(Association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가 발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11개 지방정부 중 73%는 인소싱을 고려
중에 있으며 59%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인소싱을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공공서비스 중 인소
싱이 가장 많이 진행된 3대 공공서비스는 시설관리(building maintenance), 쓰레기수거(가정
집 수거, 재활용품 수거), 공원/공용공간 관리 서비스 부문이었다. 이 밖에도 주택신고, 대중교
통 유지보수, 고속도로 유지관리, 학교 급식 등도 인소싱이 많이 진행된 분야이다(TUC, 2018).

2018년 대형 아웃소싱 회사인 카릴리온의 파산
2018년 1월 영국 내 공공부문 아웃소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던 카릴리언(Ca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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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대형 민간회사의 파산은 공공부문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ouse of Common, 2018a: 18) 카릴리언은 주로 시설관리와 건축
업무를 공공부문 내에서 수행하던 민간기업이었다. 영국 감사원(NAO)의 감사 결과, 카릴리언
이 파산했을 당시 공공부문에서만 420개의 아웃소싱 계약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2017년 기
준 카릴리언은 공공부문 내에서 여섯 번째(지방정부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공공서비스 제공 민
간기업이었다(House of Common, 2018: 6). 카릴리언은 파산 당시 3만개의 중소기업들과 공
급사슬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하청업체들을 제외하고 직접고용한 노동자만 2만 명 수준이었다.
중앙정부에서만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철도관리기관인
Network Rail, 고속철도담당기관인 High Speed 2(HS2 Ltd), 그리고 다양한 병원들과 아웃소
싱 계약을 맺고 있었다.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는 카릴리언의
파산은 30개 지방정부, 218개 학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카릴리언은 2017년 7월 위기를 감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계약을 수
주했으며, 결국 파산 직전 정부와 채권단에 지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2018
년 1월 파산신청을 했다. 카릴리언의 파산으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었는데, 일부 공
공기관은 다른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소싱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
복하고 있다. 민간자본투자사업(PFI)을 통한 건설사업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더 크게 나타
났다. 이 중 3억 3천5백만 파운드 규모의 Royal Liverpool 병원의 건설 프로젝트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646개 병상을 준비하는 과정은 1년이나 지체되었으며, 새로운 업체를 섭외하기 전
까지 사업이 중단되었다.
결국 카릴리언의 사태는 최저낙찰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의 입장, 사업만 수주하면 된다는
안일한 회사의 전략, 아웃소싱된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감사시스템이 빚어낸 참사
로 기록될 것이다(The Guardian, 2018년 7월 9일). 영국 감사원은 카릴리언의 파산으로 결
국 국민 세금이 1억 4천8백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BBC, 2018년 6월 7일). 카
릴리언 파산 사태 이후 영국의회는 '공공행정 및 헌법 사항 위원회(Public Administration
and Constitutional Affairs Committee) ’ 에서 보고서(After Carillion: Public Sector
Outsourcing and Contracting)를 발간했는데, 그 주요 내용 중 PFI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PFI를 통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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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믿음은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과 공공재정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의 감사 결과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
조했다. 재무성이 PFI가 처음 시행되고 지난 30년간 민간자본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비
용절감을 가져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문
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PFI 사업승인을 하지 말 것을 권
고하였다(House of Common, 2018: 18).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Legatum Institute가 실시한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산업에 대한 재공공화에 대
해 응답자의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산업은 77%, 철도산업에 대해서는

76%가 재공공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tum Institute, 2017). YouGov가 2017
년 3월 1,936명의 18세 이상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역시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
에서 직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 NHS, 군, 학교 등은 80% 이상의 응답자
가 공공기관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민영화된 우정산업(Royal Mail) 역시 공
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민간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21%
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물산업, 공영방송(BBC), 전력산업 등의 운영 역시 공공부문에서 운
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YouGov, 2017).
이 같은 대중들의 공공부문 서비스 직영에 대한 선호현상은 영국 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시장중
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일반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
된 측면이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선호 현상은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불신과 접목되어 있다.
Legatum Institute가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기업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다수가 지지한 것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끝으로 민영화된 전력산업, 물산업, 철도산업 등에
서 당초 주장된 민영화의 장점들을 일반 대중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인상되었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되지 못한 점 등이 민영화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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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일).
2017년 1,634명을 대상으로 APSE(Association for Public Service Excellence)에서 실시
한 “지역 내 서비스 제공에 있어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지방정부, 7%가 중앙정부, 10%가 민간기업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누구도 신
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 모름은 7%)(APSE, 2017).
APSE는 2011년 지방정부 내 인소싱과 관련해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있다. 당시 설문조
사에는 지방정부 종사자 140명이 참여(이 중 65.3%는 시니어 관리자)했는데, 응답자 중

57.3%는 이미 해당 지방정부 내에서 인소싱을 완료했거나 인소싱 중이거나 또는 인소싱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소싱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효율성 강화와 비
용절감이 5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42.9%가 서비스 질의 향상,

33.3%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31.7%가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강화를 위
해, 27%가 사업의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
였다. 인소싱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2%가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61.2%가 효율성 강화, 55.2%가 계약관리의 용이성, 55.2%가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APSE, 2011: 12).

■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아웃소싱된 서비스에 대한 인소싱 과정은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매우 실용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당이 다수인 지방
정부만이 아닌 보수당이 다수인 지방정부에서 역시 인소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영미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서
비스 제공에서의 인소싱 사례에 대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다.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
는 인소싱 사례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공공부문 내에서 아웃소싱이나 민영화가 효율성
과 비용절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류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전반적인 긴축재정 정책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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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소싱 정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공공서비스 운영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로 판단하
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지난 30년간 이웃소싱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큰 흐름에는
일정 정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영국 공공부문 내 아웃소싱의 특징 중 하나인 아웃소싱 회사의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
한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경쟁저하, 혁신저하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과 비용 상승의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대형 외주회사들은 재정적으로 안정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하청구조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
성은 재정적으로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회사가 파
산할 경우, 그 위험 부담은 일반 대중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APSE, 2018). 2018년 1월 대
형 민간 아웃소싱 회사인 카릴리언이 파산한 이후, 일반대중들이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바라
보는 인식은 변화하였다. 아웃소싱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공서비스
의 질을 하락시키거나 공공서비스 자체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 사례는 지금까지 아웃소싱/외주화의 주요 근거로 주장되어 온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
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증거를 명확히 찾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위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아웃소싱과 민영화 정책의 실패의 요인은 재정감사
의 투명성 부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공동 거버넌스의 비공개성, 모니터링 기능저하, 조달
금액에 대한 비공개, 허술한 관리감독, 민간자본 투입사업 실패에 대한 정치적 공포 등에 있다.
카릴리언의 사태가 최저낙찰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의 입장, 사업만 수주하면 된다는 안일한 회
사의 전략, 아웃소싱된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감사시스템이 빚어낸 참사라는 점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카릴리언의 파산 이후 현 보수당 정부의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공공재정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서 공공서비스 외주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회가 재무성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증
거도 없이 지난 30년간 민간자본을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킨 점을 문제제기하고 명확한 증
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PFI 사업승인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
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내용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인소싱 사례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간접고용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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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고용이나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그 방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라는 틀에서 접
근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
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로의 접근과 함께, 현재 아웃소싱된 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측면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웃소싱, 민간자본 참여 사업 등
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 및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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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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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8년 미국 자산시장 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
는 경향을 보였던 경제위기(Great Recession)는 미국의 노동시장에까지도 심대한 타격을 주
었다. 2007년 4.6%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2009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9.3%까지 상승하
였는데, 이는 당시 만 16세 이상의 미국 인구 중 약 1,427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 하지만 위와 같은 경제위기가 2009년 2사분기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
음이 선언되는 등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왔다.

2010년부터 미국 경제의 연간 GDP 증가율은 적게는 1.6%에서 높게는 2.9%를 기록하였으
며, 이는 미국 경제가 준수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9%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2) 미국 경제의 회복
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현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
여 왔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임금수준, 실업률, 노동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status of the 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1940 to
date.” Retrieved on May 17th, 2019, https://www.bls.gov/cps/aa2009/cpsaat1.pdf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1.1.1. Percent Change
From Preceding Period in Real Gross Domestic Product.” Retrieved on May 17th, 2019, https://apps.
bea.gov/iTable/iTable.cfm?reqid=19&step=2#reqid=19&step=2&isuri=1&1921=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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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성
별, 교육수준, 인종에 따른 임금수준,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2008년 이
후의 변화 추세를 추적하고자 한다.

