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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에도 전통적으로 자연은 노동의 ‘타자’로 인
식되어 왔다. 노동은 일자리와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
서 노동과 자연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 자연이 생산 과정의 통합적
일부로, 노동의 협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지체시켰다. 이러한 노동과
자연 사이의 역사적 적대, 잘못된 이분법은 노동조합 운동 진영이나
노동연구에서도 자연(환경․생태)은 송곳 하나만큼의 자리도 차지하
지 못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노동연구에서 자
연을 포함시킴으로써 노동과 자연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야 할 필
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담론과 관점에 관해 논
의하는 한편(제1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요와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의류산업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제2부).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연구자들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노동사
회학, 과학기술․환경사회학, 국제개발학 등 다양한 학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논의가 다학제적 기획이어
야 하고,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논의를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노동의 인간화’ 테제가 내포하
고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연구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
지 포괄적이다. 노동연구 진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그 출발
점으로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다층적인 면을 드
러내고 앞으로 노동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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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제 1 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전략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이 1만년간 지속되며 문명을 가능케 했던
‘홀로세’로부터 벗어나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가속’ 현상으로
인해 야기된 거대한 위기이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배
출된 온실가스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설명은 기후부정론자들에 맞서
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설명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탄소환원주의’적 설명은 시장과 기술 중심의 해결책을 이끌
면서, 기후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인 현행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변혁
혹은 전환의 필요성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기후위기는 국
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다. 일찍 산업 활동을 시작하여 거
대한 경제적 부를 쌓은 지구 북반구 국가들이 지금까지의 누적 온실
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배출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득
을 챙기는 부유한 계층의 소비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이들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거대한 기후위기는 심각한 기
후부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중심으로 한 정리된 과학적 분석과 권고 사항은 ‘인지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
정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부여한 체제
였지만, 미국 등의 탈퇴 등으로 외형적인 목표 달성과는 다르게 실패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협상의 실패를 딛고 2015
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은 2021년에 출발한 신기후체제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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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을 통해 당사국들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2도 목표) “지
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1.5
도 목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는 등에 대해 결의하였지만, 그 이행은 힘겹게
이뤄지고 있다.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는 “노동조합이 ‘빈곤 감축, 환경 보호, 괜찮은 일자리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해 창립된 국
제노총(ITUC)은 이 결의를 이어받았으며, 2007년부터 국제 기후협
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개입은 기후변화가 노동에 큰 충
격을 줄 것이며 감축정책이 현재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 그러나 ITUC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
지한다. 다만 노동자들에게 피해와 비용이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전
환 과정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UC는 지속적인 노
력 끝에 파리협정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시켰고, 폭넓은 지
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들이 일자리 훼손 가능성 앞에
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자체도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부터, 기존의 사
회적 불평등까지도 해결하는 구조적 변혁을 추구하는 입장까지 상이
하게 이해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2도 목표를 버리고 1.5도 목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
식과 해결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2030년 감축목표도 강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
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말 ‘유럽 그린딜 계획’
발표, 2021년 6월 기후법 제정, 7월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최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강화했다. 미국의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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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추
구하는 ‘그린뉴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강화하고 있는
감축정책은 이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국제무역 규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한편 빠른 탈탄소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 제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일부 시도되었던 기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후기에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또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강화하였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미루고 시간을 허비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과거의 전략을 다시 채
택하는 한편 기후정의 원칙을 앞세우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년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개별 감축 방안의 도입 시기와 직정성’, ‘정의로운 전
환 정책의 방향’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위기와 노동법
노동법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
동의 비인간화 현상을 다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1～2차 산업
혁명의 경험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와 같다. 노동법은 보편적 사회
보장 및 공공서비스와 함께 사회국가의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사
회국가는 노동을 인간화하는 대가로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이미 생
태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국가가 그리고 그 일부
로서 노동법이 노동을 인간화하는 방식 그 자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
문이다. 노동법은 노동의 인간화 테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질문
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다. 즉 생산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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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이 그것이었
다. 대신에 자본주의적 산업주의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노동의 소
외는 망각되거나, 외면되었다.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내내, 특히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루어낸 생
산성 증가 덕분에 노동의 소외 문제는 잠시 미루어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불가능하
게 되었다. 설령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바람직
하지 않은 길이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헌장에서 천명했던 길,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반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체주의화된 시장은 노동과 자연의 극단적 자원화를 초래했다. 칼
폴라니에 의하면 노동과 화폐와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
주의적 시장은 이 세 가지를 상품으로 의제(fiction)한다. 현실과 픽
션의 갈등이 내장하고 있는 긴장은 제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폭
발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노동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
다. 이 법들은 시장의 토대를 구성한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이 법
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국민국가의 규범구조에서는 기업들
이 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반면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규
범구조에서는 반대로 국민국가들이 초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경쟁에 나선다. 이 경쟁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각국의 노동
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다. 기업은 이 입법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
으로(즉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나라에 투자한다.
이른바 로쇼핑(law shopping)이 벌어지는 것이다. 로쇼핑은 전 세계
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금융위기
와 생태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노동의 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산업정책이나 정책 전환의 문제가 아
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환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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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그 자체의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법은 산
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태문
제만 고민하거나, 좀 더 나아가 금융문제까지는 고민하지만, 노동과
노동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일자리 재배치 과정에서 실업 보상과 직업훈련의 강화
및 그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도대체 노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노동하는가? 진정
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란 무엇인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에너지
원으로 환원하는 노동체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노동체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노동에 관한 법으로서
의 노동법은 어떤 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본격적으로 제
기되지 않는다. 기후문제와 노동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풀지 못한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류세’
라는 용어는 인간의 노동이 한계를 넘어 자연에 개입하고 있음을 지
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노동법의 관점에서 말하
자면, 지금의 노동과 노동법이 한계를 모르는 부의 추구 또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 즉 한마디로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왜. 지금의 노동법은 이 중에서 앞의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누가 일하는가? 이것은 곧 노동자성 문제이다. 언제 일하는가? 이것
은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어디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
왜 일하는가?의 문제는 얼마에 일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되고, 무엇
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사실상 사용자의 전권에 맡겨져 있다.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에 팔 것인가에 국한된
다. 노동자는 임금을 극대화하고, 대신 사용자는 생산성을 극대화한
다. 이로써 노동은 고용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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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자본 간에 일정한 타협을 가능하게 했던 이 원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주의 사회 전체의 조직 원리로 확대된다. 이것을
흔히 포드주의라고 부른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탄생시켰다. 포스트포드주의를 운운하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여전히
이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상대화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타협은 깨졌다. 하지
만 깨진 것은 일방적이다. 고임금은 사라졌지만, 고생산성은 사라지
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불안정 노동을 생산성 강화에 동원한
다. 노동법은 이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포드주의 이면에는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다. 테일
러는 자본의 입장에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까지
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ILO)의 딜레마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ILO는 1919년 창립 당시 이미 노동은 상품이 아
니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사회에서 그
구체적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현실적으로는 산업주의 혹은 생산
주의로 기울었다. 즉 생산성을 고도화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노
동자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필연
적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합리성은 노동과 자본
이 모두 일종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법칙인
한 인간은 그것을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싫다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주의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 지상
주의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맨더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맨더빌은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
의 이기심과 욕망을 절대적으로 긍정했다. 아담 스미스는 부정적 의
미가 물씬 풍기는 이 개인의 악덕(private vice)이라는 말을 긍정적
뉘앙스가 가득한 자기사랑(self-love)이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
테스탄티즘의 금욕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맨더빌이 해방시킨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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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고 사적인 욕망이다. 맨더빌의 윤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정
신은 경제성장을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계의 감각/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린뉴딜과 탈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논쟁이
다. 하지만 이 논쟁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 노동은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과 이동의 문제로 환원된다. 노동의 감각/의미에 관한 논의는 보
이지 않는다. 한계의 감각/의미는 노동의 감각/의미와 분리될 수 없
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와 대면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계를 배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노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
니다. 노동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이다. 나의 삶
은 순전히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은 타인
의 노동으로부터 빚진 바에 대한 채무를 갚는 행위이다. 이 상호관계
를 사회적 연대라 부르고,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원
리가 된다. 노동에는 생존(labour)과 자기 실현(work)과 사회적 연대
(action)의 세 차원이 언제나 공존한다.
이렇게 복원된 노동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법의 재구성이 필
요하다. 노동법은 더 이상 누가/언제/어디서 일하는가의 문제에만 한
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은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에 팔 것인가의 문
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
래 노동자를 생각 없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
전은 노동자를 생각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시계 태엽장치에서 컴퓨터로 표상이 바뀌었을 뿐, 노동의 비
인간화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동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왜 일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품
어야 한다. 그것은 ILO 필라델피아 선언이 천명했던 가치, 즉 공공선
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터는 산업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터는 공공선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일터, 사유와 행위를 결합하는 호모 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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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자긍심이 묻어나는 일터, 자신의 노동이 타인과 연대를 형성하
는 계기가 되는 일터, 그런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터는 더 이상
테일러-포드주의가 지배하는 대공장이 아닐 것이다. 대공장 시스템
과 인간적인 일터가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호모 파베르의
일터는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개념이 작동하는 아틀리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대공장은 자동차를 만들
고, 아틀리에는 자전거를 만든다.
호모 파베르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간다. 자전
거를 탄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행위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본질
적으로 속도의 정치체제이다. 공장에서는 기계의 속도에 노동자가 종
속되고, 도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에 시민이 종속된다. 경제성장은
이 속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도시의 풍경은 시민들의 마음을 표
상한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앞차를 추월하고 도심을 과속으로 질주하
는 자동차는 무한경쟁에 포획된 사람들의 내면에 체화된 경쟁심리를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일터와 주
거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결국 도시를 재디자인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노동과 아틀리에 노동법은 여전히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이
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
본주의를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면, 다른 체제를 구상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체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태적 가
치와 양립하는 인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고민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기후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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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서 노동 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대
한 노동 진영의 대응을 관점과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서 한국의 상황
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문헌에서 논의한 기후위기 대응의 여러 관점과 노동조
합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기후위기와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세와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녹색성장론은 ① 높은 노동생산
성, ② 소비의 증가에, 그린뉴딜 정책은 ② 소비의 증가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탈성장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더해 ⑤ 수출 감소, ⑥ 소비 감소, ⑦ 부유세에 초점을 두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Neill, 2020).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법은 기업과 시장 주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
환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접근’,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더 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관리 접근’,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
혁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집단적
소유과 관리를 중시하는 ‘구조개혁 접근’, 성장주의 경제․정치체제
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Morena
et al., 2018).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
도 진행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분배적, 절차적, 복원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기후변화 대책에서 비인간생
물에 대한 포용과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자(소수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용을 의미하는 ‘인정적 기후정의’(한상운 외, 2019),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자연에 유해한 작
업에 대한 노동자의 중지권 보장을 의미하는 ‘생산적 기후정의’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이창근, 2021). 유럽 각국 사례를 분석하여 노동조
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면(Thomas & Dö
rflinger, 2020),

요약

ⅹi

탄소배출 감축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기후변화를 완
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구하는
‘울타리치기’,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과 전략, 기후정의 개념을 바
탕으로 한국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평가하였다. 기
후위기 대응 노조 전략은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조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이
를 위한 산업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산업․
기업을 상대로 정보 제공, 일자리 보장, 노동전환 지원 대책 마련, 에
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대응 거버
넌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탈석탄과 재생에너
지로의 긴급 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조의 대
응 전략이 울타리전략과 지지전략 사이, 또는 울타리전략과 반대전
략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기후정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노조의
대응 전략 - 적어도 요구안의 내용에서 - 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
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구성에 관한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동안 자연을 착취 가능한 자원이자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간주하던 인식(우젤 & 래첼, 2019: 26)에서 벗어나기 위
한 노력, 노조의 관심을 생태계로, 또한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인들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적 정
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생산적 정의 개
념은 본고 제3장(박제성)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육하원칙 중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3가지 질문, 즉 노동의 내용(무엇을)과 방
법(어떻게)과 이유(왜)를 노동자가 관할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
다. 또한 생산적 정의는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자연환경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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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만이 아니라 자연에게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한하는 것
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
략에서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지는 않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한 토니 마조치가 초기 화학산업을 중
심으로 모색하였던 환경과 일자리 관계성은 경제 전체 영역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넓혀졌다. 일자리 유지나 지역공동체 경제안정이라는
현상유지적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체제의 근본적 전환(반자본주의 탈
성장) 주장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홍덕화, 2020). 하지만 노동조합 진
영의 대응에서는 기후위기 원인을 ‘성장’을 중심에 둔 자본의 착취구
조로 이해하면서도 경제체제에 관한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 다만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로
기업과 자본을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은 Morena et al.(2018)에서 분류한 ‘개혁관리’ 즉 기존 경제체제 내
에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노동과 사업장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두
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를 중시하는 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 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 왔으며,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감축
목표를 절대치로 제시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며,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감축목표 발표와 함께 구체적 감축수단을
같이 제시하였다. 2030년에는 전력화와 효율 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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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식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2050년에는 상당
한 수준의 생산방식의 변화와 신기술 도입을 감축수단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감축수단은 목표 제시만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다양한 감
축정책에 의해 이행되게 된다. 대표적인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권 거래제이며, 이외에도 공급화의무제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
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있다. 2021년 10월 감축목표
발표 후 감축정책에 대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2030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전환부문과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의 경우 LNG발전 전환
계획이 거의 취소되면서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발전자회사 정규직 고
용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신재생의 매우 빠른 확대로
태양광과 풍력 관련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연구
에 따르면 신재생의 고용계수가 화력발전보다 상당히 더 높지만, 주
요 설비의 수입으로 고용 순증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고용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미 자동
차부품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의 빠른 전장화 추세에 따
라 고용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전장과 자
율주행 등과 같이 늘어나는 일자리 기회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2030년까지는 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만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다만, 감축목표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대체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대로라면 영향이 제한
적일 것이다. 그런데 목표가 계획된 방식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
수다. 건물과 관련한 고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건축물의 사용
연한을 생각해보면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부터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효율 개선을 위
한 상당한 노동수요의 창출을 의미한다.
감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방식 및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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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식에 대한 상향식(bottom-up)의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후에 직능 및 지역별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하에서 감축정책에 따른 산업전환의 노동시장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직접효과 외에도 간접효과와 파생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일
자리 효과의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가격 변화나
수출입 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직능 및 지역별 영향도 추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
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수용할지를 주제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 연구다. 탈석탄 전환
으로 고용변화가 발생할 때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되고 있
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화력발전소가 밀집
한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
하였고, 향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이유를 대체로 미세먼
지 저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 시 LNG 발전으
로의 전환배치를 우선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전환배치가 어려
운 경우 발전소 내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대한 선호가 높았
다. 전직과 지역 이동에 대한 수용도는 낮았다. 전직에 대한 수용반
응이 낮았던 이유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고착성뿐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애착(문화사회적 고착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직무별로 현재의 반응과 예상되는 영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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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반복되는
입찰 경쟁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폐쇄보다 당장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망적 태도가 확인되었고,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유지에
대한 보장 없는 정부의 전직 교육에 대해서는 기대와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될 경
우, 일자리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심리적 정
서적 충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탈석탄의 이유와 필요
성,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파편화된 상황에서 현장 단위의 노동
자들과의 명확한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발전산업 및 노
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유
예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해소
등 기존의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고용형태별 지역, 기술 고착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향
후 탈석탄 정책 수용성이 다르므로, 정부는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및 지역 고착성을 고려한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 방안을 지역과
산업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전환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
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
조의 대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산업전환이 노동자와 일자리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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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전환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그 피
해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자동차산
업의 경우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인해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래자동차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
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전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
게 정의롭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
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 가능
성이 높은 기업,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기업의 신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재직자 역량 강화 및
전직․재취업을 위한 노동전환, 피해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고
용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지역전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
나 이번 발표의 핵심은 노동전환이다. 기존 산업구조 재편 및 기업구
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 프로그램과 달리 노동전환 지원방안
은 산업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재편, 노동이동, 고용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환훈련, 전직 및 재취업 교육 등 직업재교육
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노동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산업 대전환기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의 이행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 그리고 지역 차
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
업전환과 폐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적구조재편기금(PPF)’
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자동차산업 미래협약’을 노사정
이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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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노동전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정책과제를 일자
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체계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사양산업화하거나 소멸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의
재생, 혹은 신성장산업의 유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에
서 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직업교육훈련의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이 예상되는 경우 실
업 전 재직단계에서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훈련이 가능하다면, 실
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해당 노동자 또한 고용단절 없이
새 직장을 구하게 되는 이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전환에 따른 기술 및 직무 등 일자리의 성격 변화
로 인해 일자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정책은 전환배치와 전
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탄소업종에 종사하는 재직
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직무이동 및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전환의 경우 전직 및 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진단, 직무전환교육, 배치전환 및 구직활동 지원 등 개별 기업 차원
에서 일자리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해볼 필요
가 있다. 일자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산
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중개서비
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동전환의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녹색일자
리를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녹색기술 등 새로운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
련정책이 필요하다.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하고 적정한 환경규제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산업전환에 필요한 녹색기술은 사실상 전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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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모든 업종과 직무에 적용하고 결합시켜야 하는 융복합 기술
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녹
색화 관련 직업교육이 배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정의로운 노동과정에서 고용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정책협의와 합의에 대한 상호존
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무재교육과 전직․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며, 노사정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
로 하는 비용분담과 권한배분이 요구된다.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 :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글로벌 생산체제에 노동과 환경, 소비자를 더해 전 지
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동원체성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전
환이란, 폭넓은 의미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즉, 친환경 정
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충격 완화라는 협의(狹義)에서 사회․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이룩하는 데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이
때, 노동과 환경을 생산수단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는 생산자적 관점
에서 상품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되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
하는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종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국한하는 일종의 자폐적 분석에서 벗어나, 비자본
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연을 포함하여 생산 과정 전반에서 야기되
는 사회․경제․환경적 현상까지 아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국경적 글로벌 생산체제의 상징과 같은 의류산업, 그
현재를 대표하는 패스트패션산업을 예시로 광의로서의 정의로운 전
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을 살핀다. 패스트
패션이란 ‘사람들이 새 옷을 자주 살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하게 제조,
판매되는 옷’으로 ‘빠른 디자인,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간
소화되 시스템’을 갖춘 의류산업이다. 온실가스의 폭발적 배출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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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부터 함께한 노동집약적인 의류산업은
1960～90년대 들어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며 국제 분업화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부터 지난 약 20여 년간 패스트패
션은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국제 분업 구조는 지금까지
여러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기도 했으나 노동과 환경에 대한 착취 구
조를 내재한 탓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착취 구조는 구매자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제조업
체에 가하는 비용적, 시간적, 유연성 압력에 의한다.
구조적 착취 속에서 패스트패션산업의 사회․환경적 무게를 노동
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의류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산
업 전반 및 글로벌 브랜드의 급격한 성장에도 눈에 띄는 증가를 보
이지 않는다. 또한 노동권 보장 정도가 낮은 곳의 값싼 노동력을 찾
아 이동한 탓에 이들 노동자는 불평등, 경제활동의 제약, 노동권 관
련 인식의 미비와 같은 사회적으로 이미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패션이 야기하는 환경적 무게는 생산, 사용,
폐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생산단계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은 의류산업 노
동자에게 더욱 가중된다. 기존의 사회적 취약성이 기후위기 속에서
이들의 적응 역량을 저해하고 한층 더 기후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뜨린다. 이미 일부 지역의 노동자는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패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노
력을 살핌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이자 다동원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그려보며 마무리한
다. 초국경의 패션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영향에 대
한 감시, 관리 및 감독 등은 2013년 약 1,134명의 사망자를 낸 방글라
데시 라나플라자 화재 및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제 노조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연대하여 구속력 있는
‘방글라데시 협정’을 이끌어내었다. 국제기구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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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를 살펴보면, ILO와 세계은행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Better
Work 프로그램과 ILO의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리된 ‘정의로운 전환 툴킷’, 그리고 UNFCCC의 지원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 OECD의 ‘의류
및 신발 산업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을 위한 지침’이 있다. 국가 단위
의 대응으로는 특히 의회 활동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공급사슬 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영국을 예시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의류산업 관련 시민단체인 Fashion Revolution, Clean Clothes
Campaign, Global Fashion Agenda를 짚어본다.
아직 국내에서는 정의로운 의류산업에 대한 고민이 아쉬운 상황이
다. 한국의 인건비 상승 및 산업 고도화로 의류공장 노동자가 사라졌
다고 해서 의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책임까지 사라
진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패션산업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노동 및 환경 부담을 개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이 치열하게 지나온 길을 잇는 일임과 동시에 이를 세
계 의류 생산기지인 주변 아시아 국가에 공유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의 구성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연구의 시사점
2019년 말에 시작되어 2021년 말 현재까지도 변이를 거듭하며 확
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인류의 시대를 코로나 이전(BC :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 After Corona)로 나눌 것이라는
말까지 낳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C 시대’로 명명한다
면 그 ‘C’에는 코로나19(COVID-19)만이 아니라 석탄(Coal)과 탄소
(Carbon)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자본
주의 발전을 지탱해 왔던 화석연료와 이를 이용한 생산활동에서 발
생시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기체와의 결별이 AC 시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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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위기가 한계를 모르는 부의 추
구 또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 즉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때 그 ‘C’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탄생시킨 포드주의의 대명사이자 도시의 속도를 의미하는 자
동차(Car)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인가라는 물음은 그
‘C’에 (고장난)자본주의((broken) Capitalism)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상상력을 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다음의
시사점을 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의 적정
성 문제다. 2021년 말 개최된 COP26에서 2022년 말까지 당사국들이
1.5도 목표에 부합되는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로 결의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가 낮고, 다량 배출
부문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차별화된 부담 원칙이 제대로 구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향식 산업정책의 마련 필요성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은 산업 부문마다 시차를 두고 달리 나타나겠지만
이 과정에서 감축정책에 대응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향
식 수요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정책 계획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 문제다. 산업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수반될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
고, 특히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배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환 논의를 위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때 거버넌스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대표되는 협
소한 의미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 노․사 또는 노․사․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주체들이
2) 기업에서부터 산업․업종(및 지역)과 전국 수준에서 3) 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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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에 관해 4) 정보교환, 협의, 단체교섭을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일상적․전략
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
칙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부여하며, 전국 및 산업․
업종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인 다양
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가운데 특히 단체교섭의 확대․강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지배적인 기업별 단체교섭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산업․업종 및 국가 차원의 노동정책을 다루기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자칫 기업 내 노사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에서 초기업적 단체교섭 체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중앙
집중적이고 조율된 단체교섭 체계와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노동시
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서구의 경
험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넷째, 기후위기가 곧 노동의 위기라는 점에서 노동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자본의 대응이 지체된 것과 마찬가지
로 노동조합 진영의 대응도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대응은 기후변화 완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구하는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의 인간화와 자연에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한하
는 것(작업중지권의 확대)을 뼈대로 하는 생산적/인정적 정의 관점
이 더욱 충분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류산업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일국
차원의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구라는 인류 공동의 기반을 보호
하기 위한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글로벌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
국제기준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등과 같은 초국
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마련과 집행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계를 모르는’ 무한한 경제성장체제가 현재의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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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이해할 때 현재의 ‘노동’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노동하는 이유를 비단 “임금을 받기 위해서”로
좁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
즉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보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공공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전략에서부터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노동법의 재구성, 노동진영의 대응, 노
동시장 영향과 각 산업별 쟁점, 국제 분업 구조하에서의 기후위기 대
응 시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기후위기를 노동연구 진영
의 어젠다로 제대로 포섭하기 위해 다층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Chapter) 상호 간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편차
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다루는 노동연구가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관점과 접근법의 다양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
로 도출한 여섯 가지 측면은 모두 후속 연구과제의 주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제1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제1장 들어가며

3

제1 장

들어가며1)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에도 전통적으로 자연은 노동의 ‘타자’로 인식되어
왔다. 노동은 일자리와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동과 자
연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 자연이 생산 과정의 통합적 일부로, 노동의 협
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지체시켰다(우젤․래첼, 2019). 이러한 노동과 자연
사이의 역사적 적대, 잘못된 이분법은 노동조합 운동 진영이나 노동연구
진영에서도 자연(환경․생태)은 송곳 하나만큼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노동연구에서 자연을 포함시킴
으로써 노동과 자연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동안 노동연구 진영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은 자연재해가 인
간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된 대응책으로 모색되
어 왔다. 대표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업재해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와 이에 따른 산업전환이 본격화하면서 노동
연구 진영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인

1)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3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연구의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조언을 해주신 박태주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과, 자료 수집 및 보
고서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김수정 연구보조원(한국노동연구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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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하
지 않다. 이 ‘탄소환원주의’적 설명은 시장과 기술 중심의 해결책을 이끈
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행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변혁 또는 전환의 필요
성을 간과하거나 덜 중요한 문제로 취급할 우려가 있다. 지금 인류가 경
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불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단지
과학적 현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의 왜곡이 낳은 위
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
목되는 온실가스(더 좁혀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그 자체만을 감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사회적 기제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장중심 자본주의 체제와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제2장(한재각)에서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기후위
기의 원인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도입 단락이다.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구축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기후변
화와 노동문제에 관한 키워드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
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중심으로 국제 수준과 주요 국가들의 기후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맥락에서 기후정책의 쟁점을 정리한다. 이 장의 주
요 논의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탈탄소로의 전환과정은 일자리 충격을 수반할 것이다. 많은 산업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규제정책이 실
행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전환 수용성을 떨
어뜨려 ‘일자리 대 환경’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
동의 연대가 형성되고 성장하면서 일자리와 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논
의가 ‘녹색 일자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녹색 일자리’는 재
생에너지산업과 같은 녹색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자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기존 회색 일자리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로 옮겨가는 ‘전환과정’,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생
태주의 포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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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비인간화 현상을 다스리는 역사라
고 할 때 정의로운 전환이 인간의 얼굴을 하기 위해 노동법은 어떤 역할
을 하여야 하는가? 산업주의에서 노동법은 이른바 육하원칙 중 누가, 언
제, 어디서 일을 하는지에 한정되어 있다. ‘누가’는 노동자성 문제, ‘언제’
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 ‘어디서’는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관심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에 대해 노동력을 시
간당 얼마에 팔 것인지의 문제로 축소한다. 임금인상은 물가상승 - 구매
력 감소 - 임금인상 - … 이라는 순환구조의 덫에 노동자를 가두고 경제
성장에 종속되게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이러한 순환구조
를 유지시켰고, 노조의 경제적 실리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생산성 증가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헌장에서 천명했던 길,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도대체 노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노동을 하는가? 인간과 자연이 평
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체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는 어떤 것인
가? 제3장(박제성)에서는 산업주의 덫에 사로잡혀 노동의 비인간화 현상
을 다스리는 본연의 역할을 우회하고 있는 노동법의 재구성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한다. 노동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이다. 나
의 삶은 순전히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연
대’다.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원리가 된다. 일터는 산업주
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노동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를 넘어 무엇을, 어떻
게, 왜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ILO 필라델피아 선
언이 천명했던 가치, 즉 공공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
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에서 노동 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노동 진영의 관점에 따라 대응 전략
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제4장(이정희)에서는 노동 진영의 대응 전략
을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소득불평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법은 다양하다. 기업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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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접근’,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더 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개혁관리 접근’,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
정, 집단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하는 ‘구조개혁 접근’, 성장주의 경제․정
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변혁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Morena et al., 2018).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분배적, 절차적, 복원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기후변화 대책에서 비인간생물에
대한 포용과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자(소수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
용을 의미하는 ‘인정적 기후정의’,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대한 노동
자 참여 보장, 자연에 유해한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중지권 보장을 의미
하는 ‘생산적 기후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각국 사례를 분석하
여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면(Thomas & Dö
rflinger,
2020), 탄소배출 감축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구하는
‘울타리치기’,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
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헌 검토
에 기반하여 한국 노동조합 진영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라 대체 어
떤 일자리가, 얼마나, 언제 사라질 것인지를 질문한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와 전력 부문에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운송
부문에서는 교통 연료 중 저탄소 연료 비중을 증가시키는 한편 생산과 운
행 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
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 활동의 변화는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이미 단계적 폐쇄가 이뤄지고 있는 부문에서는
이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LNG로의 전환 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지, 또한 사라질(진) 일자리에 종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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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노동 현장의 불
안과 동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체감이 되지
않는 산업 부문도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연령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 위기에 대한 체감도와 수용성도 달리 나타난다. 기후위기 대응 과
정에서 일의 세계 변화는 기존 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신산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로 먼저 드러날 것이다. 이 문제를 제5장(오상봉)에서 다룬
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인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만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이에 따른 기
업의 전략에 따라 노동시장 영향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제5장에
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감축 수단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영향을 개
괄적으로 예상하고, 추후 엄밀한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노동시
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집행과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탈석탄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폐쇄가 진행되었고, 단계적으로 발전소 호기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이
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조직한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탈석탄 정
책에 찬성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또는 안정적인 일
자리 이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제6장(김형수․한재각)에서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내용, 석탈발전소 폐쇄 방침과 집행 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본다. 이에 대해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정체성, 일상생활 영향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
가 기간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수재인 전기
를 공급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자부심은 어느 순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며 기후위기의 근원이 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억울
함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면 포착하기 어렵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한 논의는 향후 산업전환이 본격화될 다른 산업의 노동정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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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정에서도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문을 담당
한 연구진은 2020년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충남지역 소재 석탄화력발
전소 노동자 면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소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면서 정책 수용 조건을
검토하고 노동자들의 전환 역량에 대한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경
남과 충남지역 사례연구를 비교하면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에너지 부문과 함께 탈탄소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자동차산업
이다. 자동차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발
전에 따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이 변모하고 있다. 과거 포드주의식 일괄조
립방식이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첨병 역할을 했듯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커넥티드카 등장과 같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피라미
드형 하청 조달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구조는 전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부가가치체계의 중심이 유통 및 서비스영역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빠른 산업전환은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가 한국 노사관
계의 ‘유형설정자’ 역할을 해 왔던 맥락을 감안하면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조율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7장(이상호)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한다. 전환기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이행과정의 주요 의제와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정책
을 살펴본다. 이때 고용노동정책의 핵심은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그리
고 노동자의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있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산업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안 모색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대책 없이 남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No one left behind”).
고용형태나 직종, 연령과 성(gender) 등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져
서는 곤란하다. 이는 일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도 적용되어
야 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한 공동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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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대의 선택으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야의 비극’
문제와 지구라는 인류 공동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부담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지적된다(황덕순, 2021). 특
히 후자와 관련, 이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이른바 선진국과 성장
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간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산업화의 역사가 길고 따라서 축적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대적
으로 많다는 점뿐 아니라 후자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전자
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이 큰 쪽이 더
큰 책임, 즉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
후위기 대응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산업 중 하나가 의류산업이라고 보았다. 생산과 유통, 폐기 전 과정에 걸
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할 뿐 아니라 글로벌 분업 구조
하에서 초국경적 생산망과 유통망, 전 지구적 소비자를 아우르는 산업이
기 때문이다. 의류가 생산되는 지역(Global South)은 대량 소비되는 지역
(Global North)과 분리되어 과잉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과잉생산을 담
당하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취약한 노동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 의류 생산지는 한두 번 입다 버려진, 또는 유통도 되지 않은
채 버려진 의류폐기물의 무덤이 되기도 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불평등 체제라고 할 때 의류산업은 이 체제를 일국 차원의 문제만
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에서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
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이 일국 수준에서만 진행되
어선 안 된다. 제8장(이유나)에서는 이 문제를 의류산업 사례를 통해 논
의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총 7개의 장(chapter)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과 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었다. 제1부(제2～4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담론과 관점에 관한 논의를, 제2부(제5～8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각 산업 노동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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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연구자들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과학
기술․환경사회학, 국제개발학 등 다양한 학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직업
적으로 노동연구와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 기후정의
운동 최일선의 활동가도 있다.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논의가 다학
제적 기획이어야 하고,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논의를 포괄해야 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노동의 인간화’ 테제가 내포하
고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연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와 산업전환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노동연구 진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그 출발점으로
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다층적인 면을 드러내고 앞으
로 노동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용어에 관한 것이다. 제2장에서 언급하고 있듯
이 이 연구에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로
사용하였지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기상 재난과 같은 자연과학적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 ‘기후변화’로, 이와 연계된 사회경제제체의 위
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 ‘기후위기’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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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기후부정의

1. 기후변화에 대한 짧은 ‘과학적’ 설명
가. 인류의 문명과 기후변화
지구는 다른 행성 혹은 위성들과 다르게 영상 혹은 영하 수백 ℃의
극단적인 온도와 극적인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체 평균 온도가
14～15℃를 중심으로 1～6℃ 내외의 폭으로 변화하는 데 그쳐 생명이 탄
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정회성․정회석, 2013: 27). 특히 마지막 빙하기
가 끝난 후 1만여 년 동안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여준 ‘홀로세’에
들어서 농업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문명을 일굴 수 있었다(조천호,
2019: 31～37). 그러나 오랫 동안 자연적인 에너지에 의존해오던 농업 문
명은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문명으로 탈바꿈하
였으며, 그 성공의 끝에 기후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작용을 전례가 없는 상태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
을 지시하는 ‘인류세(anthropocene)’ 논의의 대표적 사례로서 인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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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거대한 가속’

자료 : Will Steffen et al.(2015).

다. 특히 1950년대부터 관찰되는, 전 지구적 사회경제 시스템 그리고 지
구시스템에서 일어난 ‘거대한 가속’ 현상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표들인
온실가스 배출 및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얼
C. 앨리스, 2021: 그림 2-1 참조).
유엔기후변화협약(제1장 정의)은 기후변화를 “인간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여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
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의 변화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만(정회성․정회석, 2013: 44～68).
최근 들어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사용과 대지의 개발과 이용 등
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원의 축소라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합의가 존재한다(IPCC의 1～5차
보고서 등을 참조).2)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온도 상승이
2) 물론 기후변화가 실재하지 않으며 실재하더라도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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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온
실가스 농도 증가와 함께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왔다. 그
리고 최근에 발표된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의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산업 이전 시기(1850～1900년)에 비해서 1.2도가
상승하였다(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20: 그림 2-2 참조).3)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
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특히 교토
의정서는 감축 대상으로 삼는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
소: 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서 배출된다. △아산화질소: 주로 농업에서
사용되는 질소비료에 의해서 배출된다. △메탄: 주로 논이나 습지 등에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배출되며, 반추동물의 위에서 만들어져 배출되기도
[그림 2-2] 전 지구 평균 표면 기온의 변화(산업화 이전 시기와의 차이)

자료 : WMO(2020).

는 ‘기후회의론’ 혹은 ‘기후부정론’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후회의론은 언
론들이 균형잡힌 보도를 이유로 극소수의 기후회의론의 주장은 대다수의 과학자
들의 주장과 대등하게 보도하면서 지속되고 있다거나, 석유기업들에 의해서 후원
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마크 마슬린, 2010).
3)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의 비쥬얼화한 데이터와 설명은 다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https://storymaps.arcgis.com/stories/6942683c7ed54e51b433bbc0c50fbdea(검색일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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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별 배출 비중

자료 : Our World in Data.

한다. 또한 천연가스 채굴과 운송 과정에서도 유출된다. △HFCs, PFCs,
SF6 등의 인위적 합성화학물질이 다양한 상품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면
서 배출된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는 74.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감축정책의 핵심
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어서 메탄이 17.3%, 그리고 아산화질소가 6.2%
를 차지하며, 불소(F)를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온실가스 전체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2016년 현재, Our world in Data, 그림 2-3 참조).4)

나. 기후변화의 피해 및 영향
기후변화는 자연과 사회 모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기후변화는 폭염, 가뭄, 산불,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자
연 재해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유발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사람들
의 생존 기반이 되는 물, 식량,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의 시스템에 큰 충
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의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한 재해를 꼽아보면 아래와 같다.
4) 각각의 온실가스는 고유한 ‘지구 온난화 잠재력(Global Warming Potential : GWP)’
과 대기 중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다. 위의 분석은 100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단
위 이산화탄소의 GWP를 1로 하여 각 온실가스를 GWP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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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하이엔 태풍(2013년), 미국의 카트리나(2005년), 샌디(2012년) 허
리케인, 방글라데시 등의 남아시아의 홍수(2020년), 프랑스 등의 유럽 폭
염 사태(2003년, 2019년), 미국 텍사스의 한파(2021년), 호주 산불(2019～
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2010년대 이후), 러시아 시베리아 산불(2019
년 산불) 등. 특히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물과 식량 공급 시스템의 교
란과 붕괴는 세계 각지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
를 들어 2007년의 수단 다르푸르 사태는 약 40만 명의 사망자와 250만 명
의 이주민을 발생시켰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가뭄의 영향으로 물과
식량을 두고 심화된 부족들 간의 갈등으로부터 벌어진 것이다. 최근의 시
리아 내전도 유사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직간접으로 야
기한 영향으로 발생한 ‘기후난민’의 규모는 향후 계속 커질 전망이다(한
재각, 2021: 2장).
한편 2018년에 발표된 IPCC(2018)의 1.5도 특별보고서 는 지구 평균 기
온이 2℃도로 상승하는 경우와 대비해보면, 1.5℃ 상승 목표로 완화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주고 있다(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혹은 1.5도 이내
<표 2-1> 2100년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와 2도 상승했을 때 비교
1.5도

2도

비고
1.5도일 때 2.0도 대비
상승 폭이 0.1m 작아
위험인구 1천만 명 감소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중위도 극한
고온일(폭염)

3도까지 상승

4.5도까지 상승

생물다양성 변화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기후지리적 분포범위
절반 이상을 잃는
동식물 비율

다른 유형 생태계로
6.5%
전환하는 육지 면적

13%

툰드라 ⇨ 관목지대 변화
등

북극 얼음 녹아
없어질 확률

10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산호초 피해

70～90% 감소

99% 감소

어획량

150만 톤 감소

300만 톤 감소

자료 : IPCC, 1.5도 특별보고서 , 한겨레(2018. 10.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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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몇 가지 부문에서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호초의 피해를 보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
하면 전 세계 바다 산호초의 70～80%가 피해를 입겠지만 2도 상승할 경
우 거의 전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영향은 인간의 어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도 상승할 경우 전 지구 어업 수확량 손실은 300만
톤에 달하겠지만, 1.5도의 경우 감소량은 150만 톤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
들 것이다. 기후난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도 살펴보자.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야기해서 해안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2도에 비해서 1.5도의 경우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을 0.1미터 낮추게 될 것이
며, 위험에 처할 인구수를 최대 천만 명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50년까지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와 빈곤에 취약한 인구수
는 1.5도 목표의 경우 2도 목표에 비해서 최대 수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의 비율도 50%까지 적어질 것이다.

2. 과학적 설명의 해석 : 탄소환원주의에 대한 우려
가. 대중 여론과 정책에서의 과학적 설명의 간명화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 현상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여러 지표들 중에
서 대표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이라는 용
어가 기후변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구름, 대기오염 물질,
북극의 빙하 등으로 인해서 태양 에너지가 반사되는 메커니즘 등의 다양
한 요소들도 거론될 수 있지만,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왔다가 빠져나
가야 할 에너지가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에 의해서 붙잡힌 효과가 특
히 강조된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하여 많은 과학 문헌 그리고 대중 서적
에서 다양한 온실가스를 분류하고 그 기원과 특성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즉, 기후변화의 발생과 해결에 있어서 온실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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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는 설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비중
이 대략 3/4으로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보다 간명하게 설명하
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 기
후변화의 핵심적인 대응책으로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많은 국가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
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석탄발전소의 폐지, 석유에 기반한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등을 추진하고 대신에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
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5) 에너지전환은 경제 활동
전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배제한
다는 점에서 ‘탈탄소’를 목표로 한다.
이런 설명에서 ‘탄소’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나아가 온실가
스 전반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탄소는 온실가스를 감
축하려는 국제기구와 정부의 정책, 그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책략, 에너지
전환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위한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예
를 들어서 ‘탄소저감’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함축
하는 단어이며, ‘탄소중립’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일정한 수준에서 막
기 위해서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6)
한편 ‘탄소유출’은 한 지역 내지는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될 경우에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규제가 느슨한 해외
로 이전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탄소고착’은 특정 산업과 기업의 규범, 공
정, 숙련 등에 화석연료(기술)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전환이
쉽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속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석에서 ‘탄소’의
상징화는 여러 복잡한 이야기를 간명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맥락이 생략
5)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지만, 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한재
각(2018)을 참조할 것.
6) 탄소중립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 배출 제로(netzero)’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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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채 무심코 언급되거나 심지어 악의적으로 다루어지는 이 상징들은 기
후변화의 원인 진단, 책임의 배분 그리고 해결책의 선택 등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한재각, 2019).

나. 탄소환원주의에 대한 우려 : 시장과 기술 중심의 해결책
‘탄소환원주의’는 이러한 우려를 경고하기 위해서는 쓰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통한 비판은 온실가스, 더 좁혀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원인
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규모가 이루어지는 사
회적 기제 혹은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우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굴뚝(말단)이 아니라 애초의 출발점(유정)을
상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소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인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땅 속에서 화석연료를 캐내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7)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석유을 채굴하여 공급하면서 거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석유기업들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8) 이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화석연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
량을 모두 채굴하여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래서 결국 모두 연소되어 이산
화탄소가 배출된다면, 파리협약이 세운 1.5도 목표 혹은 2도 목표를 지키
는 것은 불가능하다(Greg Muttitt, 2016)9).
최근 ‘땅 아래에 그대로 두라(keep it in the ground)’라는 슬로건으로

7) 한 연구자는 마약 퇴치 정책을 상기시키며, 어두운 뒷골목에서 소량으로 판매되는
마약 거래만이 아니라 마약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장이나 공장 자체를 적발하여
폐쇄할 필요성과 비슷하다고 강조한다(조지 마샬, 2018).
8) 기후회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2020)에 의하면, 전 세계 20여 개
의 화석연료 기업들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들
기업들에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나 가즈프롬(Gazprom)과 같은 국유기업
과 세브론(Chevron), 엑손(Exxon), BP, 셀(Shell)과 같은 민간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9) Greg Muttitt(2016)의 분석에 의하면,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확
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85%를, 그리고 2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68%를 채굴
하지 말고 지하에 묻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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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채굴을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됐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화석연
료 기업 투자 철회(Divestment) 캠페인이 벌어지는 이유다. 나아가 이런
분석은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체
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10) 그런데 이런 캠페인은 화석
에너지 기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같은 자신의 자산을 포기하라는 급
진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인 것인가 하는 좁은 의미의 기술적 질문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경제적인 질문에 도달
하게 된다(나오미 클라인, 2016). 이는 탄소에만 집중해서는 포착할 수 없
는 질문이다.
그러나 탄소환원주의는 이런 체제 변혁에 관한 질문 대신에 현행 체제
를 유지한 채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 지구공학(Geo-engineering) 등의 기술적 해결책이다. 석탄 등의 화석연
료 사용은 지속하면서도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은 탄소포집(이용)저장(Carbon Capture (Use) Storage : CC(U)S) 기
술로 구체화되며, 이 기술을 장착한 석탄발전소는 ‘청정 석탄’이라는 새로
운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의 효율성과 이에 필요한
에너지량, 그리고 포집된 온실가스를 영구적으로 대기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이산
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들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보다
는 지구 안으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려는 ‘획기적인’ 발상은 태
양 복사 관리(Solar Radiation Management : SRM)라는 이름으로 탐색되
고 있다. 대표적인 시도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로 인한 화산재
로 대기 성층권까지 올라가 햇볕을 차단함으로써 기온을 낮췄던 재난에
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성층권에 인위적으로
황산염을 뿌려서 지구 온도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비
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구 기온을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으로 방안으로 제
10) 이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s://foss
ilfueltreaty.org/(검색일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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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만, 지속적으로 황산염을 살포해야 한다는 점이나 ‘피나투보 효과’
로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등 대규모 이상 기상 재난을 경험했다는 점은
간과된다. 이런 접근들은 현 체제의 핏줄 역할을 하는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거나, 적어도 급격히 줄이지 않은 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빌려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가격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나오는 해
결책이다. 기후변화는 ‘시장의 실패’이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에 가
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는 비싸
게 그리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는 저렴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배제 혹은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접근이다. 또한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 앞서의 지구공학적 접근이나 숲을 조성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의 - 방안이 있다면 그 또한 선택받을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생태적 한계를 무시하고 이윤 추구 논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채굴, 생산, 소비하는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가격제를 갖춘 효율적인 시장으로 경제 안에서 탄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해결 가능한 제도 도입의 문제로 축소된다(기후정의포럼, 2021: 특
히 테제 9). 탄소가격제의 핵심적 제안인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옹호되면서, 시장중심주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
만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산림을 보호하던
원주민을 내몰아내는 효과를 낳고 있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논
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가정과 제도 위에서 작동되는
배출권 시장은 이미 수많은 비리와 사기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서 효과적
인 방안인지도 수많은 회의 속에 놓여져 있다(마크 샤피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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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의 불평등과 기후(부)정의
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평등
기후변화는 국제적․사회적 불평등과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지만, 그 증가에 대한 책임은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동일하
지 않다. 부유한 선진산업국과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도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그래왔다. 예
를 들어 미국은 1771년부터 2017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누적 배출해온 전
체 이산화탄소량의 25%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남미와 아프
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들이 누적 배출해온 이산화탄소량은 전체의 각각
3%에 불과하다(Our world in Data, 그림 2-4를 참조). 이는 국가 간의 온
실가스 배출량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책임도 상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제치고 연간
배출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산업국 등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
해온 교토의정서 체제11)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중국은 감축 의무
를 지고 있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국들은 이 점을 들어서 공
정하지 않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누적 배출량 비중도 미국
의 절반인 12.7%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요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장기간 남아있으며, 따라서 연간 배출량보다
는 누적 배출량을 통해서 ‘역사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현재
배출량은 크더라도 누적 배출량이 작은 중국에 미국보다 더 큰 책임을 지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한 덩어리로서 국가들을 비교하는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
평등과 차별화된 책임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실패할 수도 있
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을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6.9톤/인)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16.2톤/
11)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

22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그림 2-4] 국가별 누적 CO2 배출량 현황

자료 : Our World in Data.