■ 경제위기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현황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금
중위값,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실시하는 상시인구조
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분석의 대상은 노동시장 참여가 안
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만 25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주간 임
금의 중앙값(median)은 경제위기 직후부터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조정한 2009년 주당 임금
의 중앙값은 777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이보다 22달러가 상승하여 주당 임금의 중앙값이

799달러 수준으로 2.8%p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임금 중위값의 변화 추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2009년부터 2011년에 급격히 하락한 임금 중위값은 2013~2014년까지 그 수
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위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임금 중위값의 증가세는 최
[그림 1] 주당 임금 중위값 추이(2008~2018)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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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임금을 자영업으로 인한 수익, 시간당 임금 또는 커미션 형태가 아니라 정규 급여로 받고 있으
며 평균적으로 주당 35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들로 한정하였다.

2) 해당 주당 임금 중위값은 2008년 소비자 물가 지표(Consumer Price Index)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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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6년 동안(2013년 764달러에서 2018년 4.6% 증가)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단기간 증가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
은 2009년 7.9%에서 2018년 3.2%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2018년의 실업률은 1969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림 2 참조).3)
이와 같은 추세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등의 경향까지도 드러나고 있
다는 주장4)과도 일맥상통한다. 관련하여 2019년 4월 18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 노동부의 보
고에 따르면, 4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의 미국 전역의 실직신고, 즉 실업수당 청구건수
가 약 192,000명으로 50년 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계절적으로 조
정된 것이다). 이는 1969년 9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당시의 노동시장 참여인구와 전체 인구
가 훨씬 적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의 실업수당 청구건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주간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도 201,250건으로 1969년 11월 이후 최
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실업수당 청구가 직장을 이동하면서 생긴 잠시 동안의
[그림 2] 실업률 추이(2008~20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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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3) MarketWatch(2019.5.3), “The latest drop in the unemployment rate was for the wrong reason,”
Retrieved on May 17th, 2019, https://www.marketwatch.com/story/the-latest-drop-in-theunemployment-rate-was-for-the-wrong-reason-2019-05-03
4) The Atlantic(2017.12.25), “Employers Are Looking for Job Candidates in the Wrong Places”
Retrieved on May 17 th, 2019 .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 2017 / 12 /
employers-are-looking-for-job-candidates-in-the-wrong-places/5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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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주일 이상 지속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수치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주간을 기준으로 1,653,000건을 기록하여 지속
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자체적으로 경제학자들
에게 서베이 방식으로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들
은 해당 수치를 205,000건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수치가 보통 노동시장 내 해고건수의 대
리변수(proxy)로 사용됨을 감안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노동의 공급 대비 수요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5)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 추세는 과연 실업률의 하락세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의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만, 전반적
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점에는 크게 우려를 표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3]에 따르면, 2009년 노동시장 참여율은 67.0%였으나 2018년에는 해당 수치가

64.2%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하락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나, 그중 하나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
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6) 그 결과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었고, 현
재 관찰되고 있는 매우 낮은 수준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에 따른 자연
스러운 변화 때문일 뿐 미국 경제의 회복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노동가능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은 2008년 64.3%
에 비해 2018년 62.1%로 감소한 상황이다(그림 4 참조). 또한 해당 비율은 2009년 61.7%
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는 60.8%까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 비율은

2011~2013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
의 회복이 이 비율의 회복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시장 참여율의 하락은 미
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임금 노동을 하지 않고 은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
5) The Wall Street Journal(2019.4.18), “U.S. Jobless Claims Hit Fresh 50-Year Low” Retrieved
on May 15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u-s-jobless-claims-hit-fresh-50-yearlow-11555590899
6) MarketWatch(2019.5.3), “The latest drop in the unemployment rate was for the wrong reason.”
Retrieved on May 17th, 2019, https://www.marketwatch.com/story/the-latest-drop-in-theunemployment-rate-was-for-the-wrong-reason-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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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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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4] 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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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났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국 노동시장에 몇 년
간, 특히 2009년에서 2013년까지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경제
회복세는 노동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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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변화 추세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경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더욱 자세히 살펴본
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여성의 임금 중위값이 남성에 비하여 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회복세는 비슷한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남성들의 2009
년 주당 임금 중위값은 약 876달러 수준이었다(그림 5 참조). 해당 수치는 2013년 843달러
로 3.8%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중위값 임금은 880달러로 2013년에 비해

4.4% 상승하였다. 2009년에서 2013년간 여성들의 주당 중위값 임금은 0.7% 하락(689달러
에서 684 달러)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4.1%의 상승을 보였다(684달러에서 712달러).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의 실업률은 2008년 4.8%에서 2009년 8.7%, 2010년

8.9%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이후로 다시 빠르게 줄어들어 2013년 3.2%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도 남성들에 비해서는 덜 급격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실업률이 변동하였
다(2008년 4.4%, 2009년 7.0%, 2010년 7.5%, 2018년 3.3%).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과 여성 전반에 걸쳐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남성은 2009년 74.6%, 2018년 71.4%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여성들은
같은 기간 동안 59.9%에서 57.5%로 해당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 역시 여성들이 경제위기 이
후에 급격한 변동을 덜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 성별 중위값 주당 임금 추이(2008~2018)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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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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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별 실업률 추이(2008~20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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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7] 성별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2008~20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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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와 같은 임금 중위값,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동을 통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남
성들이 2008년 경제위기에서 아주 근소하게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가 남성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등의 산업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이 성별 격차를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리는 경향을 보여주
었는 데다,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이 처음부터 성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8년 경제위기가 남성들에게 크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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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 교육수준에 따른 변화 추세
교육수준별 차이의 경우,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서 임금 중위값의 가장 큰 변화가 관찰
된다(그림 8 참조). 고졸 미만 학력자들의 중위값 임금은 2009년 주당 456달러에서 2013
년 436달러로 약 4.4%가량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18년 474달러로 약 8.7%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고졸 학력자들은 628달러에서 602달러로 약 4.1% 감소한 후 626달러로 약

4.0%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 미만 학력자들은 729달러에서 691달러로 약 5.2% 감소한 후
708달러로 약 2.8% 증가하였으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1,141달러에서 1,104달러로
약 3.2% 감소한 후 1,135달러로 약 2.8%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림 9]에서 실업률은 고졸 미만 학력자들이 2009년 14.6%, 2010년 14.9%로 매우 높
[그림 8] 교육수준별 주당 임금 중위값 추이(2008~2018)
(단위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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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7) Contessi, S., & Li, L.(2013), From “Man-Cession” to “He-Covery": Same Old, Same Ol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Economic Synops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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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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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10]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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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는 5.6%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고졸 학력자들은 2009년

9.7%, 2010년 10.7%에서 2018년 4.1%로, 4년제 대학 미만 학력자들은 2009년 8.0%, 2010
년 8.4%에서 2018년 3.3%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2009년 4.6%, 2010년 4.7%에서

2018년 2.2%로 실업률의 변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졸 미만은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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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2009년 46.5%, 2018년 46.2%),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에는 고
졸 학력자들은 2009년 62.2%에서 2018년 57.5%, 4년제 대학 미만 학력자들은 71.2%에서

65.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77.5%에서 73.8%로 하락하여 전체적인 노동시장 참여율
의 하락이 고졸 이상의 학력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참조).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률이나 주당 임금의
변동이 더 심한 편이었다. 특히나 고졸 미만 학력자들에게서 노동시장 참여율 하락이 거의 나
타나고 있지 있음에도 실업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이들의 실업률 변동성이 인구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이 소
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패턴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수입의 변동이 더 큰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8) 교
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파트타임 등 직업 안정성이 낮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
기변동에 따라서 실업 여부 및 임금의 변동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종에 따른 변화 추세
인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5~6년간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상승을 기록
한 반면 흑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을 보였다(그림 11 참조). 흑인 노동자들
의 경우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주간 임금 중앙값이 623달러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한편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주간 임금 중앙값이 2009년 주당 578달러에서 2013년 558달러
로 약 3.5%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18년 609달러로 9.1% 증가하여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서 가장 빠른 임금 중앙값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아시안은 0.9% 감소(910달러에서 902달러)
후 8.3% 증가(902달러에서 977달러)를, 백인은 1.7% 감소(802달러에서 788달러) 후 4.9%
(788달러에서 827달러) 수준의 상승을 보여 히스패닉 노동자들보다는 약하지만 전체 평균
8) The New York Times(2017.5.31), “Income Swings Are Largest Among the Poor and the Rich,”
Retrieved on April 18th, 2019,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5/31/business/31volat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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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종별 주당 임금 중위값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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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12] 인종별 실업률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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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상승분을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였으나 아시안과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약간 빠
르게 감소한 반면,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느린 감소 폭을 보였다(그림 12 참
조). 아시안 노동자들은 2009년 6.6%, 2010년 6.8%를 기록한 반면, 2018년에는 이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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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낮아져 2.5% 수준이 되었다. 히스패닉 노동자들은 2009년 10.5%, 2010년 10.8%의 실
업률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3.8%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백인 노동자들은 실업률이

2009년 7.3%, 2010년 7.6%에서 2018년에는 2.9%로 감소하여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
다. 다만 백인 노동자들의 경우 2018년의 실업률이 통상적으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
는 수준이다. 이는 백인 노동자들의 실업률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다. 흑인 노동자들은 2009년 12.3%, 2010년 13.4%에서 2018년 5.3%으로 낮아져 다른 인
종 집단에서보다는 약간 느린 수준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백인이 2009년 66.9%에서 2018년 63.7%, 흑인이 2009년 66.2%에서

64.5%, 히스패닉이 71.3%에서 69.5%, 아시안이 69.9%에서 67.6%으로 변동하여 백인과 아시안
노동자들이 약간이나마 더 빠른 속도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그림 13 참조).
이와 같은 경향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흑인 노동자들이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
세에서 가장 적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
연구소 인종, 민족, 경제 프로그램(Economic Policy Institute’s Program on Race, Ethnicity,
and the Economy)의 책임자(director)인 발레리 윌슨(Valerie Wilson)은 인종 차별, 범죄 배
경 조사 및 지리적인 분리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흑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이익을 얻지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
[그림 13] 인종별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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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9) The Wall Street Journal(2019.4.16), “As Wages Rise, Black Workers See the Smallest Gains,”
Retrieved on April 18th, 2019, https://www.wsj.com/articles/as-wages-rise-black-workers-seethe-smallest-gains-11555437942?mod=searchresults&page=1&po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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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국 경제가 2008년에 큰 위기를 겪은 뒤로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
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었는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
로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더 이익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성별, 교육수준
별, 인종별로 분석 및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또한 회
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거나 성별 차이가 있다 하
더라도 곧 사라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경
기에 따른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흑인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를 덜 누리는 등
의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나 금융시장의 성장세와 안정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등의 분석 과제가 이 글이 가져다 주는 시
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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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응 평가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많은 국가들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나아가 소비활성화 등을 통한 경
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
제 내 모든 기업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
어 경쟁에서 도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 4월 영국의 비정부공공기관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영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보고서
(Non-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1) 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의 최저임금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을 바
탕으로 영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대
응을 평가한다.

1) Non-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April 2019), https://www.gov.
uk/government/publications/non-compliance-and-enforcement-of-the-national-minimumwage-april-2019

124_

2019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영국의 최저임금제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제는 크게 ① 16~24세 취업자 및 수습생(Apprentice)2)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과 ② 2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최저임금은 1999년 도입되었으며,
시행 초기에는 18세 이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적용대
상을 16세 이상 및 수습생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국가생활임금이 25
세 이상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기존의 국가최저임금은 연령에 따
라 3그룹으로 나뉜 16~24세 취업자와 수습생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영국 내 취업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도입 초기 22세 이상 3.6파운드(한화 약 5,400원),

18~21세 3파운드(한화 약 4,500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4월 1일 현재 25세 이상 8.21파
운드(한화 약 12,300원), 21~24세 7.7파운드(한화 약 11,500원), 18~20세 6.15파운드(한
화 약 9,200원), 16~17세 4.35파운드(한화 약 6,500원), 그리고 수습생은 3.9파운드(한화 약

5,800원)까지 인상되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생활임금을 약 5% 인상하면서 이
와 같은 인상 속도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영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
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3)
한편 국가최저임금 및 국가생활임금과 같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개로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노동자의 생활비 등을 반영하여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
RLW)을 독립적으로 산출4)하고, 이의 도입을 고용주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RLW의 수준
은 현재 런던은 시간당 10.55파운드(한화 약 15,800원), 그 외 지역은 시간당 9파운드(한화
약 13,500원)이다.

2) 국가최저임금상 수습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첫해까지만 수습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UK government press release(2019.4.1), “Biggest ever increase to National Living Wage comes
into effect”, https://www.gov.uk/government/news/biggest-ever-increase-to-national-livingwage-comes-into-effect
4) https://www.livingwage.org.uk/what-real-living-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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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단위 :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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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ow Pay Commission.

■ 영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5)
전체 및 연령별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보고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 수가 2018년 4월 기준 43.9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수(coverage)6) 196.1만 명의 22.4% 수준
이다.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25세 이상의 경우 적용 대상자 수의 23%
수준인 36.9만 명이, 적용 대상이 가장 적은 16~17세의 경우 적용 대상자 수의 9% 수준인 4
5)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을 추정하기 위해 영국 통계청(ONS)이 매년 실시하는 소득 관련 설문조
사인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ASHE)를 활용한다.

6) 각 최저임금별 적용 대상자 수(coverage)는 해당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데,
보고서는 이를 ‘최저임금~최저임금+5펜스(pence)’를 받는 취업자 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최
저임금별 미준수 비율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 수
×100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 수+최저임금~최저임금+5펜스를 받고 있는 취업자 수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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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적용 대상자 수(A, 명)

미준수 사례 수(B, 명)

미준수 비율((B/A)×100, %)

25세 이상

1,604,000

369,000

23.0

21~24세

167,000

35,000

21.1

18~20세

119,000

23,000

19.3

16~17세

40,000

4,000

9.0

수습생

32,000

8,000

25.4

1,961,000

439,000

22.4

전체

자료 : Low Pay Commission.

천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수습생의 경우 미준수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으나, 보고서에서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5세 이상 취업자 대상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이하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25세 이상 취업자에 국한하여 미준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시기 및 미준수 수준별
우선 시기별 추이를 보면, 2015년 15% 수준이었던 미준수 비율이 2016년 국가생활임금
도입 직후 19%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미준
수 비율의 증가가 추정 방법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체 미준수 경우 중

35%는 최저임금 하회 폭이 10펜스 이내로 경미했으나, 37%는 그 폭이 60펜스 이상이었다.
성별 및 계약 종류별
성별로 보면, 25세 이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62.1%가 여성이었는데, 그중 최저임금 보
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은 23.6%로 남성(21.9%)에 비해 높았다. 근로시간별로는 파트타임
이 적용 대상자의 61.1%를 차지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은 19.5%로 풀타임(28.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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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의 25세 이상 취업자 대상 최저임금 미준수 현황
적용 대상자
수(A, 명)

비중(%)

미준수 사례 수
(B, 명)

미준수 비율
((B/A)×100, %)

여성

997,000

62.1

236,000

23.6

남성

607,000

37.9

133,000

21.9

파트타임

981,000

61.1

191,000

19.5

풀타임

624,000

38.9

178,000

28.5

임시직

165,000

10.3

30,000

18.3

상용직

1,425,000

88.8

335,000

23.5

시급제

1,294,000

80.7

206,000

15.9

월급제

310,000

19.3

163,000

52.6

초소형 기업

325,000

20.3

86,000

26.4

소형 기업

307,000

19.2

59,000

19.1

중형 기업

231,000

14.4

45,000

19.4

대형 기업

358,000

22.3

82,000

23.0

초대형 기업

300,000

18.7

57,000

19.0

공공분야

81,000

5.0

40,000

49.8

민간분야

1,418,000

88.4

289,000

20.4

기타

105,000

6,6

40,000

37.5

전체

1,604,000

100.0

369,000

23.0

주 : 1) 임시직과 상용직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2) 기업 규모별 분석에서는 공공분야를 제외.
자료 : Low Pay Commission.

다 낮았다. 또한 적용 대상자의 대부분(90.8%)을 차지하는 상용직(23.5%)의 미준수 비율이
임시직(18.3%)보다 높았다. 한편 월급제(salaried) 및 시급제(hourly paid)로 구분해보면, 각
각이 적용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7% 및 44.3%로 비슷했으나, 미준수 비율은 월급
제가 52.6%로 시급제(15.9%)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시급제의 경우에
고용주와 취업자 모두 최저임금 하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월급제보다 시급제를 선호하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주 특성별
한편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을 고용주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 9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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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소형(micro) 기업이 26.4%로 가장 높고, 5,000인 이상 초대형(very large) 기업이 19.0%
로 가장 낮았다. 이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준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
으로 보이지만, 250~4,999인의 대형(large) 기업의 미준수 비율이 23.0%로 중소(other small
and medium, 19.1% 및 19.4%) 기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미준수 비율은 49.8%로 민간부문의 20.4%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선단체 소속 근로자 제외 등으로 적용 대상자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전히 설명이 어려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직업별
직업(occupation)별로 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매업
(15.0%), 호텔·식당업(hospitality, 14.4%), 그리고 청소·유지보수업(14.8%) 등의 미준수 비
율은 각각 17.7%, 19.3% 및 16.6%로 전체 평균(23.0%)을 하회했다. 반면 보육업의 경우

43.2%의 높은 미준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이 부문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지역
정부에 의해 관련 예산이 동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임금에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
로 보인다.