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화석연료 사용이 지배적인 현재의 조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준다. 따라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대적 삶의 편리를 누리는
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에티
오피아 사람들은 1인당 평균 0.14톤만을 배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
인 4.8톤/인에 비해서는 극히 낮다. 이는 전기와 같은 근대적 에너지에 대
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등의 선진산업국들
의 1인당 배출량이 세계 평균을 2～3배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편리와 산업적 생산을 위해서 지구 전체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분석
을 가능하게 한다(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나. 소득계층별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부
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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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국가의 틀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에
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방식을
‘생산 기반’12)에서 ‘소비 기반’으로 바꾸면 가능해진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대개의 경우 해당 국가 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기준
으로 작성이 된다. 상당수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서비스 산업으
로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영국과 ‘세
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수출 산업을 크게 확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중국을 생각해보자. 생산 기반의 통계에서는 영
국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제품의 상당수를 해외(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
하면서 자신에서 귀결되어야 할 배출량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게 된다. 반
대로 중국은 다른 나라가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배
출량을 자신의 통계 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비 기반의 통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자국에서 소비하
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계산하여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비 기반의 통계로 볼 때,
영국은 생산 기반 통계의 배출량보다 42% 정도 증가하며 중국은 10% 정
도 감소한다(Our world in Data).
소득계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은 이런 소득 기반의 통계를 활
용한다. 소득이 많은 이들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옥스팜과 같은 국제 NGO들이 이를 집중
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전 세계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49%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2007년 현재). 그리고 그

12) ‘생산 기반’ 접근을 보다 엄밀하게 적용해볼 필요도 있다. 즉, 국가 내에서 배출되
는 배출량 통계가 아니라, 직접 배출하고 있는 기업의 통계에 주목해볼 수도 있
다. 기후회계연구소(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2020)에 의하면, 전 세계 20
여 개의 화석연료 기업들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들 기업에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나 가즈프롬(Gazprom)과 같은 국유
기업과 세브론(Chevron), 엑손(Exxon), BP, 셀(Shell)과 같은 민간기업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채굴하여 판매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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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일인당 배출량은 23.5톤/인으로 전 세계 평균의 4배가 넘는다
(2015년 현재). 이 부유한 계층은 더 잦은 비행기 여행, 큰 집, 크고 무거
운 대형 자동차(SUV)를 이용하면서, 가난한 이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온
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러한 ‘사치성 배출’ 탓에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
들은 전 세계 인구의 가난한 절반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보다 두 배나 많
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13). 한편 전 세계 하위 50%, 즉 인구 절반이 배출
하는 온실가스량은 8%에 불과하며(2007년 현재), 이 계층의 1인당 배출
량은 0.7톤/인에 불과하였다(2015년 현재; Oxfam, 2015; UNEP, 2020). 이
런 분석들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익숙한 소득 불평등의
양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즉, 전체 배출량의 48%의 책임을 가진 전
세계 상위 10%의 계층이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Civil Society
Equity Review Coalition, 2018; 그림 2-5 참조)14).
[그림 2-5] 소득 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

자료 : Civil Society Equity Review Coalition(2018)과 Oxfam(2015).

13) 언론 보도에 의하면 86개국의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10%보
다 대략 20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BBC, 2020. 6. 21).
14) 온실가스 배출량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는 2007년 현재이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는 2010년대 후반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접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을 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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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평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
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선진산업국과 부유한
계층이 배출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과 사
회적 약자 계층들이 떠안는 ‘역설’을 목격하게 된다(조효제, 2020). 예를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분석하면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19명당 1명이 피해를 겪는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1,5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UNDP, 2007). 최근의 분석에 의해서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피해 양
상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199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후변화 피해가
가장 컸던 10개 국가들은 모두 아시아와 남미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었
다(Eckstein, David et al., 2019). 저위도 지역 혹은 섬 지역에 위치한 많
은 개발도상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태풍과 해수면 침수 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할 인프라 등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더 큰 피
해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 가
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역설’은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이라
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후부정의는 국가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계급, 인종, 성별 등의 다양한 차이 속에서도
기후부정의는 관찰된다(조효제, 2020).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들이닥
친 허리케인 카타리나는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빈곤층이 거주하던 지역의 재방이
붕괴되었어도 교통 수단이 없어서 대피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많은 피해
를 당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흑인 등의 유색인종이었다. 한편 1991년
방글라데시에 닥친 초대형 사이클론과 해일로 인한 재난은 성별에 따른
재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13만 명의 사망자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
이 42%나 많았다. “남존여비와 가부장제, 불평한 경제사회적 조건, 여성
의 행동을 통제하는 전통적 드레스 코드와 이슬람 생활규범 등 사회적
차별 구조”(조효제, 2020: 50)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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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가장 취약한 틈을 따라서 재난을 파괴적 영향력을 흐리게 하여 사회
적 불평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은 기후재난을 막아낼 사
회적 역량을 갉아먹으면서 기후위기15)를 야기하고 또 강화한다(한재각,
2021).

제2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과 정의로운 전환

1.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간략한 역사
가. 국제기후레짐의 형성
유엔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자이네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에서 첫 번째 성과를 이루어냈
다. 그 회의에서 타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 지구인 국
제협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협약에 참여한 각국은 “지구의 기후변화
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 “현재
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
해서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 배출의 방지와 흡수
원에 따른 제거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변화에 충분
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포함한 국가적 및 적절한 경우 지역적
계획을 수립, 실시,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
15) 2019년부터 유럽의 언론들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심각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
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고, 국내에서도 이 용어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 ‘기후위기’는 ‘기후
변화’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사용한다. 다만 기후변화가 자연과학적
현상에 좀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기후위기는 그와 연계된 사회적 위기를 상대
적으로 더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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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을 밝히는 것과 함께,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등
의 통계 작성 및 보고, 기술의 개발과 이전 협력 등도 공약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협상의 기반으로서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 COP),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분쟁해결, 의정서의 채택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이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도 이런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연구로 얻은
지식과 그 함의들이 국제 사회,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로 전파되는 과정
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 IPCC)’의 역할이 중요했다. IPCC는 유엔
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서 1988년에 설립된 유
엔기구로서, 기후변화와 그것의 함의,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과학
적 평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방안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서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6) IPCC가 1990년에 발
표한 첫 번째 평가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부터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이 대
기 중 농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올리고 있다
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1992년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초를 제공했다.
또한 이어지는 기후변화 국제협상 회의를 앞두고 평가보고서들이 계속 발
표되면서 - 예를 들어서 2015년의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발표된 2014년
의 5차 평가보고서 등 -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오
고 있다.17) 국제 환경레짐을 논의하는 연구자들은 전 지구 환경문제에 세
계 각국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인지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를
16) IPCC는 크게 세 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작업반은
기후 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평가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제2작업반은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 그리고 자연 시스템의 취약성, 결과, 적응 방안을 평가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제3작업반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그 외의 기후변화 완
화 방안의 평가 임무를 가지고 있다.
17) IPCC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차 보고서(1990년), 1차 보고서 보완(1992년),
2차 보고서(1995년), 3차 보고서(2001년), 4차 보고서(2007년), 5차 보고서(2014
년), 6차 보고서(2022년 예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다. 배출 시나리오(2000년), 재생에너지(2021년), 극단적 기상과 재해(2012년), 1.5
도 특별보고서(2018년), 기후변화와 토지(2019년), 해양과 빙권(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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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데(Speth, J. & P. Hass, 2009), IPCC가 그 현 실태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나. 온실가스 감축체제의 구체화 : 교토의정서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3차 당사국 총회(COP3)는 유엔기후변
화협약을 확장하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였다. 2005년에 발효된 의정서는
협약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주로 선진산업국
가들로 구성된 협약의 부속서 1에 기록된 38개 국가들18)은 2008～12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해당 국가에 개별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이
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였다. 감축 의무를 부여받는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
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감축 노력에 투자
하거나 감축 실적(이를 ‘배출권’이라고 간단히 부를 수 있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유연성 체제에 포함되는 공동이행체제(6
조)와 배출권 거래제(제17조)는 부속서1 국가들 사이의 배출권의 거래와
이동에 국한되지만, 청정개발체제(제12조)는 부속서1 국가와 비(非)부속
서1 국가 사이로 확장된다.
의정서는 세계 각국을 부속서1과 비부속서1 국가로 구분하고, 전자에
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
약이 천명하고 있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협약
은 전문에서 “과거와 현재의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큰 부분이 선진국에
서 배출되었다는 것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은 아직 비교적 적”다
는 점을 확인하면서,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필
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속서1과 비부속서1 국가 사이에서 진행되는

18) 여기에는 러시아 등과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12개의 경제이행국가(Economies in Transition : EIT)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후 교토의정서를 추인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탈퇴하면서,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 국가는 36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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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는 선진산업국들이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발도상
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고 그 실적(배출권)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한 방안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감축목표가 불충분한다는 비
판적 분석도 많았다. 예를 들어 마크 마슬린(2010) 같은 학자는 교토의정
서의 첫 번째 결점을 목표가 “원대하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1990년대
대비 5% 감축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감축 의무 대상국
에 선진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흥산업국에 대한 규제
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19) 그렇다면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달
성되었을까? 형식적으로는 초과 달성되었다. 의정서의 감축 의무를 가진
국가들은 1990년대 대비 평균 22.6%의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교토의정서를 추인하지 않은 미국과 탈퇴한 캐나다의 배출량을 포함
시키고, 시장경제로 이행 중인 12개국(EIT)의 ‘핫 에어’20)를 손쉽게 활용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기
준연도보다 5%를 더 배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Igor Shishlove et al.,
2016). 현상유지에 가까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이다.

2.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
가. 발리 로드맵에서 파리협정까지
2008년부터 가동된 교토의정서의 효력 기간은 2012년에 종료되며 무엇
보다도 미국, 중국, 인도 등의 대량 배출국들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국제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했다. 2007년에 개최된 당사국 총회
19) 마크 마슬린(2010: 189)은 기후정의 질문과 관려하여 “만일 가난한 나라에 개발
여지를 남겨두려면, 선진국 진영은 당장 배출량을 적어도 80%는 줄여야 할 것”
이라고 답하고 있다.
20) 소련 붕괴의 여파로 동구권 경제가 침체되면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어 여유가
많아진 배출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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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리 로드맵이 마련되면서 포스트 2012년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
가 본격화되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포스
트 2012년 체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이 협상에는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두 당사국들이 참여한다는 원칙
을 세웠다. 그러나 발리 로드맵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를
담지 못했으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안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포스트 2012년 체제로 가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정
성춘, 2007).
기대를 걸었던 2009년 코펜하겐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자국 경제 타
격을 우려하여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1위의 다배출국이 된 중국의 대립은 온실가스
의 과감한 감축이라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회의 막바지, 미국
의 주도하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까지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비공식적
회합을 통해 겨우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21)를 만들어냈다.
전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한다는 전 지구 비전과 기후변화 취약국
를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재원 조성 등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치도 명시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감축목표 제시
시한만을 담은 협정은 파국만은 피하려는 제스처라는 국제 NGO들의 비
판에 직면했다. 개도국들도 의사결정 절차와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면서, 결국 당사국 총회는 이마저도 채택하기를 거부했다(이진우,
2009).

나.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의 탄생
코펜하겐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포스트 2012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도하개정
21) 코펜하겐 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 지구 공유비전으로 산업
화 이전에 비해 전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한다. 둘째, 2010년 1월 31일까지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개도국은 정량적인 목표
없이 감축계획을 제출한다. 셋째, 기후변화 취약국의 적응과 완화를 위해 2020년
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선진국들이 공동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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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포스트 2020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
다. 2011년에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당사국총회는 2015년까지 협상
을 마무리할 것을 결의하면서, 포스트 2020 체제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1년부터 시작
되는 ‘신기후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
리”(반기문, UN 사무총장)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
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존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부정의하
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에 국제법
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고, 미국의 탈퇴와 재가입 속에서 2021년에 신기
후체제는 시작되었다.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코펜하겐협정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온도 목표를 명시했다. 즉, 당사국들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2도 목
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
구”(1.5도 목표)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이 2도 목표를 주장했던 것과 다르
게,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22)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기로 했다. 다만, 선진국의 차별화된 책임은 유지되며, 교
토의정서와 다르게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하향식 접근이 채
택되었다. 당사국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서
감축목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결정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지구적 온도 목표에 부
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다. 특
히 5년마다 제출하는 새로운 NDC는 과거 제출한 목표보다 상향된 것이
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ession)’이 채택되었다.

22) 이후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발간의 근거가 되었고, 또 2050년 이전 탄소중
립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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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와 노동 :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전개
가. 국제 환경레짐에서의 노동조합의 등장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의제 21’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9개 주요 그룹23)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
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행동가들”로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포함시키고
역할을 명시했다(의제 21, 제19조 1항).24) 이는 노동조합이 국제 환경개
발레짐의 논의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데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었다(아나
벨라 로젠버그, 2019; 로라 마틴 무리요, 2019).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소위 Rio+10)에도 국제 노동조합들이 참가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는 활동을 펼쳤다(로라 마틴 무리
요, 2019).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에서 한 차례의 비약이 있었다. 의제21에서 노동자 역할의 초점이
산업보건과 환경 쟁점에 맞춰졌다면, 이 총회에서는 이런 제한을 뛰어넘
었다. 이 총회 결의문에는 “노동조합이 ‘빈곤 감축, 환경보호, 괜찮은 일자
리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운동에 헌신하며, 여기에 더해 ‘괜찮은 그리
고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
다’”는 내용이 담겨졌다(아나벨라 로젠버그, 2019: 49).
2006년 노동조합 총회는 그해 창립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nde
Union Confederation : ITUC)에 영향을 미쳤다.25) 창립 총회에서 ITUC
23) 노동자 및 노동조합 외, 여성,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기업 및 산업계, 과
학기술계, 원주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2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결사
의 자유와 ILO협약이 명시한 단결권 보장, △고용정책, 산업전략, 노동조정계획
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책 과정의 능동적 참여, △
노사 혹은 노사정의 협력기구 설치와 운영, △환경 인식, 보건안전, 경제사회적
복지 개선을 위한 적절한 훈련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의제 21,
제19조 1항).
25) 유엔환경계획(UNEP)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고용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국제노총(ITUC)등과 함께 Green Jobs Initiative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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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속적 목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2007년 ITUC는 기후변화를 우선
순위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했으며, 그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당사
국 총회에서부터 국제 노동조합들은 유엔 회의의 업저버 자격을 획득하
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동원하여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ITUC의 성명서는 국제
노동운동의 진전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후환경위기와 사회경제
위기가 연관되어 있고, 특히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폐해로써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의 해결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과 함께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기후
위기 해결책이 일부라고 선언하였다(ITUC, 2008). 그 이전에 국제노동조
합의 입장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장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고, 일부 미국
노동조합이 교토의정서를 반대한다는 소식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ITUC는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해결 논의의 정당한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
키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대안을 국제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캠페인
을 시작했다.

나. 기후변화가 노동에 주는 충격
기후변화가 노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 연구(Cristina
Martinez-Fernandez et al., 2010. 그림 2-6 참조)는 영향을 미치는 세 가
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자체가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
공의 기본적인 조건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하거나 야
외 작업을 해야 하는 산업들(농림어업, 관광업, 운송업, 건설업 등)의 노
동자들의 피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대표적으로 폭염 시기의 건설 노동자

하고 이 총회의 후속 조치로서 ‘녹색일자리(Green Jobs)’에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UNEP, 2008). 그리고 환경보호와 일자리 유지/창출이 가능하다는 녹색일
자리 개념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제기된 그린뉴딜(Green NewDeal)과
녹색성장(Green Growth) 주장과 결합되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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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달 노동자). 둘째, 기후변화에 관한 시민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
하면서 ‘윤리적 소비’, ‘녹색 상품’ 등에 대한 선호가 대두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을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과 기업들의 상품 생산과 서비
스 제공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경로일 수 있는데)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 규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제, 재
생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신기술/제품의 개발 지원 정책 등에 따라서 노
동시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해에 기초해보면, 국제노동운동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온실가스 감축을
지지하는 입장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
이 이를 반기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업
환경이 취약해지고 위험해지면서 그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
[그림 2-6]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 Cristina Martinez-Fernandez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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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새로운 산업을 필요
로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
축해야 할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 일
치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 내부의 이해관계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장과 태도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사실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 포함)와 고용(일자리) 유지 사이의 상충
관계에 대한 주장도 많다. 현대 많은 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규제정책이 실행된다면 많은 일자리
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6) 비슷하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의 일자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
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대 환경”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나
아가 산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
중하는 대개의 정부도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을 자제하면서, 대부분의 국
가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대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도 이런 상황에 안주해 있는 경향이 크다.27)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온실가
스 감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오
히려 새로운 녹색산업의 성장을 새로운 기회로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한
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 대 환경”의 대립 구도가 허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자리와
26)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빠른 시기 안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한국 발전공기업에 약 2만 5천 명 고용). 한편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 생산하는 기업(현대차)의 경우에도 4,6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이성희, 2021).
27) 유럽 노동운동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반대, 위
험 최소화, 온실가스 감축지지 - 에 대한 분석은 Adrien Thomas and Nadja
Dörfinger(2020)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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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과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에서) 노동운동과 환경
운동의 연대가 형성되고 성장하면서28) ‘녹색 일자리’에 관한 논의와 요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촉발된 ‘그린뉴딜’ 논의와 연결되면서 UNEP 및 ILO, 국제노총
(ITUC) 등에 의해서 녹색일자리 담론은 점차 주류적인 위치에 서기 시작
했다.29) 그러나 녹색일자리 논의는 재생에너지산업 등의 새롭게 성장하
는 ‘녹색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실가스를 다배
출하고 있는 기존 ‘회색산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자리의 노동자들
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런 점
을 반영하여 기존 회색일자리의 노동자가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옮겨가
는 전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그림 2-7] 녹색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노동시장 변화

자료 : 기획재정부 외(2009).

28)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975년에 설립된 ‘완전고용을 위한 환경주의자들(Environmentalist for Full Employment : EFFE)’의 활동. 또한 독일 노총이 주도하여
1999년에 건설된 ‘노동과 환경을 위한 동맹’ 등이 있다.
29) 한국에서도 2000년대 후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연
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택(200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09)를
참조할 수 있다.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37

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에서 파리협정까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30)이라는 개념과 용어는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으로부터 나왔다. 이 개념의 시작은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
고 불리었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로부터 찾을 수
있다(안준관 외, 2007; 김현우, 2014; 구준모, 2021). 미국의 석유․화학․
원자력 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 OCAW)의 지도자였던
마조치는 1970년대부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 환경과 지역 공동
체를 위협하는 위험․오염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독성
경제’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가 ‘녹색경제’에서 새로운 삶을 찾
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1990년대 초반
에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라는 이름으로 정식화되었다. 이 이름을 정의
로운 전환을 바꿔 제안한 이들은 캐나다 노동자들이었다. 캐나다 에너지
화학노조(Canadian Energy and Chemical Workers Union : CEP)의 브라
이언 콜리(Brian Kohler) 등이 이 용어를 제안하였고, 1990년대 말 캐나
다 노총(Canadian Labours Congress : CLC)이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였
다. 이후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었다(한빛나라 외,
2020).
국제 노동운동 차원에서 보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는 2006년
나이로비 총회의 결의문부터 발견된다. 즉, ‘정의로운 고용 전환(just
employment transition)’은 환경보호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하며, 환경보
호 정책으로부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괜찮은 고용 대안의 제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UNEP,
2006). 이는 환경보호와 노동자의 일자리는 상충 관계에 있다는 오랜 논
쟁에 대한 국제 노동운동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런 상충 관계를 변화시키
30) ‘just transition’의 한국말 번역어로 사회운동은 적어도 2007년부터 ‘정의로운 전
환’을 선택하여 사용해오고 있지만(안준관 외, 2007), 정부는 최근 들어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추진계획 등에서 ‘공정한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 등에서 번역한 파리협정의 국문 번역문에서는 ‘정당한 전환’으로 번역어
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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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이로비 총회의 영향을
받은 ITUC도 정의로운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서 2008
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맞춰서 발표된 ITUC의 기후변화 성
명서에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2010년 2차 총회에서는 “기후변
화에 맞서 싸우는 ‘특별한 접근’”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공식 채택
하였다(아나벨라 로젬버그, 2019: 53). 또한 2016년에는 산하에 정의로운
전환센터(Just Transition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갖추고
활동하기 시작한 국제 노동운동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노동조합의 입장
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
었지만 실패한 협정문 초안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미 포함되었고, 결국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삽입되었다.31) 마
침내 국제 노동운동의 오랜 캠페인이 일부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를 전후로 해서 여러 국제기구, 국가와 지역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
루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
ILO는 이미 2015년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카토비체(katovice) 당사국
총회에서 폴란드 등에 의해서 주도된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살레
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이 발표되
었고, 2020년에는 EU가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전
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포함시켰다.32) 한편 정의로
운 전환은 단지 노동조합들의 전략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의
로운 전환 논의가 노동자 및 해당 지역공동체를 포함하고 있기도 했을 뿐
만 아니라, 1997년 미국에서 결성된 ‘정의로운 전환 동맹(Just transition
Alliance : JTA)’이 보여주듯 환경정의, 사회정의, 원주민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도 이 이름 아래에 연대하면서 이 담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JTRC, 2018).

31) 파리협정의 당사자들은 “국내적으로 규정된 개발우선순위에 따라 노동력의 정의
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하도록 협정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파리협정 전문).
32) 이들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한빛나라 외(2020)를 참조.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39

라.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한 접근들
1990년대 초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만들어질 때,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를 환경보호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
원하기 위한 반응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조
합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협소한 접근을 넘어서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
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를 향한 전환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
한 계획과 투자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아가 자본주의 성장체
제까지도 넘어서기 위한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 외부에서 좁은 의미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Samantha Smith, 2017).
1990년대 정의로운 전환을 초기에 개념화하고 노조 정책에 반영한
캐나다 노총(Canadian Labor Congress : CLC)은 그 원칙으로 △공정
함(fairness), △재고용 및 대체 고용, △보상, △지속가능한 생산, △프로
그램을 제시하고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무엇보다도 고용 문
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
우에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상은 다른 일자리를 위한 재교육
과 재훈련, 그리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계를 포함한다. 이런 공정함에 대
한 요구는 그 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
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속불가능한 경제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필요하
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함에 대한 강조가
현행 탄소 기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이정필, 2018).33)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북미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문제 의식도 확장되고 있다. 2010년대에 들
33) “파리협정 체결 이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다행이지만 몇몇
나라나 지역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변화를 지연시키는 데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폴란드 정
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어떤 계획도 없으며 석탄 의존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외교용 면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정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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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TUC의 한 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의로운 전환’은 ①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② 적극적인
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제공하고, ③ 노조와 사용자 및 다른 이해관계들
과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고, ④ 기후정책이 사회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을 빨리 평가하고 연구하자고 주장하며, ⑤ 사회 보호 체계 개발과 지역 경
제의 다양화 계획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갖는 취약성의 여러 측면
들, 이를테면 일자리 영향에 관련된 불확실성, 일자리 상실의 위험성, 비민
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위험성, 광역 경제와 지역 경제의 황폐화 위험성을
다루는 정책 제안의 패키지다.” (아나벨라 로젬버그, 2019: 53; 번호는 필
자 추가)

이러한 설명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보호와 지
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초기 개념의 강조를 유지하는 것이
다. 또한 기후정책이 야기한 고용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
가와 분석,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의 정의
로운 전환 논의에서는 ‘경제의 녹색화(the greening of economies)’(ILO,
2015) 혹은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 경제(low-greenhouse gas
emission and climate resilient economies)’(살레지아 선언)와 같이, 사라
지거나 축소되는 산업과 일자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
들어낼 경제 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전제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녹색
일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하며, 그 일자리에 참여할 노동자들
을 위한 기술 개발과 훈련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8년에 UNEP
가 ILO와 ITUC 등과 함께 펴낸 녹색일자리(green jobs) 보고서를 통해
서 널리 알려진 주장이기도 하다(UNEP, 2008). 게다가 특정 지역을 지배
하는 특정 산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회복력’의 취약성 문제에 대한 반성
으부터 ‘지역 경제의 다양화’ 주장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확장은
1990년대 이 개념이 탄생했을 때 주로 초점이 맞춰진 화학산업 등의 환경
오염 문제가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전 지구적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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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후변화를 맥락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언급된 이후 정의로운 전
환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분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JTRC, 2018; Cha
et al., 2019; Pai et al., 2020).34) 이 중에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려는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주로 미국의 경험에 기반
하고 있는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전용 재정, 강
력하고 다양한 연합체, 경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Cha et
al., 2019). 또한 화석연료 산업과 노동자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을 담은 학
술 논문 33개를 분석하여 ‘승인적 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회
복적 정의’ 등으로 구분을 두고, 장기계획, 노동조합의 역할, 공동체 관여,
지역 일자리 및 경제 다양화 등의 17개 요소를 추출해내고 있다(Pai et
al., 2020).35) 한편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와 방법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네
가지 접근 - 현상유지, 개혁관리(Managerial reform),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변혁적(transformative) - 을 구분하는 연구도 있다(JTRC, 2018).
이는 기존 정치경제 체제를 보존하는 접근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미래를
구상하는 접근까지 연속적인 성격을 가진 범주들을 나누고 있는데, 정의
로운 전환 개념과 정책도 상당히 경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제 기후변화와 노동의 관계를 다루면서 어떤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
기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꼭 노동 영역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Pai et al.(2020)의 분석에 의하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술논
문은 2010년부터 발견되며, 2019년까지 총 33개 논문이 출판되었다. 2015년까지
는 3개의 논문만 출판되었으며, 2016년 4개, 2017년 5개, 2918년 13개, 2019년 7월
까지 8개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35) 17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장기 계획, 노동조합의 역할, 공동체 관여, 지역 일자
리 및 경제 다양화, 석탄 정체성, 에너지 일자리의 젠더 격차, 교육/연구 기관, 노
동자 연금,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계획․입법 및 규제 절차, 양질의 일자리, 일자
리 보장 및 보상, 노동자 전환 서비스, 지역 인프라 개발, 지방정부 세수 흐름, 폐
쇄 계획의 소통, 환경 복원, 노동자 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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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1.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상향 노력과 과제
가. 목표 상향을 향한 국제적 흐름
파리협정이 2도 목표 혹은 1.5도 목표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년에 세계 각국이 제출한 NDC의 감축목표를 종합하면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계속 부각되었다(UNEP, 2020).36)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2018년에 발표된 IPCC
1.5도 보고서 는 1.5도 목표가 2도 목표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
적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세계가 되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2050년 이전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순배출제로(net-zeo)’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019년 미국 뉴욕
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2도
목표보다는 1.5도 목표를 우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크지만 파리협정에서 탈퇴까지
했던 미국이 신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제적 협력체제에 되돌
아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적 움직
임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 지구의 날에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탄소중립으로 가
는 중간목표로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제시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
28% 감축목표에 비해서 크게 강화된 것이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도
36)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전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이 7%가량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3℃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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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2030년 목표를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은 2030
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55%로, 영국은 1990년대 대비 40%
를 68%로 크게 강화하였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3% 감축목표를 46%로
강화하였다. 한국도 작년(2020년) 말에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2030
년 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다.37)

나.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IPCC 1.5도 특별보고서 가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각국이
해야 할 주요 과제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Climate transparency,
2020). △(재생에너지)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을 탈탄소화해야 한다. △(석
탄발전소 폐쇄) 2020년에 석탄 사용 정점을 찍고 빠르게 폐쇄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축소)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
(대형자동차 탈탄소화) 2050년까지 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지
상) 운송의 전환 교통(modal shift)) 저탄소 대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
(신규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OECD(2020년부터)와 비OECD (2025년부
터) 거의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신축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개선) 2020
년부터 OECD(매년 5%)와 비OECD(매년 3%) 기존 건물을 개량해야 한
다. △(산업 에너지 효율성)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벌채) 2025년까지 순(net)산림벌채는 중단되어야 하고 산림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2 참조).
<표 2-2>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과제들
과제들

에너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넷제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감축해야 한다.
∙전 지구적 1차 에너지 믹스에서의 화석연료 비중은 2030년까지 65%로
떨어져야 하며, 2050년에는 33%까지 떨어져야 한다(CCS가 없을 경우
에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37)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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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의 계속
과제들
∙전 지구적 발전은 탈탄소화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그 외의 CO2프리 기술에 의해 공급되는 비중은 2050년까지 98～100%까지 증가할
필요가 있다.
전력

∙발전 부문에서의 석탄 사용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급속히 폐지되어
야 한다.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EU/OECD 국가에서 완전히 폐쇄되어
야 하며, 비OECD 아시아에서는 2037년까지, 그 외의 국가들은 2040년
까지 폐쇄되어야 한다.
∙1.5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교통 연료 중에서 저탄
소 연료의 비중을 2050년까지 대략 60% 이상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모

교통

든 승용차(passenger fleet)는 100% 탄소제로가 되어야 한다. 대형차
(heavy-duty vehicles)는 2050년까지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항공과 해운은 1.5도 경로를 위해서 항공기 효율성을 높이고, 저탄소
연료를 전환하며, 수요의 모달 쉬프트를 촉진해야 한다.
∙건물 부문의 전 지구적 배출은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
며, 2050년까지는 2010년 대비 80～85%까지 줄여야 한다. 이는 주로 에

건물

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수요 저감 그리고 전력화를 통해서 달성한다.
∙모든 새로운 건물은 OECD 국가에서는 2020년부터, 비OECD 국가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은 2020년부터 OECD 국가에서는 매년 5%씩, 비OECD 국가
에서는 3%씩 중대 개량(deep renovation)해야 한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배출을 2050년까지 2010

산업

년 대비 65～90%를 감축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설치되는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의 모든 설비는 저탄소
이어야 한다. 철강, 시멘트 및 콘크리트 분야에서 배출이 대단히 적거
나 제로인 생산 기술은 2030～40년까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순산림벌채(net-deforestation)를 2025년까지 중단해야만 하며, 2030년
까지는 CO2를 순 제거할 수 있는 산림이 확보되어야 한다.

∙산림과 기타 토지로부터의 배출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95%까지
감축해야 한다.
농업 및
토지이용 ∙(주로 반추동물로부터의) 매탄 배출은 2030년 2010년 대비 10%까지,
2050년 35%까지 감축해야만 한다.
∙(주로 비료와 배설물로부터의) 아산화질소 배출은 2030년 2010년 대비
10%까지, 2050년 20%까지 감축해야만 한다.
자료 : Climate transparenc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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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의 감축정책 :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1.5도 목표 지향의 절박성, 그리고 빠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이에 필요한 세부 과제 등을 고려하여, 세계 각
국은 구체적인 감축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석탄발전
소를 폐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7년에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창립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이런 노력을 대표한
다.38) 이 동맹은 OCED와 EU 국가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편,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39) 아래에서는 유럽
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8년 12월 COP24에서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
고, 2019년 12월에는 탄소중립 달성 전략을 담은 ‘유럽 그린딜 계획’을 발
표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 등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수현․김창훈, 2020: ⅱ). 이
후 그린뉴딜의 세부 계획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서 2020
38) 2021년 7월 현재, 41개 국가, 39개 지방정부, 55개의 기업과 조직이 참여하고 있
다. 독일은 2019년 ‘탈석탄위원회’를 운영하여 폭넓은 참여 속에서 여러 쟁점을
검토․토론하여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 지역, 노
동자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탈석탄 정책의 모범 국가로 알
려져 있다. 이런 정책 결정에 기반을 두고 독일은 2019년 31번째로 탈석탄동맹에
참여했지만, 동맹이 추구하는 2030년 탈석탄 선언은 승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
(Clean Energy Wire, 23 Sep. 2019).
39)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weringpastcoal.org/about/who-we-are(검색
일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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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이 발
표되었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제정을 지원하고, 그 일부인 정의
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1,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전략과 행동계획(2020
년 3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친화
적 식량 생산과 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농업 및 생물다양성 전략(2020년 5
월), 에너지 생산-운반-소비 인프라의 연결 및 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
성 제고와 에너지 시스템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
소 전략(2020년 7월) 등이 발표되었다.40)
한편 유럽 그린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올해
(2021년) 6월에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EU는 늦어도 2050년
까지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배출(negative emission)
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의 중간목표로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을 1990년대 대비 최소 55%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구속력을 가진다. 이
행 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우선시하고, 동시에 자연적 흡수(natural
sink)를 통한 온실가스 제거를 늘려야 한다.41) 또한 2040년의 목표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23년의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내용 등을 고
려하여 6개월 이내에 제안하도록 하였다. 2040년 기후목표 설정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부터 2050년간 EU의 예상 온실가스 예산(Projected
indicative Greenhouse Gas Budget)을 별도의 보고서로 발표해야 한
다.42) 한편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유

4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영욱 외(2020),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수현․김창훈(2020),
이혜경(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외국입
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국회입법조사처.
41) 관련하여 온실가스 제거 방법이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준은 225
MtCOeq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하였다. 참고로 2016년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
량 44억tCO2eq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 정도다.
42) 여기서 ‘예상 온실가스 예산’이란 “EU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은
법위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최신의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예산을 계
산하는 방법론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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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의 목표, ‘온실가스 예산’ 및 조치가 이 법 및 파리협정 공약에 부
합하는지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는
조치/법률(예산 포함)을 제안하기 전에, 기후중립 목표, 2030년, 2040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43)
7월에 유럽연합은 기후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입법 패키지
및 새로운 기금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우선, 배
출권 거래제를 ‘개혁’하여 항공 부문의 무상 할당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
로 폐지하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해운 부문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운송)과 건물 부문도 별도로 마련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감축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44) 한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AM)도 마련된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역외 국가들이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할 경우에 EU의 탄
소가격을 반영하는 ‘탄소 크래딧’을 구입하도록 하였다(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45) 재생에너지 지침도 개정하여 2030년
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강화하는 한편, 바이
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 에너지 사용
량 절감 목표를 예측치 대비 32.5%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26～39%
감축으로 상향되고, 매년 회원국에 매년 1.5% 에너지 절감 의무를 부여하
는 에너지효율화지침 개정안도 나왔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2035년에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연동하여 EU 전역에 대체연
료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롭게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43) 유럽기후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국문 요약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
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315&srchFr=&amp;src
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
&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검색일 :
2021. 12. 20).
44) 개별 가구 또는 차량 사용자 대신 연료 생산자에게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이 부
문은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 ESR)을 통해서 2030년까지 2005
년 수준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5) 탄소가격제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 유예를 폐
지하는 에너지조세지침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재생에너지(0.15유로/GJ)가 화석연
료(엔진연료 : 10.75유로/GJ, 난방용 : 0.9유로/GJ)와 천연가스(7.1유로/GJ, 난방용 :
0.6유로/GJ)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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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면서, EU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연료의 혼합 사용을 의
무화하였고,46)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
스 총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나. 미 국
미국은 올해 1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
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평가받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정적이며,
화석연료 사용을 오히려 부추겼던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유지했던 입장
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다. 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이미 예고된 것
이지만, 취임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협정에
복귀한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기후정책을 천명하였다. 그래서 “트럼프 집
권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변화 분야는 현 바이든 행
정부에 의해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는 물론 외교적 차원에서도 우선순
위를 갖는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다(최현정, 2021: 15).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발표한 일련의 행정명령47)을 통해서 새로운
기후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1월 20일 행정명령으로 국가
소유 토지와 영해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신규 채굴을 금지하였고, 논란이
많았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 승인을 취소하였다.48) 또한 1월 27일

46) 기존 항공유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하는 것으로, 그
비율을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로 규정하였다.
47)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회복 행정명령 제13990호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2021. 1. 20); 미국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행정명령 제14008호(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2021. 1. 27.);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행정명령 제
14030호(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2021. 5. 20.); 친환
경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37호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2021. 8. 1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s://www.lawtimes.
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72475(검색일 : 2021. 9. 15).
48)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텍사스 등 12개 정부가 대통령의 월권
이라는 이유로 연방정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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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으로 기후특사직을 신설하면서 기후위기를 미국 외교정책의 필
수 요소로 다룰 것을 밝히고, 백악관 내에 국내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
후정책부를 신설하고 기후비서관을 임명하였다. 또한 화석연료 관련 보
조금의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국유지와 영해에서 석유, 천연가스 신규 채
굴을 금지하고 기존 임대와 허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을 추
진하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될 석탄발전소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게
될 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을 2배로 확대
하기로 하고, 모든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연방기관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미국 국토 및 영해의 최소
30% 규모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환경적 피해를 진단
하고 모니터링하며 환경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5월과 8월 행
정명령에서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연방정부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를 분석
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트
럭의 50%가 무배출 차량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하기로 했다.
이런 선행 조치에 기초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아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과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
(Net-Zero)이라는 장기목표들을 천명하면서, 더불어 2030년 온실가스 배
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50～52%)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
였다(최현정, 2021: 1). 이는 현 정부의 기후정책의 강도와 속도 목표를 자
국 내에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감축목표 상향
을 이끌어내는 국제무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은 미국 경제의 재건과 일자리 창출 목표
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핵
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선 이전부터 일어났던 그린뉴딜에 대한 대중
적 관심과 정치적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3월 31일에 ‘2021년 미
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of 2021)’을 발표하면서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를 투자하여 인프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
는 전기자동차 장려금(1,740억 달러), 노후된 전력망의 현대화, 203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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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등 지원(1,000억 달러),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연방조달 확대(460억 달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350억 달러) 등의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된 그린인프라 관련 사업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도 기후적응 부문으로 재난 대응 복원력 증진(500억 달러), 수자원 체제 정
비(460억 달러) 등의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민기후단(Civilian Climate Corps)’에
대한 투자(100억 달러) 계획도 제시하였다.49)

3. 국제 동향 및 주요 국가들의 기후정책 특징과 시사점
가. 감축정책의 강화 : 화석연료 사용 축소/중단 정책 도입 시작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은 과거와 다른 강도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조응
하여,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상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레파토리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
대하여 시장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일부 대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
췄다면, 이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화석연료에 직접 초점을 맞춰서
채굴과 이용을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미국 정부가 국유지 등에서의 화석연료 채굴을 금지하고 키스톤 XL
파이프와 같은 화석연료 운송 인프라 계획을 취소한 것에서부터, 유럽 국
가들을 중심으로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그런 흐름을 대표한다. 이런 흐름 뒤에서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Devestment) 운동, 탈석탄(beyond coal)
운동,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Fossil Fule Non-Proliferation Treaty) 운
동 등의 압력이 존재한다.
49) 자세한 내용은 WH.GOV(2021)를 참고. 관련 국문 분석 문헌은 김종혁․임지운
(2021)과 윤영교(202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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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EA가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주요 이정표

자료 : 김창훈․김수린(2021).

이는 IEA(2021)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지구적 넷 제로 로드맵에서 제시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IEA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화석연료의 채굴과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신규 유전, 가
스전 그리고 탄광 개발과 CCUS를 갖추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금지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는 선진국 내 CCUS 미설치 석탄발전은
폐지되어야 하며, 2035년까지는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도 중단되어야 한다(그
림 2-8 참조). 참고로 한국은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내연기관차의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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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점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IEA는 2050년에도 화석연료 비
중이 20%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고 CCUS 기술의 사용으로 넷제로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CCUS와 같은 기술의 사용이 불확실하며
부정의하다는 국내외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국제무역 규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강제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서 EU
배출권 거래제도(ETS)와 연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했고, 올
7월의 ‘Fit for 55’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대상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 부문이 제시되었으며,50) 이 제도는
2023년에 준비를 시작하여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로 제품을 수
입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 EU가 제시하는 기준값을 적용하여 구매해야 한다(장영욱
외, 2021: 5). 탄소가격제를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유럽
의 CBAM 인증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액 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 이슈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서 구체적 수단으로 국제 규범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받는다(이상
준, 2021).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시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공
약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美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했던 연
례보고서(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를 통해서
탄소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현정, 2021: 11). 이에 따라서 탄
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 규범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
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기준 EU로 수출하는 철
강과 알루미늄 품목의 수출액은 각각 약 30억 달러와 2억 1천만 달러로
50) 애초 계획과 달리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배출
량은 일단 제외되고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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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당 전체 수출액의 11%와 8%를 차지한다.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
는 다른 국가들에게 비해서 우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역외 수입량의
전반적 감소와 유럽연합에 비해 낮은 탄소가격51)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은미, 2021).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으로 이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자동차․선박, 철강, 화학, 반도체
등)의 수출이 각각 0.5%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김선진 외,
2021).

다. 탈탄소 전환의 사회적 차원 부각
주요 국가들의 감축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감축정
책의 방향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즉, 기후
위기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연계하려는 그린(뉴)딜의 담론들
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탈탄소 전환의 사회적 차원을 다루는 정책과 제
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 그린딜 계획의 일부로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
니즘은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의 종사자에게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빈곤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는 생
활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제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최소 1,500억 원이 조성되어 투자될 예정이다(오형나, 2021). 한편
유럽연합은 ‘Fit for 55’ 추진으로 그동안 제외되어 있었던 주택과 교통 부
문의 감축목표가 부여되고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면서 이로 인해서 비
용 부담이 가중될 취약 계층과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기후기금
(Social Climate Fund)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 기후정의
운동 진영이 ‘유럽 그린뉴딜(GNDE)’을 제안하면서 ‘공공서비스투자’, ‘시
민과 공동체의 권능 강화’, ‘괜찮은 일자리 보장’, ‘삶의 기준 향상’, ‘평등
51) 2020년 4월 기준, 한국의 탄소가격은 15.89달러/tCO2e이며 EU의 탄소가격인
49.78달러/tCO2e로 추정된다(정은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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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무한 성장 도그마와 결별’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DiEM25, 2019),
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19년 2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요구하
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특히 선라이즈 무브먼
트(Sunrise Movement)와 같은 청년기후운동단체는 그린뉴딜을 지지하는
활동을 열성적으로 전개했으며, 대선 시기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특히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바이든 후보가 확정된
이후 바이든과 샌더스 진영이 함께 구성한 기후변화TF에 참여하면서, 청
년들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기
후단 계획을 제안하였다. 시민기후단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
공적인 사업, 시민보전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으로부터 아이디
어를 얻은 것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제안을 수용하여, 기후위기에
맞서 생태계 보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청
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미국 일
자리 계획에 포함시켰다. 시민기후단의 일자리는 시간당 최저 15달러의
임금이 주어지며 의료보험과 함께 교육훈련비가 제공되는 노조 일자리로
명시되었다(구준모, 2021: 215～217).