지역별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보면 런던과 남서부(South East)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규모에 따른 차이로 해석
했다. 즉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
및 변화에 민감하고, 월급제보다 시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준수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평가
영국에서 최저임금제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이고,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기업·에너지·산업 전
력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이다. 이하에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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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실적을 중심으로 정부가 ①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얼마나 잘 홍보하고 있는지, ②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를 얼마나 잘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는
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최저임금제 홍보
근로자 대상 홍보
보고서는 BEIS의 꾸준한 홍보 등으로 적용 대상자의 90%가 국가생활임금에 대해 알고 있
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근로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HMRC에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되면서, 2017/18년 문의
건수가 9,150건으로 전년대비 71%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추정 미준수 사례(43.9만 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 및 신고 경로에 대해서 모르거나 비밀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수준
과 미준수 신고 경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행하고, 비밀유지 보장 및 제3자 신고
(third-party whistleblowing) 경로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 등과 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권
고했다.

고용주 대상 홍보
HMRC는 이메일, 전화, 그리고 웹비나(webinar) 등을 통해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은 소형 기업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HMR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미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HMRC가 이전보다 많은 고용주와 접촉하고 있
다면서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미준수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불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MRC의 지침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초소규모 기업의 미준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침을 정비하고 고용주
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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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단속
HMRC는 ①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의 신고가 있거나(complaint led 혹은
reactive cases), ② 특정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targeted
enforcement 혹은 proactive cases)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미준수가 확인되면 HMRC는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특히 최저임금 미준수 규모가

100파운드(한화 약 15만 원) 이상이면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한다. 다만 ①의 경우 HMRC의
처벌이 이루어지 전에,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고용주가 스스로 시정하고 체불임금을 지
급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체불임금 지급 실적
고용주 스스로 시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2017/18년에 지급된 체불임금액은 15.6백만 파운
드(한화 약 234억 원)로 전년대비 40% 증가했고, 약 20만 명(전년대비 약 2배 수준)의 근로
자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HMRC가 부과한 벌금도 14백만 파운드(한화 약 210억 원)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최대
벌금이 체불임금액의 200%로 상향된 데 일부 기인한다. 한편 HMRC가 조사에 나선 사례 수
[그림 2] 영국의 최저임금 관련 체불임금 지급액 추이
(단위 :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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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ow Pa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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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중 체불임금 지급 사례 수7)의 비율이 각각 2,402건 및 4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지급 사례당 지급된 체불임금액은 15,370파운드(한화 약 2,306만 원)로
전례없는 수준까지 높아진 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77.39파운드(한화 약 11만 6천
원)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연관된 근로자 수는 많고 1인당 체불임금액은 작
은 ‘광범위한(broader)’ 미지급 사례에 HMRC의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
다. 또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대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이 소기업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HMRC
활동의 우선순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준수 고용주 이름 공개 현황
영국 정부가 2017년 8월~2018년 3월 중 4차례에 걸쳐 이름을 공개한 최저임금 미준수 고
용주는 총 911명으로 이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6.1만 명, 체불임금액은 6.2백만 파운드(한화
약 93억 5천만 원)이다. 이 중 근로자 1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가 공개된 전체 고용주 수 및
체불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 및 23%였으며,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액은 782
파운드(한화 약 117만 원)였다. 반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주는 9명에 불과했고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액도 68파운드(한화 약 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전체 체불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름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공개시
기를 정기화하고, 공개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며, 고용주들에게 이름 공개에 대비할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지수사(targeted enforcement)

2014/15년 이전까지 HMRC의 최저임금 미준수 조사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착수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7/18년에는 HMRC 스스로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에 나서는 경
우가 전체 조사 착수 사례의 40%를 차지했다. 그 결과를 근로자 신고에 의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체불임금이 지급된 사례의 비중과 사례별 관련 근로자 수 및 체불임금 지급액이 모두
근로자 신고에 의한 조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지수사에 있어 이
7) 앞의 미준수 현황에서 사례 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 반
면, 여기서 사례 수는 ‘한 고용주(기업)’를 대상으로 미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 경우 1건이 되며,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 각 사례에 따라 체불임금액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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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량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여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HMRC가 최근 복잡한 리스크 모형 개발에 나선 점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 결과들은 앞에서 확인한 ‘광범위한(broader)’ 사례에 대한
HMRC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이 HMRC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유도
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맺음말
모든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최저임금수준을 찾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려
운 과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담은 이 보고서가 최저임금 미준수 사
례를 줄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떠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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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현황 및 관련 법제 연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18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뜨거웠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예술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운동이 진행된 데
비해 중국에서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미투운동이 진행되었다.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
는 ‘베이징항공우주공학대학(北京航空航天大学) 교수 천샤오우 사건’1)이나 ‘베이징대학 전
교수 선양(沈阳)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 이후 2018년 11월에 중국 교육부
는「 신시대 초중등교육/고등교육 교사 직무 수행 10대 준칙」을 각각 발표했는데 이는 성희
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淘寶)’와 더불어 가장 큰 인터넷 상거래 플랫
폼인 ‘징동(京東)’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류창동(劉強東)이 미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체포돼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건의 진상과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

1) 동아일보(2018 .1.4),「 中에도 ‘미투’ 바람…성폭력 저명학자 정직」, http://news.donga.com/ 3/
all/20180104/88018408/1
2) 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2018),「 打破沈默，拒絕妥協——中國防治職場性騷擾法律與司法審判案例研究報
告」『
, 反歧視評論』2018年00期.
3)《 環球網》(2018.11.16)「
， 教育部印發新時代教師職業行為十項準則，再規範教師職業行為」，http://china.
huanqiu.com/article/2018-11/13561501.html

134_

2019년 6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도 지속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은 중국 사회 역시 성에 기반을 둔 괴롭힘과 폭력이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
중국에서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상에서 매체 활동을 하고
있는 ‘투더우 코뮨(土逗公社)’은 미투운동을 공장으로 확산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5) 중국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
과 정책적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현황과 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현황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매우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38.8%에
이르고, 또한 남성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도 15.6%에 달해 모두 54.4%에 이르
는 직장인들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6)
그리고 2017년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한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43.8%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 여
성 중 26.6%만이 가해자에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직장에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은

24.1%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피해여성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거나 회사를 떠났다. 비교적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는 2016년 민생은행(民生銀行) 성희롱
사건, 2017년 우버(Uber) 성희롱 사건, 2017년 홍콩상해은행(HSBC, 匯豐銀行) 성희롱 사건
4) 澎湃(2018.9.5),「 美國警方：劉強東被逮捕因涉嫌強姦，將繼續進行刑事調查」, https://www.thepaper.cn/
newsDetail_forward_2409542
澎湃 ( 2019 . 4 . 18 ),「 劉強東性侵案起訴書被曝光 ，女方提出六項指控 」, https://www.thepaper.cn/
newsDetail_forward_3313555
5) 土逗公社(2018.8.6),「 女工米兔進行時：讓反性騷擾這場大火，在工業區裡越燒越旺」, http://tootopia.me/
article/11596; 레디앙(2018.11.27),「 중국에서 여성노동자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 http://www.
redian.org/archive/127358
6) 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201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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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고위직 관리자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들이다.7)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성노동자 지원활동과 매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운동단체이자 인터넷 매체인 ‘젠자오 부락(尖椒部落)’은 다음과 같은 한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은 작업장이나 생활 공간을 나눌 것 없이 어
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71.2%의 여성노동자가 공장 내에서 성희롱
을 경험했고, 가해자의 65.2%는 피해자의 동료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의 32.5%는
조립 라인에서 발생했다. 65.8%의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성희롱에 항의했지만 46%는 흐지
부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72.1%의 피해 여성들이 성희롱 예방 훈련에 참가하기를 희망했고

41.5%의 피해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다.8)
하지만 베이징위안중성별발전센터(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법원
소송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기소율도 낮고 종종 강제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희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
져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
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9)

■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의 역사10)
2001년 시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보도되면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잇달아 보도되었다.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2005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을 수정하면서 중국에서는 최초
로 성희롱 관련 조항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동법 제40조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금지와 피
해 여성은 자신의 직장과 유관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

7) 劉貝(2019),「 防止職場性騷擾的法律體系構建研究」『
, 現代交際』2019年01期.
8) 尖椒部落, http://www.jianjiaobuluo.com/content/12664
9) 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2018), 위의 글.
10) 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201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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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58조는 본 법규를 위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거나 가정폭력을 행한 자는 치안 관리를 위
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행정처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의 의의는 성희롱 규제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며 국가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태도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한계 또한 분명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을 특정해
서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만 규정했을 뿐 사업
장 측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2012년 국무원은「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공포했는데, 그중 제11조는 “근
로 공간에서 고용 단위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중국에서 최초로 입법 측면에서 사업장 측이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권익보장법」의 규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 특별규정
역시 사업장 측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 또
한 규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외에 독자적인 성희롱 관련 입법 시도도 있었다. 1999년 제9회 전국인민대회 2차회
의에서 32명의 인민대회 대표가「 중화인민공화국 성희롱규제법」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전국인민대회에서 한 인민대회 대표가 독자적인 성희롱규제법 입법을 제안했
다.11)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현행 법규의 문제점 및 한계
중국은 ‘여성권익보장법’과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특별규정’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사항을 법규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규는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
제점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에 대한 명확
한 정의가 없다. 법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판단도

11) 乐雨森(2018),「 面对职场性骚扰,“吞声”还是“发声”?」, 中国工人 2018年0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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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판사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 처리가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결국 사법적 공신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포함한 법률적 책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법적 구제
수단 역시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법률적
경로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다. 노동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할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민사 혹은 행정 책임을 물어
야 할지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법적 구제 역시 모
호해지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배상 수준도 현실적인 요구에 크게 못 미치게 된다.
셋째, 성희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증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성희롱은 범죄의 특수한 성
격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적이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가
해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 상황 입증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편
이고 피해자가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
려한 입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입증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외에도 현행 법규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상을 여성으로만 설정해 남성에 대한 피해
규정이 없는 문제,12)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법률적 체계가 미비해서 사법 부문들 간 연계가
어려워 법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희롱 문제가 개
인의 권리를 침해한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성별 권력의 비대칭성, 즉 성차별 문
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규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실에서 법규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적
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절대 다수의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법적 처벌과
구제를 선택하지 않고 침묵할 뿐이다. 물론 이는 사회적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낙
인이 존재하고 종종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문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법원의 기

12) 2000년 <선전주간(深圳週刊)>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2%의 응답자가 성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여성이 43%, 남성이 19%를 차지했다(北京源众性别發展中
心(2018) 위의 글에서 재인용).
13) 北京源众性别發展中心(2018) 위의 글; 劉貝(201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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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점 등 사법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의 해고(퇴사),
가해자에 의한 보복,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되고 있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직
장 내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발생에 있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류밍후이(劉明輝)
(2018)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세분화는 관련 법제 개선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14)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몇몇 연구들은 직장 내에서 발
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추정책임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15) 사업주의 무과실책임 개념 도입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높
이고 내부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환형 성희롱’16)의 경우 가해자는 통
상 사업주를 포함한 관리직 상급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형 성희롱은 더욱 악의적인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피해 사
실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업주는 권력관계에서 강자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증거 확보에
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무과실책임 개념 도입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실추정책임(過錯推定責任, Presumption of fault)을 도입해 사
업주가 불필요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도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실추정책임은 과
실의 입증책임원칙을 일반적인 과실책임원칙과 반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만을 증명하면 되고 가해자의 주관적 과실 상황에 대해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과실이 추정되기만 한다면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14) 刘明辉(2018),「 防治职场性骚扰义务的落实障碍研究」『
, 反歧視評論』2018年00期.
15) 沈权(2018),「 职场性骚扰的法律规制研究」, 上海師範大學硕士论文; 劉貝(2019) 위의 글 등.
16) ‘교환형 성희롱’이란 타인의 의향에 반해 직무와 고용 혹은 기타 조건을 이용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
로 성적 행위나 언어, 문자, 그림, 사진, 전자정보 등의 형식으로 채용, 승진, 보수 등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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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자신의 주관상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적
대적 환경형 성희롱’17)의 경우 사업주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추정책임 개념을 도입해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베이징위안중성별발전센터는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에 대
한 교육 및 선전 강화,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성 법관 우선배정 및 재판 기준 세분화를 통
한 ‘동일 안건 다른 판결’ 문제 해소, △ 입증제도 개선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호 강화, △
성희롱과 관련한 사회환경을 바꾸기 위한 교육 및 선전 강화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한 전국여성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와 공회(노동조합)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
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방지에 대한 인력자원및사회
보장부의 역할 강화, △ 노동계약법상 성희롱 관련 내용 명시 혹은 최고인민법원의 명확한 해
석 제시,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독자 입법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
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류베이(劉貝)(2019)는 △ 상위법을 강화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명확화 및 인격권 개
념의 도입 등으로 하위법에 명확한 판단 기준 제공, △ 행정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가이드라
인 제정 및 배포, △ 사업장 내부에 성희롱 사건 중재제도 마련, △ 성희롱 발생 기업 블랙리
스트 공개, △ 사업주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의 과학적 분배 등을 개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선취안(沈權)(2018) 역시 △ 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악질 기업 블
랙리스트 공개, △ 입증책임 분배 등을 주장했고, 이 외에도 △ 사법건의제도, △ 최고법원 지
침 활용 정책을 제안했다. 사법건의제도란 사법부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건과 관련된 단위
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는 것으로 중국 법원은 이미 사법건의제도를 실행하고 있
다. 그리고 최고법원 지침은 중국의 독특한 정책으로 이 지침 자체가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으
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지침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 지침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17)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이란 분명한 성희롱 행위가 있지는 않았지만 작업환경 중 동료나 관리자의 부
적절한 행위로 인해 작업환경이 노동자에게 적대적으로 되거나 공포감을 주어 피해 노동자의 정상적
인 노동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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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적인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업종협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도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모색하고 있다. 선전시(深圳市)는 2012년 중국에서 처음으
로「 성평등촉진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독자적 기구를 설립해 성희
롱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반포, 성희롱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 지도, 고용 단위의 성희롱 방지 의무, ‘교환형 성희롱’의 개념 정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구제 경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성희롱 대상을 여성으로
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허베이성
(河北省) 신러시(新樂市)는 2012년에「 평등취업촉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신러시 인민정부사
무실 통지」를 발표했는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을 평등취업촉진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중국방직업연합회와 중화여자학원은 2014년 유엔 여성국의 지지하에 공동으로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 소개 소책자』를 제작했다. 또한 중국철도총공회(中國鐵路總工會)
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중국철도공사(中國鐵路總公司)는 2016년에「 철도 여성노동자 노동
보호 실시 방법」을 정립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헝수이양조그룹(衡水老白乾釀酒集團)은 2008
년 베이징대 여성법률지원센터와 함께 기업 내부에 직장 내 성희롱 방치체계를 마련했고,
‘GE(通用電氣) 중국’은 신입사원이 입사하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실
천이 진행되고 있다.

■ 맺음말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권익 침해
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한국에서 더 많은 여
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 강하고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한국 사회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증명하듯이 성차별 문제는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
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외의 사회적 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렇지만 제도는 개인적으로 보호와 구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규범을 제시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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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도 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 모두 일정 정도 이러한 노정을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근린 국가로서 성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
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를 참고 삼아 현실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더 나은 개
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차이 중 하나는
중국의 사회주의 역사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현대사는 주로 1978년 개혁개방을
전후로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와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로 나누곤 하는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
기 성별 관계는 개혁개방 이후인 현재의 상황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벗어나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역사
적 맥락에서 현대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
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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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학업성적이 고용에 주는 영향,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달라
2018년 저명 학술 저널인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
이 고용에 주는 영향은 성별 및 전공에 따라 달라
있다.1)

성적으로 인해 지원 결과에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고용 관련 의사결정자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연구에서는 가상의 이력서를 만

설문 실험은 위와 같은 경향이 고용주가 성별에 따

들어 실제 기업에 제출하는 실험방법을 통하여 위

라 다르게 적용하는 고용 관련 기준에 의한 것임을

와 같은 주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 구체적으

보여준다. 고용주는 남성 지원자들에게서는 능력과

로,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학부 학점, 이름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성별, 그리고 학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likable) 사람을 선호하

전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가상의 이력서들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준은 중간 정도의

만들었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2,106개의 지원서를

학점을 보유한 여성들이 보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제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부 학점은 남성에게는

것으로 묘사되는 대신 높은 학점을 보유한 여성들

중요도가 적었으나 여성들은 중간 정도의 학부 학

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되

점을 보였을 때 지원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

어 오히려 높은 학문적 성취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수학 전공자에게서 더욱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들이 수학

미국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전공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을 때 오히려 높은

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수

1) Quadlin, Natasha(2018), “The Mark of a Woman’s Record: Gender and Academic Performance in
Hir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3(2), pp.331-360.