제4절 한국의 기후정책 현황과 쟁점

1. 한국 기후정책의 역사화 현황
가. 문재인 정부 이전, 기후정책의 간단한 역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녹색성장을 천명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기후정책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즉, 국제사회의 기
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혹시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발생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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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촉각을 세우며, 이를 피하고자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2009
년 7월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 원을 투입해 182조～206조 원의 생
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녹색성장’인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마련해야 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
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공개했다. 그리고 2010
년 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
받침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배출권 거래
제의 도입, 재생에너지의무할당(RPS) 제도의 도입, 녹색산업 육성과 녹
색일자리 정책 등 현행 기후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대략적인 틀을 마련
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 이름 아래에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건 산
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출 정책, 그리고 퇴임
직전에 승인한 7기의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수많은 논란을 야
기했다.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배
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결국 2018년에야 ‘배출 정점’에 도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법 시행령 에 담긴 2020년 감축목표를 조용히
삭제하고, 2015년 파리 국제기후회의에 맞춰서 BAU 대비 37%라는 새로
운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0년 목표와 비슷한 감축목표를 10년
후로 미룬 것이었기에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나.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 전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오던 원자력 발전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노후 원전의 폐쇄 그리고 건설중인 원전을 제외한 추가적인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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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래도 현 정부 내에서 가동 원전 수는 증
가하게 된다. 이전 정부에 이어 원전 수출정책은 지속하면서 과연 ‘탈원
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지 의문과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답하는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발전소 발전량을 제약하는 조치를 통해 대응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아직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를 우선순위
높은 정책 의제로 간주하지 않고 미세먼지 의제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
였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 부르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
가 벌어지던 2019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집권기의 감축목표를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정상회의 연설에
서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면서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기후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2020
년 6월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9월에는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린뉴딜’을
빼놓았다가 뒤늦게 이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10월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
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2020년 말부터 탄소
중립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여
러 진통 끝에 2021년 8월 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2021년 5월
말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2050년 탄소중
립시나리오와 2030년 감축목표 상향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그리고 기후
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의 기업들의 불만 속에서 10월 중순 이를 확정하였다.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57

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해간
다는 장기적 목표를 천명하면서도,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
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
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의 기조에 ‘공정한 전환’과 같이 새로운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와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이었다. 즉, GDP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사이의 ‘탈동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성장은 지속하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생태적 현대화론
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후위
기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보수 야당의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여당이 주도한 탄소중립법 제정 과정에서 법의
전체 명칭에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21년 10월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
성의 원칙 아래에서 국내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면서, 산업과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두 시나리오는
전환, 수송, 수소, CCUS 부문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안은 모든
화력발전의 중단, 모든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 국내에
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 이용 방침을 담고 있는 반면, B안은 LNG 발전과
내연기관차 일부 유지, 부생 및 추출 방식으로 공급하는 수소의 일부를
채운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B안은 A안에 비해서 CCUS 기
술의 사용 강도가 높으며, A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DAC 기술 이용
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에서는 배출
제로가 이루어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
환(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제로(0)가 되거나(A안) 거의 근접하는(B안) 반
면, 그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은 A안과 B안 모두에서 80.4%만
감축이 이루어진다(관계부처 합동, 2021a; 표 2-3 참조).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국

58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표 2-3>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상향된 2030 NDC
(단위 : 백만 톤CO2eq)
NDC 상향안
(2018년 대비
감축률)

A안

B안

727.6

436.6
(△40.0%)

0
(△100%)

0
(△100%)

전환

269.6

149.9
(△44.4%)

0
(△100%)

20.7
(△92.3%)

산업

260.5

222.6
(△14.5%)

51.1
(△80.4%)

51.1
(△80.4%)

건물

52.1

35.0
(△32.8%)

6.2
(△88.1%)

6.2
(△88.1%)

수송

98.1

61.0
(△37.8%)

2.8
(△97.1%)

9.2
(△90.6%)

농축수산

24.7

18.0
(△27.1%)

15.4
(△37.7%)

15.4
(△37.7%)

폐기물

17.1

9.1
(△46.8%)

4.4
(△74.3%)

4.4
(△74.3%)

-

7.6

0

9

탈루 등

5.6

3.9

0.5

1.3

흡수원

-41.3

-26.7

-25.3
(△38.7%)

-25.3
(△38.7%)

CCUS

-

-10.3

-55.1

-84.6

DAC

-

-

-

-7.4

국외감축

-

-33.5

-

-

부문

배출량

배출

수소

흡수
및
제거

탄소중립시나리오
(2018년 대비 감축률)

기준연도
(2018)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b, 2021c)의 종합.

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관계부처 합동, 2021b)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다. 즉,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목표를 강화하였다. 각 부문의 감축률은 상이하다. 가장 높은 감축률이
부여된 부문은 전환(발전)으로 44.4%를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가장 낮은
감축률 부문은 산업으로 14.5%만 감축하면 된다.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의 감축률이 40%가 아니며 에너지전환에 수소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그린수소가 아니어서 추가적인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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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할 다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포함되었
던 흡수원과 CCUS 기술 이외에도, 시나리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외
감축을 통한 상쇄 방법도 포함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표 2-3을 참조).

2. 한국 기후정책의 몇 가지 쟁점들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제시하면서, “탄소중
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
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평가하였다(탄
소중립위원회, 2021b). 또한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연평균 4.17%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제
조업 비중, 그리고 배출정점 시기를 고려하면 이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한겨레, 2021. 11. 2)로 인식했다.52) 그리고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
을 의미하는 ‘탄소중립’의 필요성 그리고 도전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동감과 이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53) 하지만 어떻게 탄소중
립에 도달할 것인지, 또한 배출 경로상의 2030년 감축목표는 타당한지 등
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다.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논란
기업/산업계는 탄소중립 달성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2030년 감축목
표가 너무 높아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등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조
52)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다른 국가들이 일찍히 온실가스를 감축해왔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낮은 감축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높은 감축률이 나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53) 다만 ‘탄소중립’이라는 용어 혹은 ‘넷제로’ 개념이 가진 시장주의 및 기술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은 존재한다(김상현, 2021). 그러나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라
는 점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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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들은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뉴스윅스, 2021. 10. 22). 반면 기후단
체들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비하면 너무 낮게 잡혀 있다고 비판하면서,
1.5도 목표와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 더욱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후위기 비상행동, 2021) 청(소)년들단체들
은 탄소예산 개념을 고려했을 때 60～70%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이 아니라 ‘2040년 기후중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일보, 2021. 9. 1).54)
최근 영국 글레스고우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
회(COP26) 앞두고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추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세기말
전 세계 기온 상승은 2.7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G20)은 보다 강력한 감축 공약을 요구받았다(한겨레, 2021. 10. 27). 실제
로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우 기후조약(Glasgow Climate Pact)은
세계 각국의 공약으로는 1.5도 목표를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하고, 내년(2022년) 말까지 당사국들이 1.5도 목표에 부합되는 강화된 감
축목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조약 제29조; 한겨레,
2021. 11. 14).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강화된 감축목표로는 상황이 끝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문별 감축 부담의 분배 적정성 논란
낮은 감축목표도 논란이지만, 어떤 부문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전력 등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그리고
2030 NDC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감축률을 약속하고 있다. 전환 부문의
54) 한편 정부의 감축률 표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감
축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정부가 내세운 40% 감축률은 2018년의 총배
출량과 2030년의 순배출량을 비교한 것으로 각각 연도의 순배출량을 비교했을 경
우에 36.4% 감축에 불과하다. 총배출량을 비교했을 때는 30.3%에 불과하여, 탄소
중립법 이 정한 35% 이상 감축이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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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감축률은 44.4%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아예 배
출제로(A안)이거나 그에 근접하고 있다(B안). 반면에 가장 적은 감축률
목표는 산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50년에도 상당한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감축률 80.4%). 또한 2030년
NDC에서도 감축률은 14.5%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기업/산업계
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
해지게 될 수송과 건물 부문의 감축률(각각 37.8%, 32.8%)에 비해서 현저
하게 낮아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55)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다. 개별 감축 방안의 도입 시기 및 그 적정성
‘도전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도 논란은 지속되
고 있다. 우선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소의 빠른 폐쇄
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두를 폐쇄하는 시점은 결정
하지 못했다. 석탄발전소 대신 LNG 복합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이전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IEA(국제
에너지기구)는 선진국은 2035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할 것
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도 내려져 있지 않다. 비슷하게 내연
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중단 시점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만 언급되고 있는 점에
서도 논쟁적이다. 또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산업에서 감축 방
안으로 제시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도입 시기도 너무 미뤄져 있다.56)

55) 자산 규모로 10대 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기업 그룹의 배출량 비중은 다음과 같다. 포크코(13.2%), 현대자동차(4.9%),
에스케이(4.4%), 지에스(3.2%), 삼성(2.9%), 엘지(2.5%), 한화(1.9%), 현대중공업
(1.4%), 롯데(1.3%), 농협(0.04%).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2021)을 참조할 것.
56) 정부와 철강산업계는 2040년에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하
고 있지만, 스웨덴 철강기업은 2026년에 이 공정을 활용한 상업적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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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해왔던 ‘탈원전’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원자력의 가능성에 대한 과
장되고 퇴행적인 주장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낮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을 야
기하지만, 이 부문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두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CCUS와 DAC 기술 사용
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낮출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지만, 해당 기술의 실
현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고 있지 않다.57) ‘국외 감축’
수단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조림 및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한 대가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량을 채우겠다는 구상은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
규칙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58)에서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효과성과 산림 보호의 실효성 등의 실제적 차원까지
의구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 이는 감축 부담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공
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는 ‘탄소제국주의(Carbon Colonialism :
CO2lonialism)’시도라는 불신과 비판과 연계되어 있다(Jesse Bragg et al,
2021)59).

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정부는 지난 해(20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대 방향의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포함하면서, 탈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
57)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이 호주 서부에서 진행했던 세계
최대 CCS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3조 원가량의 자금이 투자되었고 정부도 10년
이상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로 애초에
정부에 약속했던 이산화탄소 저장량의 30%밖에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20년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대규모 CCS 설비는 이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했
던 2000년대 초반 IPCC에서 예상했던 포집량(49억 톤)의 1%(0.4억 톤)도 안 된
다”고 한다(환경일보, 2021. 9. 27).
58) 이번 COP26에서 이와 연계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지침에 대한 타결이 겨우 이
루어졌다.
59) 한국의 ‘국외감축’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한 보도는 김한민(202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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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격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구체적으로 ‘공정한 노동전환’ 정책을 발
표하였다. 탈탄소 정책의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발전산업과 자
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직무전환과 전직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a).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을 주
장해왔던 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지난 여러 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한 방안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며, 무엇보다도 일자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과 소통
과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기업들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반해서, 오히려 이 기회를 노동조
합의 동의 없이 인력 감축을 가능하게 하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기도 하다.60) 2030년 감
축목표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압력도 지속되면서, 탄소배
출량이 많은 산업들에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불안 그리고 지역
경제의 충격이 기후정책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60) 한국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경합에 대해서는 한재각․정보영(2021)을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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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제1절 서 론

노동법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비인간화 현상을 다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1～2차 산업혁명의 경
험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와 같다. 노동법은 보편적 사회보장 및 공공서
비스와 함께 사회국가의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사회국가는 노동을 인
간화하는 대가로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이미 생태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국가가 그리고 그 일부로서 노동법이 노동을 인간화
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노동의 인간화 테제
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질문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길
을 선택했다. 즉 생산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키는 길이 그것이었다. 대신에 자본주의적 산업주의 그 자체가 내포하
고 있는 노동의 소외는 망각되거나, 외면되었다.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내내,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
루어낸 생산성 증가 덕분에 노동의 소외 문제는 잠시 미루어둘 수 있었
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설령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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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명했던 길,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반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
체주의화된 시장은 노동과 자연의 극단적 자원화를 초래했다. 칼 폴라니
에 의하면 노동과 화폐와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61)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
장은 이 세 가지를 상품으로 의제(fiction)한다. 현실과 픽션의 갈등이 내
장하고 있는 긴장은 제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폭발한다. 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것이 노동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다. 이 법들은 시장의 토대
를 구성한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이 법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국민국가의 규범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반
면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규범구조에서는 반대로 국민국가들이 초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경쟁에 나선다. 이 경쟁에서 비교 대상이 되
는 것은 각국의 노동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다. 기업은 이 입법상품을 가
장 저렴한 가격으로(즉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나라에
투자한다. 이른바 로쇼핑(law shopping)이 벌어지는 것이다.62) 로쇼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금융위
기와 생태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노동의 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
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산업정책이나 정책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신
자유주의 체제의 전환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63)과 화폐이론64) 쪽에서는 변화가
61)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 홍기빈 역, 도서출판 길.
62) 이러한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법학 방법론이 이른바 법경제학이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비용 대 편익 계산 개념을 입법과 판례에 적용한다. 법률과 판례의 정
당성은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대 편익의 관점에서 판단된
다. 편익보다 비용이 높은 입법과 판결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기
업의 편익과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63) 데이비드 보이드(2020),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 이지원 역,
교유서가; 프리초프 카프라․우고 마테이(2019), 최후의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 박태현ㆍ김영준 역,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참조.
64) 데이비드 그레이버(2011), 부채, 그 첫 5,000년 , 정명진 역, 부글북스; 빌 토튼
(2013),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 김종철 역, 녹색평론사; 랜덜 레이(2017),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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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법은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태문제만 고민하거나, 좀 더 나아가 금
융문제까지는 고민하지만, 노동과 노동법을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일자리 재배치 과정에서 실
업보장과 직업훈련의 강화 및 그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언급하는 데 그
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도대체 노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노동하
는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란 무엇인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환원하는 노동체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
존할 수 있는 노동체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노동에 관한 법으로서의
노동법은 어떤 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기후문제와 노동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도 풀지 못한다.

제2절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힌 노동과 노동법

1. 노동법의 육하원칙(1) : 누가, 언제, 어디서
이른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논리적인 문장은 이 여섯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
을 응용해서 노동법을 분석하자면, 지금까지 노동법의 관심은 이 중에서
앞의 세 가지, 즉 누가/언제/어디서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누가 일하는가? 이것은 곧 이른바 노동자성 문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엄격하
게 구분했다. 노동법은 임금노동자의 문제만 다루는 법으로 제한되었고,
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 홍기빈 역, 책담; 이노우에 도
모히로(2020),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 , 송주
명ㆍ강남훈ㆍ안현효 역, 진인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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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노동자는 이른바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상법과 경제법의 관할에 맡
겨졌다. 비록 최근에 와서 그 구분이 흔들리고 있고,65) 그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66) 기본 구도는 아직 유지되
고 있다. 노동법은 아직은 임금노동자에 관한 법이다. 비임금노동자의 문
제는, 아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법) 또는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등의 이름으로, 언제나 예외
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둘째, 언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은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법정노동시간, 연장
노동시간, 휴식ㆍ휴게시간 등의 개념은 모두 이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다.
지식과 언어 등 비물질적 요소가 가치 생산의 주요 요소를 구성하는 이른
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구분이 무너진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67) 아직은 실정 노동법의 시야에 포착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대기시간의 개념이 최근에 와서야 법적으로 인정된
정도이다.68)
65) 20세기 노동법의 준거였던 임금노동의 개념에 균열이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
금노동자와 준종속노동자, 즉 경제적으로 종속된 1인 비임금노동자 사이의 경계
선이 주요 균열선이었다면, 이제는 준종속노동자와 종속적 자영노동자, 즉 다른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 사이의 균열
선이 부각되고 있다. 박제성 외(2014),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한국노동연
구원; 유성재․권오성(2018),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법학연구
29(4),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3～100; 고수현(2019),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
집 , 23(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pp.121～150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사회법연구 39, 한국사회법학회, 2019, pp.443～511; 차유
미(2020),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 구성 및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에의 적
용 , 산업노동연구 26(2), 한국산업노동학회, pp.137～181 등 참조.
66) 박제성 외(2019),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
로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67) 조정환(2011), 인지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
갈무리, 참조.
68) ‘대기시간’이란 실제로 노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
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의 노동시간으로 산
정된다(2012. 2. 1. 법률 제1127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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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디에서 일하는가? 이것은 우선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
제이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관료적ㆍ위계적 사업조
직으로서의 법인을 적용 단위로 삼고 있다. 독립된 법인격을 사용자로 간
주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다르면 아무리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특
고, 원하청, 프랜차이즈 등 네트워크 사업구조에서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
의 사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해석론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
만,69) 아직 실정 노동법과 판례는 그 성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는 직장과 주거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분리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다.70) 이미, 국제노동규범 차원에서는 일하는 곳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터 괴롭힘 금지에
관한 ILO 협약 (2019, 제190호) 제3조에 의하면, ‘일터(workplace)’는 △
노동제공장소(여기에는 노동제공장소로 이용되는 공적 공간 및 사적 공
간을 포함한다), △노동자가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노동제공과 관련하여 이
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노동제공과 관련된
통신공간(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통신공간을 포함
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통근도상 등을 모두 포괄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원격근무가 활성
화되면서, 어디에서 일하는가의 문제가 노동법의 시야에 정면으로 포착
되었다.71)
69) 박제성(2006), 사업 개념의 재검토 : 가능태로서의 사업 ,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 ,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pp.44～57 및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 노동법연구 47, 2019, pp.249～286 참조.
70)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했다.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
고”를 말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71) 이다혜(2021. 9),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규율, ILO 및 EU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국내 정책의 검토 , 노동법연구 7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p.71～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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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노동법의 관심에서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
떻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사실상 사용자의 전권으로 간주되고, “왜 일하
는가?”의 문제는 “얼마에 일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한 시간 동안 임금을 대가로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다음에는 사용자가 그 노동력을 가지고 어떤 노동에 사용하는지에 관해
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에 팔
것인가에 국한되었다. 아니,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의 이유와 내용에
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의 제시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의 조건
과 가격을 둘러싼 협상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문제를 누가/언제/어디서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노동을 고용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72) 이것은 또한 구체적 노동을 추상적 노
동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었다.73) 이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기본적
으로 임금인상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의 순환고리에 갇히게 된
다. 임금인상은 상품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상품가격의 인상은 노동자
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임금인상 - 물가인상 - 구매력감소 - 임금인상의 사
이클이 반복된다. 20세기의 노동법이 걸어왔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자본만이 아니라 노동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유
72) 노동과 고용은 같은 말이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 에너지의 발현
그 자체이며, 고용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적 조건 속에서 노동이 제도화된
형식을 가리킨다. 고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 employment(사용)가 의미하는 바 그
대로, 고용은 노동을 사용하는 특정한 양식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에서 고용은 기
본적으로 임금노동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도 임금노동의 형식을 취
하지 않는 노동, 즉 고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은 엄연히 존재한다.
7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추상적 노동에 가려 은
폐될 뿐이다. “방적공의 노동은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
인 성질에 의해 면화나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그리고 방적노동
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질에 의해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
며 그 가치를 생산물 속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 내에 노동의 이중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칼 마르크스, 자본론 , 제1권(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
사, 1991,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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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뼈아프다. “아무리 진보적인 노동자
나 전투적인 노동운동이라도 임노동 관계 속에서 높고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거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에 협력한 후 분배에서 제 몫을 요구하
는 것은 온전한 노동해방일 수 없다.”74)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
래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금인상이 아니라면 노
동조합은 무엇을 놓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까?75) 기후위기에 직면한
21세기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2. 포드주의와 총동원체제
20세기 노동법에서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노동시장
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되었다(하지만 노
동시장이라는 특별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거래하는76) 이
특별한 시장에서 노동자는 임금을 극대화하고, 사용자는 생산성을 극대
화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생산성
극대화 전략에 동참하는 대가로 고임금을 받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신체
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대가로(반대로 말하면 노동자의 종속성이 강
화되는 대가로)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타협을 이루
74) 김현우(2014), 정의로운 전환. 21세기 노동해방과 녹색전환을 위한 적록동맹 프
로젝트 , 나름북스, p.7.
75) 국제노동운동의 경험에 대해서는 노라 래첼․데이비드 우젤 엮음, 녹색노동조합
은 가능하다 , 김현우 역, 이매진, 2019 참조.
76) 노동계약의 목적은 노동자의 신체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랭 쉬피오
(2017), 노동법비판 , 박제성 역, 오래, p.63 이하 참조.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간 신체의 양가성에 대해서는 장-피에르 보, 도둑맞은 손.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 김현경 역, 이음,
2019 참조. 보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는 사물이다. 사물이지만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 즉 ‘신성한 사물(chose sacrée)’이다.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한다면
노동계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약은 자본주의 임노동 경제질서의 법적 토
대를 구성한다. 그래서 불가능하면 안 된다. 이로부터 노동법의 존재의의가 도출
된다. 즉 노동계약과 그것에 기초한 노동시장은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
성한 사물로서의 인간의 신체를 상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특별히 엄격
한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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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것을 포드주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를 최초로 도입
한 곳이 포드 자동차 공장이었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사업을 하는 사
람의 목적은 가장 높은 임금으로, 가장 싸게, 최대한 많이 만들어 파는 것
이라고 했다.77)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즉 노동자의 행동을 분해
하여 각 노동자가 하나의 동일한 동작을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반복하도
록 하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였다. 당시 유럽에 이
식되기 시작한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을 깊이 분석한 그람시에 따르면, 포
드주의는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속도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유
형의 노동자와 인간을 창출하고자 한 지금까지의 가장 거대한 노력”이다.
그람시는 이것을 “미국적 현상”이라고 불렀다.78)
포드주의가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란 무엇인가? 그것
은 인간성과 정신성이 제거되고 오로지 기계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으로만
환원된 노동자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포드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
니다. 노동자를 기계로 환원하는 관념은 기계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
는 산업주의 그 자체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다.79) 포드주의는 그것을 더
욱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포드는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노동자의 창조성이
나 정신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80) 포드는 고숙련 노동력을 안정적
77) “나는 제조의 과정에서는 최고의 임금, 다시 말해 최대의 구매력을 분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최소의 이윤만 붙여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력에 부합하는 제
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 노동자, 구매자 등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덕을 보고 있다.”(헨리 포드
(2019), 나의 삶과 일. 헨리 포드 자서전 , 이주명 역, 필맥, p.28).
78) 안토니오 그람시(1986), 옥중수고 1. 정치편 , 이상훈 역, 거름, pp.363～364.
79) 멕시코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가 에드셀 포드(Edsel Ford, 헨리 포
드의 아들)의 지원과 디트로이트 미술관장 빌헬름 발렌티너(Wilhelm Valantiner)
의 의뢰를 받아, 1932～33년에 디트로이트 미술관 로비 벽에 그린 디트로이트
산업 벽화 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린 것인데, 그 이미지
는 프리츠 랑(Fritz Lang)의 메트로폴리스 (1927)에 나오는 공장의 모습과 놀라
울 정도로 흡사하다. 이 이미지들은 모두, 긍정적인 시선으로든 부정적인 시선으
로든, 산업주의의 기계적 세계관을 재현하고 있다.
80) “개인의 노동은 반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조로운 동작의 반
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속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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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노동
자도 하나의 기계인데, “기계를 너무 자주 해체하여 부품을 갈아 끼우면
큰 손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81)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고임금이었다. 포드
는 1914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당 5달러로 두 배 인상하였다. 지금 가
치로 환산하면 12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포드는 이 조치로 인해 포드
자동차 회사의 대주주였던 닷지 형제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82) 포드주의를 구성하는 고임금이란 “근육
과 신경적 에너지의 일정한 지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과 작업의 방식
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임금”83)을 말한다. 고임금은 새
로운 생산체제에 적합한 숙련 노동력을 선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고임금은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할 것이므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
동자들은 포드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람시는 포드 자동차의
노동자들이 왜 고임금을 마다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는가 의문을 제
기하면서 이렇게 분석한다. “포드사는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다른 기업에
서는 아직 요구되지 않은 특질과 자격, 하나의 새로운 형의 자격, 노동력
소비의 새로운 형태 들을 요구하므로 평균적인 노동시간은 양적으로 다
른 회사와 똑같지만 내용은 훨씬 더 노동자를 피곤하게 하고 고갈시키므
로 고임금으로도 충분히 보상될 수 없다. 적어도 현대의 미국사회에서는
그렇다.”84)
어쩌면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은 그냥 그대로 일반화되기에는 지나치게

81)
82)
83)
84)

도에 도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조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고민 없이 살고 싶어 한다. 이 사람들에게 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은 진정
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Henry Ford, Today and Tomorrow, New York,
Doubleday, 1926, p.160, Bruno Trentin, La Cité du travail. Le fordisme et la
gauche, Fayard, 2012, p.192에서 재인용).
그람시, 앞의 책, p.365.
Dodge v. Ford Motor Company, 204 Mich. 459, 170 N.W. 668, 1919. 2. 7.
그람시, 앞의 책, p.376.
위의 책, p.375. 한편, 고임금을 주면서 애써 선별한 숙련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노동자들이 잉여의 소득으로 노동력을 파괴하는 데 낭비하는 행동을 제어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노동력 파괴의 가장 위험한 주범인 알코올에 대
한 투쟁이 국가의 기능이 된다.”(위의 책,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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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양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다른 공장과 사회 전체로 확산
시키기 위해서는 강제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관습
및 사회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85) 포드주의 생산양식에 적합한 주체를 생산하는 과정이 요구되
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 다르다.86) 이전의 전쟁은 교전국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일부만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치러졌고, 후방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
계대전은 전선과 후방의 구분을 없앴다. 국가는 군수물자를 생산하여 하
루 24시간 내내 전선으로 보급하는 거대한 공장으로 변신했으며, 전선은
이렇게 보급되는 자원을 피비린내 속에서 기계적으로 소비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몽고메리는 가장 치열하고 소모적인 전투가 펼쳐졌던
서부전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1916년에는 베르됭 솜 강에서 대전투
가 일어났다. 베르됭 전투는 거의 1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한 프랑스인의
추산에 의하면 양측은 사망자 42만 명, 부상자 또는 독가스 피해자 80만
명을 냈다. 모두 합쳐 12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전선의 위치는 처음 전
투가 시작되었을 때의 위치와 거의 똑같았다.”87)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다.88)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라는 이름의 군수공장에서 일사
분란하게 일하는 노동자 겸 병사로 변신을 강요당했다. 노동자와 병사를

85)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은 자신이 구성해 놓은 개인을 경유한다.”(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5～76년 , 김상운 역, 난장,
2015, p.48). 이것이 곧 ‘통치성’ 개념이다(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 오트르망ㆍ심세광ㆍ전혜리ㆍ조성은 역, 난장, 2011,
p.162 이하 참조).
86) 이하에서 서술되는 내용은 박제성, 백년의 꿈 : 총동원 체제 , 매일노동뉴스 ,
2019. 2. 12. 칼럼(www.labortoday.co.kr)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87) 버나드 로 몽고메리, 전쟁의 역사 2 , 승영조 역, 책세상, 1995, p.721.
88) “수백만 명의 병력 동원은 불가피하게 관련국 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
전쟁은 ‘총력전’이 되었고,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후방home front’의 중요성
이 부각되었다. […] 싸우러 나간 남자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성들로 하
여금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독려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 전쟁은 가정생
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위의 책, 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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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는 산업역군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쟁에 참전했던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윙거는 이것을 ‘총동원’이라고
불렀다. 총동원은 이후 전쟁의 기본 양식이 되었지만, 전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인적, 물적 자
원을 동원하는 체제는 언제나 총동원 체제이며, 이것이 곧 전체주의 체제
의 기본 특징이다. 아베가 주창하는 ‘1억 총활약 사회’는 1938년에 제정된
国家総動員法(국가총동원법)

89)의

재현이라고 할 만하다. 국가가 있는

자리에 시장이 들어서면 시장 전체주의 체제가 된다. 이것은 시장의 목적
인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체
제를 말한다. 총동원 체제에서 모든 존재는 에너지로, 자원으로 간주된다.
자연은 천연자원이고, 인간은 인적자원이다. 이것은 현대기술문명의 특징
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90) 기술의 본질은 자연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는
것인데, 현대기술의 본질은 단순히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
내도록 닦아세우는 데 있다고 한다.91) 예를 들어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의
존재 양식을 드러내며 흐르는 물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 물레방아는
흐르는 물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4대강 댐은
강을 수력의 저장고로 취급한다. 그리고 강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드러내
도록 닦아세운다. 댐이 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댐에 의하여 갇
히고 저장되고 채굴된다. 물레방아는 강을 강으로 대접하지만, 4대강 댐
은 강을 수자원의 공급처로만 취급한다. 같은 방식으로 자연 전체가 천연
자원으로 간주되고, 갈수록 거대해지는 현대기술문명에 의하여 대규모로
채굴된다.
마찬가지로 현대기술문명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생체에너지의 공급처로 취급한다. 노동자

89)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ㆍ대만 및 화태[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90) 이하에서 서술되는 내용은 박제성 외(2019), 사회정의를 향한 ILO 백년의 도전
과 동아시아의 경험 , 한국노동연구원, p.94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91) 하이데거의 생태철학자적 면모에 대해서는 박찬국(2013),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
거 , 그린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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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노동에서 드러내도록 닦아세움을 당하는 것은 화석에너지와
같은 수준에서 취급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노동력, 즉 생체에너지일 뿐
이다. 노동자는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천연자원과 유사하게 채굴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취급된다. 시장 총동원 체제의 한가운데에서 우
리는 기술적 생산성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현대기술문명의 논
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에 박찬국은 “기술적인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나 인간은 남겨 두되 그렇지 않은 기업과 인간은 퇴출시킨다는 논
리에서 우리는 나치즘과 볼셰비즘에서 지배했던 국가적인 총동원의 논리
를 본다.”92)라고 경고한다.

3.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환상
이 지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철학적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포드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조직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사회 자체를 지
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포드주의의 생산성 극대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자신
의 이론을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불렀다.93) 즉 가장 합리적으로(따라서
가장 과학적으로) 노동력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인간
을 사물로 환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과 사물을 가르는 가장 결정
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에게] 요
구되는 일차적인 요건은 황소같이 우둔하고 무감각한 성격이다. […] 우
둔해서 ‘비율’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런 노동자는 이 과학의 법칙
에 의거하여 일하는 것이 몸에 배어 번영을 이룰 때까지는 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94) 이른바 머리와 손의 분리, 혹
92) 위의 책, p.179.
93) 프레드릭 테일러(2010), 과학적 관리법 , 방영호 역, 21세기북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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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격한 분리는 인간의 노동에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다. 프랑스의 선사학자 앙드레 르루아-구랑에 따르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도
구이다. 우선, 직립보행을 하면서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
러자 분절음을 내기에 적합한 구강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직립보행
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고, 인간은 자유로워진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
드는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95) 머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다시 언
어와 정신노동으로, 손은 동작으로 그리고 다시 도구와 육체노동으로 논
리적 범주계열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때 테일러의 이론은 인간성에 고유
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테일러가 생각하는 노
동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하고는 거리가 멀다.
테일러의 이론은 자본가들에게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터 드
러커는 과학적 관리법이 “미국이 서구에 제공한 가장 오래된 공헌이자
가장 강력한 공헌일지도 모른다.”96)라고 했거니와, 실로 서구 산업사회의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들도 과학적 관리법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압도되
었던 것이다.97) 좌파의 눈에 과학적 관리법은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진보의 필요조건이었다. 과
학적 관리법에 의한 노동의 배치와 분업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객관적으
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자본가의 자의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가 싫다고 해
서 비가 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 과학적 관리법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학은 찬반과 동의의 문제가 아
니라, 이해와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테일러의 이론 자체는 논박될
94) 위의 책, p.75.
95) “언어와 도구는 인간의 동일한 속성을 표현한다. 언어와 도구는 신경학적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인간 사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양자는 분리될 수 없다. 언제나 기
술의 진보는 언어라는 기술적 상징의 진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André
Leroi-Gourhan, Le Geste et la Parole. I : Technique et langage, Albin Michel,
1964, pp.162～163).
96) 피터 드러커(2006), 경영의 실제 ,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 p.415.
97) Bruno Trentin(2012), op. cit., p.18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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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었고, 남은 문제는 과학적 관리법이 선사하는 생산성의 증가
에 따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었다. 좌파의 관심은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제 노동문제는 노동 “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밖”의 문
제가 되었다. 즉 노동 안에서의 종속과 소외는 과학적 노동조직의 결과로
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노동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순 혹은 딜레마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장의 첫 번째 절은 ILO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절은 일반원칙 이라는 제목인데, 그중에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노동의 비상품성 원칙은 곧
바로 모순에 빠진다. 혹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
겠다. ILO가 초점을 맞추었던 임금노동은 상품화된 노동의 가장 전형적
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비상품성 원칙과 임금노동을 어떻게 양립
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서 ILO는 생산성 증가를 통해 임금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는 방향으로 간다.98) 그리고 이를 위하여 테일러의 이론
을 받아들인다. ILO는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둔 덕분에 미국에서 테일러
주의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
일환으로 ILO는 1927년 제네바에 과학적 노동조직을 위한 국제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cientific Labor Organization : ISLO) 를 설
립하였다. ILO의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프랑스의 사회
주의자 알베르 토마(Albert Thomas)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
였다. 1934년에 미국이 ILO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적 관리법을 제3세
계에 이식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과업을 달성하

98) Sandrine Kott(2018),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 en tension : entre
travail humain et productivisme,” Qu’est-ce qu’un régime de travail réllement
humain?, sous la direction de Pierre Musso et Alain Supiot, Hermann, pp.399～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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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비공식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공식 영역, 즉 노
동시장으로 편입시켜 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획은 지
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의 90%가 비공
식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99) 임금노동에 초
점을 맞춘 ILO의 협약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노동자들
을 노동시장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비공식 노동 혹은 비임금 노
동의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논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ILO
의 기획에서 노동의 비상품성 원칙과 임금노동 사이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는다.
확실히 좌파는 테일러의 이론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
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을 발전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 관리법이 서구의 좌파에
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좌
파는 과학적 관리법에서 인간의 행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100) 과학적 관리법이 진정으로 과학적인 이론이라면, 그것은 인
간의 행동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학이니까. 계산
할 수 있다면, 사전에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장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은 사회 전체로 그리고 국가의 운영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과학적 관리법은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과 동의어였다.
그것은 또한 이미 엥겔스에 의하여 표명된 바 있는 이상, 즉 사람의 통치
(gouvernement des hommes)가 사물의 관리(administration des choses)
로 대체되는 사회에 대한 꿈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101)
99) Pedro Augusto Gravatá Nicoli et Supriya Routh(2018), “Travail informel en
Inde et au Brésil: du concept à une approche juridique complexe,” Qu’est-ce
qu’un régime de travail réllement humain?, op. cit., pp.357～374 참조.
100) Bruno Trentin(2012), op. cit., p.202 이하 참조.
101) “사람들에 대한 통치 대신에 물건들의 관리와 생산 과정의 지휘가 등장한다.”(프
리드리히 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반-뒤링”) , 칼 맑스ㆍ프리드
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 제V권, 박종철출판사, 1994, p.309). 사물의 관리 개념은
생-시몽에게서 유래하며, 오귀스트 콩트로 이어지면서 실증주의의 가장 기본적
인 개념을 구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Hermel Cyr(2017), “Pour en finir avec le
gouvernement des hommes,” Ledevoir, https://www.ledevoir.com/societe/le-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79

근대 서양의 망탈리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과학적 합리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학(주의)적 합리성
에 대한 종교적 신앙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종교, 합리성과 신앙심
은 거의 정반대의 말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이 둘이 양립할 수 있을까? 근
대서양 또는 서양식으로 근대화된 비서양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즉 근
대 이전의 서양이나 비근대화된 비서양에서는 종교를 그냥 종교로 받아
들인다. 어떤 존재를, 그 존재가 신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신앙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세
대와 세대를 넘어 삶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고안해 낸 규범적 장치인
것이다. 말하는 동물로서의 인류의 재생산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파멸시킬 수 있는 환상이나 망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일제의
731부대는 그러한 망상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류가 이 과제를
실패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인류학적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의 율칙에
따라 삶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정체성/동일성의 원리를 보증하는 것과 다
름이 없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르장드르는 이것을 ‘삶을 제정하기
(vitam instituere)’102)라고 부른다. 그것은 개인이 한 번 더 태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또
한 번은 사회적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규범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문명은 “왜 율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부여잡고 나름의
정초적 존재를 설정한다. 이것은 어느 문명에서나 공통적인 일이다. 보편
적인 구조인 것이다.
devoir-de-philo-histoire/497556/pour-en-finir-avec-le-gouvernement-des-hom
mes(2021. 9. 30) 참조. 다만 생-시몽은 이 사물의 관리를 기술관료적 엘리트들에
게 맡기려고 했던 반면에, 엥겔스를 비롯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민주
화할 수 있다고, 즉 대중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는 JeanWilliam Lapierre(1956), “Administration des choses et gouvernement des
hommes,” Esprit 238(5), mai 1956, pp.715～733, https://esprit.presse.fr/article/
jean-william-lapierre/administration-des-choses-et-gouvernement-des-hom
mes-24094(2021. 9. 30) 참조.
102) Pierre Legendre(1999), Sur la question dogmatique en Occident, Fayard,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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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구체적인 버전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세속화된 국가가 등
장하기 이전의 서양 전통에서는 입법자로서의 신이 그것이다. 근대 서양
은 신의 자리에 국가와 과학을 앉혔을 뿐이다. 근대인은 종교가 없는 것
이 아니라 과학을 종교로 삼는다. 이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근/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규범적 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
다는 말이다. 근/현대 서양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절대적 지위를 부여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상호관계를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의관념 위에 정초하려고 한다(이 모순은 서양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국
의 모순이기도 할 것이다). 요컨대 근대과학과 인본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에 의하면 이것은 ‘자명
한 모순’이다.103) 우주 만물이 자연법칙의 지배에 절대적으로 종속된다면
인간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공리주의 철학이다.
공리주의는 자연법칙을 인간관계의 영역에 끌어들여 정의를 만들어 내는
자동장치로 변환시키는 철학적 가정이다. 공리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 자동장치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맑스주의도 자연법칙과 정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
장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맑스주의는 이 자동장치에 역
사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계급투쟁이라는 형식을 부여했다. 히틀
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류의 자동장치에 대한 신앙에 빠졌다. 히틀러
의 자동장치는 인종법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정의를 생산하는 자동기계가 아니다. 자연법칙이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면 정의는 결코 현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강자가 약
자를 지배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지배하듯이, 자연법칙에 따른
과학적 결과일 뿐, 전혀 부정의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동장치(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맨더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103) 시몬 베유(2013,), 뿌리내림. 인간에 대한 의무 선언의 서곡 , 이세진 역, 이제이
북스, p.256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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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맨더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미덕이다
버나드 맨더빌(1670～1733)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 영국
으로 건너간 후 줄곧 영국에서 살았다. 집안 대대로 의사였다. 맨더빌도
의사가 되었다. 당시의 용어로는 영혼의 치유자, 오늘날의 용어로는 정신
과 의사였다. 맨더빌은 1705년에 투덜대는 벌집, 또는 정직해진 악당들
이라는 제목의 풍자시를 출판했다. 이 풍자시는 어떤 풍요로운 벌집의 이
야기를 하고 있다. 이 벌집에서는 모든 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사기행각
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덕분에 벌집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
데 어느날 벌들이 문득 죄의식을 느끼면서 정직하게 살기로 했다. 그러자
벌집은 몰락했다. 1714년에 맨더빌은 이 시에 몇 개의 주석을 덧붙여 꿀
벌의 우화 :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104)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하

지만 이때까지도 맨더빌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맨더빌은 다른
글들을 덧붙여 1723년에 꿀벌의 우화 개정판을 냈다. 그후 이 책은 악
명을 얻었고, 사람들은 맨더빌을 ‘악마인간(Man-devil)’으로 불렀다. 영국
에서는 고발당했고, 프랑스에서는 공개 화형식에 처해졌다. 교회에서는
맨더빌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왜? 아직까지 금욕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드러내놓고 옹호했을 뿐만 아니
라, 자선과 선행을 위선이며 어리석다고 비난했기 때문이다.105)

104) 버나드 맨더빌(2010), 꿀벌의 우화 :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 최윤재 역, 문
예출판사. 한국어판은 전체 2권으로 된 꿀벌의 우화 중에서 제1권의 절반가
량을 번역한 것이다. 전체 원문(영어)은 Online Library of Liberty 인터넷 사이
트(https://oll.libertyfund.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재(2007),
이기심 논쟁과 맨더빌 , https://sites.google.com/site/yoonjaechoe/economics/
Mandeville(2021. 2. 26) 참조.
105) 맨더빌과 그의 책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최윤재, 해제 : 맨더빌의
삶과 생각 , 꿀벌의 우화 , 앞의 책, p.1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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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더빌은 개인의 악덕이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나쁘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악덕이다. 그러나
도둑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과 감옥을 지어야 하고,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를 운영해야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간수와 일꾼들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GDP가 증가한다. 사회의 이익인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다 정직해서 도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연관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도둑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치와
낭비는 개인적으로는 악덕이다. 그리고 검소함이 미덕이다. 하지만 사치
와 낭비는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회의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검소함이 널리 퍼지면 생산은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맨더빌은 사치가 사회에 이롭다고 했다.106)
오늘날 재벌과 대기업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는 언론과 관료 집단은
바로 이 맨더빌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갑질, 배임, 횡령,
뇌물, 투기, 탈세, 회계조작, 부당노동행위 등 법을 위반하고 잠탈하는 행
위들은 모두 경제성장을 위해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그
러한 악덕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도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므로. 이른바 낙수효과는 맨더
빌의 아이디어를 그럴 듯하게 경제학 이론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 곳곳에서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경멸을 서슴지 않고 드러낸다.107) 노동자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인의 악덕이 사회의 이익이 되는
106)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에 일자리를 주었고/얄미운 오만은 또 다른 백만을 먹여
살렸다./시샘과 헛바람은/산업의 역군이니/그들이 즐기는 멍청한 짓거리인/먹고
쓰고 입는 것에 부리는 변덕은/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악덕이지만/시장을 돌아
가게 하는 바로 그 바퀴였다.”(맨더빌, 앞의 책, p.106).
107) “가까스로 살아가면서도, 쉰 가지 난처한 일에 제 발로 뛰어들고, 일 시키는 사
람 말은 듣지 않고, 밥을 굶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온갖 종
류의 노동자가 몇천 명은 된다.”(위의 책, p.170); “그들은 그 가난한 처지에 잘
사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일하거나 맨 정신이기보다는 놀거나 술 퍼마시는 데
늘 더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의 책, p.206); “노동자를 부지런하게 만
들려면 오로지 돈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너무 적으면 사람에 따라 기가 죽거나
절망하게 될 것이고, 너무 많으면 거들먹거리고 게을러질 것이다.”(위의 책,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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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부자의 경우뿐이다.108)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고분고
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시키
면 안 된다.109)
20세기 초에 출판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10)

이후, 청교도적 검소함과 금욕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

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베버에 의하면, 18세기 이후 서양의 자본주의
발달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교리에 근거한 직업관과 프로테스탄티
즘의 금욕적 합리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루터는 성직자의 직
108) “이 모든 것에서 분명한 것은 나는 사치가 나라 모든 곳에서 일반화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최고의 사치는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에서
나, 그것도 위쪽 계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위쪽 계층의 힘이 셀수록 아래
쪽 계층, 곧 전체를 먹여 살리는 밑바탕인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
율은 더 커진다.”(위의 책, p.179); “쓸 돈이 있는 사람은 편안함과 즐거움에 돈
을 엄청 쓸 수도 있으며, 비싼 고급품을 마음껏 사서 누리면서도 모든 것에 대
해 분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그에게 봉사해줄 사람들을 봉사하지 못하도록
애써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다. 돈이 너무 많고 임금이 너무
높고 팁이 엄청나다는 것이 영국 하인들을 망쳐놓고 있다.”(위의 책, p.204).
109) “나쁜 환경에서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려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할 뿐 아니라 가난해야 한다.”(위의 책, p.200); “이제까지 나
는 학교에 가는 것이 일하는 것에 견줘 왜 쓸모없는지, 나아가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왜 잘못인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노동을 해야 하며, 문명사회에서 신중하고 부드럽게 일을 시킬 때 이들은 투덜
대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육은 이들을 노동에 맞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
다.”(위의 책, pp.201～202); “힘들고 더러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거친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요구를 가난한 아이들보다 더 잘 채워줄 사람을 어디
서 찾을 수 있을까.”(위의 책, p.205).
한편, 맨더빌과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스 극작가 마르크-앙투안느 르그랑(1673
～1728)이 1720년에 발표한 희곡 플루투스(Plutus) 에도 맨더빌의 생각과 매우
흡사한 대목이 등장한다. La Pauvreté 즉 ‘가난’이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다. “나는 좋은 일만 한다.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예
술의 어머니이며, 산업은 내 딸이다. 이 멋진 궁전을 짓는 사람은 바로 내 딸이
다. 내가 없다면 군주는 신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라, 만약
모두가 풍요롭게 산다면,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누가 복
종하려고 하겠는가? 누가 노동하려고 하겠는가?”(Arnaud Orain, “Salaire,”
Travail, Salaire, Profit, Épisode 3, ARTE, 2019. 10. 16., Youtube에서 재인용,
2021. 9. 29. 접속).
110) 막스 베버(198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박성수 역, 문예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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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만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간주했다.111) 칼뱅은
이러한 직업관을 한층 더 밀고 나가 이른바 예정설을 주장했다. 칼뱅에
의하면, 신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선업은 구원으로 이어지고 악업은
저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이제 불가능하다. 신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인
간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간은 태초에 예정되어 있는 운명을
향하여 홀로 길을 나설 수밖에 없다. 성직자도, 교회도, 심지어 신도 아무
런 도움이 안 된다. 베버는 이를 “전대미문의 개인적인 내적 고립감”112)
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인간의 최대 관심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인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 지점에서 선행이 선택의 증표로 제시된다. 선
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된 자임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선행
은 신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므로. 즉 선택된 자만이 선행을 할 수 있으
므로. 그리고 그 선행은 직업/노동을 통해서 실현된다. 직업은 소명이므
로,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더하는 것이 된다. 이제 하나
의 새로운 삶의 원칙이 등장한다. 부의 축적은 구원의 증표로서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를 즐기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직업
윤리에 반하므로 비난받아야 한다. 칼뱅주의적 인간은 이를 위하여 일상
을 계획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 베버는 이것을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라고 불렀다. “내세를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
서 생활방식을 합리화한 것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사상이 낳은
결과였다.”113) 여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한다.
하지만 맨더빌을 읽어 보면, 자본주의 정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114)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적 미덕이 아니라, 맨더빌적 악덕
111)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
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일이나 직무에 의하
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육적인 또
는 영적인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이다.”(말틴 루터
(1993),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大 논문 ,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p.34).
112) 막스 베버, 앞의 책, p.80.
113) 위의 책, p.122.
114) 다니-로베르 뒤푸르, 풍요를 선사하는 악덕 , 김보희 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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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 같다. 맨더빌에 의하면, 악덕은 그 자체로 부와 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악덕에도 불구하고 부와 힘이 만들어지는 만큼, 악덕이야말
로 자본주의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115) 맨더빌은 소비 혹은 낭비가 오
히려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좋은 역할을 하게 된
다고 칭송했다.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검소함과 소박함이
아니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 덕분이다. “엄청난 무리가 이 풍
요로운 벌집으로 몰려들었는데/엄청나게 몰려와서 오히려 잘살게 되었
다./몇백만이 애를 써서/서로 욕망과 허영을 채워주었고./또 다른 몇백만
은 일자리를 얻어/부서져 없어질 물건들을 만들어댔다.”116)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빈부격차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난의 밑바닥을 끌어올
려 가난한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잘 살게 된다는 점에 있다(물론 부자
들도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므로 빈부격차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커지
지만 말이다). “이렇게 악덕은 교묘하게 재주 부려/시간과 일이 더해지면
서/삶을 편리하게 만들어놓았다./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넉넉
함이어서/그 높이로 치자면 아주 못사는 놈조차도/예전에 잘살던 놈보다
더 잘살게 되었으니/여기에 더 보탤 것은 없을 것이다.”117)
이제 낙원이 도래한다.
“이리하여 모든 구석이 다 악으로 가득한데/그래도 전체를 보면 낙원
이었다.”118)
맨더빌은 이기심이 사람의 본성이며, 이 본성에 맞는 법질서를 수립해
한국어판, 2017년 12월호 참조.
115) 베버도 말년에는 천민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
리성을 상실한 채 인간을 짓누르는 철창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운명은 이 겉옷
을 철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금욕이 세계를 변혁시키고 세속에 작용하기 시작하
자 이 세상의 외적인 재화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힘을 증대시켜 갔고 마침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
은 그 철창에서 사라져 버렸다.”(막스 베버, 앞의 책, p.145). ‘iron cage’를 이 책에
서는 ‘강철 같은 겉껍질’로 번역했고, 흔히는 ‘쇠우리’로 번역한다. 나는 이것을 ‘철
창’으로 번역했다. 쇠우리는 ‘소를 가두어 놓은 우리’라는 말처럼 들린다.
116) 맨더빌, 앞의 책, p.97.
117) 위의 책, pp.106～107.
118) 위의 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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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라가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본성에 부합하는 정부와 법
질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다. 맨더빌은 이런
정부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음악이 흘러 나오는 시계(!)에 비유했다.119)
하이에크와 그의 신봉자들이 지치지도 않고 되풀이하는 자생적 시장질서
의 관념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정부는 인간의 정의감과 숙
의와 논쟁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동시계의 작동원리로 표상되는
필연성에 기초해야 한다.120) 자동시계의 작동원리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이미 홉스가 리바이어던 서문에서 국가를 용수철과 현과 바퀴에 의하
여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기계와 같다고 하면서 이를 인공적인 인간이라
고 부른 것을 알고 있다.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홉스는 갈릴레이의 역학을
인간에게 확대 적용하였다.121) 이 기계론적 은유는 다른 어떤 은유보다도
더 진정으로 근대의 망탈리테를 대표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맨더빌의 생각은 아담 스
미스로 계승된다. 스미스는 맨더빌을 꼼꼼하게 읽었다. 그리고 맨더빌의
글을 자기 글처럼 갖다 쓰기도 했다.122) 다만, 스미스는 맨더빌처럼 노골
적으로 이기심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기사랑(self-love)’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 ‘self-love’라는 표현도 맨더빌의 글에
이미 등장한다.123) 다만, 맨더빌은 self-love를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자
기사랑self-love은 우리를 얼마나 이상하게 몰고 가는가. 자기사랑은 늘
우리를 지켜주지만, 강력한 감정을 달래주느라고 우리 이익에 반하여 행
동하게 만든다.”124) 맨더빌은 자기사랑과 이기심을 대립하는 것으로 사
119) “그 기계 전체는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는 만큼의 작은 솜씨만 가지고서도 혼자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큰 도시의 정부는, 일단 질서가 잡힌 뒤 집행
관이 곧바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슬기로운 사람이 정부에 없다고 하더라도 오랫
동안 옳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최윤재, 해제 , 앞의 글, 위의 책, pp.36～37에
서 재인용).
120) “나라 전체로서는 정직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대야 한다.”(위의 글,
위의 책, p.37에서 재인용).
121) 프랭클린 보머, 유럽 근현대 지성사 , 조호연 역, 현대지성사, 1999, p.139 참조.
122) 최윤재, 해제 , 앞의 글, p.40 참조.
123) 예컨대 맨더빌, 자선과 자선학교 , 꿀벌의 우화 , 앞의 책, p.188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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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지만, 스미스는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이기심
은 더 이상 악덕이 아니라, 자기사랑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또한 아담 스미스는 개인들의 자기사랑을 조율하는 신
의 섭리, 즉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개인
들이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느끼게 될 죄책감(?)을 덜어 주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맨더빌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맨더빌은 개인의 악덕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맨더빌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면서 산업혁
명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사회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스미스보다는 맨더빌의 생각에 훨
씬 더 강하게 이끌렸다.
맨더빌의 논리는 공리주의 철학의 탄생으로 이어졌다.125) 각자의 이익
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지니까. 공리주
의에서는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 맨
더빌의 논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다. 공리주의 정의론에서는 개인의 행
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당연한 것 아
닌가 생각할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행위의 명분이나 의
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악덕으로 치환된다. 맨더
빌에 의하면, 개인의 악덕이 사회의 이익이 되니까. 즉 최대 다수의 행복
이 되니까. 그렇다면 공리주의의 명제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 최대 다
수의 최대 악덕. 맨더빌은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해방시켰다.
케인즈는 1930년에 쓴 유명한 에세이에서, 100년 뒤에는 개인의 욕구가
모두 만족될 수 있는 정도로 생산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126) 그
러면 우리의 손자들은 “수단보다 목적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고, 유용한
것보다 훌륭한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고결하고 훌륭하게
124) 위의 책, p.188.
125) 다니-로베르 뒤푸르, 앞의 글 참조.
126)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나는 1백
년 안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책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결
론을 내린다.”(존 메이나드 케인스(2009), 손자 세대에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까? , 설득의 경제학 , 정명진 역, 부글북스,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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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노동에서 직접 즐거움
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127) 하지만 그때까지는,
즉 앞으로 100년 동안은 더 거꾸로 뒤집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
는다.128)
케인즈가 예상한 백년 후, 즉 2030년까지는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
런데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선한 삶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조금 더 성장하고 난 이후로 연기되고 있
다. 무엇이 문제일까?
스키델스키 부자(父子)에 의하면, 그 이유는 케인즈가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129)이라고 한다. 안락한 삶을 위한
필요는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절대적 필요이든 상대적 필요이든 마
찬가지이다), 욕구는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므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한계가 없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어떤 경제학자는 “욕
망의 일부가 충족되자마자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라고 하면
서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더욱 더 많은 재화에 대
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개탄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
로 이 강한 욕망이 인간을 경제적 향상에의 길로 인도하는 추진력이 된
다.”130) 우리는 여기에서 맨더빌의 그림자를 본다. 맨더빌은 사적 욕구/
욕망을 전통적인 도덕과 관습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사적 욕구/욕망의 자
유로운 추구 혹은 무한한 갈구.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스키델스키에

127) 위의 책, p.216.
128) “우리는 적어도 1백년은 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정한 것이 공정
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한 척 꾸며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정하지 못
한 것이 쓸모가 있고 공정한 것은 쓸모가 덜하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탐욕과 고
리대금과 미래 대비가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들만이 경제적
궁핍의 터널에서 밝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위의 책, pp.216
～217).
129) 로버트 스키델스키ㆍ에드워드 스키델스키(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 김
병화 역, 부키, p.53.
130) 루드비히 폰 미제스(1988),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 김진현 편역, 교
보문고,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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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자본주의가 기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구의 끝없는 확장
이다.”131)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
(needs)를 위해선 충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greeds)에 대해서
는 극히 불충분한 곳”132)이다.

2. 경제성장은 자연법칙이다
자본주의가 기대고 있는 것은 욕구의 끝없는 확장이다. 끝없이 확장되
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어야 한다.
즉 경제성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경제성장
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지한다. 이 기대는 단순한 심리학적
요소가 아니다. 한계 없는 성장은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근대적 망탈리테에서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된다.133) 이처럼 자
본주의가 사람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모순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의 하나는 자본주의를 과학과 동일시하는 힘이다. 즉 탈신비화 및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자본주의적 경제현상은 일종의 자
연법칙으로 간주된다. 경제학은 이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과학의 반열에 올라선다.134)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인정받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의 정식 제목이 국가의 부의 본성과 원인에 관한 연
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이고(여기에서 ‘Causes’는 복수이지만, ‘Nature’는 단수라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부의 자연적 진보에 관하여(Of the Natural Progress of
Opulence) 라는 제목의 제3권 제1장에서, “이 사물의 질서는, 모든 나라

131)
132)
133)
134)

스키델스키, 앞의 책, p.120.
김정현(2021), 책을 내면서 , 녹색평론 제178호, 5-6월, p.4에서 재인용.
질베르 리스트(2013),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 신해경 역, 봄날의책, 참조.
18～19세기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 자연과학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시
유행하던 역학의 용어들을 끌어다 썼고, 20세기의 경제학자들은 노벨상의 권위
를 차용하여 이른바 ‘노벨경제학상’(정식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여 스
웨덴 중앙은행이 경제학에 수여하는 상”이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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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필연성을 띠며,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자
연스러운 경향에 의해 촉진된다.(That order of things which necessity
imposes in general, though not in every particular country, is, in every
particular country, promoted by the natural inclinations of mas.)”라는
문장이 씌여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런 연유이다.
부의 진보, 즉 경제성장은 자연법칙으로 간주된다. 경제에서 퇴보는 있
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일 뿐이다. 사실 이 단어만큼 현대인
의 자본주의적 신앙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도 없을 것 같다. 성장이
자연법칙이라면, 인간은 여기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사회정의 개념이 들어설 여지는 존재하지 않
는다. 17～18세기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세이(Jean-Baptiste Say)
는 이렇게 말했다. “문명을 거부하고 산업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동물 종은 산업이 증식시키는 종일 것이다.”135)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은 이 자본주의라는
과학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136) 근대사회는 세
속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전근대사회와 다르다는 견해는 근대의 독
특한 편견에 불과하다. 종교 혹은 도그마적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종교는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확신이다. 이 집단적 확신이
없으면 사회는 구성되지도 못하고 유지되지도 않는다. 근대사회의 종교
가 다른 사회의 종교와 다를 수는 있지만 종교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점에서 “우
135) 질베르 리스트, 앞의 책, p.83에서 재인용.
136) 자본주의와 종교가 동일시되는 사례 하나를 보자. 1930년대 미국의 기업가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에 맞서 전쟁을 벌였다. 기업가들이 볼 때, 기업활동
을 규제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는 뉴딜은 국가주의라는 사탄의 출현으로
비쳤던 것이다. 이들은 수만 명의 보수적 목사들을 동원하여, 기독교와 자본주
의는 각자의 기여에 따라 보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도하였다. 교회와 기업의 동맹은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만들었
고, 아이젠하워는 국기에 대한 맹세(“One Nation Under God”, 1954)와 달러(“In
God We Trust”, 1956)에 신에 대한 준거를 도입하였다. Jean-Pierre Dupuy,
“Dieu et le dollar”, Le Monde, 2015. 4.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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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137) 자본주의적 근대에서 종교적 신
앙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기독교에서 경제
성장으로. 교회에서 기업으로. 신에서 돈으로. 그리고 이 종교는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유진 맥카라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근대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를
탈주술화 및 합리화 과정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베버적 견해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는 신성에 대한 인간의 고유한 갈망을 낚아채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면서 종교적 지위에 올라 섰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는 청교도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윤추구를 정당화하고, 포드주
의적 기업도시를 천국으로 묘사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을 신비화하고, 시
장을 신격화하는 등의 선교활동을 전개했다.138)
근대인은 성장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나무가 자라고 아이가 자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
이므로), 이를 사회와 역사에도 적용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역사
와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 즉 역사의 발전을 자연스러운(자연스럽다는 것
은 곧 필연적이라는 뜻이다)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직 은유적으로만
가능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은유와 실제를 혼동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인
간과 사회(역사)에는 본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근대적 망탈리테의 고유함
이다. 이때 말하는 본성이 Nature이며, 이것은 곧 자연을 의미한다는 점
을 상기한다면, <Nature=자연=필연=본성>의 항등식이 성립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139)
근대인은 고대인으로부터 성장의 자연성ㆍ필연성 개념을 물려 받으면
서도, 고대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순환의 개념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한계
의 감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사를 직선의 성장으로 파악하는
137) 브뤼노 라투르(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 홍철기 역, 갈무리.
138) Eugene McCarraher(2019), The Enchantments of Mammon. How Capitalism
Became the Religion of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139) 이런 개념은 동양의 전통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Nature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 서혜영 역, 일빛, 2003 참조). 결국 自然이
라는 번역어가 채택되었지만, 동양의 전통에서 自然은 오히려 Spontaneity의 의
미에 가깝다. 이것은 Nature의 의미와 거의 정반대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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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탄생하게 된다.140)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발전된 나라(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즉 앞서가는 나라, 먼저 진보를 이룬 나라가 되고, ‘발
전되지 않은 나라(undeveloped country)’는 후진국이 된다. 요즈음에는
후진국 대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라는 용어를 쓴다. 용어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개발은 모든 나라가 걸어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또는 필연적인 경로로 간주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론이 하나 있다.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일
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불평등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알파벳 U
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다. 경제학자 쿠즈네츠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
런 이름이 붙었다. 쿠즈네츠 곡선이 함축하는 의미는 이것이다. 불평등은
자연스러운(natural) 현상이다(따라서 법칙적 현상이다). 쿠즈네츠 곡선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141) 나아가 쿠즈네츠 본인의 유보에도 불구
하고,142) 주류 경제학자들은 쿠즈네츠 곡선을 일종의 법칙으로 간주하면
서 성장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140) “이리하여 17세기 말부터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사상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기 시작했다. 지적 환경이 갑작스레 전환되어 ‘진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질베르 리스트, 앞의 책, p.78).
141) 가령 토마 피케티는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 덕분이 아니라
전쟁과 누진적 조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실증하여 보여주었다.
Thomas Piketty(2006), “The Kuznets’ Curve, Yesterday and Tomorrow,”
Abhijit Banerjee, Roland Benabou, Dilip Mookherjee(Eds), Understanding
pover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http://piketty.pse.ens.fr/fichiers/
public/Piketty2005c.pdf(2021. 4. 15 접속) 참조.
142) 쿠즈네츠는 자신의 가설에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아마도 5퍼센트의 경험적 정보와 95퍼센트의 추측이며, 일부는 희망
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The paper is perhaps 5 per cent
empirical information and 95 per cent speculation, some of it possible tainted
by wishful thinking).”(Simon Kuznets(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45(1), p.26). 그것은 “자유세
계의 진영에 속하는 저개발국의 미래 전망(the future prospect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in the orbit of the free world)”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ibid., p.24). 피케티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상당한 정도로 쿠즈네츠 곡
선은 냉전의 산물이다(To a large extent, the optimistic theory of the
inverse-U curve is the product of the cold war).”(Thomas Pikett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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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심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제성장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단순하고 편리한 이론이다. 주류 경제학에
서 불평등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환경문제에 응용
한 것이 이른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논리는 동일하다. 경제성장 초
기에는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반대로 환경오염
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
는 어떤 연구원의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성장하면 소득 불평등도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된다.”143) 경제성장
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사실 주류 경제학이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통
화시스템 자체의 고유한 내적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통화시스
템은 기본적으로 부채에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44)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거의 대부분은 은행의 신용화폐, 즉 대출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이다. 부채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
은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갑은 을한테 상품
을 팔아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 을은? 을이 이자를 벌
기 위해서는 병이 시장에 새로 들어와야 한다. 즉 병이 새롭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병의 이자를 위해서는 정이
또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끊임없이 팽창해야 한다. 이처럼 부채에 기반한 통화시스템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만들어 낸다. 이 무한성장의 압력이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기후대응은 현재의 금융통화시스템을 개혁하
는 일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145)
143) 최승노(2019), 시장경제 길라잡이 : 환경 쿠즈네츠 곡선 , 자유기업원, 2019. 3.
25.
144) 이보 모슬리(2021), 민중의 이름으로(4) : 부채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
나 , 녹색평론 제178호, 5～6월, p.159 이하 참조.
145)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현대화폐이론(MMT)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랜덜 레이, 앞의 책 및 이노우에 도모히로, 앞의 책 참조. 한편,
영국의 그린뉴딜론을 대변하는 앤 페티포는 MMT가 자국 화폐인 달러를 기축
통화로 쓰고 있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은행을 정부
가 통제하면서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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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계의 감각/의미(Sense of Limit)를 배워야 한다

1. 법칙은 양(quantité)에만 있다
유한한 세상에서 어떻게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불문가
지에 속한다. 우리는 고대인의 지혜, 즉 한계의 감각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본의 증가,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경제성장은 지구 생
태계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의 재투자가 실제로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려면 토지와 에너지 등 생산에 필요한 물리적 요소들의 지속적인
투입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은 생태계의 수용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146)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오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147) 즉 자본은 노동력의 판매와 구매를 통해서만 발
생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에서만 증가
할 수 있다. 노동력은 생체에너지(생명)이기 때문에 그 재생산은 생태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경제학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법칙이 있다면, 그
것은 한계의 법칙일 것이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까지는 사회
장한다(Ann Pettifor(2019, 2020), The Case for the Green New Deal, Verso,
p.138 참조). 한국에서도 MMT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진행중이다. 가령, 반대론
으로는 황재홍(2019), 현대화폐이론에 대하여 , 녹색평론 제167호, 7～8월,
p.72 이하 ; 찬성론으로는 안현효(2021), 현대화폐이론을 생각한다 , 녹색평론
제178호, 5～6월, p.76 이하 참조.
146) 금융과 지식에 기반한 경제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야말
로 무한한 성장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비물질 경제를 지탱
하는 물질적 토대의 규모는 비물질 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거대하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들은 초단타매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갈수록 거대한 광섬유망을 구축하고(마이클 루이스(2014), 플래시 보이스 , 이
제용 역, 비즈니스북스, 참조),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난 전력
을 소비하는 거대 데이터 센터들을 세계 곳곳에 건설하고 있다(조지 길더(2019),
구글의 종말 , 이경식 역, 청림출판, p.95 이하 참조).
147) 칼 마르크스, 자본론 , 앞의 책,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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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 생태계의 한계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생산력은 여전히 낮았고, 지구의 수용력은 무한한
듯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경제이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계 없는 경제성장을 전제하고 있었다.
로마클럽은 1972년에 성장의 한계 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인구와 자본의 증가가 생태계의 제약 요건들에 의해서 21세기
에는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여전히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한계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성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
였다. 1992년에 낸 개정판 성장의 한계, 그 이후 에서 보고서의 저자들
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1992년의 시점에
서 이미 인류가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기에 따
라서는 폐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2004년에 발간
된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은 한계초과의 개념을 공론장에서 본격
적으로 제기할 목적으로 출판되었다. 보고서의 저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성장이 이미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초과해 버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적 변화 혹은 혁명이라고 한
다. 그것은 “프랑스혁명처럼 정치적 의미의 혁명이 아니라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과 같이 더 근본적인 의미의 사회적 혁명”148)이다.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다. 이른바 지구공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
한 기술지상주의는 역설적으로 기술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문제점
이 있다. 어떤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는가 여부는 기술 그 자체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비행기는 운송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테러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예컨대 물레와 방적기 중에서 혹은 쟁기와
트랙터 중에서 혹은 자전거와 자동차 중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148) 도넬라 메도즈․데니스 메도즈․요르겐 랜더스(2011),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
정판 ,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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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생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관
계에 의해 결정된다.149) 기술지상주의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방적기와 트랙터와 자동차 기술 대신 물레와 쟁기와
자전거 기술을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기술의 사용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언제나 자본의 축적과 경제의 팽창 쪽이다.
기술 혁신은 에너지 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
주의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럴까? 한 분야에서 기술 혁
신 덕분에 줄어든 에너지 소비량, 즉 기존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유지
하면서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
지 소비로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총에너지 소비량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에너지 소비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본의 축적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밀도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
면 총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한다. 요컨대 자본주의에서 기술 혁신은 에너
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한다.150)
기술 혁신 그 자체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악화시
킬 가능성이 크다. 사용 가능한 여러 기술들 중에서 어떤 기술을 어떤 방
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이다.
형이상학자 박홍규는 생전에 이렇게 갈파한 바 있다. “요컨대 법칙은
양에만 있어.”151) 법칙은 양(quantité)에만 있다. 질(qualité)에는 법칙이
없다. 이때의 법칙은 자연법칙을 말한다. 법칙이 양에만 있고 질에는 없
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은 반복될 수 있지만 질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
다. 반복되는 것은 기능이다. 기능만 반복되고 유전된다. 유전자의 이기심
은 기능하고만 관련된다. 눈과 귀와 코의 기능은 개체와 개체를 이어가면
서 반복된다. 뇌의 기능도 마찬가지. 기능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반대

149) 존 벨라미 포스터(2010), 생태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 박종일 역, 인간
사랑, p.31 이하 참조.
150) 위의 책, p.167 이하 참조.
151) 박홍규(2007),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강독 , 민음사,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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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명은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죽으면 그만이다. 생명은 반복되거나 유전되지 않는다. 진화론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능에 관한 것이다. 생명은 항상성이다. 즉 변화 속의
지속이다. 자연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는 관점은 기계론이다. 기계
론은 숫자로 셀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양적인 차이에 질이 대응한다는
데 모든 기초를 두고 있다. 산업주의는 기계론이다. 결국 양적 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좋은 삶의 척도가 GDP로 환원되는 것이 그런 까닭
이다. 노동의 질적 차원을 양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노동 개념도
같은 기초를 공유한다. 기계론적 노동 개념이다.
근대성은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태동시켰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형성에 일차적
으로 기여한 것은 근대과학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법학도 여기에 크게 기
여했다. 예를 들어, 과학혁명을 촉발한 자연법칙(law of Nature)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전통의 입법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과 16～17세기 서양에
서 절대군주제가 확립되었다는 사정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조지
프 니덤에 의하면, “신이 자연을 통치한다는 관념은 인간이 지상의 통치
자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개념을 신의 영역으로 투영한 데에서 유래했기 때
문에,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적 변화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152)
과학은 존재(Sein)의 학문이자 발견하는 학문이고, 법학은 당위(Sollen)
의 학문이자 천명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둘은 사뭇 다르지만, 또한 동
시에 둘은 카스토리아디스가 ‘사회의 상상적 제도(institution imaginaire
de la société)’153)라고 불렀던 것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기
여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변화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법학적
차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자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법학자인 우고 마테이는 이러한 방
152) 조지프 니덤(1988,), 중국의 과학과 문명 III , 이석호ㆍ이철주ㆍ임정대 역, 을유
문화사, p.66(번역은 일부 수정).
153)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1994), 사회의 상상적 제도 , 양운덕 역, 문예출
판사. 카스토리아디스는 이 책에서 맑스주의의 결정론을 비판하고, 상상과 상징
이 사회를 구성하는 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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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근대의 기계론적 과학과 법학을 상호연관적으
로 비판하고, 자연 및 공동체와 조화할 수 있는 생태법학을 모색하는 연
구를 진행했다. 이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잉여 자본을 커
먼즈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낡은 양적 성장의 착취 논리를 적
용해서는 이룰 수 없다.”154) 이런 시도는 공유물(공유물은 bien commu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공공재 혹은 공공선으로도 번역된다)을 자
본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던 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물권법, 계약법, 기업법 등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노동법도 포함될 것
이다.

2. 그린뉴딜과 탈성장을 넘어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인간의 신체를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바람과 물, 나무와 가축 등 자연력을 에너
지로 사용하던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기이
다. 대략 18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즉 자본주
의이다. 자본주의의 에너지 시스템이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에너
지를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한 에너지를 다시 사용한다는 점이다.
16세기 이후 영국에서 삼림 자원이 고갈되자,155) 노천탄광에 널려 있
던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지표면의 석탄이 고갈되자 땅 속으로 파
들어가기 시작했다. 점점 깊이 파 들어갈수록 지하수를 빼내는 일이 문제
였다. 처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말의 힘으로 했다. 하지
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의 힘만으로는 갱도에 차오르는 물을 빼낼 수 없었
다. 이때 증기기관이 발명되었다. 석탄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증기기관
의 발명은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을 인간에게 선사했고, 더 깊이 파 들어갈

154) 프리초프 카프라ㆍ우고 마테이, 앞의 책, p.228.
155) 나무를 베기만 하고 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한한 것은
아니다. 모든 에너지는 순환의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는다. 이
것은 인간의 신체에너지, 즉 노동력에 대해서도 엄연한 사실이다.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99

수 있게 했다. 그럴수록 빼내야 할 물은 더 많아졌고, 더 큰 힘을 가진 증
기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 큰 증기기관에는 석탄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더 깊이 파 들어가야 했다.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순환의 감
각은 깨졌고, 한계의 감각을 상실한 팽창과 성장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
했다.156)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본주의 이전
에는 생태에너지, 즉 순환에너지였던 반면에, 화석에너지는 비재생ㆍ비순
환 에너지라는 점이다(물론 수억 년이 지나면 화석에너지도 재생되기는
한다). 기후위기는 화석에너지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다.157) 석탄의 이용과 외연기관의 발명은 자연력의 한계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고, 석유의 이용과 내연기관의 발명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리
고 신자유주의는 기후위기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
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8) 촘
스키와 폴린이 주창하는 ‘글로벌 그린뉴딜’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이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59)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완결적 해법이 아니다.160) 그린뉴딜은 불
을 끄는 작업이다.161)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새 집을 지을 것인
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
문을 던져야 한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하여 탄소 배출 없이도 경제성장을 할
156) 리처드 다스웨이트(2012), 언제쯤 멈춰야 했을까 , 녹색평론 제127호, 11～12
월, p.2 이하 참조.
157) 한재각(2021),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 한티재, p.55 이하 참조.
158) 나오미 클라인(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이순희 역, 열린책들, 참조.
159) 놈 촘스키․로버트 폴린(2021), 기후위기와 글로벌 그린 뉴딜 , 이종민 역, 현암
사, 참조.
160) 그린뉴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권(2020), 기후위기와 불평등
에 맞선 그린뉴딜 , 책숲, 참조.
161) 나오미 클라인(2021), 미래가 불타고 있다 , 이순희 역, 열린책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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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즉 이른바 ‘탈동조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길이다. 토건으로 오
염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녹색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바스티안 둘리엔 등에 의하면, “우리는 경제성장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거나 재생불능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을 생산 및 소비 방법을 찾는
등의 생태적 필요와 근본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와 기술발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생태적으로 부정적
인 효과를 낳지 않는 녹색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162) 하지만
유럽환경네트워크(EEB)가 2019년 발간한 보고서 탈동조화의 오류 에
의하면, 탈동조화 가설은 실증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유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한다.163)
두 번째 길은 탈탄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길로 가야 한다고 믿는 길이다. 탈성장론과 유사한 길이라고 할 수 있
다.164) 그린뉴딜론의 입장에서 탈성장론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GDP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자는 주장으로 탈성장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과거의 경제위기 경험을 볼 때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
고 비판한다. 그래서 결국 탈동조화에 근거한 경제성장론, 탈탄소 경제성
장론으로 돌아간다.165) 만약 탈성장이 사회정의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으
162) 세바스티안 둘리엔 외(2012), 자본주의 고쳐쓰기 , 홍기빈 역, 한겨레출판, pp.
192～193.
163) Parrique T., J. Barth, F. Briens, C. Kerschner, A. Kraus-Polk, A. Kuokkanen,
H. Spangenberg(2019), Decoupling Debunked. Evidence and arguments against
green growth as a sol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참조(원문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mk0eeborgi
cuypctuf7e.kinstacdn.com/wp-content/uploads/2019/07/Decoupling-Debunked.
pdf, 검색일 : 2021. 9. 30).
164) 탈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권승문(2020. 6. 30.), 탈성장 : 녹색성
장과 그린뉴딜을 넘어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http://enerpol.net/epbrd/bbs/
board.php?bo_table=bbs15&wr_id=4177(2021. 4. 15); 세르주 라투슈(2014), 탈
성장사회.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 양상모 역, 오래된생각 및 자코모 달리사 외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 강이현 역, 그물코, 등 참조.
165) 한국에서는 로버트 폴린이 그린뉴딜론의 입장에서 탈성장론을 비판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탈성장론자들(버튼, 솜머빌 등)의 반론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잘 요약한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형수(2019. 9. 26), 그린뉴딜과 탈성장, 한 길인가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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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황
금기, 영광의 30년, 복지국가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시기, 즉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시기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
한 시기였다는 사실 말이다.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 GDP의 증가 = 복지국가의 성장.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걸
어왔던 혹은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다. 그린뉴딜은 여기에서 두 번째의 고
리,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GDP 증가 사이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
고, 탈성장은 세 번째의 고리, 즉 GDP 증가와 복지국가 성장 사이의 고리
를 끊자는 것이다. 둘 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린뉴딜론은 GDP 증가 없이는 복지국가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강
조하고, 탈성장론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 다르다.
영국의 그린뉴딜을 대변하는 앤 페티포는 균형상태경제(steady state
economy)라는 개념을 제시한다.166) 이 개념은 그 내용상 탈성장(degrowth)
과 다르지 않다. 다만, 페티포에 의하면, “탈성장은 단순히 성장을 부정하
는 용어로서, 오히려 성장 개념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있다. 그것보다는
균형상태경제라는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167) 균형상
태경제는 인풋(출생과 생산)과 아웃풋(사망과 소비)이 균형상태를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수지의 물이 흘러드는 만큼 흘러
나오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탈성장은 GDP를 감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GDP에 대한 의존에서 벗

인가? , 녹색전환연구소, http://igt.or.kr/index.php?document_srl=67247&mid=c
olumn(2021. 4. 15); 이정구(2020),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마르크스21 제32호, p,65 이하, http://marx21.or.kr/article/all View.
marx?articleNo=342(2021. 4. 15) 및 이 글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폴린과 버튼 등
의 원문 참조.
166)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구의 생명유지시스템과 인류문명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는 향후 10년 안에 이 실패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끝장낼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한계를 존중하고 사회경
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한다.”(Ann Pettifor, op. cit.,
p.xiii).
167) Ibid.,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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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자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GDP는 화폐로 계산되는 노동만을
반영한다. 아무리 공동체에 유익한 노동이라도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노
동(가령 주부의 가사노동)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GDP에 반영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거나 낮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척도는 우리의 신
념과 상상력을 결정한다.168)
사실 GDP 개념이 등장한 것은 100년도 되지 않는다. GDP에 관한 아
이디어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쿠즈네츠가 1934년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69)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쿠즈네츠는 이 새로운 척
도의 남용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같은 보고서에서 쿠즈네츠는
이렇게 말한다. “한 나라의 복지는 위에서 정의한 국민소득 측정방식으
로부터는 거의 추론될 수 없다(The welfare of a nation can, therefore,
scarcely be inferred from a measurement of national income as defined
above.).”170)
우리가 더 이상 GDP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설령 GDP가 감소한들 무
엇이 문제이랴.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은 정체상태경제(stationary state
economy)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과 인구의 정체상태는 생활
환경의 개선이 정체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
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류의 정신적 문
화가 자리 잡을 여지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도덕적ㆍ사회적 발전
168) 조지프 스티글리츠․아마르티아 센․장 폴 피투시(2011), GDP는 틀렸다. ‘국민
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 박형준 역, 동녘, p.23 참조.
169) Simon Kuznets, National Income, 1929-32, US 73d Congress, 2d Session,
Senate Document No.12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fraser.stlo
uisfed.org/title/971(2021. 5. 14 접속).
170) Ibid., p.7. 이후에도 쿠즈네츠는 맹목적인 성장 추구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강조
했다. “성장의 양과 질, 비용과 수익, 단기와 장기의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 더
많은 성장을 목표로 삼을 때에는 무엇의 성장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Distinctions must be kept in mind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growth, between costs and returns, and between the short and long
run. Goals for more growth should specify more growth of what and for
what.)”(Simon Kuznets, “How To Judge Quality”, The New Republic, 20
October 1962, Wikipedia,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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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될 것이며,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는 전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171)
다시 말하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회정의의 기
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은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탈성장은 사회정의의 기초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 중용의 영역
에서 그린뉴딜과 탈성장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172)
이것은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안한 ‘도넛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173)
좋은 사례가 있다. 2018년 프랑스에서 터져나온 노란조끼 운동이 그것
이다. 이 운동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작되
었다. 유류세 인상 자체는 석유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
감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자들이 압
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감세의 혜택을 누리고,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도시 외곽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 기름값
을 인상하겠다고 했으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유류
세 인상을 철회하고, 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174) 시위대의 요구가 단순히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마크롱 정부의 긴축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항의로 발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의 책임이라는 식의 담론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177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보면, 미
국이 전체의 29%, 유럽연합 28개국이 전체의 22%, 중국이 전체의 12.7%,
171) 존 벨라미 포스터, 앞의 책, p.45에서 재인용.
172) 유사한 입장으로 예를 들면 노마(2020. 9. 2.), 코로나, 기후위기, 그린뉴딜: ③코
로나와 그린뉴딜 , 생태적지혜연구소, https://ecosophialab.com/(2021. 4. 16) 참조.
173) 케이트 레이워스(2018), 도넛 경제학 , 홍기빈 역, 학고재, 참조.
17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온명근(2019),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전개와 정부의 대
응 ,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13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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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체의 4%, 그리고 한국이 전체의 1%(세계 16위)를 차지한다. 반
면에 아프리카와 남미 전체를 합쳐도 전체의 6%밖에 안 된다.175)
주요 국가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책임 소재는 좀
더 분명해진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1인당 16.21톤, 한국 12.54톤, 독
일 9.65톤, 일본 9.32톤, 중국 6.92톤이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1인당 0.14
톤이다. 세계 평균은 1인당 4.79톤이다.176)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사
람들한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1인당 배출량이라고 해서 부자와 서민이 같은 양을 배출하는 것도 아
니다. 부자들의 배출량이 서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 상위 1%는 1인당 7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
는 1인당 23.5톤, 중위 40%는 1인당 5.3톤을 배출한다. 반면에 하위 50%
는 0.69톤을 배출할 뿐이다. 0.1%의 슈퍼부자들은 1인당 216.7톤을 배출
한다.177)
탄소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
화시키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
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탈탄소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의 부정적인 효과들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공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기후는 사
람을 구별하지 않지만, 인간의 사회 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서조차도 선
별적이다.
탈성장의 요청과 사회정의의 과제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미시적 정책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구조개혁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Anthropocene)’178)라는 용어는 인간이 지구의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179) 2021년 6월에 발표된 IPBES-IPCC 공동보고서는 다
175)
176)
177)
178)

한재각, 앞의 책, p.79 참조.
위의 책, p.82 참조.
위의 책, p.86 참조.
Paul J. Crutzen(2002),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23), https://doi.org/
10.1038/415023a(2021. 2. 1 접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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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문장으로 서문을 시작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은 인
류세의 가장 긴급한 두 가지 문제이다.”180) 인간은 어떻게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린뉴딜론이나 탈성장론에서는 ‘노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181) 그린뉴딜론은 탄소경제 부문의 일자리를 탈탄소경제 부문의
일자리로 재배치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탈성장론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비중을 줄이는 문제에 집중한다.182) 그러나 노동
의 문제는 단순히 녹색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사회적 분업은 모든 인간사회에 고유한 특징이다. 그린뉴딜 사회 혹은 탈
성장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사회적
분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노동의 감각․의미(sense of work)는 어떻
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사활이 달린 질문이다.

179) 조천호(2019), 파란하늘 빨간지구 , 동아시아, p.55 참조.
180) IPBES-IPCC(2021), Biodeversity and climate change, IPBES-IPCC Cosponsored workshop report, p.4.
181) 조효제(2020), 탄소 사회의 종말 , 21세기북스는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
데믹을 읽다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인권의 눈도 노동은 시야에 포착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천명된 인권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
는 집단적 가치로서의 인권이었던 반면에, 21세기에 주창되고 있는 인권은 지극
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에 머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적 차원을 해체하고자 했고(그중에 노동이 있다), 그 결과 개인은 각자의 인권으
로 무장한 채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에 나서게 되었다. 노동이 물러난 자리에
인권이 들어선 형국이다. 인권의 눈에 노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
다 할 것이다. 인권의 개념이 집단적 개념에서 개인적 개념으로 변모하는 과정
과 노동의 쇠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 주제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다.
182) 예를 들어 자코보 달리사 외, 탈성장 개념어 사전 , 앞의 책에는 노동이 표제어
로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일자리 나누기’(p.349 이하)만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
용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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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21세기 노동법의 육하원칙(2) : 무엇을, 어떻게, 왜

산업주의가 초래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의 감각을 배워
야 하고, 한계의 감각을 배우는 것은 노동의 의미를 복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품으로 취급되는 노동, 양으로 환원되는 추상적 노동이
아니라 구체성을 회복한 살아 있는 노동, 타인에 대한 의무로서의 노동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구성하는 노동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구체
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와 분업의 재조직, 도시의 재디자인, 주체
의 재구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재구축. 이런 전망
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엥겔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노동을 다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력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까지의 생산방
식과 더불어 우리의 현재의 모든 사회질서를 완전히 변혁하는 것이 필요
하다.”183)
그렇다고 노동법을 완전히 변혁하자는 말을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아
니다. 단지 노동법의 육하원칙 중에서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나머지
세 가지의 질문을 노동법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할 뿐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내용(무엇을)과 방법(어떻게)과 이유(왜)를
노동자가 관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184)가

183) 프리드리히 엥겔스(1994),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노동이 한 역할 , 맑스ㆍ엥겔
스 저작 선집 , 제V권, 박종철출판사, p390.
184)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는 국제노
동기구(ILO) 헌장의 불어본에 나오는 표현이다. 영어본의 표현(humane conditions
of labour)은 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문(인도
적인 근로조건)은 영어본을 번역한 것이다. 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노동규범은
불어본과 영어본을 동시에 정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두 정본의 내용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번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식과 관점의 차이도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노동규범에 관한 국내의 논
의는 지나치게 영어본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제성(2019),
백년의 꿈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 매일노동뉴스 , 2019. 1.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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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이하에
서는 편의상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무엇을 만들 것인가? : 루카스 플랜의 교훈
2021년 4월 19일 유럽, 아니 전 세계 축구계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다.
유럽 프로축구의 빅클럽들만으로 새로운 리그, 이른바 유럽슈퍼리그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발단이었다. 이 리그를 계획한 제이피 모건 체이스는
60억 달러를 투자하여 빅클럽들을 끌어 들이고자 했다. 속된 말로 돈xx
을 한 것이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팀들은 참가 의사를 밝혔다
(나중에는 철회했지만). 하지만 독일 분데스리가 팀(뮌헨, 도르트문트)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 계획에 반대했다. 분데스리가의 축구철학은 남다
른 데가 있다. 아무리 프로축구가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팬들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고, 팀이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의 공
공선에 나름대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중에서도 샬
케04의 사례는 단연 시사적이다.185) 샬케의 연고지인 겔젠키르헨은 탄광
노동자들의 도시이다. 샬케의 별칭이 광부들(Die Knappen)이다. 비록
2020～21 시즌에는 리그 18위에 머물고 있지만, 독일 챔피언십 7회 우승,
분데스리가 2회 우승, UEFA 유로파 리그 1회 우승 등 강팀의 면모를 과
시한다. 샬케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겔젠키르헨 바로 옆에 있
는 도르트문트도 탄광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두 팀이 레비어 더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이지만, 지역 공
동체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5) “샬케는 독일 서부 탄광 지역에 있는 팀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업
률도 높다. 이런 데 자리 잡은 샬케 구단의 전통에는 특이한 게 있다. 한 시즌에
한 번 팀 전체가 지하 100m 아래로 들어가 똑같이 8시간 동안 탄광에서 하루
일을 한다. 90분, 연장,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보다 탄광 일이 몇 배 힘들다는
것을 선수들은 느낀다. 구단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이 일을 하면서 당신들 한 경기 수당도 못 번다. 그런데도 월급에서
1/4을 쓰면서 홈경기, 방문경기 티켓을 다 사주고 유니폼을 해마다 바꾸고 (돈
많이 버는) 당신들에게 1% 질투도 안 하면서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마쿠스 한,
‘찐 팬심이 날린 페널티킥’ 유럽슈퍼리그 붕괴시키다 , 한겨레 ,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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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감독의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020)에서 이자영(고아성
분)은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우리 회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무언
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나는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의
일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자영의 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에서 말하는 것, 즉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필라델피아 선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
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와 회원국들의 엄숙
한 의무이다.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이란 무엇일까?
헨리 포드는 사업은 이윤보다 기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이
나지 않으면 사업이 확장될 수 없으니 이윤을 낸다는 것 자체에 잘못된
것은 없다. 잘 운영된 사업이 이윤을 내주지 못할 리는 없지만 이윤은 유
익한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겨야 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
기게 된다. 이윤이 기본이 될 수는 없다. 이윤은 기여의 결과일 수밖에 없
다.”186)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업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사업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루카스 플랜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187) 루카스 항공(Lucas
Aerospace)은 군수용 항공 부품을 제조하는 영국 기업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군비경쟁 속에서 회사는 급성장을 했지만, 1970년
대 영국 정부의 항공산업 재편 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이 예고되자, 루카스
항공의 노동자들은 대응을 준비했다. 노동자들은 무기생산과 실업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딜레마를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제3의 선택지를 제안할 수 있는 자유이다. 루카스
186) 헨리 포드, 앞의 책, p.29.
187) 나이젤 휘틀리(2004), 사회를 위한 디자인 , 김상규 역, 시지락, p.162 이하 및
김현우, 앞의 책, p.41 이하, 루카스 플랜은 무엇이었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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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socially useful production)’
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188) 기업의 설비와 노동자들의 노하우를 결합하
여, 군수물자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물건 대신, 사회적으로 유
용한 물건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보
호하자는 것이다. 1976년 루카스 항공 노동자 대표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제안을 모아서 Corporate Plan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
서에 의하면, “플랜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항공산업이 더 축소될
경우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생산물의 범위를 제안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둘째는, 여기에서 제안하는 대
안적 생산물 중에 공동체에 널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확신시키고자 함이다.”189) 제품 아이디어들은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수
소연료전지와 난방펌프, 태양열 집열판, 소형 풍력발전기, 신장 투석기,
이동식 간이구명장치, 맹인을 위한 인공시각장치, 전기모터와 디젤동력장
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 등. 비록 노동조합 내부의 사정 및 1979년
대처의 당선으로 루카스 플랜은 온전히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플
랜 의 아이디어는 다른 곳으로 전파되었고, 보고서에서 제안한 제품들은
이후 실제로 생산되기도 했다. 노동자의 상상력이 어떻게 공공선에 기여
할 수 있는지를 루카스 스토리는 잘 보여준다.
21세기의 노동법은 노동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과 생태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제품의
생산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할 수
188)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유용해야 하며, 일부 상류층의 필요를 충
족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내에 존재하는 기술의 이점을 최
대한 살려야 하며, 그것을 전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이득이 되도록 개발해야 한
다. 종업원 혹은 일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해야 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김현우, 앞의 책, p.48에서 재인용).
189) Lucas Aerospace Combine Shop Steward Committee(1976), Corporate Plan,
p.5. “계획은 치밀했으며, 세부적인 기술이 담긴 200쪽 분량의 문서가 총 여섯
권에 이르는데, 공학 도면, 비용 산출 및 근거가 되는 경제 데이터, 노동과 생산
의 함수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나이젤 휘틀리, 앞의 책,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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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동자의 권리, 즉 ‘작업중지권’190)을 인권과 생태의 영역으로 확장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무엇을 만들지 않을 것
인가의 이면이다. 노동과정에서 인권과 공익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이 발생하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 이 위험을 널리 알려서 사전에 예방
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험이 명백하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노동법에서는 기본권과 인권 및 공공선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흔히 ‘내부고발자’라고 한다. 실
정법의 용어로는 ‘공익신고자’191)라고 한다. 영어로는 ‘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다. 즉 내부고발자는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
험요소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는 사람이다. 내부고발자는 등에 같은 사람
이다. 이 등에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존재이지만, 조직이 건강
하게 깨어 있도록 자극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등에에 비유한 소
크라테스는 아테네 공동체의 내부고발자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의 보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내부고발자
는 조직 내부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규범적 진전이 있었다. 2019년 10월 23일 EU의
회와 EU이사회는 유럽연합법 위반을 고발한 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
(2019/1937)