미국 : 아마존의 1일 배송에 대해 노조의 우려 증폭
미국 도소매·백화점 노조(Retail Wholesale and

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한계치라고 주장했다. 노

Department Store Union)는 아마존의 1일 배송 확

조 위원장은 만약 아마존이 배송 속도를 2배 정도

대는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

높이려 한다면, 그 전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의했다. 노조는 현재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은 12

현재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 근로 기준 시간당 200~300개의 수하물을 처

이에 대해 아마존 부사장 Dave Clark은 아마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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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20

스템에 대해 기사화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년에 걸쳐 쌓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마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추적하

의 배송속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늘리는

는데, 근로자가 작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 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현명하게 바꾸어서 증

적장치는 경고 알람을 울린다. 이에 2,500명이 근

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아마존은 1일

로하는 볼티모어 창고에서는 2017~2018년 사이

배송 도입으로 영업이익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300여 명의 근로자가 업무 비효율을 이유로 해고

기대했다. 참고로 아마존의 주가는 새해부터 지금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언론에 따르면 미국 내

까지 30%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S&P 지수 상승률

12만 5천 명에 달하는 아마존 창고 근로자 중 10%

17%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정도가 매년 생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

한편 언론사 The Verge는 아마존 생산성 체크시

고되고 있다고 한다.1)

1) Market Watch(2019.4.28), “Labor union raises concern over Amazon’s move to one-day shipping,”
https://www.marketwatch.com/story/labor-union-raises-concern-over-amazons-move-to-oneday-shipping-2019-04-28

미국 :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기준 더욱 능력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고
2019년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정책

획이 있을수록 많은 포인트를 받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이민자들의 능력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근본

그는 이 계획으로 매년 발급되는 이민자 비자의 총

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능력주의 이민

발급건수가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이민자의 특성만

(Merit-based immigration)은 이민 여부를 결정할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정책은

때 개개인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

2017년 의회연설, 2018년 연두교서 등에서 트럼프

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러

대통령이 능력 있는 인재가 미국으로 와서 국가에

한 변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미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 구체화된 것이다. 참

국으로 유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쉽게 개

고로 호주와 캐나다 역시 포인트제도를 활용하여 이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포인트제도를 활용할

민자의 이민 적합성을 판별하고 있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젊고, 가

이 정책에 대해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이미 취업 제안

우려를 나타냈다. 앰네스티 국제본부는 트럼프의 이

을 받았고, 고학력이며,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올 계

민정책은 모두를 향한 문을 닫고, 부유하거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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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에게만 문을 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다. 또한 남부빈곤법률센터(The Southern Poverty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Law Center)는 본 정책을 지극히 반미국적이고, 미

특히 엠네스티는 자국의 상황으로 인해 미국으로

국의 가치와 다양성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1)

망명신청을 하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보았

1) Market Watch(2019.4.28), “Labor union raises concern over Amazon’s move to one-day shipping,”
https://www.marketwatch.com/story/labor-union-raises-concern-over-amazons-move-to-oneday-shipping-2019-04-28

스웨덴 : 2018년 노동이민인구 급증
예테보리 대학의 사회여론연구소(SOM Institute)

SOM 연구소는 스웨덴 내 노동이민인구가 급증

는 2018년 한 해 동안 스웨덴으로 유입된 노동이민인

했지만 이민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활용도는 연령

구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1) 이번 통계자

과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

료 작성을 담당한 정치학자 엘리나 린드그렌 (Elina

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30세 이하 이민자들은 직장

Lindgren)은 고숙련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로 인

을 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교

해 노동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육수준이 낮은 중년의 이민자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노동이민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외 국가에서 유입된 이민노동자들

노동이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의

의 비율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IT 산업

실업률은 자국민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

이민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2018 년 한 해 동안

타났다.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가 2018년 여름 발

4,000~5,000건의 취업비자가 발행되어 해당 산업

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민의 실업률은 3.6%인 데

내 이민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공공부문에

반해, 이민자의 실업률은 19.9%였다. 이민자가 다

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이민노동자가 유입되었

수 유입된 말뫼 지역의 이민자 실업률은 스웨덴 내

다. 예로, 간호사 직종의 경우, 2018년 60건의 취업

이민자의 평균 실업률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

비자가 이민노동자들에게 발급되었다.

를 보였다.

1) Sverige Radio(2019.4.22), Ökat stöd för arbetskraftsinvandring,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
px?programid=83&artikel=7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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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증가
스웨덴 사회보장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6
년 양도불가능한 부모할당 육아휴직기간이 60일에

지들에 비해 자녀 출생 후 첫 2년간 평균 4.1일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90일로 증가한 이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기

부모할당제로 보장된 90일의 육아휴직 할당기간

간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 아버지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함을 의

이 변화는 특정 인구집단에서만 나타난 변화였다.1)

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할당된 기간을 아내

이 결과를 놓고 사회보장청의 가족 연구팀장

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최소 90

Alexandra Wallin은 부모할당제 도입 후 육아휴직

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비율은 36%에서

의 양성평등한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40%로 증가했다.

1995년 최초로 부모할당 육아휴직기간(30일)을 둔

한편 아버지들을 교육수준과 직업군, 자국민, 외

이후로 2002년 이 기간은 60일로 늘었다. 이 변화

국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들 중 교

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증가했다.

육수준이 중간인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사회보장청은 2016년 할당된 육아휴직기간을 90

증가하였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아버지들의 경우 육

일로 늘린 이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

아휴직 사용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석했다.

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적

특히 2016년에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
들의 경우,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둔 아버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아버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 The Local(2019.5.14), “Dads in Sweden are taking out more parental leave,” https://www.thelocal.
se/20190514/dads-in-sweden-are-taking-out-more-parental-leave

영국 : 통계청(ONS), 과잉교육 현황 및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발표
영국 통계청은 16~64세 취업자 중 ‘현 직장에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과잉교육 비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이하, 과

율은 전체 취업자의 16.0% 수준으로, 성별로는 차

잉교육(overeducation))’한 비율을 성, 연령, 지역,

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도 런던( 25. 2%)을 제외

학위별로 산출하고, 이와 같은 미스매치가 임금에

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5~34세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8.6%)뿐만 아니라 35~45세(18.9%)에서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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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였는데, 이 보고서는 이를 통해 과잉교육

만, 과잉교육 취업자의 경우 그들의 교육수준에 걸

이 젊은 시절에만 겪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맞은 일자리에 취업했을 경우에 비해 임금이 유의

분석했다.

미하게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와 같은 불이익이

한편 학사학위를 보유한 취업자에 국한하여 살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면서, 과잉교

보면 과잉교육 비율이 30.9%에 달했다. 특히 동 비

육이 성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

율을 졸업 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2년

했다. 그리고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젊은 취

이전 졸업자는 21.7%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

업자와 이공계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졸업자는 34.2%에 이르는 등 시간이 갈수록 증가

과잉교육에 따른 불이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 5년 내 졸업자를 보

다만 보고서는 과잉교육과 임금 간의 관계 분석에

면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에서 과잉교육 비율이

있어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비용과 효용을 고려하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 못했다는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

보고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임금도 높아지지

다.

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9.4.29), “Overeducation and hourly wages in the UK labour market;
2006 to 2017,”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uksectoraccounts/compendium/
economicreview/april2019/overeducationandhourlywagesintheuklabourmarket2006to2017

영국 : 산별노조인 일반노조(GMB), 아마존이 영국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권고
2019년 5월 20일 가디언지(The Guardian)의 보
도1)에 따르면, 영국 일반노조(GMB)가 아마존 주

해 아마존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를 제기했다.

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펀드 매니저들 및 연기금

GMB는 아마존이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

과의 회의에서 영국 내 아마존 작업장의 근로환경

우, 대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노동자 권리 관련 법

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GMB는 아마존의 창고의

적 대응, 조세 회피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그리고 브

근로자들이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장시간 근로에 시

렉시트 이후 노동자 부족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

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GMB national officer

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묵살한 관리

인 네일 포스터(Neil Foster) “우리는 아마존과 함

자, 성희롱 사건, 그리고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대

께 해결해 나가길 원하며, 그 과정에 투자자들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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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영국 내 17개 작업장에서 27,500여 명을 고

송 및 창고 회사들에 비해 근로자 부상률이 40%가
량 낮다고 주장했다.

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이와 같은 혐의를 부정하며,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아마존은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임금, 복지, 그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고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

아마존의 각 이사들(directors)에 대한 반대표 행사

가 안전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기관 투자자

누구나 작업장 견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는 근로자 처우에 대한 우려가 회사의 거버넌스 전

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

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독립적인

하고 성희롱도 용인하지 않았으며, 영국 내 다른 운

감독과 보다 투명한 주주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1) The Guardian(2019.5.20), “Unions lobby investors to press amazon over UK working conditions,”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9 /may/ 20 /unions-lobby-investors-to-pressamazon-over-uk-working-conditions

프랑스 : 마크롱 대통령, 국민대토론 개최 후 대담회를 통해 노동관련 정책 기조 제시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지속되면서, 국민

그의 대선 공약은 2025년 완전고용 목표 달성을 위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15일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 통계청 INSEE

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대토론이 개최되었다. 마크

에 의하면 2018년 실업률은 9.1%를 기록하고 있다.