192)을

채택했다. 지침 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의하면,

“지침은 특정한 영역에서 유럽연합법 위반을 고발한 자의 보호를 강화하
는 최소한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법과 정책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지침 은 내부고발의 보호범위를 확
대하고, 보호수단을 대폭 강화하였다.193) 내부고발자 보호의 의의는, 한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참조.
191)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9. 30. 제정) 참조.
192) Directive(UE) 2019/1937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19 sur la protection des personnes qui signalent des violations du droit de
l’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HTML/?uri=CELEX:
32019L1937&from=FR(2021. 4. 12 접속).
193) 자세한 내용은 이율경(2020. 8),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 노동
법논총 제49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pp.231～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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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불법의 사실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노동
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지침 제5조에 의하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럽연합법
위반에는 ‘위법한 행위’만이 아니라,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도 포함된
다.194)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된다. 지침 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공익의 심각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예방하려면, 형식적
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행
위, 즉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 말하는 남용적 행위도 위반의 개념에 포
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제안이유 제42항). 예를 들어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면, 비록 명백한 위법은 아닐지라도 이 목적
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요건들도 같이 검토가
되겠지만, 이런 규정이 지침 에 포함된 것은, 노동의 내용에 대한 노동
자의 관할권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195)
노동법이 이렇게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
이 변해야 한다.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좀 더 민주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사적 욕망을 극대화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업의 담벼락을 뛰어 넘는 단체교섭의 프
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만 풀
194) Article 5. Définitions. “Aux fins de la présente directive, on entend par
“violations” les actes ou omissions qui i) sont illicites et ont trait aux actes
de l’Union et aux domaines relevant du champ d’application matériel visé à
l’article 2; ou ii) vont à l’encontre de l’objet ou de la finalité des règles
prévues dans les actes de l’Union et les domaines relevant du champ
d’application matériel visé à l’article 2.”
195) 다만, 노동의 내용에 대한 노동자의 관할권은 제도적 보호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파레시아, 즉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레시아
는 미셸 푸코의 후기 사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미셸
푸코(2018), 담론과 진실 : 파레시아 , 오트르망 역, 동녘, 참조). 이것은 주체의
재구성 문제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 더 깊이 다룰 논제는 아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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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업종․산업․지역 전체 차원에서 일자리를 재
배치해야 비로소 매듭이 풀린다. ‘n’ 차원의 문제는 ‘n+1’의 차원에서만 풀
리는 법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이전의 연구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196)

2. 어떻게 일할 것인가? : 시몬느 베이유의 노동 개념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1994년작 영화 쇼생크 탈출 의 한 장면. 교도
소 지붕 수리 작업 중에, 앤디(팀 로빈스)는 교도관에게 절세 방법을 가르
쳐 주는 대가로 동료들에게 맥주를 달라고 요구한다. 앤디와 동료들이 바
닥에 아무렇게나 앉아 여유롭게 맥주를 마시는 장면에서, 레드(모건 프리
먼)의 나레이션이 나온다. “우린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마셨다. 꼭 우리들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린 부러울 게 없
었다.” 똑같이 지붕을 수리하는 노동이 어떤 경우에는 죄수들의 강제노동
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 지붕을 고치는 자유노동이 된다. 노동 자
체가 언제나 강제나 종속과 동의어인 것도 아니고, 특정한 노동이 처음부
터 강제노동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의 조직양식에 따라서
동일한 일이 강제노동이 될 수도 있고 자유노동이 될 수도 있다. 말하자
면 노동 그 자체 안에서 자유의 공간을 확보할 때 노동은 자유노동이 된
다. 자유로운 노동의 예로서 예술가의 노동을 들기도 하지만(맑스), 슈마
허가 갈파하듯이 “예술가가 특별한 부류의 인간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
간이 특별한 부류의 예술가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노동의 형이상학이
다.”197)
루카스 플랜의 의의는 단순히 어떤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차원에 있지 않다. 그것을 넘어, 대안적 노동조직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즉 지시와 복종에 기반한 노동조직이 아니라,
생산의 기획과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노동조
직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 루카스 플랜의 철학적인 의의가 있는
196) 이상준 외(2020), 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197) 에른스트 슈마허(2011), 굿 워크 , 박혜영 역, 느린걸음,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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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노동의 개념이 들어 있다. 시몬느 베이유의 말
을 빌리자면, 노동자의 사유와 행위가 결합된 노동이고, 필라델피아 선
언(ILO, 1944)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
동이다.
21세기 노동법은 노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가
장 훌륭한 대답은 시몬느 베이유의 노동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198) 시
몬느 베이유(Simone Weil, 1909～43)는 인간의 노동에 관해서 누구보다
명철하게 사유한 프랑스의 철학자였다. 우리가 베이유의 노동 개념에 관
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산업주의가 초래하는 비인간적 노동을 가장
철저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책상에서 만
들어 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장노동자 경험에서 직접 길어 올린 것이
기 때문이다.
시몬느 베이유의 노동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199) 첫
째, 인간의 노동은 사유(생각/사고)와 행위의 결합이다. 사유는 특정한 목
적을 의도하는 것이며, 행위는 물질이라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은 사유가 물질과의 대결 속에서 행위를 매개로 실현되는 과
정이다. 인간의 노동은 사유라는 점에서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과 구별된
다. 동물이나 기계의 노동은 사유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행위이다. 순
수한 행위는 그러나 행위(action)가 아니라 반응(reaction)에 불과하다. 진
정한 행위는 사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동물이나 기계는 사유에 기초하
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뿐이다. 꿀벌은 벽돌
198) 시몬느 베이유의 노동 개념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Alain Supiot
(sous la direction de)(2019), Mondialisation ou globalisation? Les leçons de
Simone Weil, Collège de France; Emmanuel Gabellieri(2017), Penser le travail
avec Simone Weil, Nouvelle Cité; Robert Chenavier(2001), Simone Weil. une
philosophie du travail, Le Cerf; Mickaël Labbé(2018), La notion de travail
chez Simone Weil, Éditions Demopolis; Nadia Taibi(2009), La philosophie au
travail : l’expérience ouvrière de Simone Weil, L’Harmattan 참조.
199) 이하에서 서술되는 내용은 박제성, 백년의 꿈 : 시몬 베유의 노동 개념 ① , 매
일노동뉴스 , 2019. 2. 26. 및 백년의 꿈 : 시몬 베유의 노동 개념 ② , 매일노동
뉴스 , 2019. 3. 12.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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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다 훨씬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구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행위의 결과물, 자연에 대한 즉자적 반응의 결과물이다. 반대로 벽
돌공은 집을 짓기 이전에 이미 머릿속에 집을 짓는 구상 과정을 거친 다
음에 행위로 나아간다. 이것은 물질과의 대결 속에서 사유를 행위로 실현
하는 과정이다. 기계의 노동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행
위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파고는 이세돌보다 훨씬 바둑을
잘 두지만, 그것은 사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계산에 기반한 것이다. 이
때 말하는 계산이란 이세돌이 집을 세는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알고리즘 속에서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직감이나 승부수 또는 무리수 같은 개념이
없다.
인간의 노동은 또한 행위라는 점에서 신의 노동과 구별된다. 신의 노동
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사유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 개념과
닿아 있는데, 기독교의 신은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말씀으로만, 즉 순전
히 생각으로만 천지를 창조했다. 순수한 사유는 그러나 사유가 아니라 관
조에 불과하다. 진정한 사유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은
관조가 아니라 행위이며, 행위는 사유를 외부의 물질 세계와 대결시킨다.
인간은 물질과 대결하면서 자신이 관념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
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몬느 베이유는 이렇게 말
했다. “이성은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고 상상력을 다스린다(C’est
par le travail que la raison saisit le monde et s’empare de l’imagination
folle).”200) 여기에 시몬느 베이유가 전개하는 노동 개념의 두 번째 차원
이 있다.
둘째, 인간의 노동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결합이다. 인간은 노동
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벽돌공이 집을 지
200) Simone Weil(1966), “Science et perception dans Descartes,” Sur la Science,
Gallimard, collection Espoir, p.83(Alain Supiot, “Simone Weil, juriste du
travail,” Cahiers Simone Weil. Le travail ou l’expérience de la nécessité, II,
Revue trimestrielle publiée par l’Association pour l’étude de la pensée de
Simone Weil avec le concours du C.N.L., tome XXXIII, No. 1, mars 2010, p.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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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흙과 돌과 땅이라는 외부 물질 세계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와 동
시에 벽돌공 자신에게도, 육체와 정신 양 측면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머릿속에 그렸던 집이 실제로 눈 앞에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흐뭇
하게 바라보는 벽돌공의 정신 세계는 자부심으로 가득 찰 것이다.201) 이
것이 노동의 할 수 있음이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서 세계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즉각 실현될 수는 없다. 물질이 저항하
기 때문이다.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내 눈 앞에 집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다. 인간의 노동이 신의 노동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인간의 노동
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을 견디어야 한다. 밭에 나가 보리의 싹
을 한 마디씩 뽑아 올려 놓고서는 보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다고
자랑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맹자 의 조장(助長) 편은, 노
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조급한 농부의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노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과 시간이라는 외부
의 조건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노동의 할 수 없음이
다. 노동의 현실과 유리된 인간은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착각하는 과
도한 상상력에 빠진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이
성적 존재로 거듭난다.
셋째, 인간의 노동은 필연과 자유의 결합이다. 인간은 살기 위하여 노
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곧 필연의 측면이다.
201)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떠돌이 조립공 파우소네와 만나
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중의 한 대목은 자신의 두 가지 직
업과 파우소네의 직업이 각자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할
애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에 동의했다. 스스로를 측정
할 수 있고, 측정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 안에서 자
기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 말이다. 당신의 창조물이, 빔 위에
빔이 올라가고, 볼트가 하나하나 조여지면서 확고하고, 필연적이고, 대칭적이고,
목적에 합당하게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그리고 작업이 끝난 뒤에 바
라보면서 아마 당신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당신이 모르
고 또 당신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 당신은 나이를 먹은 뒤에 다시 당신의 창조물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은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오직 당신에게만 아름답게 보
이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며, 당신 자신에게 ‘아마 다른 사람은 해낼 수 없을 거야’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프리모 레비(2013), 멍키스패너 , 김운찬 역, 돌
베개,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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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간의 존재조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전체가 필연의 고리 속에 갇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군
다나 그것이 노동을 둘러싼 부당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라면 더욱 그렇다. 필연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흔히 필연은 자유와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유는 필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예컨대 한나 아렌트의 노
동 개념이 바로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필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필연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필연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유를 실
현시키는 데 있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의 사유에 따라 행위하여 사유가
의도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유와 필연은 대립하는 개
념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필연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필연의 왕국을
줄이는 만큼 자유의 왕국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예컨대 앙드레 고르
즈의 경우처럼), 그것은 잘못이다. 노동을 여전히 억압의 영역에 남겨 둔
채 노동 바깥에서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몬느
베이유는 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 찍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를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노동자에게 생각과 말의 힘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
바깥에서가 아니라 노동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노동 개념은 적정한 수준
의 생산성하고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속도를 늦
춘다는 것이므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잠시 멈추는 법이다.
섬광의 순간에 불과할지라도.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세기
의 신처럼. 그것이 인간에게 어울린다. 이 사고의 섬광, 정지의 섬광, 균형
의 섬광. 공장에서 일할 때에는 깡그리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202)
이 찰나의 정지, 이때 행위와 사유가 교차한다.203) 이것이 인간의 노동에
202) Simone Weil(1991), “Expérience de la vie d’usine,” Œuvres complètes, t. II,
v.2, Gallimard, p.296.
203) Andrea Mubi Brighenti & Mattias Kärrholm(2018), “Beyond rhythmanalysis:
towards a territoriology of rhythms and melodies in everyday spatial
activities,” City, Territory and Architecture 5(4), https://doi.org/1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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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리듬이다.
베이유는 인간의 리듬과 기계의 박자(cadence)를 구분했다. 테일러-포
드주의가 관철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움직임은 인간의 리듬이
아니라 기계의 박자를 따른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처럼 초 단위로 반복되
는 단순한 동작들. 하나의 동작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동작이 이어진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 단조로움을 버티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초침을 몸에 새겨 넣는 것이다. 기계의 박자에 구속된 공장의 노동
자들은 쉴 새 없이 재빠르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은총과 품위도 없다. 기
계의 속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벗어날 때 노동은 비인간적인 것
이 된다. 왜 기계의 속도는 끊임없이 빨라지는가?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서이다. 인간적인 노동은 기계의 속도가 인간의 리듬과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산업 시
스템을 소규모 아틀리에(작업장)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도
시의 리듬은 차가 아니라 인간을 따라야 한다.”204) 마찬가지로 공장과 일
터의 리듬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따라야 한다. 리듬은 박자와 다르다.
리듬은 정지의 순간을 품는다. “타락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움에 관여하는
모든 일련의 움직임은 섬광처럼 짧은 정지의 순간들을 품고 있다. 이 정
지의 순간들이야말로, 비할 바 없이 신속하지만 느린 듯 보이게 만드는
리듬의 비밀이다.”205)
이 정지의 순간이 바로 호모 파베르(homo faber)206)가 출현하는 순간
s40410-018-0080-x(2021. 4. 21 접속) 참조.
204) 카를로스 모레노, 15분 도시 , https://www.ted.com/talks/carlos_moreno_the_
15_minute_city?language=ko#t-388582(2021. 1. 28).
205) Ibid., loc. cit.
206) 여기서 말하는 호모 파베르는 아렌트적 의미(호모 라보란스와 대립되는 의미에
서의 호모 파베르)가 아니라, 베르그손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오만에서 벗어나 인간종을 정의하기 위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가 우리에게 인
간과 지성의 항구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에 엄밀히 머물기로 한다면, 우리는
[인간을]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말하지 않고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성을 그 본래적인 행보로 나타나는 것 안
에서 고찰할 경우 그것은 인공적 대상들을 제작하고, 특히 도구를 만드는 도구들
을 제작하며, 그 제작을 무한히 변형시키는 능력이다.”(앙리 베르그손(2005), 창
조적 진화 , 황수영 역, 아카넷,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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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은 소유(having)나 존재(being)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제작(doing/making/producing)으로도 정의되는 존재이다. 그
러므로 사회정의는 소유 - 분배투쟁이나 존재 - 인정투쟁 둘 중의 어느 하
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의 차원에서도 모색되어야 한다.
즉 노동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juris+diction, 법을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왜 일하는가? : 노동법의 인류학적 의미를 재발견하기
1980년대 이후 주류 좌파와 자유주의자는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 세
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대신 분배적 정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
을 한다. 이것은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유럽의 주류 좌파 정당과 노동조
합이 테일러-포드주의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 테일러-포드주의에 대한 타협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타협은 불평등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그 원인
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득세로 인해 국민국가 차원
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점, 경제의 금융화로 인해 실물경
제 부문이 취약해졌다는 점, 냉전체제의 해소로 인해 전 세계적 차원의
복지 압력이 약해졌다는 점 등.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노동의 의미
에 끼치는 악영향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
시트는 그 과정에서 호모 파베르로서의 지위와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자
들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였다. 분배적 정의 중심적 접근법은 생산보다 소
비를 강조한다. 노동자에게는 생산자의 정체성보다 소비자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소비자 후생 극대화가 경제정책의 목적이 된다.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경제정책이 가치중립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착시를 일으킨다. 소비자로서 각자의 기호와 욕망은 다
르지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파이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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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공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도덕적 논쟁을 우회할 수 있다.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아담 스미
스207)부터 시작해서 케인즈208)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
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소비
를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다시 케인즈의 말이다. “고용
의 기회는 필연적으로 총수요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된다. 총수요란 오직
현재의 소비로부터, 또는 장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의 준비로부터 유발될
수 있을 뿐이다.”209)
이 말이 맞다면, 일자리에 생존을 걸어 놓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소비를 줄이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기후위기
가 목전에 닥쳐 있더라도 말이다. 소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경제정
책에서는 해답이 쉽게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일자리란 도대
체 어떤 것일까? 혹시 일자리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다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편향이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편향
이고, 또 하나는 생태주의적 편향이다.
신자유주의적 편향은 노동을 순전히 상품으로 환원한다. 아담 스미스
와 데이비드 리카르도로 대변되는 고전 정치경제학은 노동이 가치를 창
조하는 근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자본이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믿는다. ‘가치창조’라는 신조어가 그
것이다. 노동은 자본의 가치창조를 위한 도구로 환원된다.
어떤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경제학 용어
로 표현하자면 노동은 비효용(disutility)이다.”210)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207) “소비가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이익은 다
만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너무나 자명하고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애덤 스미
스(1992), 국부론 , 최호진ㆍ정해동 역, 하권, 제4편, 제8장, 범우사, p.222).
208) “소비는 경제활동의 유일의 귀착점이며 목적이라 할 수 있다.”(존 메이너드 케
인즈(1985),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 조순 역, 비봉출판사, p.104).
209) 위의 책, p.104.
210) 류동민(2013), 일하기 전엔 몰랐던 것들 , 웅진지식하우스,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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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비용으로 계산되니 비효용이라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경제학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학문이란 말인가?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은 비효용인가? 그런데 사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풍요로운 대중소비사회의 환상은 여가시간을 소비시간으로 변질시킨다.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근거는 노동이다.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소득도 증가한다. 반대로 여가시간은 감소한다. 노동과 여가는
대립한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 여가에 대해 어
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노동공급 곡선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설명한
다.211)
그런데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 착시가 일어난다. 노동이 소득의 근거
이기 때문에 노동과 여가의 관계는 쉽게 소득과 여가의 관계로 대체된다.
노동 대 여가의 구도에서는 <노동 7 × 여가 3>과 <노동 3 × 여가 7>이 같
은 가치를 가질 수 없지만, 소득 대 여가의 구도에서는 <소득 7 × 여가 3>
과 <소득 3 × 여가 7>이 둘 다 21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
다. 그 결과 소득과 여가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된다. 여가를 줄이고 소
득을 늘리든지, 반대로 소득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든지.
노동자를 소비자로 환원하는 관점에서는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질적
문제들은 모두 제거되고, 오로지 양적 관점으로만 파악되는 노동만 남는
다. 노동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ㆍ인류학적 차원, 즉 계산할 수 없는 것
의 차원을 추상시켜 돈이라고 하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의 차원으로 환원하
는 이데올로기 조작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경제적인 차원과 인류학적인 차원을 동시에 갖
는다. 노동은 일단 생존을 위한 방편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부정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계기이며, 공동선
에 기여하는 통로이다. 마이클 샌델은 ‘일의 존엄성(dignity of work)’이
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이 노동의 인류학적 차원을 강조한다.212) 샌델
211) 그레고리 멘큐(2015), 멘큐의 경제학 , 제7판, 김경환ㆍ김종석 역, 센게이지러닝
코리아, p.447 참조.
212) 마이클 샌델(2020), 공정하다는 착각 ,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p.305 이하 참조.
그런데 ‘dignity of work’를 ‘노동의 존엄성’으로 번역할 수는 없었을까? 최근에
번역되어 나오는 책들을 보면, ‘work’를 ‘노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일’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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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분배의 실패가 아니라 인정의 실패라고 한다. 즉, 미국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생산자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이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법의 초점도 이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공동
선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3)
우리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
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반대
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214) 임금을 많이 준다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한 것은 아니
다. 생산자로서의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는 임금 수준이 아
니라 그 노동의 도덕적, 시민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 20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험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면서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른바 필수
노동자들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다.215)
그러나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노동자가 공
동선에 기여하는 가치를 혼동하기 쉽다. 그것은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혼
하기도 하는데, 노동을 부정적인 가치로 인식할 때 혹은 사멸 중인 가치로 인식
할 때에는 후자의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제러미 리프킨(1996)의 The End of
Work 를 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민음사)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니얼
서스킨드(2020),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김정아 역, 와이즈베리)의 원제도 A
World Without Work 이다.
213) 마이클 샌델, 앞의 책, p.323(번역은 수정).
214) 데이비드 그레이버(2021)는 이런 일을 ‘불쉿직업’이라고 불렀다. “불쉿 직업이란
유급 고용직으로 그 업무가 너무나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해로워서,
그 직업의 종사자조차도 그것이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직업 형
태다. 그가 고용되려면 그 직업의 존재가 전제 조건인데도 말이다. 종사자는 그런
직업이 아닌 척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낀다.”( 불쉿 잡 , 김병화 역, 민음사, p.44).
215)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한 연설은 이 점을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죠. 따져 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
람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
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마이클 샌델, 앞의 책, p.3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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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성공을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 돌린다. 시장
에서 받는 임금은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징표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상
호적 의무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노동은 타인의 노동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고 느끼는 상호적 의무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연대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한편, 생태주의적 편향은 문화주의적 편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은 한나 아렌트의 노동 개념이 대표적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labou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했다. 노동은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에 상응하는 활동이다. 즉 생존의 필연성에 구속되어 있는 활동이다.
작업은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 상응하는 활동이다. 노동이 자연적 환경에
속해 있다면, 작업은 인공의 세계에 속한다. 행위는 사물을 매개하지 않
고 인간들 사이에 직접 수행되는 활동이다. 노동은 경제에 할당되고, 작
업은 문화에 할당되며, 행위는 정치에 할당된다.216) 아렌트적 노동 개념
은 노동을 경제학적 가치로 환원할 뿐, 노동의 인류학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의 인류학적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을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것, 즉 자기 실현의 계기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아렌트에
의하면, 노동은 생존을 위한 자연적 필연성에 구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와 창조성을 담아낼 수 없다. 노동은 자본에 의해서 소외되는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소외를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해방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개인의 자기 실현은 작업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삶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다.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에 대한 아렌트의 불신은 나치 전범 아
이히만의 재판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별난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불
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일상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
다.217) 아렌트가 보기에 악의 평범성/일상성은 인간이 노동과 사유를 결
합하는 데 실패한 결과이다. 그런데 아렌트가 보기에 이 실패는 예정되어
216) 한나 아렌트(1996), 인간의 조건 , 이진우ㆍ태정호 역, 한길사, 참조.
217) 한나 아렌트(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김선욱 역, 한길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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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동은 사유를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이 아렌트의 노동 개념
이 시몬느 베이유의 노동 개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아렌트의 노동 개념은 프랑스에서는 도미니크 메다와 앙드레 고르즈로
이어진다. 다만, 메다는 처음에는 노동을 ‘사멸 중인 가치’218)로 파악했지
만, 나중에는 관점을 바꾸어 ‘재발명해야 할’219) 가치로 인식하기에 이른
다. 반대로 고르즈는 처음에는 견실한 맑스주의자였지만, 나중에는 ‘프롤
레타리아여 안녕’220)을 고하고, ‘에콜로지카’221)로 이행한다. 고르즈에 의
하면, “노동자가 노동 가운데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노동의 주인이 되고,
노동을 위해 권력을 정복하는 일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노동의 본성ㆍ내용ㆍ필요성ㆍ방식들을 부정하며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만이 문제다.”222) 이런 관점에서는 노동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반대로 여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다. 필연의 왕국이 끝나는 곳에서 자유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명제를 정언
명령으로 삼는다. 다시 고르즈에 의하면, “‘진정한 삶’은 노동 바깥에서 시
작된다. 노동은 비노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람들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행
하는 업무에 불과하다.”223)
이른바 “노동중독론”224)이나 “탈노동론”225)의 노동 개념, 즉 노동을 본
연의 인간다운 삶이 훼손된 뒤의 행위 장애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도 생

218) Dominique Méda(1995), Le travail. Une Valeur en voie de disparition,
Flammarion.
219) Dominique Méda et Patricia Vendramin(2013), Réinventer le travail, PUF.
220) 앙드레 고르(2011),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사회주의를 넘어서 , 이현웅 역, 생각
의나무.
221) 앙드레 고르(2008), 에콜로지카 , 임희근ㆍ정혜용 역, 생각의나무.
222)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 앞의 책, pp.107～108.
223) 위의 책, pp.130～131(번역은 일부 수정).
224) 홀거 하이데(2000),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 , 강수돌ㆍ김수석ㆍ김호균ㆍ황기돈
역, 박종철출판사, 참조. 한국에서는 강수돌이 노동중독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수돌(2007), 일중독 벗어나기 , 메이데이, 참
조. 강수돌이 홀거 하이데와 같이 쓴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이후, 2009)도
참조할 것.
225) 크리시스 그룹(2007), 노동을 거부하라! , 김남시 역, 이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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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주의적 편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노동 개념을 대변하는 아렌트적 노동 개념은 노동으로부터
의 자유(liberté du travail/freedom from work)만을 지향할 뿐, 노동에서
의 자유(liberté dans le travail/freedom at work)라는 이상을 포기한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는 개인 차원의 윤리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
지만, 인간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집단적 차원의 문제
에서는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다. 프리모 레비에 의하면, “인간
공동체에 가장 유용한 자유의 유형은 자신의 일에 유능하다는 것, 그러니
까 자기 일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일치한다.”226)
아렌트의 유형학에서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생존하고, 작업을 통해
서 자기를 실현하고, 행위를 통해서 공론장에 참여한다. 그러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공적 공간으
로 나아가며,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다. 이것을 포괄적(comprehensive) 노
동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사례는 불교적 노동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나라 선종의 계율
을 정립한 백장청규 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
不作 一日不食)”라는 계율을 정했을 때, 여기에는 걸식에 의존했던 초기
불교의 인도와 달리, 절에서 대규모 집단 생활을 했으며 걸식이 여의치
않았던 당나라의 상황에서 생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측면, 대규모 수행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율로서의 노동
이라는 측면, 수행자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초기 불교의 노동관을 극복하
고 노동을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한 측면 등 세 가지의 차원이 결합되
어 있는 것이다.227) 다시 말하면, 노동은 생존을 위하여 필연에 종사하는
일이라는 생물학적 차원(labour)과 수행이자 자기 실현이라는 주체적 차
원(work) 그리고 공동체의 존속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차원(action)을 동
시에 갖는다.228)
226) 프리모 레비, 앞의 책, p.215.
227) 홍민기 외(2013),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노동연구원,
p.140.
228) 슈마허 같은 서구의 예외적 지성은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전통적 지혜는 노동
의 핵심적인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1) 자신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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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노동을 동질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무색무취
하고, 추상적인 노동으로. 그 결과 노동을 자본주의에 결착된 역사적 개
념으로만 사고하기 쉽다.229) 노동과 임금노동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지
만 노동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자본주의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노동은 있다.
필립 데콜라는 아마존 아추아르(Achuar) 족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서를
남겼는데, 이에 따르면 아추아르 족은 자신들이 구사하는 생산기술에 어
느 정도의 노동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만, 노동을 생산요소
의 하나로 계량화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추아르 족이 자연을
사회화하는 데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신체적 수고로움을 하나의 유희로
여기거나 자연과의 영적인 교감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아추아르 족
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하는 자 스스로가 노동의
목적과 수단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아
닌 것은 아니다.230)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서도 자기 실현의 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생태
주의적 편향에 속하는 논자들도 노동 일반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서 인간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본주의적 노동(농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뿐
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의 문제점은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을, 적어도 비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자본주의적으로 남아 있는 한
에서는, 비인간적인 가치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을 사용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함으로써 태생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해주며 (3)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에른스트 슈마허,
앞의 책, p.184).
229) Jean-Marie Harribey, “La centralité du travail vivant,” Les Possibles 14, Été
2017, https://france.attac.org/nos-publications/les-possibles/numero-14-ete-2017
/dossier-le-travail/article/la-centralite-du-travail-vivant(2021. 3. 30 접속) 참조.
230) Philippe Descola(1986), La nature domestique: symbolisme et praxis dans
l’écologie des Achuar, Paris, É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p.350～351, https://books.google.fr/books?id=XdPgjqqmkagC&printsec=frontc
over&hl=fr#v=onepage&q&f=false(2021. 3. 30 접속), Jean-Marie Harribey, op.
cit.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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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의 인류학적 가치는 비자본주의적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19세기 이후 임금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적ㆍ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임금노동자에게 사회적 시민권과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경제
적ㆍ사회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물론 완전한 독립성은 아니다. 하지만 없
는 것은 아니다. 생태주의적 편향은 노동이 종속과 소외의 기제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는 점을 과소평가한다. 로베르 카스텔에 의하면, “노동은 노동자를 소외
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를 인정하도록 만든다.”231)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한다. 이 과정은 이중
적이고 모순적인 특징을 갖는다.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노동의 의미를 파
괴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를 완
전히 가로막지는 못한다. 노동을 둘러싼 현실은 변증법적이다. 모순적이
고, 양가적이다. 노동은 종속과 소외의 계기이면서, 동시에 자유와 해방의
계기이다.
이 양가성은 사회적 분업에도 존재한다. 아담 스미스가 분석한 바와 같
이, 사회적 분업은 노동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종
속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업은 개인과 개인을 상호 의존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에밀 뒤르켐에
의하면, “사회적 분업의 진정한 기능은 개인들 사이에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232) 노동은 자기 실현의 계기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231) Robert Castel(2013), “Salariat ou revenu d’existence? Lecture critique d’André
Gorz,” 6 décembre, https://laviedesidees.fr/IMG/pdf/20131206_andre_gorz_et_
le_travail.pdf(2021. 3. 30 접속).
232) Émile Durkheim,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1893), Paris, PUF, 1991, p.10
[에밀 뒤르케임(2012), 사회분업론 , 민문홍 역, 아카넷, p.96(번역은 일부 수
정)]. 뒤르켐은 이것을 유기적 연대라고 불렀다. 유기적 연대는 근대사회에 고유
한 연대의 형식으로서, 전통사회의 기계적 연대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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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요컨대 모든 문명에서 노동은 이 두 가지 관계가 구성되는 계
기이자 장소이다.
노동의 포괄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과 자연
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데 긴요하다. 인간의 본질로서의 노동 개념을 정초
한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의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의하면,
주인은 스스로 자연과 대면하여 노동하지 않고 노예의 노동에 의존함으
로써 노예의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 즉 헤겔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하는
의식’은 노동을 통해 ‘사물의 자립성을 곧 자신의 자립성으로 직관하기에
이른다.’233) 헤겔의 변증법은 노동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철학적으로 정당
화한다. 그런데 헤겔의 논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
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겨냥하고 있다. 자연이 주인이고, 인간은 노
예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연의 주인으로 거듭 난다. 헤겔의 노동 개념은 노동의 인류학적
가치를 강조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인간의 주체성을 위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희생시킴으로써, 데카르트의 철학과 함께, 현대 사회의 생태학
적 위기를 초래하는 철학적 원인(遠因)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
는다.234)
헤겔의 인본주의적 노동 개념은 맑스에게 계승된다. 하지만 헤겔과 다
르게 맑스의 노동 개념은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의 신진대사를 매개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235) 존 벨라미 포스터는 맑스
233) G.W.F. 헤겔(2005), 정신현상학 1 , 임석진 역, 한길사, p.232.
234) 신승철(2021), 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 ,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p.374
이하 참조. 하지만 자연의 대상화는 곧바로 인간의 대상화로 귀결된다. “데카르
트식의 자연관은 인간 자신이 전혀 자연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간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인간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자연
적인 존재자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데카르트적인 자연관
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인간마저도 과학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
게 된다. 데카르트적인 자연관은 인간을 자연과 철저하게 분리시켰지만, 현대의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과학들은 데카르트적인 자연관을 수
미일관되게 밀고 나가면서 인간 이외의 사물들뿐 아니라 인간마저도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계산 가능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박찬국,
앞의 책, p.26).
235) “노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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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신진대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
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야말로 맑스를 생태학
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236)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맑스의 관점은
엥겔스에 의해서도 공유된다. 동물은 자연을 이용하고, 인간은 자연을 지
배한다. 하지만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식
민지와 떨어져 있지만,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속해
있는 세상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엥겔스는 기대를 품었
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지배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연과 하나라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알게 될 것이며, 고전 고대의 몰
락 이래로 유럽에서 나타났고 기독교에서 그 최고도의 발달을 획득하였
던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영혼과 육체의 대립이라는 저 불합리하고
반자연적인 표상은 더욱 더 불가능하게 될 것”237)이라고. 그렇게 되면 인
간은 자신의 노동이 자연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영향력을 조절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표상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을 표상함에 있어서 노동을 제거하는 길을 걸었다. 인간은 자연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주체가 되고, 자연은 인간에서 분리되어 순수한 객체 혹
은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자연은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을 위한 에
너지원으로 전락하고, 최선의 경우에도 하나의 환경(環境), 즉 인간의 삶
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치고 만다.238) 도시의 소음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 인간은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nature)
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
성(nature)을 변화시킨다.”(칼 마르크스, 앞의 책, pp.225～226).
236) “[맑스가] 생산의 자연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과는 반대로 그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존조건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신진대사의 균열이란 개념을 동원했다.”(존 벨라미 포스터, 앞의 책,
p.247).
237) 프리드리히 엥겔스, 원숭이의 인간화에서 노동이 한 역할 , 앞의 글,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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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연, 북적거림이 싫다고 도시를 벗어나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현대 도시인의 욕망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수적이다. 그곳에는 사실상 전원주
택 말고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갈수록 확장된다.
풍경으로서의 자연을 추구하는 삶이 생태계로서의 자연을 죽인다.

제6절 소결 : 호모 파베르의 도시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인간의 노동이 한계를 넘어 자연에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노동법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지금의 노
동과 노동법이 한계를 모르는 부의 추구 또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환
상, 즉 한마디로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지금의 노동법은 이 중에서 앞의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누가 일하
는가? 이것은 곧 노동자성 문제이다. 언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어디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이다.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 왜 일하는가?의 문제는 얼마
에 일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사
실상 사용자의 전권에 맡겨져 있다.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노동력을 시간
당 얼마에 팔 것인가에 국한된다. 노동자는 임금을 극대화하고, 대신 사
용자는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이로써 노동은 고용으로 환원된다.
노동과 자본 간에 일정한 타협을 가능하게 했던 이 원리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주의 사회 전체의 조직 원리로 확대된다. 이것을 흔히 포
드주의라고 부른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탄생시켰다.
238) Augustin Berque, “La forclusion du travail médial ou « Toute la nature était
un jardin »,” Qu’est-ce qu’un 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 op. cit.,
pp.133～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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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포드주의를 운운하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여전히 이 원리에 기반
하고 있다.(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상대화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타협은 깨졌다. 하지만 깨진 것은 일방적이다.
고임금은 사라졌지만, 고생산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불안정 노동을 생산성 강화에 동원한다. 노동법은 이 덫에 빠져 헤어나오
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포드주의 이면에는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다. 테일러는
자본의 입장에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ILO)의 딜레마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ILO는 1919년 창립 당시 이미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을 천명했
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사회에서 그 구체적 전망을 확보하지 못
한 채 현실적으로는 산업주의 혹은 생산주의로 기울었다. 즉 생산성을 고
도화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합리성은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일종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
다. 그것이 법칙인 한 인간은 그것을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것을 싫다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주의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 지상주의
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맨더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맨
더빌은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절대적으로 긍정했다. 아담 스미스는 부정적 의미가 물씬 풍기는
이 개인의 악덕(private vice)이라는 말을 긍정적 뉘앙스 가득한 자기사랑
(self-love)이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를 작동시
키는 원동력은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맨더빌이 해방시킨 개인의 이기적이고 사적인 욕망이다. 맨더빌
의 윤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정신은 경제성장을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계의 감각/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논쟁이다. 하지만
이 논쟁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 노동은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과 이동의
문제로 환원된다. 노동의 감각/의미에 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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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의미는 노동의 감각/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서 물리적 세계와 대면하고, 그렇게 해서 한계를 배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노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노동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이다. 나의 삶은 순전히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은 타인의 노동으로부
터 빚진 바에 대한 채무를 갚는 행위이다. 이 상호관계를 사회적 연대라
부르고,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원리가 된다. 노동에는 생
존(labour)과 자기 실현(work)과 사회적 연대(action)의 세 차원이 언제나
공존한다.
이렇게 복원된 노동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법의 재구성이 필요하
다. 노동법은 더 이상 누가/언제/어디서 일하는가의 문제에만 한정되어서
는 안 된다. 노동은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에 팔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
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를 생각
없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를 생각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시계 태엽장치에서
컴퓨터로 표상이 바뀌었을 뿐, 노동의 비인간화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심
화되고 있다. 노동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왜 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ILO 필라델피아 선언
이 천명했던 가치, 즉 공공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터는 산업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터는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일터, 사유와 행위를 결합하는 호모 파베르의 자긍
심이 묻어나는 일터, 자신의 노동이 타인과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일터, 그런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터는 더 이상 테일러-포드주의가
지배하는 대공장이 아닐 것이다. 대공장 시스템과 인간적인 일터가 양립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호모 파베르의 일터는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개념이 작동하는 아틀리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적으
로 말하자면, 대공장은 자동차를 만들고, 아틀리에는 자전거를 만든다.
호모 파베르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간다.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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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행위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속
도의 정치체제이다.239) 공장에서는 기계의 속도에 노동자가 종속되고, 도
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에 시민이 종속된다. 경제성장은 이 속도를 증가
시키는 과정이다. 도시의 풍경은 시민들의 마음을 표상한다. 차선을 넘나
들면서 앞차를 추월하고 도심을 과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는 무한경쟁에
포획된 사람들의 내면에 체화된 경쟁심리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일터와 주거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결국 도시를 재디자인하는 문제이다. 프랑스 파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240)
그런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인
간적인 노동과 아틀리에 노동법은 여전히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가?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이름에 대
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를 유
지해도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체제를
구상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체
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태적 가치와 양립하는 인간적인 노
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41)
239) 폴 비릴리오(2004), 속도와 정치, 공간의 정치학에서 시간의 정치학으로 , 이재
원 역, 그린비, 참조.
240) 이 개념을 입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15분 도시 , 앞의 글 참조. 지구방위대, 주
차장 6만 개 없애 버린다는 도시 : 기후도시 프랑스 파리(파리를 위한 선언)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XWaNTHQzfjA&ab_channel=%EC%A7%
80%EA%B5%AC%EB%B0%A9%EC%9C%84%EB%8C%80(2021. 1. 28 접속) 및
이수진․허동숙(2021. 1. 27),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
일의 도시 파리’ 정책공약 , 국토이슈리포트 , 제32호, 국토연구원 등도 함께
참조할 것.
241)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서 종속노동의 원인을 찾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종속노동의 원인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의적 대공
장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 소유관계만 바꾼다고 해서 종속노동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소련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이다. 지시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 사
이에 절대적 단절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소유관계 하에서도 종속노동은 존재한
다. “노동자가 기업과 경영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원인은 소유관계가 아니라
공장의 구조에 있다.”(Simone Weil, “Réflexions sur les causes de la liberté et
de l’oppression sociale”(1934), Œuvres, Quarto, Gallimard, 1999,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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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기후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에서 노동 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기후위기가 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정
책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산업정책과 이에 연동된 고용보장과 직
업훈련과 같은 고용정책의 추진이 주요한 과제로 채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후위기를 기존에 추진되었던 성장 중심의 자본
주의 체제의 모순이 응축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노동(인간)
이 자연을 ‘타자화’하면서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의 악순환이 지
속되어온 결과로 야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장에서는 기
후위기에 대한 노동 진영의 대응을 관점과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서 한국
의 논의 지형을 살펴본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논의한 기후위기
대응의 여러 관점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의 역할을 일자리와 자연 간의 고전적인 딜레마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제약 조건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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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절과 제5절에서는 한국 노동조합 진영
의 전략을 전국 수준, 산업․업종 수준에서 나눠 살펴보고 노동 개입 전
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1. 관 점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접근법은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에서 개요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노사관계 차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형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기후위기와 불평등 완화 시나리오
기후위기와 확산하는 소득 불평등은 우리 인류의 생활 양식과 삶의 기
준,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각국은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각각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해 왔는데,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좀 더 급진적인(radical)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D’Alessandro et al.(2020: 329～332)는 기후위기와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사회적 형평성
(Policies for Social Equity․PESs), 그리고 탈성장(Degrowth)이라는 3가
지 시나리오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
을 개발하였다.242) 이들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와 환경 정책에 기반한 ‘녹
색성장’ 시나리오는 확산하는 소득 불평등과 실업이라는 희생을 바탕으
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사회적 형평성 정책’(PESs) 시나리
242) 각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은 D’Alessandro et al.(2020: 329～332)에서 논의된 내
용을 원문 번역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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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녹색성장 정책에 더해 공공적자를 감내하면서 사회적 조건을 증진
시키는 한편 녹색성장과 유사한 환경적인 성과를 낳는 직접적인 시장개
입을 추가한 것이다. ‘탈성장’ 시나리오는 PESs상의 모든 정책에 소비와
수출의 축소를 추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불평등을 더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말한다. 2014～50년 기준으로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 결
과, 녹색성장과 PSE 시나리오에서 GDP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함
에도 이들 요소가 단지 에너지 효율성과 탈탄소화를 위한 환경정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만큼의 배출 감소를 달성하지는 못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정책이 기술적인 해법을 넘어서야 하고,
대규모 탄소배출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 강박(economic imperative)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존 연구(Schor & Jorgenson, 2019)를 뒷받침한
다. 결과적으로 탈성장 시나리오만이 소비와 생산의 축소 덕분에 탄소배
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Alessandro et al.(2020)가 시도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대응을 위한 3
가지 다른 정책 패키지(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를 O’Neill(2020)은 아
래의 그림으로 비교․정리하였다.
[그림 4-1] 기후위기와 불평등 완화 3가지 시나리오 비교

자료 : O’Neill(2020), “Beyond green growth,” Nature Sustainability 3(4),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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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 3가지 요소는 모든 시나리
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녹색
성장’은 ① 높은 노동생산성, ② 소비의 증가를 포함한다. ‘그린뉴딜’(사회
적 형평성 정책)은 ② 소비의 증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과 같지
만, 여기에 더해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을 추가한
개념이다. ‘탈성장’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를 포함한다는 점
에서 그린뉴딜과 같지만, 여기에 더해 ⑤ 수출 감소, ⑥ 소비 감소, ⑦ 부
유세 등의 정책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정의로운 전환 접근법
Morena et al.(2018: 11～15)는 현상유지, 개혁관리, 구조개혁, 변혁적
접근법 등 정의로운 전환 접근법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243) 첫째, 현상
유지 접근(status quo approach)이다. 기업과 시장 주도로 저탄소경제로
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유지/재배치 프
로그램과 연금 혜택, 여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낡은’ 일자
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이 접근법의 핵심인데, 일자리 창출
을 ‘정의(justice)’로 본다. 녹색성장과 유사한 녹색자본주의(greening of
capitalism)라 할 수 있다.
둘째, 개혁관리 접근(managerial approach)이다.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더 큰 공평(equity)과 정의(justice)를 추구한다. 이 접근법 지지자들은 기
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체제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고, 현존하는 노동기
준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입
장을 갖고 있다. 에너지 접근권과 가격 수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에 대한 시민적 통제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노총(ITUC)은 노동과 사업장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둘 뿐 좀 더 일반적인 경제모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노
동자의 권리와 혜택이 보장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3자
243)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은 Morena et al.(2018: 11～15)에서 논의된 내용을 원문
번역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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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중점을 둔다.
셋째, 구조개혁 접근(structural reform approach)이다. 현 경제시스템
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함께 지향한다. 위기 대응 해법은 단지 시장 권력 또는 과학과 기
술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혁,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집단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ITUC나 주요 노동조합들이 취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접근법과 달리 현재의 권력관계 재편을 전제로 하는 사
회적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접근법은 지역 기반의 노동
자․시민 소유 에너지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TUED(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활동에서 확인된다.
넷째, 변혁적 접근(transformative approach)이다. 성장주의 경제․정
치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조직으로 원주민환경네트워크
(IEN), 정의로운전환동맹(JTA),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자와 노동 관련 이슈가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
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인종, 계급 등 모든 상호 연계되어 있는 억압기제
를 해체하고 평등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상의 4가지 접근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 정의로운 전환 접근법 유형
접근법

내용

조직

현상유지

기업․시장 주도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추 독일 루르지역 광부대상
진. 영향받는 노동자 보호 제공. 녹색성장론 프로그램

개혁관리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 추구. 노
동과 사업장 관련 이슈 중점. 사회적 대화와 ITUC
노사정 협의 중시

구조개혁

기존 경제체제 구조적 개혁 추진. 지배구조
노동자․시민 소유 에너
개혁,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집단적 소유
지 협동조합, TUED
와 관리 중시

변혁적

성장주의 경제․정치체제 근본적 변혁

자료 : Morena et al.(2018: 11～15) 바탕으로 필자 재정리.

IEN, JTA,
WEDO, LN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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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채효정(2021: 33～40)244)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논
의지형을 분석하였는데, 다른 부문의 운동과 유사하게 환경운동․기후운
동 내에서도 반민주 대 범민주 구도가 전체 논의 지형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 논의 지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반민주 : ① 회색 토건 개발 세력 + ② 녹색성장
(2) 범민주 : ① + ② + ③ 녹색 케인즈주의
(3) 진보정치 : ③ (다수) + ④ 생태사회주의, 탈성장 코뮤니즘
그의 구분법에 따르면, (1) 반민주 세력은 회색 토건 개발 세력과 환경
(녹색)을 성장에 종속시키면서 상품화, 서비스화, 시장화를 추진하였던
이명박 정권류의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세력을 말한다. (2) 범민주 세력은
(1) 반민주의 특성에 더해 녹색 케인즈주의 지향을 가진 세력을 지칭한다.
(3) 진보정치 세력 내에서는 (2) 범민주 세력이 추구하는 녹색 케인즈주의
지향을 공유하는 세력과 이를 넘어서 생태사회주의, 탈성장 코뮤니즘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경합하고 있다.
채효정의 분석에서 녹색 케인즈주의의 전략은 “녹색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녹색과 성장이라는 동시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는 미망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 녹색성장을 대안으로 만
드는 데 정당성과 합리화의 명분을 제공한다”(채효정, 2021: 3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주의적 녹색성장론자들과 시장 통제와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녹색 케인즈주의가 그린뉴딜 패러다임 안에 공존하는 것이 그
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하에서 신공항 개발사업이
나 석탄발전소 투자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1) 반민주나 (2) 범민
주 세력의 환경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적
한계 내에서 적정한 성장과 적정한 환경보호라는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
케인즈주의는 (1) 반민주 세력의 정책을 희석하고 중립화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녹색성장론보다 오히려 녹색 케인즈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평
244) 채효정(2021), 녹색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위기 ,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
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후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판’ 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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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국가에 대한, 국가를 통한 민중의 주권적 통제력은 약화된 반면,
국가에 대한 국가를 통한 자본의 사회적 통제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지금 탄중위 시나리오는 계속 일국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기후대응전략을 사고하고 있으며 자본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위
기 대응 실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농민, 소수와 약자는
전 인류적 비상사태에서 전체를 구조하기 위해 부분적 희생을 감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자본의 국가주의를 지지하고 강화함으로써
기후 재난자본주의, 나아가 기후파시즘과 시장전체주의를 불러올 것이
다.”(채효정, 2021: 38).

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다양성
Stevis & Felli(2015)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관한 접근법
의 다양성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다양성을
논하였다.245) 이들은 먼저 인간에 대한 또는 환경적인 정의(justice to
humans or environmental justice)와 자연에 대한 또는 생태적 정의
(justice to nature or ecological justice)를 구분하고, 결과물을 현존하는
체제 내에서 구현할 것인지(적극적․affirmative), 아니면 체제 변혁을 통
해 구현할 것인지(변혁적․transformative)를 나눠 아래의 표로 그 다양
성을 정리하였다.
<표 4-2>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전환 접근법의 다양성
접근법
인간에
대한 정의
자연에
대한 정의

적극(할당)
affirmation(allocation)
공유된 해결전략
(shared solution)

변혁(재조직)
transformation(reorganization)
차별화된 책임 전략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사회생태적 전략
(social ecological)

자료 : Stevis & Felli(2015: 35).

245) 아래 설명은 Stevis & Felli(2015: 34～39)에서 논의된 내용을 원문 번역하여 요
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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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화와 상호 이해, 공유된 해결책을 중심에 둔 ‘공유된 해결전략’
관점에서 보면, 국제 노동조합들은 ILO, UNEP와 같은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UNFCCC 같은 국제 협상에 참여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
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서 들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운 전환은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
용가능한 녹색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된
다. 공유된 해결전략은 녹색일자리와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는 UNEP와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녹색 케
인즈주의는 녹색,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차별화된 책임 전략’은 앞선 ‘공유된 해결전략’과 비교할 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보호와 이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지금의 경제체제를 만든 데 자본과 노동의
책임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참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제한되어선 안 되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까지 수반하여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일자리 전환은 단지 ‘녹
색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가능하
게 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규제에 의해 성
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 즉 화학과 광산, 제조업 부
문 노동조합에서 주로 확인된다(ICEM 2001, 2009; ICEM and IMP, 2010).
새로운, 그리고 좀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의 녹색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재교육, 임금 보조(새로운 일
자리가 기존 일자리보다 임금이 낮을 경우), 사회적 보호, 실업 및 퇴직
보상금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이 접근법은 전환이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혁명적이라기보다 녹색 케인즈주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녹색 부문에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
해 정부가 정치경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서 발생할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지만, 좀 더 생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정도
는 전환 과정에 영향받는 산업 부문의 사업 전망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로 이 부문에서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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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 간에 코포라티스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접근법은 재분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특한 유럽 노사관계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사회생태적 전략’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생산이 이윤이 아닌
인간과 지구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민주
화를 요구한다. 이 관점은 윈윈 해법에 대한 경향성이 낮고, 좀더 대립적
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위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자산, 권
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운동
진영에서는 앞서 살펴본 2개 전략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사회생태적 전략을 채택한 노조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조직으로는 국
제운수노련(ITF)을, 일국 수준에서는 남아프리카,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
아, 그리고 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를 예로 들 수 있
다. 좀 더 공정한 전환(equitable transition)은 국가와 자본, 그리고 노동
간 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라. 기후정의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
‘전환(transition)’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Pai et al.(2020)246)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진은 Heffron & McCauley(2018)247)의 ‘정의(JUST)’
에 관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복원적 정의, 승인적 정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248) 분배적 정의
(distributional justice)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 부담과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246) Pai, S., K. Harrison, & H. Zerriffi(2020), “A Systematic Review of the Key
Elements of a Just Transition for Fossil Fuel Workers,” Smart Prosperity
Institute.
247) Heffron, R. J., & D. McCauley(2018), “What is the ‘Just Transition?” Geoforum.
이 논문에서는 JUST를 정의(Justice), 보편(Universal), 공간/지역(Space), 시간
(Time)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48) 아래 설명은 Pai, et al.(2020: 9～10)에서 논의된 내용을 원문 번역하여 요약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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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평하게 참여할 공정한 과정
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복원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가해자에 대
한 처벌보다 피해를 보는 개개인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을, 승인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결정에 따
라 사회의 일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결정으로
영향받는 개인과 집단을 식별해 내는 것을 말한다.
Pai et al.(2020)가 정리한 4가지 요소는 분배, 절차, 복원, 승인 다층면
에서 기후정의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틀로 이해되지만 기
후위기를 초래한 가해자(the offender)에 대한 차별화된 책임을 부여하기보
다 피해를 보게 될 집단에 대한 보상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담과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지
만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성(사회생태적 전략)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관련 논의를 생략
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Morena et al.(2018)과 Stevis & Felli(2015)
논의와 구별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생산의 정치에 관한, 즉 산업구조의
전환과 생산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통제에 관한 논의
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상운 외(2019) 논의가 시사점을 준다. 이 연구에서
기후정의의 4가지 요소를 정리하였는데, Pai et al.(2020)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생산적 정의를 포함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생산적 기후정의
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한 산업의 녹색화, 노동을 포용한 정의로운 전
환을 위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실업 및 재취업 문제 해
결,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통한 취약성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
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틀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이창근(2021)은 이러한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정
의로운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와 대응 정책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집단을 취약계층으
로 특정하고(승인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담합적 해법 모색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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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후정의를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 틀
내용
- 기후변화 대책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 분배
분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대책의 편익과 피해 분배
-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취약성 보완 및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미래세대 포
함)의 의미있는 참여 보장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대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
백 관계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참여와 의사반영
- 산업의 녹색화(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실업 및 재취업의 문제
(노동을 포용한 정의로운 전환)
-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취약성 개선
- 기후변화 대책에서 비인간생물에 대한 포용
-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자(소수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용

자료 : 한상운 외(2019: 22).249)

촉진․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절차적 정의). 이어 전직과 재취업
지원과 같은 사후적 대응만이 아니라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과정에 노동
자 참여를 보장하고, 생태․환경에 위험한 작업에도 노동안전 위험작업
중지권을 확대할 것(생산적 정의)과 기후위기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차별
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불안정․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편적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자리 전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분배적 정의)을 제안한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249) 한상운 외(2019)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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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정의로운 전환’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승인적 - 기후위기와 대응정책 결과로 인한 가장 큰 노동자 희생 계층은 비정규직․
정의
작은 사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 노동자임을 ‘승인’ (recognition)
- ‘전직․재취업 지원’ 대책을 넘어, 산업전환․구조조정 등 기후위기 대응
사항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 보장
절차적
- ‘노사담합’ 가능성이 큰 기업별 교섭체제 극복과 초기업교섭 촉진․제도화
정의
- 최전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편
-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생산적 - 현행 노동안전 위험작업 중지권을 확대하여, 생태․환경에 위험한 작업
정의
에도 적용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주민의 에너지 생산 참여 보장
- ‘차별화된 책임 원칙’ 아래, 기후위기 원인 제공자인 기업 책임과 비용
분배적
분담 적용
정의 - 불안정․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
-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자리 전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자료 : 이창근(2021: 95).250)

2. 기후위기 대응 노동조합 전략
이상에서 논의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관점,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이를 뒷받침하는 기후정의에 대한 다양한 인식
은 노조가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기 대
응 전략을 분석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 Thomas & Dö
rflinger(2020)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들은 EU의 그린뉴딜 정책의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제조업과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노․사․정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문서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상호 관련된 3가지 측면을 기준251)으로 삼았다. 첫
째,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합의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거부/수용), 둘
250) 이창근(2021), ‘정의로운 전환’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 이창근․김선
철․류승민․탁선호, 기후위기와 노동 , 민주노총 총서 2021-08.
251) 저자들은 유형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응이 각 측면의 양극단이 아닌 그 사이
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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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산업 단위/사업장 단위에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전략(지지/반대), 셋째,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고용 정책에 관한 노동조합
전략의 일반적 특성(적극적/수동적). 연구 결과, 노동조합 전략은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252)
첫 번째 유형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대(opposition)’다. 이 유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거부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에 반대
하는 노조가 포함되는데, 전환에 따른 고용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노조가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거나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폴란드 석탄광부노조(Polish coal miners’ unions)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노조는 EU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
로 반대해 왔으며, 폴란드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강한 의존을 옹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은 다른 부
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데, 노조 조직률도 90%로 매우 높아 폴
란드 노동운동에 매우 큰 영향(폴란드 전체 조직률 13%, 2017년 기준)을
미치고 있다. 석탄광부노조로 대표되는 폴란드 노조운동 진영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노총(ITUC)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폴란드 3개 주요 노
조는 2018년 개최한 기후 컨퍼런스에서 1) 기후정책의 비용과 일자리 영
향에 관해 분석하고, 2) 모든 국가는 자국 경제 내 저비용의 난방과 전기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에서 소유한 연료에 기반하여 에너지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폴란드 노조는 자신들이 가맹한 ITUC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ITUC는 수
락하지 않았다. 대신 서한을 보내 “우리는 이 컨퍼런스가 전 지구적인 기
후변화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확인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
여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울타리치기(hedging)253)’ 전략이다. 노동조합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적 합의를 수용하고, 원칙적으로는 탈탄소 정책의 필요
252) 아래 설명은 Thomas & Dö
rflinger(2020: 388～392)에서 소개된 내용을 번역하
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253) 우리 말로 ‘위험회피’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일자리와 임금이라는 울타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펴
자는 입장인 만큼 ‘울타리치기’로 번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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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지하지만, 규제 최소화와 점진적인 접근법을 도모하는 전략을 의
미한다. 국제산별노조인 인더스트리올 유럽노조(IndustriAll Europe)에 가
맹한 제조업 부문의 노조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EU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new EU-wide
CO2 emission standards) 논의 과정에서 울타리치기 전략을 선택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UNITE, 독일의 금속노조(IG-Metall)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노조는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 기준 설정 시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
월 EU에서 채택한 탄소배출 감소 목표보다 완화된 수준을 요구하는 노
조들도 존재한다. 인더스트리올에 가맹한 노조들이 모두 이런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계급성을 지향하는 노조들(주로 남부유럽
국가)은 아래에서 언급할 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수반하는 탈탄소 정책에
대한 ‘지지(Support)’ 전략이다. 에너지 부문의 유럽사회 적대화(European
social dialogue) 참여 주체들이 2017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명(Just
Energy Transition Statement)’에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합의에
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을 기업과 고용, 삶
의 조건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견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보장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효과적인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정
책, 투자 정책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Eurelectric et al., 2017). 지지
전략을 채택한 조직으로는 ‘사회적․생태적 합의(Social and Ecological
Pact)’에 서명한 몇몇 프랑스 노조를 들 수 있다. 이 합의에서는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탄소세 도입과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그리고 생태적 전환이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상 논의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Thomas & Dö
rflinger(2020)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대다수 노조는 울
타리치기 전략, 즉 탈탄소 정책은 수용하지만 일자리 축소를 포함한 각종
규제는 최소화되기를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전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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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노동조합의 기후전략 유형

내용

반대

울타리 치기

지지

(opposition)

(hedging)

(support)

탄소배출 감축정책 채택
의 필요성 거부

기후변화 완화 필요성 기후변화 완화 정책 지지
부정하지 않으나 규제 및 생태적 전환 위한 적
최소화 추구

극적인 접근법 채택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에너지 부문의 European
대표적으로 폴란드 석탄 부문 유럽 노조들이 주 social dialogue 참여 주
광부노조. 자국의 석탄 로 채택(영국 UNITE, 독 체들의 2017년 합의(‘Just
화력발전에 대한 강한 일 IG-Metall). 고용보장 Energy Transition’)
사례 의존 옹호. 높은 조직률 에 대한 관심 최우선 과 기업과 고용, 삶의 조건
로 노동운동에 매우 큰 제로 제기하면서 점진적 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
영향력. 국제노총(ITUC) 접근 주장
화 및 효과적 탈탄소화
과의 갈등
국제산별노조(Industri 위한 계획, 정책, 투자
All) 내 입장차 있음

등의 조합

자료 : Thomas & Dö
rflinger(2020: 388～392) 필자 재구성.

관한 양보교섭을 추진하였던 전략과 유사한 면이 있고, 이러한 양보교섭
은 때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활용 또는 우선 감원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ibid.: 386～387).
그렇다면 노조의 선택은 어떤 요인에 기반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Thomas
& Dö
rflinger(2020: 392～396)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254) 노조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는 노조의 정체성(union identities)과 내부 민주
주의(union democracy) 문제에 달려있다. 노조의 정체성은 Hyman(2001)255)
이 제시한 3가지 유형(시장 지향 - 계급 지향 - 사회 지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 중심 모델을 추구하는 노조는 주로 경제적 실리주의
에 집중하면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행위자로 역할을
하면서 반대 또는 울타리치기 전략을 취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고용유지가 노사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사용자와의 연합을

254) 아래 설명은 Thomas & Dö
rflinger(2020: 382～396)에서 소개된 내용을 번역하
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255) Hyman R(2001), “Understanding European Trade Unionism: Between Market,”
Class and Society, London: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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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도 있다. 둘째, 계급 중심 모델을 추구하는 노조는 노동자와 자
본 간 관계는 대립적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공동의 행위를 하
기보다 독자적인 행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띨 것이다. 셋째, 사회 중심 모
델을 추구하는 노조는 폭넓은 사회 전체를 이해를 노조 활동과 통합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지 또는 울타리치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노조 정체성과 함께 노조가 내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노조의 관심은 탈탄
소 정책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기업-산
업․업종-국가 수준에서 노조의 전략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기업 수준에서는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유지하거나에 관심을 두
겠지만 산업․업종 수준에서는 해당 산업․업종 내 일자리의 이동과 이
를 위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는 조직률 감소세와 단체교섭
의 분권화 추세와 맞물려 노조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
려 있다.

제3절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도전과 기회

“환경운동은 자연에 어떤 피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일자리를 지키려 한
다고 노조를 비난했고, 반면 노조는 환경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의 필요성, 실제로는 생존의 필요성을 자연의 뒷전에 놓는다고 비난했
다.” 데이비드 우젤과 노라 래첼(2019: 23)의 말처럼 환경운동과 노동조합
운동 진영은 자연과 노동 간 관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다. 하지만 ‘정의
로운 전환’ 개념을 정초한 것으로 알려진 토니 마조치의 말처럼 “노동자
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
다.”(한재각, 2021: 12)256) 그만큼 노동 진영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딜레마
적인 상황이다.

256) 한재각(2021), 기후정의 -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 한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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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들은 우리 서 있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 전략 마련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
서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 간 딜레마 상황을 소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제약요인으로 작동하는 한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특
성을 살펴보면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
동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일자리 vs. 기후위기 대응 딜레마
장면 # 1. “고용전환 대책 없는 NDC 40% 상향을 규탄한다”
2021년 10월 13일, 공공노련과 발전5사 통합준비위, 한전산업개발노조
는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핵심 구호는 “고용전환 대
책 없는 NDC 40% 상향을 규탄한다”였다.257)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9차 전
력수급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60개 가운데 30기를 2034년까지 폐쇄
(이 중 24기를 LNG로 전환)할 계획인 상황에서 NDC를 40%로 상향하면
추가로 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9차 전력수급계획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발전사 원청
과 협력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2,306명 가운데 9,592명의 일자리가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된다(남태섭, 2021).258)
구호는 “NDC 40% 상향 규탄”이었지만 핵심은 고용전환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우리도 알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노동자에게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NDC 상향은 노동자의 불안만
가중한다”고 말하였다.259) 발전사 노동자들로서는 지금도 단계적으로 일
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전환 지원 정

257) 매일노동뉴스, ‘무계획’ 탄소중립 속도전에 노동계 불안감 ‘폭발’ , 2021. 10. 14.
258) 남태섭(202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과제 ,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기후변화와 산업․노동연구회 발표자료.
259) 매일노동뉴스, ‘무계획’ 탄소중립 속도전에 노동계 불안감 ‘폭발’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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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미흡한 데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수립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발전본부에서 근무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260)
NDC 상향 조정에 대한 노조 진영의 우려는 발전 부문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금속노련은 한국
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함께 NDC 상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탄중위에 제출하였다. NDC 상향은 국
내 친환경차 생산능력으로 감당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어서 국내 자동
차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와 맞물려 업계
경영악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였다.

장면 # 2. “생산물량 나누자” vs. “못 준다”
2021년 9월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하였다.261) 현대차 전주공장 조합원들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제4차 고용
안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울산4공장 조
합원들이 본관 입구를 막으면서 조합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사
건의 핵심은 현대차 공장 간 물량 배분 문제다. 버스와 트럭 같은 상용차
를 주로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최근 상용차 판매 부진으로 생산량이 2014
년(6만 9천대)의 절반 수준(3만 6천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전주공장
조합원들은 울산공장 물량의 일정 부분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회사
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 6천대 중 8천대가량을 전주
공장으로 옮기고 대신 팰리세이드 2만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결과
적으로는 회사측의 제안대로 합의되었지만 물량 이관을 둘러싼 노-노 갈
등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량 = 고용안정 = 임금보장’으로 이어
260) 매일노동뉴스, [김용균 동료 덮친 고용불안] 발전소 하청노동자 이직 준비하다
극단적 선택 , 2021. 10. 19.
261) 관련 내용은 중앙일보, 일 없는 전주, 울산 ‘스타리아’ 원했다…현대차 노노싸움
전말 , 2021. 10. 4.와 중앙일보, 노․노의 ‘스타리아 몸싸움… 현대차 전주공장,
8000대 챙겼다 , 2021. 10.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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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물량 물신주의’는 앞으로 친환경차량 생산과 내연기관차 생산 축소
를 둘러싸고 또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

장면 # 3.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환영한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거나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면세업
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최전선에 놓였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
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무착륙 국
제관광비행이 면세점 매출 증대뿐 아니라 협력업체 매출까지도 영향을
줘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면세점 협력업체의 숨통을 틔워주고 고용유지
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62) 노조에 따르면, 2020년 1
월 이후 상반기에 면세점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 1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항공기는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263), 비행기 승
객 1명당 1km 이동 시 이산화탄소 285g을 배출하는 셈인데, 이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5%가 비행기에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뿐 아니라 고도 8km 이상 높이 날 때 생기는
비행운으로 인한 온실효과 문제도 심각하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항공
기 여행 줄이자는 의미의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 운동을 펴고 있
다.264)
이와 같은 사례는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안고 있는 딜레

262)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2020. 11. 24. 무착륙비행에 대한 성명서.
263) 한국일보, 툰베리는 비행기도 안 탄다는데… 한국은 공항을 10개나 더 짓는다
고요? , 2021. 9. 29.
264) 일다, 지구온난화 가속하는 ‘부끄러운 항공 여행’ 안 할 것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유럽의 탈탄소 정책과 비행기 , (2021. 8. 25) https://m.ildaro.com/9129?
fbclid=IwAR2aYQpje3Tx7MYQU6N3V3T3vuWF3sas94HE8OHpgoud_WJU-S
AWasev1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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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이러한 노조
의 대응 양상은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2. 한국 노동시장 특성과 정의로운 전환 제약 조건
이러한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의 문제를 짚
지 않을 수 없다.265)
첫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다.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임금과
고용 안정성, 노동조건의 격차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지위와
위계에 따른 차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둘째, 기업별 노사관계의 문제다. 초기업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규
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단체교섭은 기업 단위에서
진행된다. 이는 기업을 넘어서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는 문제와 함
께 노조가 조합원의 이해를 우선 대변할 가능성, 이 과정에서 기업 내 노
사 담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 이분법에 기반한 노동법의 문제다. 산업안전과 산재보험, 고용보
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른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포괄하고 있지
만 여전히 노동법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성’ 판단에 기초하여 작동하고
있다. 이는 노동권 보장 및 사회안전망 제공의 포괄성이 취약하다는 문제
를 안고 있다.
넷째, 취약한 일터 민주주의 문제다. 일터 민주주의는 기업의 핵심 이
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사항 전반과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알 권리)-참여(의사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그 자체)-발언(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내기)-의결(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 반영하기)’에서의 참여 수준이 낮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실 설문조사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시점 등 진행 사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로 10명에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것으
265) 더 자세한 논의는 이창근(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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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후위기 대응 노동시장 제약 조건
제약 조건

대안 모색

-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격차
- 산업․업종별 임금․노동조건에 대
노동시장 - 노동시장 지위와 위계별 차별적
한 통일적인 규범 마련 및 적용
충격
- 기업 단위 중심. 산업․업종 차원 - 산업․업종 수준 단체교섭 및 단체
대응 지체
협약
노사관계
- 노사 담합 및 조합원 이해 우선 - 양날개 전략 :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대변
- 노동조합 대표성 확장
노동법
민주주의

- 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반
- 노동법․사회안전망 포괄성 취약

-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권 행사
- 노동권․사회안전망 포괄성 확대

- 노동3권 행사 어려움
- 낮은 일터 민주주의 수준

- 노동3권 보장 및 내실화
- 전략적․일상적 경영참여 확대

거버넌스 - 노동배제적 대응

-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자료 : 필자 작성.

로 조사되었다. “사라지는 부품을 만드는 것이나 자기들이 만드는 부품이
사라지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나 상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렵다.”266)

3.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저희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건
청와대나 광화문 앞에 가서 시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정부가 ‘공정한
전환’을 한다고 하면, 폐쇄되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표를 정
해서 같이 대화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림자인
거예요.”267)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말이
다.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현재 전국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국제노총(ITUC)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66) 경향신문, 사라지는 부품을 만드는 내연기관 노동자들 , 2021. 6. 2.
267) 경향신문, 곧 사라질 직장에 다니는 석탄 노동자들 ,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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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 전국 수준
현재 한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
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
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를 신설하였다.268) 탄중위는 탄소중
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 이행 계획 점검 및 평가, 국민소통 등
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이러한 배경 속에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문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대통령 위촉 분야별 전문 민간
위원 77명 등 총 9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분
야별(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
협력, 국민참여)로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지역과 현장
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산업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노
동 부문의 협의체를,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였다. 이
러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었다.
하지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환경운동 및 기후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내고 있다. 이 진영의 입장차는 기후위기 원인 진단과 기후정의
268)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69
호, 2021. 5. 4. 시행) . 탄중위에 관한 이하 설명은 탄중위 홈페이지(http://www.
2050cnc.go.kr)를 참고하였다(검색일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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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자료 :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269)

실현 방안 및 지향하는 체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탄
중위에 대한 입장차(참여/참여 후 사퇴/해체 주장)로 드러난다. 탄중위 위
원 가운데 몇몇 청소년, 청년, 종교계 인사들은 2021년 8～9월 사퇴하였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NDC)가 충분하지 못하고, 탄중위가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탄중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 환경․시민
단체 46곳 참여)는 탄중위가 그린워싱(green washing) 도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 구조라며 탄중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탄중위 같
은 위원회 거버넌스가 자본의 국가주의, 즉 자본과 정부 연합권력이 노동
269) http://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1&menuLevel=2&m
enuNo=1(2021. 11.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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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다.270)
한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1년 7월27일 ‘기후
변화와 산업․노동연구회’를 발족하였다.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 과정에서 산업변화와 일자리 영향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노사정이 공
동으로 대응할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271) 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공공
노련, 금속노련이, 사용자단체에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가, 정부 부처 중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한다. 민주
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향후 의제 발굴을 위
한 연구회로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나. 산업․업종 수준
산업․업종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
업․업종 수준의 단체교섭 체제나 노사 공동협의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부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지체시켜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과 기업 단위에서 노사담합적인 대응을 야기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에 따라
산업․업종별로 특화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업종 수
준의 거버넌스는 전국 중앙 수준의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중
요한 과제다. 이는 지역과 기업 수준의 거버넌스와 함께 층위별 거버넌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articulation)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산업․업종 수준의 거버넌스는 산업자원부 주도
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산업전환추
진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전환추진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은행 회장과 5명의 전문
가, 그리고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업계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10명은 석유화학협회장(석유화학), 대한석유협회장(정유), 시멘
270) 자세한 논의는 채효정(2021) 참조.
271) 매일노동뉴스, 정의로운 전환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시동 , 2021. 7. 28.

제4장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157

[그림 4-3]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조직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4. 16).

트협회장(시멘트), 자동차산업협회장(자동차),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디스
플레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조선), 비철금속협회장(비철금속), 포스코
사장(철강),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반도체),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기
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 대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성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산업전환추진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
업계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11월 17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정
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 △탄소중립을
기회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탄소중립에 따른 소
외계층 없이 함께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을 뼈대로 한다.272)

제4절 기후위기 대응 한국 노동조합 활동

한국 노동조합은 10%대의 낮은 조직률과 기업 단위 중심의 노조 활동

27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개최 ,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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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체교섭, 고용형태별 격차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
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한국 노동조합 진영이 그동안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
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의
뢰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김현우․한재
각․이정필, 2009)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노동운동
의 과제로 끌고 왔다. 이른바 어젠다는 설정(agenda setting)하였다. 하지
만 그 이후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노조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노동조합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어젠다 키
핑(agenda keeping)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기
후위기 영향과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20년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이후
노동조합들이 서둘러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포괄범위에 따라 전국 수준, 산업․업종 수준 노동조합 운동 진영의 대응
전략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전국 수준
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021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9월 7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총연맹과 가맹 조직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
주노총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안은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행
동이 진행되었던 2021년 9월 25일 성명서273)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민
주노총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성장’을 중심에 둔 자본의 착취 구조로 이
해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로 기업과
자본을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충
273) 민주노총, 보도자료, 9.25 글로벌 기후행동에 민주노총과 노동자들도 함께 합니
다. ,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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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빈곤층과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산업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 이 과정에서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
심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의 극적인 감축 필요성은 아
랑곳하지 않고 탄소중립 그 자체도 달성하기 어려운 초안들로 꾸려져 있
을 뿐”이라고, 시나리오 및 대책 마련 과정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배제되
어 있고, 오직 공정전환 지원이라는 표현 속에 사후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 속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 보장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권 보장
의 확대 △산별교섭을 포함한 민주적인 노동법 체계 마련 △작업장 안전
과 탈탄소 공정을 실현하는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탄중위 해체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나. 한국노총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의견을 개진하
고 있는 한국노총은 2021년 10월 1일, 총연맹과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위
기가 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한국노총 산하 관련 산별연맹을 중심으
로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274) 출범식을 겸한 전문가
포럼에서 제출된 한국노총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점과 요구사항을 살펴보
겠다. 한국노총은 성장 중심 자본주의 체제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
았지만 2020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사회구조 변화를 통
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
서 기후위기 주범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킨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을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
련과 재정적 지원 보장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274) 한국노총, 보도자료,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 전문가 포럼 개최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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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이해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확대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
환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 역량 확보 △시민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
등을 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탄중위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데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에 대해
서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사전 의무화 및 이
를 기반으로 한 ‘노동전환지원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제
공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
기후위기 산업전환 노사정 공동 합의 및 계획 이행시 공동결정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275)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앞
두고 노동계의 세제 개선 요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면서 기후위기
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 부과와 세입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
는 전국민배당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탄소세의 소득 역진성을 해결하
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같은 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에서 2021년 한해 기후위기와 노동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마련 과정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2. 산업․업종 수준
가. 금속산업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 부문 노동조합들은 노사 공동결정 통한 산업전
환 추진, 업종별 교섭틀 마련 및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공동결정법 제
정(민/금속노조), 노동자가 전환 과정의 주체로 참여, 종합적 대책(현황조
사,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 확대), 원․하청 협업
275) 한국노총, 보도자료, 정의로운 전환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지정해야 - ‘2050 탄
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제4차 노동계 간담회 열려 ,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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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불공정 거래 개선(한/금속노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21년 초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재편
에 따른 대응 계획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산업
전환 협약체결 추진을 결의하였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월
10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노․사 공
동선언’에 합의하였다.
금속 노․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
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실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
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인권 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다섯 가지 의제와 방향에 합의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
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 △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
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 △사업 확장
과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는 총고용보장, 공정․기술 재편에 대
응한 교육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 고위
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 대응책 수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산별협약과 노사 공동선언을 한 것은 한국 산
별 노사관계에서는 최초라 할 만큼 의미가 있음에도 산별교섭에 참여하
는 사용자단체 회원 수가 60여 개로 적고, 완성차와 조선사 등 주요 대기
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 털어내기’식 위기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동차업계(현대차, 한
국GM, 르노삼성,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
동(2021. 3. 31)에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전
환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인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포함,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등을 요청하였다.276)
금속노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동차부품사 노동자들을 다수 조직
하고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연맹 차원에서 사용자단체와 위기 대응
276) 서울경제, 내연차서 전기차 전환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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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21년 중앙교섭 합의안
가.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
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
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
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
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 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나. 중앙교섭요구안
1)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적,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노
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한
다.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
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 및 재원마련에 나선다. 회사는 사업 확
장 및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
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총고용보장
2.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3.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4.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 수립
노사는 탄소중립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재편이 일방적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업종의 노동자․사업주 지원 및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
구한다. (이하 내용 생략)
2021년 8월 1일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
자료 : 금속노사 2021년 중앙교섭 합의안.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박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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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연맹 산하 총 99개 사업장 노조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응 실태와 노조의 요구를 수렴하였다277). 이
자료에 따르면, 각 사업장 생산 부품이 미래자동차에도 활용될 전망278)이
부정적일수록 회사가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한 미래차로의 전
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과 위험 부담에 관한 논의를 적극 진행하
고 있지 못하고, 노사 의사결정자들의 연령이 40～50대이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에너지산업 등 공공부문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일선에 서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공성 기반한 에너지 전
환 정책 추진, 국가책임기후일자리 마련, 노조 직접 참여 사회적 대화 및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대화 법적 기반 마련과 주
무부처로서 산업부 참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영향 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후위기 대응TF를 구성하고 녹색 단협, 녹
색 노사위원회 구성, 산업구조 재편 대응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사회연대위원
회를 발족해 외부시민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노조들의 대응에서 주목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산별연맹/노조마다 구체적인 대안에 약간의 차이는 있
지만) 에너지산업 재편 방안을 노조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운수
노조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
277) 나병호(2021), 자동차 부품기업 노조 현황과 과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후위
기와 산업노동전환연구회 제6차 회의 발표문.
278) 긍정전망 부품군 : 배터리, 모터, 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화소재, 전장용품 등
중립전망 부품군 :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내장재, 타이어 등
부정전망 부품군 : 엔진 및 관련 부품, 변속기 등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연료탱크,
오일류 등(자료 : 나병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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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9) 첫째,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발전 공영화다. 통합발전공기업 설
립을 통해 경쟁체제하에서의 비용 축소와 함께 탈원전-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 예방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의 가교로서 LNG 산업의 공적 역
할 강화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 대비해야 할 백업전원으로 공적 LNG발전
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도입이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지고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넷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이다. 전환 과
정에서 발생할 쟁점인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 대해 산업정책 책임자이자 에너
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인 중앙정부가 노조와 교섭을 진행
하자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에 가맹한 발전5개사280)의 노조들이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였다.281) 전
력산업 구조개편 일환으로 2001년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
사로 분할된 이후 발전사 노조도 5개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이들 발전5개
사 노조들은 전력산업 발전분야 구조개편이 발전사 간 출혈경쟁을 부추
기며 전력 공공성을 약화시킨다며 발전사 재통합을 주장하면서 노조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지부가 조직된 의료기관 중 총 102곳282) 사용
279)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2021), 정의로운 전환, 이제 문제는 ‘전환의 방향’이다 ,
6. 30. 공동행동 특별기획 칼럼 시리즈 ④. https://www.kptu.net/board/detail.as
px?mid=bcb52ddc&page=&idx=32146&bid=KPTU_NEW01(검색일 : 2021. 9. 15).
280) 발전5개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
부발전을 말한다.
281) 참여와혁신, 한국노총 발전5개사 노동조합 통합 결의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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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
하였다(2021. 11. 17).283) 공동선언문에서 노사는 △정부가 감염병 위기 대
처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것
을 요구하는 한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교
육을 시행하고 환자․보호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저탄소 의료기관
실현 위한 의료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함께 실
천하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수칙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1) 위기 대처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인력 확보 2) 의료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의료
기관 실현 3)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환자․보호자 대상 캠페인 등을 결의
하였다.

3. 노동의 개입 전략 평가
아직은 노동조합 대응 전략 마련 초기이기 때문에 전략의 구체적인 내
용과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출된 대응
전략의 개요와 요구안,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한국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
기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초기이기는 하지만 대응 전략의
성격과 맹아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 ‘울타리치기’ 전략
먼저 기후위기 대응 노조 전략은 Thomas & Dö
rflinger(2020)가 제시
한 3가지 유형 가운데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조들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산
업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산업․기업을 상대로

282) 지방의료원 26곳, 특수목적공공병원 7곳, 민간중소병원 16곳, 재활․요양․정신
병원 3곳, 사립대병원 7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병원 12곳, 적십자사 25곳.
283)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21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및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 선언식 진행 ,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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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정보 제공, 일자리 보장, 노동전환 지원 대책 마련, 에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 영국 UNITE, 독일 금속
노조(IG-Metall)가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하에 탄소배출 규제 기준 설정
시 점진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노조는 고용에 관한
분명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NDC 상향 조정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의 강조점은 ‘NDC 상향 조정 규탄’보다는 ‘고용 대책 없는 정책 추진
규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
장 우선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속한 유럽 각국의 노조 전략
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homas & Dö
rflinger(2020: 394)가 제시
한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즉 전략들의 연속
체(continuum of strategies)라는 점에서 ‘울타리치기’ 전략을 중심에 두
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 접근법을 취하는 ‘지지 전략’에 가까운지,
탄소배출 감축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전략’에 가까운지는
노조마다, 상황마다 양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연구원이 민주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284), “석탄, 석유 등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긴급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4.40점(5점 척
도)2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
지를 의미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노
조의 대응 전략이 울타리전략과 지지전략 사이, 또는 울타리전략과 반대
전략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나. 인간-자연 관계성과 생산적 정의
기후정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노조의 대응
전략 - 적어도 요구안의 내용에서 - 은 한상운 외(2019)와 이창근(2021)에
284) 이창근(2021),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이창근․김선철․
류승민․탁선호, 기후위기와 노동 , 민주노총 총서 2021-08.
285) ‘동의 안 함’ 1점 - ‘보통’ 3점 - ‘매우 동의함’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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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구성에 관한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이다. 한상운 외(2019)는 기후정의 개념 중 하나로 ‘인정적 기후정의’를
제시하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비인간생물에 대한 포용과 생태계
에 의존하는 타자(소수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용을 의미한다.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자면, 그동안 자연을 착취 가능한 자원이자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던 인식(우젤 & 래첼, 2019: 26)에
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또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지역적 행동이 기
후변화라는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ibid.: 33) 노조
의 관심을 생태계로, 또한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인들로 확장하기 위한 노
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산적 정의 개념은 본고 제3장(박제성)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
법의 육하원칙 중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3가지 질문, 즉 노동의 내용
(무엇을)과 방법(어떻게)과 이유(왜)를 노동자가 관할할 수 있는지와 관
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노동법과 노동조합은 노동자성 문제(누가 일하는
가?), 노동시간 문제(언제 일하는가?), 노동법의 적용 범위(어디서 일하는
가?)에 관심을 두었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사용자의 전
권으로 간주되고 “왜 일하는가?”의 문제는 “얼마에 일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노동자의 시간처분권에 기반한 종속노동 개념하에서는 노동
자들의 교섭력도 노동의 조건과 노동력의 가격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적 정의는 이러한 한계로부터 탈피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드는지,
라는 질문과 이를 둘러싼 논의를 노동법과 노사관계에서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생산적 정의는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자연에게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한하는 것을 포
함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조직들은 물, 공기, 토양의 오염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자 대항하였다(ibid.: 24). 오늘날 우리가 폭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자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등으로 대항하는 것과 유
사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노동이 환경에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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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찬가지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286) 하지만 현
재까지 제출된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서 관련 내용이 풍부하
게 담겨져 있지는 않다.

다. 개혁관리론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한 토니 마조치가 초기 화학산업을 중심으
로 모색하였던 환경과 일자리 관계성은 경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넓혀졌다. 일자리 유지나 지역공동체 경제안정이라는 현상유지적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체제의 근본적 전환(반자본주의 탈성장) 주장 논의
로 발전하고 있다(홍덕화, 2020).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문제를 논할 때
누가․언제․어디서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어떻게․왜
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문제를 누가․언제․어디서의 문
제로 한정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은 임금인상에 집중하게 된다. 노동의
탈상품화가 아니라 명품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박제성, 2020)287). 그
결과 ‘임금인상 - 물가인상 - 구매력 감소 - 임금인상’이라는 순환고리에
갇히게 된다. 이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해야 한다. 노조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본과 다
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제3장에서 박제성은 질문한다. “(경제)성장이 멈
추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
금인상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놓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날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서 찾기는 어
려웠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성장’을 중심에 둔 자본의 착취
구조로 이해하면서도 성장체제에 관한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
는다. 다만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로 기업
286) 비슷한 문제의식이 이창근(2021: 95)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에서 저자는 생산적
정의 개념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과
현행 노동안전 위험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생태․환경에 위험한 작업에도 적
용 등을 포함하였다.
287) 박제성(2019), 필라델피아 정신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매일노동뉴스 ,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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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본을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체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사회구조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주범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
였다. 이러한 양대 노총의 관점은 Morena et al.(2018)에서 분류한 ‘개혁
관리’ 즉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노동과 사업장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를 중시하는 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당사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차별화된 책임’(Stevis & Felli, 2015)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노동과정 전반에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절차적 정
의’(Pai et al., 2020; 한상운 외, 2019; 이창근, 2021)를 추구하는 경향이 드
러난다.