롱 대통령은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 정책 방향에 대

이 목표와 관련하여, 지난 40여 년간 7% 이하의 실

한 담화를 발표하고 언론과 의견을 나누는 대담회

업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목표 수치의

를 4월 25일 개최하였다.1) 이 대담회에서는 각종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먼저 제기되었다.2) 또한 완전

정치제도 개혁·사회 및 교육제도의 개편과 함께 노

고용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부재하므로, 2025년까

동관련 정책기조 및 조세 및 연금과 퇴직제도에 관

지의 궁극적인 목표 수치의 수준에 대한 의견도 엇

한 구체적 조치도 제시되었다.

갈린다.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모두를 위한 것이며

먼저, 노동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2025년까지 완
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생산성 협약을 만들어

집단적인 결집이 필요하다는 언술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내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2012년까지 인플레

대담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이른

이션 없이 실업률을 7%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던

바 ‘일하는 프랑스’에 대한 부분이었다. 마크롱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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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인들이 평균적으로 이웃나라들에 비해 적게 일

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로, 월 2,000유로 이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의 창조에 있어서 차이를 초

하 연금 수령인에 대한 2020년 지급 기준을 인플

래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레이션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도록 하였으며, 2021

노동시간 증가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년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해 더 낮은 지급액을 적용

대담회에서 법정 공휴일을 줄이는 것이나 주 35시

하기로 했던 계획 역시 철회하기로 했다. 특히 퇴

간 노동제 철폐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주당 노

직연금의 최저선을 월 1,000유로까지 인상하기로

동시간 증가에 호의적인 태도를 밝혔다. 그는 Coe-

한 것이 주목된다.4) 기존 기초퇴직연금(La retraite

Rexecode라는 사용자 친화적인 사설 경제연구기

de base)에 대한 월 최저기여연금액은(MICO;

관의 연구 결과를 주요 논거로 들어 주장을 펼쳤다.

Minimum contributive)은 636.56유로(연금 납입

그러나 이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재고해 보아야 한

기간 120분기를 채울 경우 695.59유로까지 가능)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3) 유럽통계청(Eurostat)의

였다. 예를 들어 600유로의 기초퇴직연금과 200유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노동시간은 유럽연합

로의 보충연금(La retraite complémentaire)을 받

평균 수준이며, 생산성은 독일에 매우 근접한 정도

는 사람이, 695유로의 최저기여연금을 적용받을 경

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우 총 895유로(600+(695-600)+200)의 퇴직연

구체적 정책 수준으로 넘어가서 먼저 조세정책에

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노란조끼 위기에 대응하

면 기본연금과 보충연금 그리고 지원액의 총합이

여 2018년 12월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후속 조

1,000유로가 되도록 지원액이 조정된다. 이로써 월

치 성격이 강하다. 중산층의 조세 부담 감면에 따른

최저퇴직연금액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받을

세수 확보를 위하여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고령자 연대수당(L’allocation de solidarité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감면 조치는 개인사업

aux personnes âgées)의 월 수령액 868 유로를 크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에 대한 조

게 넘어서게 되었다.

세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세금탈루를 없애기 위한 노

마크롱은 62세부터 퇴직할 수도록 하는 법정 퇴

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는 세금탈루를 조사

직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종종 설파하였지만,

하고 추적하는 권한을 세정기관에 독점적으로 부

이번 담화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하는 대신 이를 분권화하기로 한 2018년 법안에

의 개혁조치는 더 오랜 기간 노동하는 데에 유인을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분권화

제공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에 의한 연금지급을 적

가 충분치 않다는 점 및 분권화된 기관들에 대한 감

극적으로 도입한다.

시와 통제 장치가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아직 불충
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민 대토론에

마크롱의 2019년 4월 담화는 급격한 노선 변화
를 천명했던 2018년 12월 담화와는 달리, 대체로
기존의 정책방향을 고수하는 가운데, 시위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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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일부 수용하여 온건한 타협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

1) Le Monde(2019.4.25), «Conférence de presse de Macron : ce qui est nouveau, ce qu’il a précisé et
ce qui est flou»,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9/04/25/annonces-de-macronce-qui-est-nouveau-ce-qui-est-flou-ce-qu-il-a-precise_5455007_4355770.html
2) Le Figaro(2019.4.26), «Macron vise le plein-emploi en 2025: de quoi parle-t-on vraiment?»,
Macron vise le plein-emploi en 2025: de quoi parle-t-on vraiment?
3) Le Monde(2016.6.16), «Les Français travaillent-ils vraiment moins que les autres Européens ?»,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6/06/17/les-francais-travaillent-ils-vraimentmoins-que-les-autres-europeens_4953056_4355770.html
4) Capital(2019.4.16), «RETRAITE : QUI POURRAIT BÉNÉFICIER DE LA PENSION MINIMUM À 1.000
EUROS ?», https://www.capital.fr/votre-retraite/retraite-qui-pourrait-beneficier-de-la-pensionminimum-a-1-000-euros-1336421
5) Le Monde(2019.4.9), «Annonces de Macron : «Il assume de revenir à son discours originel»»,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9/04/25/emmanuel-macron-assume-de-revenir-ason-discours-orginel_5454998_823448.html

핀란드: 노동이민은 증가했으나, 난민신청자 수 감소
핀란드 내무부가 발표한 이민 리뷰에 따르면 핀

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구하기 위한 각국의

란드는 2018년 7,700명의 이민자들에게 취업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핀란드 역시 이민노동자

자를 발급했으며, 이는 2017년에 발급된 취업비자

확보에 힘써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 밝

6,750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3년에 5,000

혔다.

건 미만의 취업비자가 발급된 사실에 비하면 취업
비자 발급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1)

한편 내무부는 노동이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
고 있지만 난민신청자의 수는 지난해 급격하게 감

내무부는 이전 정부의 노동이민 개혁이 경제발전

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난민 최초 신청자의 수는

과 노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2,400건 정도로 2017년에 비해 800건이 줄었다.

노동이민법 개정 이후, 개인 사업자나 기술자들이

내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핀란드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10,700여 개의 해결되지 않은 난민신청건들이 남

내무부의 이민국의 국장인 Jorma Vuorio는 자국
출신 노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이주하는
노동력 역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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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노동소식
1) Ministry of the Interior(2019), “Migration Review: Migration to Finland based increasingly on
employment and studies, ” https://intermin.fi/en/article/-/asset_publisher/maahanmuutontilannekatsaus-suomeen-muutetaan-entista-enemman-tyon-ja-opiskelun-perusteella

호주 : 운송노동조합, 집단파업 예고
호주 운송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1)

은 운송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집단파업을 예고했

이에 대해 호주산업연합(Australian Industry

다. 이는 더 나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위

Group) 대표 이네스 윌록스는 패턴교섭(pattern

한 시도로, 집단파업은 산업계에 대혼란을 야기할

bargaining)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근로법(Fair

것으로 전망된다.

Work Act)에 따르면, 이 파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

운송노동조합 대변인 마이클 케인은 이 파업은

다.2) 실제로 공정근로법은 노동쟁의 행위 중 단일

운송근로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을 합법화하고 있

경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운송노조 역사상 가장

다.3) 이에 대응하여 운송노동조합 대변인 마이클

단결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파업에

케인은 이번 파업은 단체협약 형태가 아닌, 계약직

는 화물 취급자, 항공 승무원, 유조선 운전기사 등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권장하는 캠페인 형태로 진행

항공 및 도로 운송산업에 종사하는 38,000명의 근

될 것이라고 밝혔다.

1) BIG Rigs(2019.5.21), “TWU puts trucking industry on notice: strikes are coming,” https://www.
bigrigs.com.au/news/twu-puts-trucking-industry-on-notice-strikes-are-c/3732991/
2) 패턴교섭이란 산업 내 주요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먼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그 교섭 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다른 기업들의 교섭이 행해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3) The Sydeny Morning Herald(2019.5.21), “'We make no apology': Union leader defends strike plan
for industrial mayhem,”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we-make-no-apology-unionleader-defends-strike-plan-for-industrial-mayhem-20190521-p51p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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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비숙련 노동수요 감소 및 실업률 증가
호주 정부에서 발간하는 주요 채용공고 웹사이
트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채용공

다.1) 이에 반해 대졸자 모집 채용공고는 지난 1년
간 0.9% 증가하였다.

고 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최근 6년 감

이러한 감소현상은 최근 호주 경기침체 전망에

소폭 중 최대치로, 전월대비 1.5%p 감소하였다. 이

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 통계청에 따

는 주로 단순노동, 판매직 등 비숙련 근로자 수요가

르면 2019년 4월 실업률은 5.2%로, 기존 예측치인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지난 1년간 기계운전기사

5.1%보다 0.1%p 높은 수치이다. 더 나아가 불완전

관련 채용 공고는 14.9% 감소하였고 단순노동직

고용률(underutilisation rate)2)은 전월대비 13.3%

은 13.2%, 판매직 채용공고는 총 11.8% 감소하였

에서 13.7%로 증가하였다.3)

1) ABC News(2019.4.25), Online job ads fall by most in six years; less-educated bear the brunt of
downturn, https://www.abc.net.au/news/2019-04-24/online-job-ads-fall-by-most-in-sixyears/11043940
2 불완전고용비율이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상태 혹은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기를 바라는 인구’의
비율을 일컫는다.

3) ABC News(2019.5.16), Unemployment climbs to 5.2pc, putting RBA under more pressure to
cut rates, https://www.abc.net.au/news/ 2019 - 05 - 16 /unemployment-and-employmentapril-2019/11118482

베트남 :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2019 년 3 월 7 일 베트남 유엔사무소(United

선하려 노력했음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

Nation in Vietnam)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

공동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베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양성이 모두 겪는 질

남의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강화’라는 주제로 세

병과 실업, 노약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또는 상실의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베

위험 외에도 출산과 양육,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안

트남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공공서비스의 부족

전 문제에 당면해 있는데, 베트남 시민단체인 액션

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에이드비엣남(Action Aid Vietnam)이 2015년 하

고 밝히며,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이러한 점을 개

장(Hà Giang)지역 약 8,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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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깨끗한 용수가 제공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자리의 질이 아주 낮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산업지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이 지역 여성 노동자들은 매

역과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그들이 양질

년 약 56일을 더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응웬티하(Nguyen Thi Ha)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주재 유엔사

차관은 2018년 새로운 일자리 중 여성 노동자의

무소의 카말 말호트라(Kamal Malhotra) 자문관은

비율은 48%이며, 2017년 여성 노동자의 실업률은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실행 촉진과 사회보

1.85%로 남성 노동자들보다 낮았고 여성의 노동시

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결정기관은 공

장 참가율은 71.55%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여

61.1%, 전 세계 평균 4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기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

났으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많고 일

다고 강조했다.1)

1) 베트남 노동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3월 7일자, http://baodansinh.vn/tang-cuong-cac-dichvu-cong-thuc-day-phu-nu-tham-gia-thi-truong-lao-dong-d92280.html

베트남 :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사회보험
베트남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란 정식으로 근로

자가 서면 노동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노동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스스로 업무를 영위하는

체결하는 경우 노동착취의 가능성이 크고 근로시

경우(예를 들어, 기본급 없이 자기가 일한 실적에 따

간, 주·야간 근로에 대한 법적기준을 보장받지 못하

라 임금을 받는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 등), 의무적

며 유독한 환경 및 직업병의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

사회보험 수혜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통칭한다. 베

로 나타났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

트남 통계청과 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노

의 노동자 중 97.9%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동자는 1,8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업에서 가입해 준 비율은

데, 이 중 약 60%가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는

0.2% 불과하며 나머지 1.97%는 노동자 스스로 가

농촌 노동인구의 약 5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타났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비공식 부

4,400,000VND(한화 약 22만 3천 원)으로 공식(정

문의 노동자는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와 도소매 판

규) 부문 노동자의 6,700,000VND(한화 약 34만

매업, 제조(가공)업, 건설업 등 3개 부문(21개 업종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의 성장과 발

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동

전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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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촌에 집중된 비

위 부위원장)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의 관리와 보

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비율은 14.8%에 불

살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과해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거나 공식 부문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법개정에 정부와 국

로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관련 사항에 대한

에 베트남 루빈녕(Luu Binh Nhuong, 노동사회상임

개선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했다.1)

1) 베트남 노동사회부 기관지 바오전신, 2019년 5월 8일자, http://baodansinh.vn/lao-dong-phi-chinhthuc-thiet-thoi-trong-tiep-can-cac-dich-vu-an-sinh-xa-hoi-d96937.html

중국 : 시간을 통해 본 베이징 시민들의 노동과 여가 생활
국가통계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 시민들의

다. 그중 운동시간이 51분, 라디오나 음악 청취 시

수면 및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약

간이 8분, 독서시간이 16분,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20분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전체 시간의 14%를 차

1시간 47분, 여가시간이 1시간 9분, 사회 교류 시

지해 10년 전보다 1시간 늘어났다고 밝혔다.1)

간이 19분이었다.

「 2018년 베이징 시민 시간 이용 조사 보고」에

10년 전과 비교해 베이징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

따르면 1인당 수면 및 휴식 시간은 9시간 12분으

용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 베이징에서

로 전체 시간의 39%를 차지했다. 그리고 10년 전

직장인의 교통수단 이용시간은 1시간 29분이었는

에 비해 베이징 시민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다소 증

데 2018년 역시 1시간 29분으로 동일하게 조사되

가했다. 2008년 직장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7시간

었다. 하지만 통근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통근시간

38분이었는데 2018년에는 8시간 34분으로 56분

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을수록 통근

이 늘어났다. 10년 전에 비해 베이징 인구에서 직

시간이 길어져서 청년들의 평균 통근시간은 1시간

장인의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노동시간은 늘어난 것

52분에 달한다.

이다. 그중에서 청년 인구(15~39세)의 하루 평균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과 남성은 시간 활용 면에

노동시간은 10시간이고 중년 인구(40~64세)의 평

서 차이가 컸다. 노동인구 중에서 여성은 하루 평균

균 노동시간은 8시간 5분,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노동시간이 8시간 1분이고 남성은 8시간 58분으로

평균 노동시간은 5시간 48분으로 드러났다.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하루

그리고 베이징 시민들의 개인 자유시간이 노동시

평균 3시간 48분이고 남성은 1시간 50분으로 조사

간을 초과해서 전체 시간의 19%를 차지하게 되었

되었다.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간은 57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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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가사 노동시간은 1시간 58분 더 긴 것으로 드

러났다.

1) 界面 ( 2019 . 4 , 19 ), “ 北京上班族工作时长十年增加56 分钟 ，通勤时长不变 ” , https://www.jiemian.com/
article/3041927.html

중국 :「2019 중국인 임금 보고」발표
최근 텐센트금융과학기술싱크탱크는「 2019 중국
인 임금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는 중

고, 그다음이 부동산업, 세 번째가 금융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인의 임금수준을 전국의 도시와 업종, 연령 등으로

근속연수별로 월급이 1만 위안(한화 약 171만 원)

나누어 전면적으로 조사해 중국인의 임금과 금융활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근속연수 1~3년

동 양상 및 변천을 연구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

의 경우 8.13%, 3~5년의 경우 13.73%, 5~10년의 경

하면 다음과

같다.1)

우 16.85%, 10년 이상의 경우 22.44%로 드러났다.

임금노동자 중 월급이 1만 위안(한화 약 171

근속연수가 10년을 넘어도 월급이 1만 위안이 넘는

만 원) 이상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하이

노동자가 30%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로 해당 비율은 35.0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베

결과는 근속연수만이 아니라 경제환경, 지역, 업종

이징 35.07%, 선전 26.91%, 난징 19.37%, 항저우

등과 같은 요소들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18.60%, 광저우 14.74%의 순으로 드러났다. 상하

을 의미한다.

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항저우의 전체 조사 대상

전체 조사 대상자 중 66.2%가 월급이 예상보다

자의 월급은 주로 5,000~8,000위안(한화 약 86만

적다고 답했고, 예상 수준이라고 답한 조사 대상자

~137만 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은 각 도시의 전

가 29.7%, 예상보다 많다고 답한 조사 대상자가 4%

체 조사 대상자 중 각각 28.59%, 24.32%, 29.57%,

였다. 이 보고서는 월급이 예상보다 적다고 답한 조

29%, 33.68%를 차지했다. 그리고 난징에서는 월급

사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경제환경 등의 영향

이 3,000~5,000위안(한화 약 52만~86만 원)인 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의

동자가 다수를 차지해 전체의 28.38%를 차지했다.

74.6%가 임금수준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

업종별 임금수준은 인터넷 관련 업종이 가장 높

고 답했다.

1) 每经网(2019.4.24), 「扎心！工作10年月薪过万人数不足三成」, http://www.nbd.com.cn/articles/2019
-04-24/1324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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