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 진영의 대응을 관점과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문헌에서 논의한 기후위기 대응의 여러 관점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기후위기와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나
리오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세와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녹색성장론은 ① 높은 노동생산성, ② 소비의 증가에, 그
린뉴딜 정책은 ② 소비의 증가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탈성장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더해 ⑤ 수출 감소, ⑥ 소
비 감소, ⑦ 부유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Neill,
2020).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법은 기업과 시장 주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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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상유지 접근’,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더 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
는 ‘개혁관리 접근’,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
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집단적 소유과 관리를 중시하는
‘구조개혁 접근’, 성장주의 경제․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변
혁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Morena et al., 2018).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분배적,
절차적, 복원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기후
변화 대책에서 비인간생물에 대한 포용과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자(소수
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용을 의미하는 ‘인정적 기후정의’(한상운 외,
2019),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서 사회적으
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자연에 유해
한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중지권 보장을 의미하는 ‘생산적 기후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창근, 2021). 유럽 각국 사례를 분석하여 노동조합
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면(Thomas & Dö
rflinger, 2020), 탄소
배출 감축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구하는 ‘울타리치기’,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
을 채택하는 ‘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과 전략, 기후정의 개념을 바탕으
로 한국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평가하였다. 기후위기 대
응 노조 전략은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노조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산업별 대
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산업․기업을 상대로 정보 제
공, 일자리 보장, 노동전환 지원 대책 마련, 에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긴급 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노조의 대응 전략이 울타리전략과 지지전략 사이, 또는
울타리전략과 반대전략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기후정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노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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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적어도 요구안의 내용에서 - 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승인적 정
의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의 관계 재구성에 관한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동안 자연을 착취
가능한 자원이자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던
인식(우젤 & 래첼, 2019: 26)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노조의 관심을 생
태계로, 또한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인들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은 명시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생산적 정의 개념은 본고 제3장(박제성)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육하원칙 중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3가지 질문, 즉 노
동의 내용(무엇을)과 방법(어떻게)과 이유(왜)를 노동자가 관할할 수 있
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생산적 정의는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자연환
경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자연에게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
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
응 전략에서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지는 않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한 토니 마조치가 초기 화학산업을 중심으
로 모색하였던 환경과 일자리 관계성은 경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넓혀졌다. 일자리 유지나 지역공동체 경제안정이라는 현상유지적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체제의 근본적 전환(반자본주의 탈성장) 주장 논의
로 발전하고 있다(홍덕화, 2020). 하지만 노동조합 진영의 대응에서는 기
후위기 원인을 ‘성장’에 중심에 둔 자본의 착취구조로 이해하면서도 경제
체제에 관한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위기를 가중
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로 기업과 자본을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Morena et al.(2018)에서 분류한
‘개혁관리’ 즉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노동과 사
업장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를 중시하는 유
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2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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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제1절 서 론

2021년은 2020년에 이어서 코로나19의 해이기도 하지만 탄소중립의 해
이기도 하다. 2020년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
고 선언한 이후 2021년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
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해이다. 탄소중립과 함께 가장 많이 언
급된 용어 중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 글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인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물론 탄소중립
의 기반이 노동시장의 영향 분석만으로 될 리가 만무하고 노동시장에 대
한 영향을 혼자서 제대로 된 분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매우 좁은 범위의
연구주제에 대해서 다소 거친 분석을 시도한다.
제2절에서는 역대 정부의 감축정책의 차이를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발표된 감축수단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노동시장 영
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76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제2절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 2018년 이전의 대응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녹색성장을 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
였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2020년에 배출전망(bussiness as usual :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감축 잠재량과 적용 가능한 기술수단
등을 고려하여 수송 34.3%, 건물 26.9%, 산업 18.2%, 폐기물 12.3%, 농림
어업 5.2% 등의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10년 4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는 국가 온실가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를 설립하였다. 2012년 1월부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
고, 같은 해 5월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2013년 2월에는 국가 녹색기술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술센터가 설립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기조를 물려받았다. 2014
년 1월에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인 7.761억 톤 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이전 정부의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2015
년 6월에는 2030년까지 2030년 배출전망 8.506억 톤 대비 37%를 감축하겠
다는 자발적 국가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INDC)를 발표하였다. 37% 감축에는 국내감축이 25.7%, 국외감축이 11.3%
이다. 2015년 12월 합의된 파리협정을 이듬해에 비준하였다. 2016년 12월
에는 2017～36년간 시행될 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여기
에는 국내 감축목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는데, 산업 부문 11.7%,
건물 부문 18.1%, 수송 부문 24.6%, 등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우선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감축목표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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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서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2018년에 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정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수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동일하지만 국내감축 수준
을 32.5%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감축목표도 산업 부문
20.5%, 건물 부문 32.7%, 수송 부문 29.3% 등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아울
러 3년 단위로 설정된 기간별 감축 경로도 부문별로 제시되었다.
<표 5-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년)
(단위 : 백만 톤, %)
배출
전망
(BAU)
산업
건물
배
출 수송
원 폐기물
감 공공(기타)
축
농축산
탈루 등
감
축
수
단
활
용

전환

기존 로드맵
감축후
BAU
배출량
대비
(감축량) 감축률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481.0

424.6

11.7

382.4

20.5

197.2

161.4

18.1

132.7

32.7

105.2

79.3

24.6

74.4

29.3

15.5

11.9

23.0

11.0

28.9

21.0

17.4

17.3

15.7

25.3

20.7

19.7

4.8

19.0

7.9

10.3

10.3

0.0

7.2

30.5

(333.2)1)

-64.5

-

E신산업/OCUS

-

-28.2

-

산림흡수원

-

-

-

국외감축 등

-

-95.9

11.3

631.9
536.0

기존 국내 감축
합계

수정안

850.8

(확정 감축량) -23.7
(추가감축재량)-34.12)

-

-10.3

-

-38.3

4.5

25.7

574.3

32.5

37.0

536.0

37.0

주 : 1) 전환부문 배출량(3.332억 톤)은 부문별 전기/열 사용에 할당하여 전체 합계에서
제외.
2) 전환부문 감축량 0.237억 톤 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20년 NDC 제출 전까
지 확정.
자료 : 환경부(2018),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이해하기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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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이후의 대응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 계획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상대 목
표를 절대량 목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기존에 2030
년 BAU(8.508억 톤)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 대신, 2017년 배출량
7.91억 톤 대비 24.4%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둘 모두 2030
년에 5.36억 톤 이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2017년 배출량
은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값이지만, 2030년 BAU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값이다. 따라서 절대량 목표 설정 방식에서는 2030년에 5.36
억 톤을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약속 위반이 되지만, 상대 목표 설정
방식에서는 2030년에 5.36억 톤을 초과해서 배출해도 BAU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녹색성장기
본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020년 12월 30일에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국가감축목표(NDC)를 UN에 제출하였다. 2050 장기저탄소
<표 5-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추진전략
전략

과제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도시․국토 저탄소화

기회: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순환경제 활성화

공정: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 녹색금융
- R&D
- 국제협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b),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2020. 12. 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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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은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
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위해 3+1 전략을 추진하였다.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의 공정전환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 산업의 전환은 주로 경제구
조의 저탄소화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에
서 다루고 있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에서 새로 생길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3+1은 이외에
도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금 당장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 5-1]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감
축수단의 설명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5-1] 2050 탄소중립 부문별 추진전략

자료 : 환경부(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
(2020. 12. 15). pp.2～4를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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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UN 제출은 국제사회에 앞으로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약속이며, 한국의 모
든 구성원들에게 이전과 매우 다른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은 2021년 내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조치는 컨트롤타워의 구성이다. 관계부처 장관 18
명과 민간위원 77명,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21년 5월 29일에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전체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는 총괄기획위원회로 구성되고, 새로 만들어진 사무
<표 5-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단위 : 백만 톤)
부문

2018년

2안

686.3

25.4

18.7

0

0

0

전환

269.6

46.2

31.2

0

0

20.7

산업

260.5

53.1

53.1

53.1

51.1

51.1

건물

52.1

7.1

7.1

6.2

6.2

6.2

수송2)

98.1

11.2
(-9.4)

11.2
(-9.4)

2.8

2.8

9.2

농축수산

24.7

17.1

15.4

15.4

15.4

15.4

폐기물

17.1

4.4

4.4

4.4

4.4

4.4

수소

-

13.6

13.6

0

0

9

탈루

5.6

1.2

1.2

0.7

0.5

1.3

-41.3

-24.1

-24.1

-24.7

-25.3

-25.3

-

-95

-85

-57.9

-55.1

-84.6

-

-

-

-

-

-7.4

1)

3)

흡수
및
제거

최종본

1안

배출량

배출

초안

흡수원
(CCUS)
4)

직접공기포집

3안

A안

B안

주 : 1) (A안) 화력발전 전면중단; (B안)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2) (A안) 도로부문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B안)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3) (A안)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 (B안)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
4)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연료로 활용 가정.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b),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 10. 18), p.3.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181

처의 행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후에 제정된 탄소중
립기본법 에 의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
성과 제26차 기후변화총회에 새로 제출될 국가감축목표 설정을 맡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8월에 초안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의견 수렴
후 10월 18일에 확정되었다. 확정된 안은 초안과 달리 부문별 감축량이 조
금씩 차이 나는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감축목표는 탄소중
립기본법 에서 35%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40%
<표 5-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1년)
(단위 : 백만 톤)

배출

기준연도
(2018)

기존 NDC(2020)
(2018년 比 감축률)

개정 NDC(2021)
(2018년 比 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

-

7.6

5.6

5.2

3.9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수소
기타(탈루 등)
흡수
및
제거

주 : 기준연도(2018)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ㆍ
제거량).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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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40%는 2030년 총배출량과 2018년 순배출량
을 비교한 것이고, 순배출량끼리 비교하면, 감축률은 36.4%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
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에는 특히 영향
이 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석탄화력발전 부문에
대한 일자리 영향이 크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선 영향이 클 자동차와 석탄화력을 지원
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훈련으로 대응하고, 실직자에 대
해서는 신산업으로 산업 재편 및 이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두 산업 모두 지역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 지역에 유
망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위기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
축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먼저 중앙에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이라는 사업구조 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지역에 사업재편 및 노동전환에 대
[그림 5-2]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a),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 7. 22)을 이용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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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를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신설
하여 통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러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 전
망 및 모니터링을 위해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한다.

제3절 감축정책의 노동시장 영향

1. 감축수단 및 감축정책
정부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활용할 감축수
단도 밝히고 있다. 많은 면에서 2030목표와 2050목표는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불투명한 기술의 광범위한 활
용을 고려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수전해 수소생산 등이 그
예이다. 수소터빈을 이용한 무탄소발전이나 CCUS의 대폭 확대도 현재로
서는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단체에서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는 완전히 다
른 사회, 다른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활
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달성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국내
에서 개발되는지 여부나 개발된 기술의 경제성에 따라 탄소중립의 경제
적 영향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즉, 기술의 활
용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2050년 노동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밝힌 감축수단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인가?
이는 확실하지 않다. 물론 나열된 감축수단만으로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
를 판단할 수도 없다. 문제는 감축수단이 이행되도록 얼마나 강력한 정책
적 수단을 동원하느냐이다. 감축수단의 선택은 대부분 민간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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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감축수단 비교
2030 NDC

2050 탄소중립

전환 (수요) GDP 상승 및 전기차 확대로 인 (공통)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
한 수요 증가
너지․수소기반 발전 확대. [A안] 화력
(공급)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 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 제로化. [B안] 화력발전(LNG) 일부 유
전) 등 활용
지하여 배출량 잔존
산업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
체(300만 톤), 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등 혁신
기술 조기 개발․적용

(철강)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
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배출량 95%
감축

(석유화학) 연료전환(중유100%→친환 (석유화학․정유) 연료전환(전기가열로
경연료), 원료 전환(납사→바이오 납 등 도입) 및 원료전환(석유납사→바이
사),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 제고(500 오납사 등)으로 배출량 73% 감축
만 톤 중 18.6%).
(시멘트) 에너지 절감 2%, 연료 전환
(유연탄→폐합성수지 36%로 대체), 원
료 전환(석회석 원료 대체율 2% 및
혼합재 비중 15%로 확대).

(시멘트) 100% 연료전환(유연탄→폐합
성수지, 바이오열원) 및 일부 원료전환
(석회석→ 슬래그 등)으로 배출량 53%
감축

(기타 업종) 에너지의 전력화 효율 개 (기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
선,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연료 전 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및 불소계
환(석탄․석유→LNG․바이오매스), 불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 감
소계 온실가스 친환경 냉매 대체
축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제로에너지 건축 민 (에너지효율 향상) [신축] 제로에너지건
간 활성화 적극 유도 및 그린리모델링 축물 1등급 100% 및 [기존] 그린리모델
사업 확대
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 1+
100%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
화 및 조명․가전 등 에너지 사용 원 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단위 개선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약 30% 에너지 절감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
제고, 연계교통 강화, 철도중심 교통체 빌리티 이용 확대 등으로 승용차 통행
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량 15%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로 부문 전
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기․수소화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
확대
기․수소화(97% 이상) 추진. [B안] 일
부 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15% 미만)
대체연료(E-fuel 등) 활용 가정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b),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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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민간의 선택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감
축정책이다. 심지어 공공부문에 의해 주로 공급되는 전력의 경우에도 향
후 민간부문의 공급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감축수단 활용
은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배출권 거래제이며, 나머지 부
문별 정책수단이 존재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3기가 시행되고 있
다. 이전의 목표관리제보다 더 시장적인 감축기제로 도입되었다. 초기에
는 주로 이전 배출량을 기준으로 무상할당이 이루어졌지만, 3기에 와서는
이전 배출량 기준 할당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중을 높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의 할당량은 이전 감축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에 맞춰져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연간 12.5만 톤을 배출하는 업체나, 2.5만 톤을 배출
하는 사업체가 있는 업체는 강제적 적용 대상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
전환, 건물 부문의 감축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로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RPS)가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신재생으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산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
다. 물론 신재생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표 5-6>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제1기(2015～17)

제2기(2018～20)

제3기(2021～25)

주요 - 경험 축적 및 거래제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
목표
안착
축
축
- 상쇄 인정범위 등 제도 - 거래제범위 확대 및 목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
제도
의 유연성 제고
표 상향조정
적 감축 유도
운영 - 정확한 MRV 집행을 - 배출량보고․검증 등 각 - 제3자거래제 참여 등 유
위한 인프라 구축
종 기준 고도화
동성공급 확대
- 유상할당 개시
- 유상할당비율확대
- 전량 무상할당
- 무상 : 97%, 유상 : 3%
할당
- 90%, 유상 : 10%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
-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방식 선진화
자료 : 한국환경공단(https://www.keco.or.kr). 2021년 12월 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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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9.0

10.0

10.0

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69호)
[별표 3].

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2항에는 2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30 NDC에 따르면 전체 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
산해야 한다.
물론 전환부문의 경우 에너지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에 따
른 전원구성 계획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현재는 이전의 감축계획
에 따라 설정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수송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과 평균 연비 기준이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온실가스 기준과 연비
기준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기준 미달 시 매출액 1% 이내의 과
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은 2020년에 작성된 2030 NDC
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국제사회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과도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관
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제도는 국제사회의 내연기
관차량 판매 금지 움직임이다. [그림 5-3]과 같이 많은 국가들이 이미 내
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도화했거나 발표하였다. 특히 EU는 2035년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도화하였고, 미국도 10개 이상의 주가 2030년대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
기를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자동차산업의 국제적 경쟁도를 고려한다면
<표 5-8>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단위 : g/km)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자료 : 환경부(2020a), 2021～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2020. 8. 3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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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
(단위 : g/km)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0인 이하 승용․승합

24.3 24.3 24.4 25.2

26

27

27.9

승합(11～15인)․소형화물 15.2 15.2 15.4 15.7

16

16

16.3 16.6 16.9 17.3

자료 : 환경부(2020a),
p.3.

29 30.9 33.1

2021～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2020. 8. 31),

[그림 5-3] 국가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

주 : 1) 녹색은 2020년대, 연두색은 2030년대, 하늘색은 2040년대, 파랑색은 2050년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2) 그림의 판매 금지 시기는 법제화 및 정부발표를 모두 집계한 것으로, 판매 금
지가 법제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Phase-out_of_fossil_fuel_vehicles#/
media/File:Phase-out_of_fossil_fuel_vehicles.svg). 2021. 12. 1. 접속.

우리나라의 발표와 상관없이 이미 다른 나라가 발표한 내연기관차의 판
매 금지 시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관련한 대표적 감축정책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
해서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등급 이상에 대해서
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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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인센티브 외에,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인증뿐만 아니라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표 5-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ㆍ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74호), 별표 2.

<표 5-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

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574호),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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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구체적인 감축정책 및 그 강도에 대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
서는 대략적인 영향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가. 전 환
전환부문의 일자리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9차 전력
<표 5-12> 연도별 전원구성(정격용량기준) 계획(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단위 : GW)

2020
2022
2030
2034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계

용량

23.3

35.8

41.3

20.1

4.7

2.6

127.8

비중(%)

18.2

28.1

32.3

15.8

3.7

1.9

100.0

용량

26.1

38.3

43.3

29.4

4.7

1.4

143.2

비중(%)

18.2

26.8

30.3

20.6

3.3

0.8

100.0

용량

20.4

32.6

55.5

58.0

5.2

1.3

173

비중(%)

11.8

18.9

32.1

33.6

3.0

0.6

100.0

용량

19.4

29.0

59.1

77.8

6.5

1.2

193

비중(%)

10.1

15.0

30.6

40.3

3.4

0.6

100.0

주 : 기타는 유류, 폐기물, 부생가스 설비 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12. 2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 , p.39.

<표 5-13> 폐지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 계획(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4
석탄 폐지

2025～30

2031～34

삼천포 # 1, 2
보령 # 1, 2 호남 # 1, 2

석탄폐지 후
삼천포 # 3, 4
LNG연료전환

태안 # 1～4
보령 # 5, 6
하동 # 1～4
삼천포 # 5, 6
당진 # 1～4

태안 # 5, 6
영흥 # 1, 2
하동 # 5, 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12. 2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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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환부문의 전원구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석
탄화력이 건설되고, 폐지되는 석탄화력 대부분이 LNG로 전환되면서
LNG의 용량이 늘어나고, 신재생도 대규모 설비 확충으로 용량이 늘어난
다. 이 경우에는 일부 노동력의 전환과 대규모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이
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별 고용문제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2030 국가 감축목표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전원구성 변화는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표 5-14> 신재생 발전량 및 설비 비중(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

2022

2030

2034

발전량(TWh)

41.2 ( 7.5%)

57.6 (10.2%)

121.7 (20.8%)

157.8 (26.3%)

설비(GW)

20.1 (15.8%)

29.4 (20.6%)

58.0 (33.8%)

77.8 (40.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 , (2020. 12. 28), p.34.

<표 5-15> 전환부문 전원구성의 변화
2018년

2050

2030(NDC)

A안

B안

양

비중
(%)

양

비중
(%)

원자력

133.5

23.4

146.4

23.9

76.9

6.1

86.9

7.2

석탄

239.0

41.9

133.2

21.8

0.0

0.0

0.0

0.0

LNG

152.9

26.8

119.5

19.5

0.0

0.0

61.0

5.0

35.6

6.2

185.2

30.2

889.8

70.8

736.0

60.9

5.7

1.0
22.1

3.6

6.0

1.0
17.1

1.4

121.4

10.1

신재생
유류
암모니아
양수․기타

3.9

0.7

연료전지
동북아그리드
무탄소가스터빈
부생가스
합계

570.7

100.0

612.4

100.0

양

비중
(%)

양

비중
(%)

0.0

0.0

33.1

2.7

270.0

21.5

166.5

13.8

3.9

0.3

3.9

0.3

1,257.7

100.0

1,208.8

100.0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 p.16; 관계부
처 합동(2021b),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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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의 폐지 속도는 더 빨라져야 하고, 석탄화력의
LNG 전환계획은 상당 부분 취소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설비는
<표 5-16> 석탄화력발전 부문 고용 현황
인력규모
(명)

발전운영 12,090

연료환경

경상정비

자회사

2,283

기업분류

특징

- 발전사 정규직은 발전기․터빈․보일러 같은
메인설비의 운전 업무 및 협력 업체와 자회사
발전공기업5사
가 담당하는 업무의 관리감독도 맡고 있음
- 순환근무로 인해 근무지역 변경 가능

민간기업

- 한전KPS나 한전산업개발은 전국에 사업장이
있어 규모가 크고 특허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
는 등 전문성이 높으나, 지역 기반의 업체들은
영세함
- 발전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일어
날 수 있는 구조

5,310

- 석탄취급 부문 연료환경은 LNG로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위기감 높음
공기업(45%), - 경상정비 부분은 LNG발전소에도 유사기술이
민간기업(55%) 활용되므로 일자리 상실 우려 상대적으로 적음.
단 영세업체 및 2차 협력사는 지역 고착성으로
위기감 높음

2,623

발전공기업
자회사

- 자회사 근로자는 청소, 시설관리, 경비, 소방방
재, 홍보관 운영 업무담당
- 자회사 특성상 고용 불안정은 협력업체에 비해
낮은 편임. 단 경비, 소방․방재 업무는 일부
호기가 폐쇄되어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으나
청소업무는 사라질 수 있는 등 업무에 따라 영
향이 상이함
- 청소업무는 지역 고착성 높은 중년 이상 여성
특성상 타 지역 전환배치 불가

플랜트

30,000

민간기업

- 정기적 계획예방정비공사에 단기간 근로자로
투입
- 석탄발전 폐쇄시 일자리 감소 우려 높으나 통
계의 어려움
- LNG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대체 일자리
생성 가능성

합계

52,306

-

-

자료 : 남태섭(202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과제 , 경제사회노동위
원회 발표자료,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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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빠르고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석탄화력 종사자
고용은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 관련 일자리는 상
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 석탄화력 종사자가 전직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일자리를 잃을 석탄화력 종사자의 상당수는 고령
이며 이직에 적절한 직능(skill)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
적 구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전환부문 내의 전환을 우선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현재 석탄화력발전 부문 고용은 예방정비기간인 100일을 연(300일)으
로 환산활 경우 총 32,306명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약
2/3는 그대로 고용되고, 나머지 1/3 중 상당수는 새로 건설될 석탄화력에
고용될 수 있으며, 남은 아주 일부만 LNG로 전환하거나 전환부문에서 이
직하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에서 LNG화력으로 전환될 때 43%가 일자리
를 잃는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고용 문제도 심
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경된 목표에 따르면 기존 석탄화력에 고
용된 노동자 중 거의 1/2은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할 것이며, 그중 아주
일부만 LNG화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 1.5만 명이 고용
의 위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이 중지되면
기존 석탄화력 건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
<표 5-17> 화력발전소 연료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단위 : 명, %)
소속
발전사
협력사
자회사

업무

석탄발전

LNG발전

비율(%)

발전운영

160

120

75

경상정비

104

62

60

연료환경

83

-

0

청소경비 등

47

41

87

394

223

57

합계

주 : 1) 발전운영인력은 산업부 표준직제(운전․설비부서, 지원부서 포함) 인용
2) 협력사 및 자회사 인원 산정을 위해 LNG발전은 일산화력(900MW), 석탄화력
은 당진화력 1～2호기(각 500MW) 투입인력 반영
자료 : 남태섭(202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과제 , 경제사회노동위
원회 발표자료,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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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이 신재생 설비의 건설 및 설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석탄화력의 고용 감소는 태양광과 풍력의 고용 증가로 상
당히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288) 외국의 연구를 보면 화력발전에 비해
태양광 및 풍력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Garrett-Peltier(2017)는 이전의 아홉개 연구를 종합하여 신재생발전과 화
력발전의 고용계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백만 달러 투입은
신재생발전의 경우 7.49개, 화력발전의 경우 2.65개의 전일제 일자리를 만
들어서, 4.84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 직접효과로 3.56개, 간접효
과로 1.28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한국의 2019년 투입산출
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화학제품, 전기부품 등에서 화력발전에 비
해 많은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발전이 화력발전에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될지는 국가의
산업 생태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 결과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고용의 질의 문
제이다. 화력발전에 비해 신재생발전의 경우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
에서 나쁜 일자리의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빠른
속도로 신재생발전의 설비를 확대할 때 이러한 점들을 적극 고려하여 정
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288)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4년에 신재생 용량의 약 9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구성하려고 했다. 아마도 변경된 목표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확대한다고 계획
했을 때, 기존의 계획과 비슷한 비중으로 설비를 증설할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
기 때문이다.
<표 5-18> 신재생에너지 원별 용량(제9차 전략수급기본계획, 2034년)
(단위 : MW)

정격용량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45,594

24,874

2,085

256

바이오/
연료전지
매립가스
1,410

3,200

IGCC

소계

346

77,76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 , (2020. 12. 2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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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화력 및 신재생의 투입물
(단위 : 백만 원, %)
업종

화력

신재생

금액

비중

1,900,497

11.0

15,606

0.5

22,088

0.1

170,061

5.4

산업용 가스

1,750

0.0

256,156

8.2

기초무기화합물

1,529

0.0

140,032

4.5

기타 화학제품

3,478

0.0

199,015

6.3

플라스틱 1차제품

13,605

0.1

46,996

1.5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 발생기

20,025

0.1

55,047

1.8

7,972

0.0

181,384

5.8

중유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금속압형제품
기타 금속제품

금액

비중

244

0.0

58,799

1.9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53,247

0.3

59,078

1.9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83,441

0.5

134,722

4.3

271,953

1.6

91,003

2.9

기타 전기장비

9,676

0.1

58,980

1.9

펌프 및 압축기

8,793

0.1

56,829

1.8

68,816

0.4

50,496

1.6

전선 및 케이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도시가스

9,900,855

57.4

22,008

0.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39,783

2.0

168,156

5.4

일반음식점

101,423

0.6

124,950

4.0

47,082

0.3

64,400

2.1

388,149

2.2

0

0.0

66,262

0.4

68,486

2.2

17,257,899

100.0

3,137,539

100.0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 임대
중간투입계

주 : 2019년 투입산출표의 기본부문 기준. 화력은 1천억 원이거나 신재생 4.5백억 원
이상에 대한 결과임.
자료 : ECOS(https://ecos.bok.or.kr, 검색일 : 2021. 10. 15).

나. 산업(제조업)
다른 부문의 생산 증감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나 다른 부문의 생산구
조 변경에 따른 영향,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영향289) 등을 제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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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업종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그런데,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gas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
요하겠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를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며, 가스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충
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2030년까지는 일부 신증설 설비를 전기로로 설치하고,
2040년과 2050년 사이에 기존의 설비를 수소환원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는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으며, 매
우 큰 고용 감소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50년에는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고로 방식의 전환에 따른 영향은 일정 부
분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코크스로와 관련된 노동수요는 없어질 것
이다.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 종사자 규
모는 696명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고용 변화는 매우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고로의 변경은 전작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철강산업의 대부분 고용
은 후작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수요
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수요의 변화 규모는 예
상하기 어렵다.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감소와 노동수요 감소 가능성이다. 어느 시기를 고려하더라도 철강산업
의 에너지 사용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무시
할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용차 관련 철강 수요
는 줄어들겠지만, 고효율 기계 및 장비로 교체는 추가적인 철강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설비교체에 따른 비용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이다. 이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시멘트는 연료와 원료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대체

289) 에너지가격 변화는 두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비용을 증감시킴으로
써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노동수요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 다른 한편
으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변동되게 되고 이는 제품의 수용에 영향을 미쳐 기
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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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일부 설비교체와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석유화학도 연료와 원료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비용의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철강과 비슷하게 설비교체의 비용과 에
너지가격의 상승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
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물의 효율등급 개선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석유화학제품을 필요로 한다. 연료, 원료의 교체,
새로운 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 상승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에 따라 고
용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정유업의 경우는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 급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납사의 수요
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문의 노동수요는 일정부분 남아 있을 수 있
다. 다만, 정유업 종사자 규모는 크지 않다. 2019년 석유정제품 제조업 종
사자 규모는 13,478명이다.
이상의 부문 외에 기계장비와 전기장비 제조와 관련된 고용은 긍정적
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체와 가정에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기계장비와 전기장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은 에너지전환이 대체로 기계산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90).

다. 건 물
건물의 경우에는 한번 지어지면 몇십년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50년의 계획이 2030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정부가 구체
290) 기계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는 신재생이나 효율개선 관련 하드웨어나 기술에 대
한 수요로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Paul Hockenos(2015), Jobs won,
jobs lost - how the Energiewende is transforming the labour market, Clean
Energy Wire(https://www.cleanenergywire.org/dossiers/energy-transitions-ef
fect-jobs-and-business#:～:text=jobs%20and%20business-,Jobs%
20won%2C%20jobs%20lost%20%E2%80%93%20how%20the%20Energiewende,is
%20transforming%20the%20labour%20market&text=From%20solar%2Dpanel%2
0cleaners%20to,businesses%20and%20the%20jobs%20market., 2021. 11. 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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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2030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효율 향
상이 강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50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으로 가정은 에너지효율등
급 1++, 상업용건물은 1+ 100% 달성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건축 자
재의 변경과 함께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고 건설업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를 30% 이상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강화로 에너지설비 및 기기의 에너지사용 원단위를 개선하여
30% 절감한다. 이는 냉난방장비 및 전자기기의 교체를 의미하며, 이는 추
가적인 수요를 야기한다.
전반적으로 고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 송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두 가지 주요한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자전거, 퀵보드 등), 공유차량 이용 확
대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이 15% 감축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
송 부문 자체의 고용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관련
산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종사자
도 영향을 받겠지만 부품사 종사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에는 대략 4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약 1/3은 완성차
에, 나머지 2/3는 부품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경우에는 자체부품 생산비중이 27%에서 1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은 자연감원으로 대응하겠지만, 중기적으로 인
위적인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체 노동수요가 감소와 상관없이
고용조정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아닌 새로운 연구인력이 필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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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자동차산업 지역별 현황

자료 : 이항구(2021),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편 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
료, p.73.

부품업체 중에는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관련 종사자가 부
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각종 전장이나 배터리와 같은 미래차 관련 부품
종사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부품은 엔진, 흡배기계, 연료시스
템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약 2천여 개사, 약 5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역의 고용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력전달장치
는 변속기와 샤프트 등을 의미하는데, 약 1천 4백 개사, 3만 7천 명이 종
사하고 있는데, 30% 이상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선, 점화,
발전과 같은 전기장치에는 약 690개사 1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
도 비슷한 비율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미래차 주요 부품에는 2,109개
사 9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수요 증가는 상당하다.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지역별로 편중된 측면이 있어서 이 산업의 고용
감소는 일부 지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199

3.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에 대한 고려사항
직접적 영향 외에도 간접적 영향까지 반영해야 한다. 간접적 영향은 직
접적 영향 부문의 투입물 공급을 위한 영향과 직간접적 영향의 결과로 생
기는 가처분 소득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산업구조의 변화
와 에너지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접효과와 파생효과의
크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배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은 축
소될 것이며 저탄소사회에 적합한 산업은 확장될 것인데, 두 산업 사이에
생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간접효과의
차이 또한 상당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전 가구의 소득 총
액에 변동이 생길뿐만 아니라 가구 간 소득 변동의 방향도 차이날 것이
다. 이것 외에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파생적 영향은 노동수요에 상당한 영향
을 끼칠 것이다.
직접적 영향을 추산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 확대될 때, 신규 건설 및 설치와 관련된 고용
은 설치가 종료되면 없어진다. 그 이후에는 소수의 유지보수 인력만이 필
요하다. 풍력발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특정 시점에서 보면 건설 및 설
치의 고용효과가 유지보수에 비해 커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지보수의 고용효과가 적지 않다.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
용효과를 연단위로 환산하고 몇십년간291) 발생하는 고용효과를 모두 합
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변화나 수출입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파생적 영향
에서 에너지 가격을 언급하였지만, 에너지 가격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생
산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에너지 가격 변화의 변화는 전체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가격의 변화는 대체 또는
보완관계 여부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생산요소(예를 들어 노동)로 대체되

291)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는 시간에 대한 할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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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게 된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규모효과(scale effect)로 추정할 수 있으며, 생산요
소 보완 또는 대체에 따른 노동수요 증감은 전력가격과 노동의 교차탄력
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생산요소 중 전력의 비중이 높으면 규모효
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전력가격과 노동의 교차탄력성은 연구에 따라 부
호가 다르지만 거의 일관되게 0에 근접한다.
산업구조가 상당히 변하고 상당한 신기술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출입의 구조가 중요하다. 만약 국내 투입물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 축소되고 주로 수입품을 사용하는 산업이 확대될 경우 고용 감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저탄소사회에 적합한 산업의 주요 설비에 대해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기술의 개발도 이와 관
련된 문제이다. 현재 장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은 다른 나라
에서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개발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신기술로 만들어진 설비 등을 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감축정책의 영향을 추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산
업연관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이 간접효과까지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분석의 어느 단계에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
해서 노력해야 한다. 감축정책은 상당한 산업전환과 기술변화를 유발할
것이 명백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은 생산기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
추정 결과를 정책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또는 산업별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신기술
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직능(skill)별 수요의 변화를 야기한다. 어떤 경우
에는 새로운 직능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의 직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기
존의 직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고 요구되는 직능의 내
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약간의 변경이겠지만 간혹 공식적 교
육훈련이 필요한 상당한 변경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직능별 수요의 변화
또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이거나 공식적인 교육훈련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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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화가 큰 직능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중요하다.
감축정책의 지역별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의 지역별 집적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의 경우 충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석유화학은 울
산이나 충남 서산에 모여 있다.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충남지역의 경제 및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의 경우 인구고령화 및
지역소멸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축정책의 지역별 고용효과는 정
책적으로 보면 더욱 중요하다.
산업전환은 취약계층에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환이 시
작된 석탄화력을 보더라도 간접고용 근로자가 먼저 해고된 바 있다. 따라
서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한국사회의 역량과 정부의 정책집행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전체적인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
기 위해서는 다음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새로운 설비 및 재료, 원료에 대
한 기술개발 성공을 통한 국산화 및 수출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 둘째, 지
원과 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개발 및 국내활
용을 위한 인력 공급정책, 감소와 증가 부문간에 인력의 전환배치 및 교
육훈련 등이다.
노동시장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전환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문제를 야
기할 것이다. 전환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
다. 감축정책에 대응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향식(bottom-up)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예측을 바탕으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정책 계획
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 축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와해
및 노동력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다각화 정책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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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
기별 예상에 맞춰서 재정지출 등을 이용한 고용 창출(예를 들어, 그린리
모델링, 해상풍력)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정책
이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의 모든 단계
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정책대응은 변화
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다. 이직자에 대한 수동적인 정책만으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앞으로 올 상황을 예측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비해 적절한
노동공급을 준비해야 한다. 소득 수준의 격차는 확대되고 연령대별 노동
수요는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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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인류를 향한 코드레드”. 한 외국 언론사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
부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오
자 보도하며 내걸었던 기사 제목(Matt McGrath, 2021)이다. 한국도 예외
일 수 없다. 폭염 일수 증가(고은지, 2020), 2020년 50여 일의 장마 등 우
리 또한 기후위기를 몸소 겪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
출 9위 국가다(Hannah Ritchie and Max Roser, 2020).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중 87%를 차지하는 부문이 에너지 부문이다. 그중에서도
주로 전력 생산을 의미하는 에너지산업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40%이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1990～2018), 2021).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
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줄이려는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미세먼지 때문이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는 2020년 12월 28

204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일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2020～34)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
이 40.6GW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0년 32.6GW, 2034년 29GW로 매우
느린 속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일 경우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라는 지구 생
태적 한계를 해결할 주요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쓸 때 또 다른 사회적
충격이 발생한다. 즉,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별다른 대비가 없다
면 노동자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해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정의롭지 않은 전환’이 추진된다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
자들은 그 전환을 수용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의 생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에너지 전환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노동전환 문제이기도 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과 지
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환의 수동적, 방어적 행위자
로 남지 않고 어떻게 능동적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환의
속도와 경로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임박한 지구 생태적 위기를 고려한다
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는 보다 더 빨라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
하는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인식과 반응, 대응에 따라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의 가능성과 한계가 좌우된다.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쇄 계
획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식과 반응 및 대응이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이번 연구는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살
펴보고,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 속 노동자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
다. 탈석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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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을 어
떻게 받아들일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책의 수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노동자들의 대응
방향에 대한 함의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
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
의로운 전환 정책을 짚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
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충남지역 소
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는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인 경남지역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
터뷰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연구의 결론으로 인터뷰의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의 수용 조건
을 검토하고 정책 수용 조건을 창출해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전환 역량에
대해 기초적인 쟁점을 제안할 것이다. 이어서 경남 지역의 인터뷰 내용을
충남 지역 인터뷰 결과와 간단히 비교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
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1. 정부 정책 동향
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 동향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
지믹스로 전환”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석탄이 화석연료 중 경
제적이고 공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으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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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온실가
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
시했다.
정부는 설비 측면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
어지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거나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겠
다고 계획했다. 운영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환
경급전)하고, 출력제한을 확대하며, 봄철 일시적 운영정지 등으로 석탄발
전량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설비 측면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
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발전사업허가
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에
서 2022년 사이에 신서천발전 1개 호기, 고성하이발전 2개 호기, 강릉안
인발전 1개 호기 등 총 4.1GW가 신규로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서 2030년 사이에 강릉안인발전 1개 호기, 삼척화력 2개 호기 등 총
3.1GW가 신규로 준공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는 석탄화력발
전이 총 40.6GW로 늘어날 전망이며, 2024년 이후부터 줄어들 예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춰보면, 2024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폐쇄되는 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탈
석탄이 유예된다. 가령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령 1, 2호기와 호남 1, 2
호기 등 노후 발전소 6기 총 2.6GW가 폐지되지만, 설비 총량이 줄어들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탈석탄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
장 마지막으로 발전원 구성에 포함되는 석탄화력발전은 2024년 삼척화력
2호기 1.05GW인데, 2024년 석탄화력 설비용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신규
발전소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을 종료하는 시
기는 2054년(사용연한 30년 기준)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곧바로 발전 부문의 탈화석연료로 이어
지진 않는다. 2024년 석탄발전소 설비 총량이 정점에 이른 후에는 폐지되
는 석탄화력발전소는 LNG로 전환될 계획이다. 2023년과 2030년 사이 폐
지될 삼천포 3∼6호기, 태안 1∼4호기, 하동 1∼4호기, 당진 1∼4호기, 보
령 5, 6호기 총 9.1GW는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된다. 2031년에서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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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폐지될 태안 5, 6호기, 하동 5, 6호기, 영흥 1, 2호기 등 총 3.6GW
또한 LNG로 전환된다.
2024년 총 40.6GW 설비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4년 29GW로 감
소하는데, 총감소용량은 약 12GW이다. LNG 발전의 경우 2022년 설비
용량 43.3GW에서 2034년 58.1GW로 증가하는데 총 14.8GW 증가한다.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에서 2034년 폐지되는 석탄발전의 경우
LNG 24기로 연료전환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그 규모는 설비용량 12.5
GW이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방향은 ①
2024년 이후 발전원 비중 감소, ② 석탄화력발전의 LNG 전환, ③ 최종적
인 탈석탄 시기는 2050년 이후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탈석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존재한다. 대통
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 국민정책제안을 내놓았다(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
안’, 2020. 11).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
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 및 경제불황 그리고 사회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 전원믹스
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6-1> 연차별 석탄 폐지 및 LNG 전환 계획
2020～24
석탄 폐지

석탄폐지 후 LNG
연료전환

2025～30

2031～34

삼천포 # 1, 2
보령 # 1, 2
호남 # 1, 2

삼천포 # 3, 4

태안 # 1～4
보령 # 5, 6
하동 # 1～4
삼천포 # 5, 6
당진 # 1～4

태안 # 5, 6
영흥 # 1, 2
하동 # 5, 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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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5년 또는 2040
년 이전에 폐쇄할 것을 제안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종 탈석탄 시
기는 2054년이므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은 최소 10년 이상을 앞당길
것을 주문한 것과 같다. 즉,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보
다 더 빠른 속도의 탈석탄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만약 2040년이 최종적인 탈석탄 시기라면, 2010년 이후 건설된 석탄화
력발전소는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 발전 5개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
소의 경우 남동발전의 영흥 5, 6호기가 종료연한 4년(사용연한 30년 기
준)을 남겨두고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292) 가장 마지막에 전원구성에 포
함되는 삼척화력발전 2개 호기는 종료연한 14년을 남겨두고 조기 폐쇄되
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총 22기, 19.7GW가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을 고려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정부의 탈석탄 추진 속도는 지금
보다 현저히 빨라질 수 있다.

나.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정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전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2020년 7월, 12월, 2021년 7월 세 번에 걸쳐 정
의로운 전환 정책이 포함된 정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이하 정부의 공
정한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표기). 2020년 7월과 12월의 대책은 방향
성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2021년 7월의 대책은 이전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망라된 것이었다. 여기서는 가장 자세한 내용을 서술한 2021년 7월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1a)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 연
구의 주요 주제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대책(7월 대책의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해당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되는 배경으로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대두된 점을 들어,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292) 민간발전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에 건설된 (주)상공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상공에너지열병합 발전소가 사용연한 3년을 남기고 폐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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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안정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고
탄소․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라는 이면도 존재한다고 현 상황의
배경을 진단했다.
정부는 그간 노동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노력이 미흡
했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내연기관과 석탄화력발전 분야 사업 축소 및 폐
쇄를 노사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기술 부족, 불확실성 등 이유로 노사의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구조 전
환 과정에서 피해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별 전망
을 토대로 민관 공동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기업-근로자-지역 지원
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
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업이 축소되어 단기적인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6개 발전사(발전공기업 5 +
민간 1) 고용인원은 약 5,600명, 원료운반 및 보조설비 운전 등 협력사 종
사자 약 8,000명 등 총 13,600명이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현황을 집계
했다. 발전사의 경우 퇴직 등 자연 감소와 인력 재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자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정
부는 전망했다. 특히 LNG 등 전환이 불가한 원료운반 저장설비 등에서
업무를 하는 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
로 보면서, 원료운반, 저탄장, 환경설비(탈황 등) 근무 인력은 LNG 발전
으로 재배치가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자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수립
했다. 또 지역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
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노동전환 전략은 크게 ① 기업의 신산업 직무전환을 통한 고용
유지 유도, ②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사전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로
나뉜다. 먼저, 기업이 직무전환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장
기유급휴가훈련제를 확대해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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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자체훈련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지원수준을 확대하고(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증액),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노사협약으로 직무전환 고용유지를 할 경우 고용환
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이 경우
노조가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훈련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면 지원을 우대한다.
불가피한 인력 조정 시 노동자가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하도록, 근로
시간 단축 사유에 해당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이 경우 기업에 임금 감
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업이 자발적
으로 이직 예정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노동전환 지원금으
로 비용 일부를 또한 제공한다.
노동자들에게는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교육 시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한다.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지 않
도록 임금보전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이직할 경우 생계비 부담이 없도록
연 1% 생계비를 대출해줄 예정이다. 요약하면, 직무전환이든 이직이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전직 및 재취업 준비로 인
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고, 이직 과정에서 대출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기업들에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완화한다면,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이직을 감수할 수 있도록
임금보전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생활비
지원은 대출이므로 차후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 지원은 전환 과정에 개입하지만, 과
정을 통한 최종적인 결과(이직 성공을 통한 고용보장)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석탄화력발전 종사 노동자를 채
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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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체가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외려 기
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가깝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원 방안에 대해 “일자리 보
호를 강제할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의 좋은 일자리 규모와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구조조정
을 전제로 하고 이후 전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지적했다(전
국금속노동조합, 202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또한 정부 정책
에 대해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지원’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라고 비
판했다. “노동자에게 덮어놓고 ‘다른 일을 배우라’는 것은 ‘노동전환’이 아
니라 ‘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발전소
설립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선 ‘선고용-후교육’ 제도가 수
립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021).
한재각․정보영(2021)은 정부의 ‘공정 노동전환’ 방식이 기업 중심이라
고 지적했다.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방식이 대부분 기업들을 통해서 이뤄
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기업을 노동자 훈련과 재취업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기보다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지
하고 있다고 해당 연구는 비판했다.

2. 선행연구 검토
이번 절에서는 노동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와 평가 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설문조사로 진행된 연구는
간략히 다루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는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가. 설문조사 선행연구 검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연구에는 2009년 에너
지기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김현우 외의 연구,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서영표 외의 연구, 2021년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실의 조사가 있다.
김현우 외(2009)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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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선행연구 사례
시기
김현우 외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서영표 외
(사회공공
연구원)

류호정
의원실

2009

2020

2021

대상

주요 내용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노
민주노총
동현장의 대응, 기후변화와 관련 쟁점에 대한 인
조합원
식을 조사
발전
공기업
노조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견, 정부와 에
너지공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평가, 에너지전환
에서 고용 감소에 대한 의견, 재생에너지로의 업
무 전환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

출근시간, 석탄발전소 폐쇄시점 인지여부, 폐쇄정
발전산업
보 획득경로, 고용불안 여부, 일자리 준비 여부,
비정규
연령별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재취업프로
노동자
그램 참여여부 등

자료 : 필자 작성.

설문이 진행된 시기는 2009년 8∼9월이며 최종적으로 1,255명의 설문지
가 집계되었다. 이 중 에너지산업에 해당하는 전기․가스․수도사업 종
사자는 61%로 확인되었다(김현우 외, 2009: 85). 주요 설문 항목에는 기
본적 인적사항(성별, 연령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현장의 대응, 기후변화와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서영표 외(2020)의 연구는 2020년 6월 진행한 것으로, 에너지공기업(발
전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노동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다. 참여인원은 발전5개사 923명, 가스공사 1,087명, 한수원 534명
으로 총 2,544명이 설문 응답에 참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본 인적사
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평가,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고용 감소에 대한 의견, 재
생에너지로의 업무 전환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류호정 의원실(2021)의 연구는 발전산업 비정규노
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3,634명이 설문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시
기는 2021년 3∼4월이었다. 이 조사는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시작
된 이후 진행된 연구로 탈석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진
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연속공정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부문의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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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즉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탈석탄 정책의 수용
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김현우 외(2009)에서 설문대상 조합원들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국
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 제도적 논의 동향의 경우 국내 동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가 낮
았지만, 그래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영표 외(2020)
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공기업 노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과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
화를 위한 정책의 수용성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노동자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
과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우 외(2009)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답변이 82%였고,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공
감도 76%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변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8%를 상회했다. 이는 10년이 지난 서영표 외
(2020) 조사에서도 유사했다.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인원 자연 감소에도 부정적 입장이
었으며, 심지어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교육에도 부정적이었다. 오히려 신
규사업창출과 수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전력산업 통합 재편을 통해
일자리 전환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방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
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업무 전환에 대해 반
대가 있기는 했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이다
(서영표 외, 2020: 25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
쇄되는 것이 가시화되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다수였다(류호정 의원실, 2021: 27). 즉,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어떻게 변화를 수용하도록 조건
을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정규직인 발전공기업

214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노조원들의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업무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4%가 근무여건 상승을 선택했다(서영표 외, 2020: 254). 비정규직들의
경우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취업
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7%로 제일 많았다(류호정 의원실, 2021:
28). 그리고 일자리를 구할 시 임금, 복지 등 처우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인 고용형태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했다(류호정 의원실, 2021: 29). 이
는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된 괜찮은 일자리, 처우가 개선된 좋은 일자리
에서 일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전환 과정에서 어떤 지원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전환 과정과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현재의
탈석탄 흐름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 및 근무조건의 변화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에
서 명확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동시에 노동
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 과정과 경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노동자에게 신
뢰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
고 대략 듣기만 한 정도라고 답변했다. 대략 듣는 정보 유통 경로는 대부
분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이거나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다(류호정 의원실,
2021: 22). 정부와 회사 측의 직접적인 설명과 안내 없이 개별적으로 소식
을 듣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회사 측과의 소통 통로가 없는 상태
다. 공동 대응의 연결고리가 없고, 상호 기대와 역할,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 공기업 경영 관행의 노동자 배제적 경영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서영표 외, 2020). 사측이 성과형 직무
급제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를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
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정부의 소통 방식
이나 사측의 경영 관행 등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노동자들
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해관계자 간 신뢰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변화에 대해서 상호 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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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와 조건, 불안정한 고용
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처우 등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
환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탈석탄 전환으로 고용변화가 발생할 때 구
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역으로 현재 정부와 사측이
지닌 소통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
용임과 동시에 노동자 측에서도 전환의 주체로서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
가 있는 사안이다.

나. 심층인터뷰 선행연구 검토
1) 심층인터뷰 선행연구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로는 한빛나라․김윤성․문효동․김지은(2020),
한재각․정은아(2020)가 있다. 두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면서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다루었다.
한빛나라․김윤성․문효동․김지은(2020)에서는 ‘공정한 전환’이 탄력
적 개념임을 주장하면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공정한 전환’ 정책의 개발 방향, 정책 주류화를 위한 구상을 제언하였다.
한재각․정은아(2020)는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내 공정별 노동자의
입장을 파악해 고용형태별로 탈석탄 정책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발굴
했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래에
서는 각 심층인터뷰의 질문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빛나라․김윤성․문효동․김지은(2020)에서는 발전사 측, 노조 측,
해당 지역 지자체 관계자,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했다. 인터뷰에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석
탄발전소 폐쇄와 신규건설 중단과 그 속도, 이에 대한 소속집단 수용성
인식, 폐쇄 방안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공정하고 포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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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시 지원이 필요한 대
상과 내용, 대상자 범위, 지원 분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아
울러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바람직한
추진과정,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묻기도 하였다.
인터뷰 결과, 발전사 노조(정규직) 측에서는 먼저 석탄화력발전 폐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정부
의 일자리 감소 대책 준비가 전무하다고 평가하면서 폐쇄에 따른 노동자
들의 선택권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 방식으로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대화 참여, 전력의 공공재적 성
격 유지를 언급하였다. 석탄화력 발전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일자리 축소,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전
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규모 제조기업 부담을 지적했다.
공정하고 포용적 전환과 관련된 인식 측면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조치 및 정책 대상자 범위에 대해 발전사 노조 측은 인력감원과
구조조정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시설폐쇄에 따라 인건
비가 삼각될 경우 고통 분담을 제시하는 한편, 협력업체 직원이 우선적
인 정책지원 대상이라고 보았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
로 전기요금 인상을 들었고, 이 경우 발전소 인접지역 피해, 요금인상 피
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전환’의 주요 속성으로 발전사 노
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과 소통과 공감을 제시
했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경우 대화 참여자의 범위와 그 방식에 대해 묻자,
사회적 대화에 앞서 개별화된 다수 노조의 통합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복수노조 체제이자 동시에 석탄발전의 경쟁입찰 체제에서 노
동자 측의 통합된 입장을 마련할 조직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한재각․정은아(2020)는 발전사, 지자체, 노동자(노조간부, 현장노동
자),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
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입지로 일어난 변화와 정부의 탈
석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탈석탄 전환 정책에 대한 입장, 탈석탄 전
환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탈석탄 전환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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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향에 대한 인식, 발전소 폐쇄 부지 활용과 필요 지원 정책을 묻는 탈
석탄 전환의 대안에 대한 입장,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사회적 대화 방식과 참여자에 대한 입장, 총
4가지 항목이었다.
여기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다루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대해 전국수
준의 상급노조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민주노총) 관계자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탈
석탄 정책에 동의를 하지만 일자리 손실 없는 조건을 걸거나 에너지공공
성의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발전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수용적이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탈석탄 정책의 필요
성과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탈석탄 전환으로 받을
영향에 대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우려하였다. 전환배치가 가능
한 정규직 노조와 발전사에 고용승계를 기대하는 자회사 노조와 달리 협
력업체, 특히 연료환경설비 부문 노조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재각․정은아(2020)는 노동자의 지역 고착성과 기술 고착성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탈석탄 전환 정책에 대한 입장, 탈석탄 전환으로
받을 영향에 대한 인식, 탈석탄 전환의 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크게 4가
지 범주의 질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정규
직들의 경우 탈석탄을 할 경우 일정한 고용 축소가 일어나겠지만,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료
환경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고용형태
측면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연구는 전망했다. 발전소 내 직무별
로 보면, 경상정비의 경우 석탄발전 폐쇄 후 LNG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연료환경 부문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대안에 대해 노조 측은 고용유지 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고용형태에 따라 대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사 정규직 노조는 업무의
전환배치를 기본으로 신규채용 중단과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자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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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신규 인력
선발을 줄이고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를 통해 고용유지가 될 것을 기대하
고 있었다. 협력업체 노조의 경우 공기업화 및 발전사 정규직화로 고용불
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배치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협력업체들은 현행 조건에서도 자구책으로 기존
4조 2교대에서 5조 3교대로 일자리 나누기를 고려하고 있는 형편으로 확
인되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와 방식에 대해 노조 및 노동자
들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형태에 따라 필요성
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다. 정규직의 경우 인력유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논의를 하는 상황으로 기존 협의 틀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
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당장 논의 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다.293) 정규직은 기존 논의 틀
내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 비정규직은 배제된 상태
라는 차이가 있다.294)
이런 상황 차이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경우 어느 수준에서 누가 참
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와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됐지만, 해당 연구는 정규직 노동자 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 여부
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재각․정은아(2020)의 연구는 앞선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노동
자가 받을 영향과 이해관계의 입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직군별 현황을 정
리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시 발생할 고용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고용형태,
293) 이런 상황의 차이에는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내 지위 열위뿐 아니라 전환의 주요
이해당사자로 인식되지 못한 탓도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경우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할
회의체가 2020년 8월 4일 출범했다(이영재, 경사노위에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회 설치… “취약계층 대변”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인 정리해고제, 변형근
로시간제,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한 1996년 노동법 개정 시기를 고려한다면, 비
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와 논의기구 배제 현실이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294) 일부 정규직 노조에서는 정부와의 대화상대에 발전산업 노조를 포괄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한재각․정은아, 202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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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등에 따라 진단하고자 기술 고착성과 지역 고착성 개념을 활용하였
다. 각 직군별로 기술 고착성과 지역 고착성의 정도를 파악해 차등적인
영향을 가늠하고, 향후 노동자의 재취업 경로를 추정하였다.
지역 고착성은 노동자들이 직장이 있는 지역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지를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생긴 지역 사회 내 관
계망과 유대감, 또는 지역 내 주택 등의 자산 등으로 인해 발현된다고 정
의하였다(한재각․정은아, 2020: 40).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 고착성
은 단순히 노동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과도 연
관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경제
활동도 노동자의 지역 고착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의 지역 사회 내에
서의 관계망, 여가와 문화생활, 주택 등 자산뿐 아니라, 가족들의 사회문
화 생활까지 넓힌다면, 노동자의 재생산 영역(돌봄, 교육, 주거 등)까지
지역 고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 즉, 지역 고착성은
[그림 6-1] 충남 석탄발전소 노동자 지역 고착성과 기술 고착성

자료 : 한재각․정은아(202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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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재생산 영역의 지역적 기반이 어디인지, 그것이 지역 내 얼마나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술 고착성은 특정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능력 및 숙련
임과 동시에 해당 기술 능력과 숙련이 얼마나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한재각․정은아, 2019: 41). 즉, 특정 산업 부분에 진입하기 위해
혹은 머무르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능력과 숙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
술 고착성은 특정 산업에 밀착된 정도인 산업 특화도와 그 산업에 진입하
기 위해 혹은 진입해 일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능력과 숙련도로
정의 된다.
지역 고착성과 기술 고착성의 관점에서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업무를
구분해보자. 보일러 터빈 등의 메인설비 업무는 석탄 및 LNG 등 발전산
업에 특화된 업무다. 이 업무는 상당한 숙련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
고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료환경 부문은 메인설비와 비슷한 수준의
<표 6-3> 충남 화력발전소 노동자 재취업 가능성 예시
분야

기술

지역

예시

동일

동일

동일

보령화력의 석탄취급설비 노동자가 신보령화력에서 석탄
취급설비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

동일

이동

보령화력의 경비,노동자가 신서천화력에서 경비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

이동

동일

태안화력 경상정비 노동자가 태안 이원간척지 태양광패
널 유지 및 보수 업무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

이동

이동

보령화력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가 한울원자력발전소
에서 연료계통 건설 노동을 하는 경우

이동

동일

동일

당진화력 회처리설비운전 노동자가 당진 현대제철에서
환경설비운영 업무 노동을 하는 경우

이동

동일

이동

태안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가 태안 하수처리장 환경
설비 운전 노동을 하는 경우

이동

이동

동일

태안화력 청소노동자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음식점에서
홀서빙 노동을 하는 경우

이동

이동

이동

태안화력 시설관리 노동자가 서울에서 택배 노동을 하는
경우

자료 : 한재각․정은아(2020: 7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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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이외에서는 기술을 활용하기 어
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인설비보다 기술 고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플랜트 부문은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부문 외에도 석유화학, 해양
설비, 환경설비 시설과 같은 산업시설물 공사 전반의 업무와 유사하다.
청소, 경비, 시설방재 또한 발전소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기술 고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한재각․정은아, 2019: 42).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재각․정은아(2020)는 분야, 기술, 지역 재배치
에 따른 노동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의 예시를 <표 6-3>과 같이 설명한다.
2) 인터뷰 연구의 시사점
한빛나라․김윤성․문효동․김지은(2020)의 심층 인터뷰는 인터뷰 대
상자가 한재각․정은아(2020)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전자는 발전사노조,
발전사, 지자체, 환경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발전사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협력사 등 고용형태와 직군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
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또한 한빛나라․김윤성․문효동․김지은(2020)은 탈석탄 수용성을 제
한적으로만 확인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속성과 원칙, 대화 참여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탈석탄 수용성에 측면에서 직군별 고용형태별 입장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탈석탄 수용성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자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없거나 내용을 가정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재각․정은아(2020)의 경우 지역 고착성에 대한 질문이 개념 정의만
큼 풍부하지 않았다. 지역 고착성을 파악하기 위한 “발전소가 위치한 지
역의 생활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295)은 위 정의에 부합하는 의미를 이
295) 실제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근무지의 선호는 어떠하며, 순환배치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당진에서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계속 당진에서 근무하였는지 알
려주시고”, “(연료환경정비 분야 협력업체 노동자가) 당진에 거주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일용직으로 발전소에 들어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원하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1년이 못되어 퇴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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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단편적인 답만 이끌어냈다. 지역출신 여부,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감, 지역에서의 주택 등 거주자산 보유 등 노동자의
지역 고착성의 입체적 상황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정책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한재각․정은
아(2020)는 전직 및 전환 가능성에 따라 탈석탄 수용도가 결정된다고 추
정했는데, 전직 및 전환 가능성은 현장에서 전환정책이 적용될 경우 구체
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 내용에 따라 노동자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떤 정책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였지만,296) 이 질문에 대합 답을 분석과정에서는 충
분히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책 수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3) 경남지역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인식 조사 필요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만 하였다. 따라서 충남 이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의 인식과 대응을 추가적으로 파악해 지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 이후에 탈석탄에 대한 국제적 압박
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국내의 탈석탄 시기도 점점 더 가시화되
고 있다. 폐쇄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상황은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지는
탈석탄 압력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변화
한 상황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책 수용성 파악을 위한 심층
적인 인터뷰가 필요하다. 한재각․정은아(2020)에서는 기술 고착성과 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대가 일하기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어떤 곳인가요?” 등이
었다.
296) 가령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나 의향이 있으신가요?”, “직업을
옮긴다면 어떤 지역,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가능성을 별개로 둔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노동자들의
재생에너지 전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자들의 전환 배치와 이
직 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요?”, “협력업체 노동자 중 얼마나 보령 밖으로
나갈 것 같은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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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고착성에 따라 노동자들의 전환 수용성이 다를 것으로 제시하면서도
수용성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기술 고
착성과 지역 고착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빛나라․김윤성․문효
동․김지은(2020)은 정책 수용성에 대한 질문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 사안
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기보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여부 수준
에서 수용성 여부를 파악했다. 노동자가 처한 기술숙련 수준이나 노동자
가 생활하는 지역의 고착성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수준과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고용유지와 밀착된 재교육, 재취업,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대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정책 수용성에 대한 선제적 입장 파악을 위
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해서 정책 동의에서 한걸음 더 나간 수용 여부
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석탄발전 일반현황

1. 석탄발전소 현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면(2021. 6. 29. 기준) 현재 총 74기의 석
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 중 20기는 민간발전사가 운영하는 발
전소며, 발전공기업 5개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4개이다. 민
간발전사를 제외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에 4기, 경남에 12기, 전남에 4
기, 충남에 28기가 소재해 있다. 즉, 충남과 경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
전소의 74%가 밀집한 지역이다. 충남지역에서는 동서, 서부, 중부발전이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남동, 남부발전이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소
의 개수 및 용량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보령화력발전소 1, 2
호기 및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되었고, 2021년 말 호남화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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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 2호기 또한 폐쇄될 예정이다. 같은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30
년 사이 삼천포화력발전 3∼6호기, 태안화력발전 1∼4호기, 당진화력발전
1∼4호기, 보령화력발전 5, 6호기 등 총 18기(9.1GW)가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은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2031년과 2034년 사이
에는 태안화력발전 5, 6호기, 하동화력발전 5, 6호기, 영흥화력발전 1, 2호
기 등 총 6기(3.6GW)가 폐지되고, LNG 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21년 1분기 기준 총 7기다(한국전
력거래소, 2021). 중부발전에서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고성그린파워에서 고성군 하이면에 2개 호기의 화력발전소를 건
설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 1호기는 4월 준공된 후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2호기는 시험운전 중으로 곧(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릉에
코파워에서 강릉시 강동면에 2개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이며 삼
척블루파워에서는 삼척시 적노동에 2개 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없다.

2. 공정 및 직무 현황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하역(부두의 선박에서 저탄장으로 하역 후 저장
하는 단계), 저탄장, 상탄과 혼탄작업, 이송, 미분기, 보일러, 터빈, 탈황
및 회처리 등 환경처리로 이어지는 연속공정이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
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이하 김용균 특조위), 2019: 106). 석탄화력발전소
의 각 공정을 석탄의 이동에 따라 살펴보면, 크게 하역을 포함한 연료설
비운전 - 메인설비운전 - 환경설비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료설비운
전은 저탄장에서 배탄까지의 공정인 석탄을 이송하고 저탄, 상탄, 혼탄하
는 공정과 석탄 연소 후 재를 처리하는 회처리 공정 등의 업무이다. 보일
러는 메인설비로 석탄을 연소해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메인설비
운전 업무라 할 수 있다. 탈질 및 집진, 탈황은 석탄 연소 이후의 공정으
로 환경설비운전 업무인데, 환경설비운전에는 발전소 운전에 따라 발생
된 복수의 각종 부유고형 물질과 전해성 물질을 제거하는 복수탈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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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석탄발전소 업무 구분
주요 공정 및 작업 내용
연료설비운전

하역, 석탄 이송, 혼탄, 배탄, 회처리

메인설비운전

보일러, 터빈, 변압기

환경설비운전

탈질, 집진, 탈황, 복수탈염 등

경상정비

각종 설비의 예방 점검과 정비, 고장에 따른 돌발복구

계획예방정비

운전상태 및 성능 점검, 설비의 상태와 성능 진단 후 조치

시설운영관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방재 등

자료 : 김용균 특조위(2019), 한재각․정은아(2020) 재구성.

수인양펌프업무도 포함된다(김용균 특조위, 2019: 138, 한재각․정은아,
2020: 22).
이외에도 발전소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업무가 있다. 경상정비 업무는 발전소의 각종 설비의 예방 점검과 정비,
고장에 따른 돌발복구를 위해 경상정비업체가 발전소에 상주하면서 하는
정비 업무이다. 그리고 경상정비 이외에도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전
력시장운영규칙 에 의거해 운전상태 및 성능을 점검하고, 설비의 상태와
성능을 진단해 조치하는 등의 계획예방정비업무도 있다(김용균 특조위,
2019: 138).
또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방재 등 발전소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운영
업무가 있다. 청소업무에는 사무실뿐 아니라 발전소 건물 외부 장소, 메
인 설비의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염산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을 청소하거나 기계장치 깊숙이 몸을 넣어 청소하는 경우도 포함된
다. 경비의 경우 특수경비와 일반경비로 나뉘는데, 특수경비는 발전소가
국가중요시설이므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
지하는 업무를 한다. 일반경비의 경우 시설경비로 도난, 화재, 혼잡 등으
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설비운영, 점검, 낙탄 청소, 침전조 청소 등을 하는
운영공,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기계공이 있다. 포크레인, 상탄기,
하탄기 등 중장비 운전을 하는 중기운전원, 보일러 터빈 등 발전설비 운
전 등을 하는 발전기술원,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현장 순회점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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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석탄화력발전소 직무 구분
직무

주요 직무 내용

작업 장소

관련 업무군

설비 운영, 점검, 낙탄 청소, 침전조
청소, 석탄 시료채취 등

석탄설비
탈황설비
회처리설비

연료설비운전
환경설비운전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석탄설비
보일러/터빈설비
탈황설비
회처리설비

연료설비운전
경상정비
환경설비운전

전기공

전기설비, 계측기 점검, 조정, 정비

석탄설비
보일러/터빈설비
탈황설비
회처리설비

연료설비운전
경상정비
환경설비운전

중기
운전원

양화기, 포크레인, 페이로더, 상탄기,
하탄기 등 중장비 운전

석탄설비
탈황설비

연료설비운전
환경설비운전

발전
기술원

보일러 터빈 등 발전설비 운전, 현장
순회점검검

보일러/터빈설비

메인설비

운영
감독원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현장
순회점검, 협력사 및 외주업체 작업
감독

석탄설비
보일러/터빈설비
탈황설비
회처리설비

메인설비

시료
분석원

입하탄, 소비탄, 미연탄소, 석탄재 시료
분석실험실
분석 및 석탄연료 관련 사무

운영공

기계공

자료 : 권지운 외(2020).

력사 및 외주업체 작업 감독을 하는 운영감독원, 석탄재 시료 분석 및 석
탄연료 관련 사무를 하는 시료분석원이 있다(권지운 외, 2020: 16).

3. 고용현황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의 메인설비 운전업무는 정규직이 맡고 있다.
발전 5개사 기업공시 자료의 정규직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2,451
명(동서발전), 많게는 2,687명(남동발전)이 근무하고 있다. 대략 평균적으
로 2,500여 명의 정규직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회사 인원들의 경우 전
력생산업무 이외의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 경비, 방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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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발전5개사 고용현황
(단위 : 명)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정규직

2686.375

2605.375

2450.5

2630.63

2666.725

기간제

1

6

32

3

4.875

자회사

611

480

460

525

602

경상정비

952

1,109

1,232

1,025

1,307

연료환경

848

657

694

463

617

5,098.375

4,875.375

4,868.5

4,646.63

5,197.6

협력사

총계

자료 : 발전5개사 기업공시자료(2021), 이태성(2021) 재구성.

이 여기에 해당된다(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2019: 82). 자회
사 인원의 경우 많게는 611명(남동발전), 적게는 460명(동서발전)이 근무
하고 있다.297)
메인설비 운전 이외에 모든 공정은 외주화되어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다.298) 하역299)에서부터 보일러까지 이송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297) 기업공시자료의 협력사 인원에 해당하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협력업체 취합자료
와 차이가 커 정규직, 기간제, 자회사 인원은 기업공시자료를 사용하고, 협력사
인원의 경우 협력업체 취합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공시자료는 일부 협력사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 취합자료의 경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
태성 간사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98) 발전회사의 외주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8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을 펴기 시작했다(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2019: 21). 발전정비시장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업무가 해당됨)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전
KPS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을 하기 위해 민간정비업체 6개사를 집중 육성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2019: 22). 이 과정
에서 발전소의 핵심 업무에 속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주변사업으로 규정되어
외주화되었다.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발전사로 전환되기 전에는 경상정비는 한
전기공(현 한전KPS)이 대부분 담당했고, 연료운전은 한전 자회사인 한성종합산
업(현 한전산업개발)에서 담당했는데, 발전 5개사는 핵심업무에 속하는 경상정
비는 위탁형태로, 연료운전은 도급 형태로 외주화했다. 또한 전산, 경비 등의 업
무도 용역으로 외주화했다(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2019: 22). 이런
상황에서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을 위탁받는 협력사는 발전 5개사가 주기
적으로 발주하는 경쟁입찰 계약에 참여해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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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탄처리 업무, 컨베이어 벨트 정비,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을 처리하는 탈황, 탈질설비, 회처리의 운전 및 정비업무, 메인설비에
대한 정비, 발전소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300)301) 모두가
외주화되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다(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9: 80～81).
이 중 현황 취합이 가능하고 고용인원 비중이 제일 높은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을 중심으로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302)303)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 여수,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에 817명의 경상정비인원과 762
299)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된다. 석탄의 하역업무는 발전사와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가 담당하는데 하역업체는 항운노조에 근로자 파견을 요
청하고 작업 후 전체 노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또한 석탄화물
선을 부두까지 이끄는 예인선 등도 하역 업무와 관련이 있다(한재각․정은아,
2020: 30～31). 이번 연구에서는 항운노조 등 석탄하역 관련 업체를 다루지 않았
다는 한계를 밝힌다.
300) 계획예방정비는 경상정비업체(업체 노동자 및 단기일용노동자), 플랜트전문업체
의 노동자가 섞여 일한다. 보일러 정비 및 터빈 수리를 할 때는 발전소 메인설
비담당 인력(발전소 정규직)과 경상정비업체(협력사) 중심으로 일이 진행된다.
플랜트 노동자는 보일러 튜브를 용접할 수 있는 소수 고숙련 업무를 담당한다.
단기 일용직은 다양한 단순 노동으로 정비 업무를 보조한다(한재각․정은아,
2020: 30).
301) 플랜트노조에는 플랜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발전플랜트
산업은 발전소, 터빈, 보일러 등의 기기를 제작, 건설, 설치하는 업무이다. 계획
예방정비를 실시하면 플랜트 노동자들이 참여해 정비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플
랜트 노동자들은 지역을 이동하며 일을 한다(한재각․정은아, 2020: 28～30). 이
번 연구에서는 계획예방정비에 투입되는 플랜트 노동자, 단기 일용직을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밝힌다.
302) 2021년 2월 기준 발전 5개사에서 업무를 하는 협력사는 총 29개 업체로 총 8,904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협력사 고용인원 중 60%(5,271명)가 한전산업개발
(2,916명 32%)과, 한전KPS(2,355명 26%)에 소속되어 있다. 두 회사를 제외하고
인원 수가 많은 협력사는 일진파워, 금화PCS, KEPS(한국발전기술), 수산인더스
트리, HPS(한국플랜트서비스), OES(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랜트이다. 7개
회사의 인원 수는 전체 인원의 35%로 총 3,134명이다(이상 이태성, 2021).
303) 2002년 9월 한국전력, 발전5개사, 한전기공(현 한전KPS)이 2003년부터 한전기
공의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발전 5개사는 금화PCS,
일진파워, 석원산업,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원프랜트 등 6개 발전정비
민간업체를 육성 및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였다(석탄화력발전산업노동인권실태
조사, 2019: 32～33). 한전산업개발과 한전KPS를 제외한 상위 7개 회사 중의 대
부분은 이 과정에서 성장한 협력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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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발전소별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운전 인원 현황
(단위 : MW, 명)

2,120
668
5,080
325
922
2,044
4,000
1,800
1,800

경상
정비
307
101
409
64
71
218
476
125
125

연료
환경
299
125
338
86
0
65
296
0
0

3

105

80

0

2
4
10

362
848
6,040

33
52
692

0
0
438

3

1,200

233

40

동서 호남

2

500

72

61

동해

2

400

169

155

8
10
7
16
3

900
6,100
2,268
1,800
718

66
713
131
125
56

0
463
0
0
0

6

3,050

586

334

2
4
9
3

2,038
738
1462
530

390
54
81
39

153
0
0
0

제주(석유)

2

80

86

신서천

1

1,018

71

회사명

발전소명

호기

용량

삼천포
여수
남동 영흥
영동(우드펠릿)
분당(천연가스)
삼척
하동
신인천(천연가스)
부산(천연가스)
남부
남제주(한림복합,
천연가스)
안동(천연가스)
영월(천연가스)
당진

4
2
6
2
10
2
8
12
12

울산(석유)

일산(천연가스)
태안
평택(천연가스)
서부
서인천(천연가스)
군산(천연가스)
보령
신보령
서울(천연가스)
인천(천연가스)
중부 세종(천연가스)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이태성(2021) 재구성.

비 고

경상정비인원에, 남제주복합
인원 포함

경상정비인원에 가스복합발
전(12개호기), 인원 포함
경상정비인원에 우드팰릿 바
이오매스 발전(1개호기) 포함

경상정비 인원에 보령복합(천
연가스) 12개 호기 인원 포함

경상정비 인원에 제주LNG
20 복합 4개호기, 바이오중유 2
개호기 인원 포함
신서천은 6월 30일 상업운전
110 시작으로 발전설비 현황 집
계 기준일에는 포함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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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남부발전의 경우 삼척, 하
동 화력발전소에 694명의 경상정비인원과 361명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인
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당진, 호남, 동해에 933명의 경상정
비인원과 654명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인원이 일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경
우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 713명의 경상정비인원과 463명의 연료환경설
비운전 인원이 일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경우 보령, 신보령, 신서천 석탄
화력발전소에 1,047명의 경상정비 인원과 597명의 연료환경설비운전 인
원이 근무하고 있다.
발전소별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운전 인원과 관련해 두 가지 주요
한 특징이 있다. 연료환경설비 인원은 석탄화력(넓게는 석유, 우드팰릿)
발전에만 특화된 인력이라는 점이다.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쓰는 복합화
력발전의 경우 석탄을 운반 및 투입하고, 석탄 연소 후 탈황 및 탈질, 재
를 처리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터빈과 보일러 등 메인설비에
대한 경상정비 인력은 석탄화력발전과 복합화력발전 모두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상정비 인력이 복합
화력발전의 경상정비 인력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복합화력발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보다 경상정비 인력이 더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304)

304)이상의 인력현황을 설비용량별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남동발전의 삼천포 사
업소의 경우 MW당 0.14명의 경상정비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분당(가스복합) 사
업소의 경우 MW당 0.07명이 투입되고 있다. 남부발전의 경우, 하동사업소가
MW당 0.12명의 경상정비 인력이 투입되나, 신인천(가스복합)사업소의 경우
MW당 0.07명이 투입되고 있다. 동서발전의 당진사업소에는 MW당 0.11명이 투
입되고 있고 일산사업소에는 MW당 0.07명이 투입되고 있다. 서부발전의 태안
사업소에는 MW당 0.12명이 투입되고 있고, 군산(가스복합) 사업소에는 MW당
0.07명이 일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경우 보령사업소에는 MW당 0.19명이 일하고
있고, 서울(가스복합) 사업소에는 MW당 0.07명이 일하고 있다. 경향적으로 화력
발전소에 비해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절반이 넘는 수준의 경상정비 인력이 고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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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

1. 인터뷰 내용 설계
가. 인터뷰 방법과 대상
이번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
괄하기보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었
다. 실제 탈석탄 정책 추진 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강력
한 행위자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노조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눈덩이표집 방식을 활용해 노조를 통해 연결된 현장
노동자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인터뷰 대상
자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확대해 나갔다. 인터뷰는 2021년 6월에
서 8월로 총 3차례 경남 지역을 방문해 진행하였다. 총 13명의 노동자(노
조 간부 포함)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아래
<표 6-8>과 같다.
<표 6-8> 인터뷰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나이
노조간부 a
(발전사 A)
노조간부 b
(발전사 A)

노조간부 a
(발전사 B )

50대

50대

50대

지역
가족과 함께 J지역 거주
기혼
가족과 함께 J지역 거주
기혼
고향은 H지역
가족과 함께 전남 S지역
거주
기혼

기술/직무
G지역 사업장 근무 중
보일러부 현장 근무 중
1995년 입사(한전입사)
S지역 사업장 근무 중
보일러부 현장 근무
1995년 입사(한전입사)
H지역 사업장 근무 중
발전 운전 지원 업무 중
1996년 입사(한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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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의 계속
나이

지역

고향은 U지역
노조간부 a
(가족은 U지역 거주)
50대
(협력업체 A)
현재 S지역 거주
기혼
고향은 G지역
노조간부 b
40대 가족과 함께 S지역 거주
(협력업체 A)
기혼
고향은 S지역
노조간부 a
40대 가족과 함께 J지역 거주
(협력업체 B)
기혼
고향은 C지역
노동자 A
30대 가족과 함께 J지역 거주
(협력업체 A)
기혼
고향은 S지역
노동자 B
20대 가족과 함께 S지역 거주
(협력업체 A)
기혼
고향은 P지역
노동자 C
30대 발전사 사택 H지역 거주
(발전사 B)
미혼
고향은 H지역
노동자 D
40대 가족과 함께 H지역 거주
(협력업체 B)
미혼
고향은 G지역
노동자 E
20대 가족과 함께 S지역 거주
(협력업체 E)
미혼
고향은 S지역
노동자 F
20대 가족과 함께 S지역 거주
(협력업체 F)
미혼
고향은 K지역
노동자 G
40대 가족과 함께 H지역 거주
(협력업체 B)
기혼

기술/직무
H지역 사업장으로 입사 및 근무 중
노조 지부장 활동 4년차
탈황 기계정비 파트 근무
1995년 입사(한전공기업 입사)
G지역 사업장 근무 중
탈황설비운전 파트 근무
H지역 사업장 근무
정비파트 근무
노조 전임 활동 중
G지역 사업장 근무
환경설비파트 근무
2015년 입사
G지역 사업장 근무
연료설비파트 근무 중(중기직)
2015년 입사
H지역 사업장 근무
발전부 운전원 근무 중
2020년 입사
H지역 사업장 근무
탈황설비 파트 근무(전기직)
2009년 입사
S지역 사업장 근무
연료설비 파트
2020년 입사
G지역 사업장 근무
환경설비 파트 근무(기계직)
2020년 입사
H지역 사업장 근무
인사 관리 등 행정 업무

자료 : 필자 작성.

나. 인터뷰 질문
인터뷰를 통해 발전소 폐쇄로 받는 영향과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자 했다. 실제 삼천포 1, 2호기가 폐쇄된 상황에서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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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탈석탄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역 고착성과 기술 고착성을 확
인하고, 이것이 정책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
며, 탈석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의 정책 수용성
을 가늠해보고자 했다(구체적인 질문 항목은 아래 표 6-9 참조).
<표 6-9> 인터뷰 질문 내용
내용
- 어느 파트에서 근무 중이신가요?/어떤 직군에 계시나요?
기술 고착성 -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석탄발전소 외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 고향은 어디신가요?
-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신가요?
지역 고착성 -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거주지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출근하지 않을 때 문화, 여가 생활 등은 어디서 하시나요?
석탄발전소 - 삼천포 1,2호기가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시나요?
폐쇄에 대한 - 폐쇄 후 사업장 재배치를 경험하시나요? 재배치된 노동자들은 어떤
반응
반응을 보이는가요?
- 정부 탈석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 및 국회 - LNG 조기 폐쇄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책에 대한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가
- 국회에서 추진되는 입법안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어떻게 평가하시
나요?
노동자의
대응 방안

- 탈석탄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 프로그램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지요?
- (지역 고착성) 석탄발전소가 폐쇄 되어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이동
정책 수용성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기술 고착성)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소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
(예, 신재생 업무), 타 산업 부문에서 지금과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는
일, 전혀 새로운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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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결과
가. 인터뷰 내용 정리
1) 지역 고착성 현황
하동 석탄화력발전소는 하동군 금성면에 소재해 있고, 삼천포 석탄화
력발전소와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소재해 있다.
고성군 하이면은 삼천포305) 지역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삼천포 시내 지
역에서 차량으로 1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옆의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반경 30km 이내, 차량으로
50분 이내에 진주시가 위치해 있다. 사천시는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
에 있다. 진주는 약 35만 명(2019년 기준) 인구가 거주하는 중규모 도시로
경남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다.306)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반경
40km 이내, 차량으로 50분 이내 전남 순천시가 소재해 있고, 반경 15km
이내, 차량으로 30분 이내 광양시가 소재해 있다. 광양시는 약 15만 명
(2019년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순천시는 약 28만 명의 인구가 거
주하고 있다. 진주시는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4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다.
대체로 노동자들은 자녀 양육 및 거주 여건(아파트)을 이유로 규모가
있는 도시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사는 노동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진주, 삼천포, 사천(이상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광양, 순천, 진주(이상 하동 석탄화력발전의 경우)에서 차량으로 편도 1시
간 이내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사정에 따라 창원, 여
수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직 미
혼인 경우, 고향이 발전소 소재지인 하동군, 삼천포,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향이 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닌 경우는 발전소가 제공하

305) 삼천포는 1995년 삼천포시에서 사천군으로 통합되었다. 삼천포의 행정구역은 사
천시이다. 여기서 삼천포는 옛 삼천포시 지역을 지칭하고 사천은 현재 사천시
(옛 사천군)를 지칭한다.
306) 가장 큰 도시는 창원(약 100만 명), 두 번째로 큰 도시는 김해(약 56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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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택에 거주하기도 하였다(이는 발전공기업 정규직의 사례인데, 한전
산업개발처럼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사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체
협력업체 차원에서 보면 그 경우는 많지 않다). 사택은 발전소 소재지역
혹은 인접 시지역에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경우 경남지역 출신이 많았고, 순
환배치로 타 시도(대체로 충남)로 나간 경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돌아온 경우였다. 현 거주지에 자리 잡은 이유는 가족
(기혼의 경우 처가와 시가)이 가까이 살고,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형
성되어 있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기혼 후 본격적인
자녀양육 시기에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인접해 살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또한 고향이 발전소 인접지역인 노동자들의 경우 타 시도
로 사업장이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젊은 노동자
중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노동자(고향이 경남)는 수도권에 인접한
사업장에 배치되길 원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경남 지역이 고향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을 해 자녀
양육시기에 진입한 경우 지역 고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서 말하는 지역 고착성은 단순히 발전소 소재지역 고착성이 아니라, 발전
소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 즉 인근 중규모 이상의 도시에 기반한 고착성
이라 할 수 있다. 발전소가 소재한 군 단위에 거주하기보다는 더 많은 자
원을 획득하고, 문화적 기회, 교육기회, 쾌적한 거주환경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들의 지역 고착성은 발전소에 1시간 이내(더 넓게는 1시간 30분)로 출퇴
근할 수 있는 거리의 도시에 형성된 고착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
이라는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고착성이라 할 수 있다.
2) 기술 고착성 현황307)
석탄화력발전소의 직무는 보일러, 터빈 등 메인설비를 운영, 관리 감독
307) 기술 고착성 현황 파악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20), 발전공기업 공개채용 직무기
술서 , 협력업체 공채공고 및 직무기술서, 현장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모든 계열, 직군을 망라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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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발전기술원 및 운영감독원과 석탄을 저장하고 컨베이어벨트에 올리
고 내리는 등의 중기운전원, 각종 설비를 운전하고 점검 및 정비하는 기
계공과 전기공, 설비운전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운영공, 석탄 원
료의 시료를 분석하는 시료분석원 등으로 구분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낙탄을 청소(운전 보조원)하는 운영공, 설
비를 정비 및 운전하는 기계공, 전기공, 석탄을 하역, 상탄하는 중기운전
원, 발전소 메인설비를 운영하면서 설비를 관리 감독, 운영 설계하는 발
전기술원, 운영감독원이었다.
메인설비를 다루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정계열과 기술계열로 구분되
고 기술계열의 경우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ICT, 보건관리, 안전관
리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남동발전 공개채용 공고 직무기술서, 2021). 대
표적으로 기계직군의 경우 기계설비 운영 및 정비 설계를 하고 기계 구매
조달,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화력발전 설비를 운영한다. 전기직군의 경
우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설비를 운영점검하고 유지정비
에 대한 설계 감독을 한다. 이 외에도 행정, 화학, 토목 등의 직군이 있다.
메인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전력수급을 위한 기동 및 기동정지 등을 하
고 전체 발전소 시스템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나 연료, 환
경설비 운전을 설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 노동자들은
응답하였다. 메인설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터빈과 보일러를
사용하는 다른 발전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정규직의 경우 보직이동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만이 아닌 LNG 발전 등에서도 일을 할 수 있
다. 석탄화력발전 폐쇄 후 LNG 발전, 양수 발전 등에 재배치될 수 있는
기술숙련을 보유한 공정이 메인설비 업무라 할 수 있는 데, 정규직 메인
설비 업무 담당 노동자들은 전환배치 여력도 높다(이는 충남지역 인터뷰
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한재각․정은아, 2020: 41)).
연료설비를 다루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중기직, 기계직, 운영직
등으로 구분된다. 중기직의 경우 석탄을 하역하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중
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한다. 중장비 업무는 전문적 기술인 데 반해, 낙탄
청소를 하는 운영공의 경우 특별한 자격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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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입사할 때 기계, 전기, 화학 등의 분야에서 기능사 및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우대되긴 하지만 낙탄 청소와 같은 운영공은 운전보조원으로
지칭되면서 특별한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연료설비 공정의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만 특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습
득 없이 발전산업 내에서 재배치되기는 어렵다. 물론 중기직과 설비운전
원(운영공 중 일부), 정비계열 노동자는 기계, 전기, 화학 등의 기능사 및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 이 경우 타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낙탄 청소 등의 경우에는 발전산업 내에
서 재배치되기도 어렵고, 특별한 기술 전문성이 없는 한 타 산업에서도
일을 찾기 어렵다.
환경설비를 다루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제어직, 기계직, 전기직
등으로 구분된다. 제어직의 경우 환경설비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발
견하고 정비 등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직, 전기직 등은 해당 기술
과 관련된 설비를 운영 가동하고, 정비를 한다. 운전계열과 정비계열 모
두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
다. 하지만 석탄발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산업 내에서 재배치 여
력이 높지는 않다. 다만, 타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특별한 기
술이 없는 낙탄 청소 운영공보다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308)
무엇보다 연료계열이든 환경계열이든 발전소는 경남 지역 내에서 괜찮
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내의 타 산업 부문에서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처우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하긴 어렵다. 현재의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임금, 처우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산업 부문이 생겨나지 않
는다면, 이 경우 노동자들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덜 괜찮은 혹은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08) 충남 인터뷰(한재각․정은아, 2020)에서는 메인설비와 연료설비, 환경설비 등 공
정별로 구분해 기술 고착성 현황을 파악하였다. 경남 인터뷰 결과를 비춰보면
연료설비, 환경설비 내에서도 직무(보유기술과 그 수준)에 따라 향후 발전소 내
재배치, 타 산업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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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반응
가) 삼천포 1, 2호기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응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1, 2호기의 경우 2021년 4월 30일 영구 가동정지
가 되었다. 2020년 12월 폐쇄된 보령 석탄화력발전 1, 2호기를 뒤이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였다. 실제 사업장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1, 2호기 폐쇄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질문
하였다.
대체적인 반응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었다.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
에 이미 노동자들은 폐쇄를 예상하고 있었다. 당장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소 1, 2호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업장309) 변동이나 고용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폐쇄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막상 폐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제 발등
에 불 떨어지는 경우인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근
데 이제 마땅히 해결책은 없으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되겠지, 이런 생
각들만 하고 있죠.” (협력업체 A, 노동자 A)

하지만 폐쇄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상황을 대하는 태
도가 다소 달랐다. 폐쇄 사업장에 근무하다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된 노동
자의 경우 이전부터 폐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업장 이동으
로 고용이 유지되긴 했지만 발생할 변화에 대해 조금씩 불안함을 느낀다
고 답변하였다.
“조금 오래 전부터 언론이나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폐쇄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피부로 못 느끼다가 막상 4월 달에 폐지가 확정이
되니까 조금 고용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 지금은 1, 2호기밖에
309) 노동자들은 근무지를 지칭할 때 사업장 또는 사업소라는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
고 있다. 이하 절에서는 인터뷰 대상자가 직접 표현한 경우 이외엔 모두 사업장
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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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됐지만 3, 4호기 5, 6호기가 만약에 잠정적으로 한 5년 이내에 다 폐쇄가
된다면 삼천포 화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고. 그때 되면 진짜
실감이 확 나가지고. 삼천포 우리 근무자들은. 지금은 1, 2호기는 타지로
안 가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때는 생판 모르는 강릉, 태안 뭐 이런 데
도 많이 가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피부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협력
업체 A 노조간부 b)

대체로 사업장 폐쇄로 인한 변화,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폐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동자 또한 있었다. 삼천포 석탄화
력발전 1, 2호기에 근무하다가, 타 사업장으로 이동한 한 청년 노동자의
경우 입사 후부터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1, 2호기 폐쇄 소식을 들어 불안
했다고 답변했다. 이 노동자는 사업장 이동 신청을 먼저 한 경우인데, 폐
쇄로 인해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되기 전에 가동연한이 오래 남은 신규 석
탄화력발전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였다.
“(삼천포 화력발전 1, 2호기 폐쇄는) 입사할 때부터 들었어요.… 입사하자
마자 뭐 이거 없어진다고 하니까는 엄청 불안했죠. 그래서 죽어라 자격증
공부하고 진급할거라고… 하면서 진급했어요.310)… 삼천포에 있는 상황에
서 솔직히 (1, 2호기) 폐쇄를 한다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50대거든요. 이
제 그분들은 여기 있다가 다 퇴직하실 생각인데. 저만 같이 있으면은 어차
피 저는 나중에 여기 있어봤자 딴 데 나갈 게 뻔해서 저 혼자만 (타 사업
장으로) 갔어요.” (협력업체 A 노동자 B)

노동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로 인한 변화
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폐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되어 사업장 이동을 경험하였다.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적응, 가족들과의 분리, 새
로운 주거지 마련 등으로 사업장 순환배치나 그에 따른 지역 이동을 선호
하진 않는다. 앞선 경우에는 지역을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대한
310) 석탄화력발전소는 진급하는 경우 보직 배치 때문에 사업장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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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느껴 미리 가동연한이 오래 남은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례이다.
따라서 폐쇄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장을 먼저 이동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태도의 경우 발전사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
동자 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력업체의 경우
향후 폐쇄 사업장 증가에 따라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발
전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변화
는 있겠지만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다.
“폐쇄되고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내 앞날(퇴직)도 얼마 안 남
았지만, 걱정이 됐죠. 그러면은 폐쇄되면 딴 데(사업장)로 갈까. 이런 생각
을 했죠. 그래도 뭐 내가 여기서 딴 데로 가는 거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다
고 보고 저는 여기 남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죠.” (발전
사 A, 노조간부 b)

한편, 고용불안에 대한 염려 이외에 직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심리
적, 정서적 박탈감을 보인 노동자들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심리적, 정서적 박탈감에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만든다
는 자부심, 즉 국가와 국민에 기여한다는 정서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한 선배님이) 이게 폐쇄되는구나 하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
요. 그때 말할 때 (보니까) 엄청 오래 오래 다니셨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다
니셨는데. 얼굴 보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협력업체 A, 노동자 B)
“일단은 내가 이렇게 불철 주야 교대 근무하면서 설비를 정지 안 시키고 하
는 부분, 국민들 한테 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안정적으로 전력을 쓰시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보람이 좀 느껴지더라고.” (협력업체 A, 노동자 A)

나) 사업장 재배치 현황
폐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우선 지역 내 사업장으로 재배
치되어 고용을 유지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석탄발전소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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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될 때는 재배치할 사업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성격
이 강하다. 재배치 사례 중 노동자들이 인접한 신규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규 사업장에는 고년차만 이동을 하도록 기준이 수립
된 상태였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나 상황이 많
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년차를
배치할 경우 재배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년차의 기준을 하향 조정
해 재배치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가 1호기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직원
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또 고성하이로 넘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저희 직원들도 1, 2호기 폐쇄 관련해서
뭐 타지로 발령이 났다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연고 없는 데로 발령이 나거
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다른 부서 쪽으로 지금 거의 다 빠진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곳(타호기)으
로 옮기고 고성으로도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인력 배치는 적절하게 거
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A 노조간부 b)
“고성하이 (발전) 같은 경우는, 시운전 투입되려면 경력이 무조건 (경력
이) 7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7년 이상자로 하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
고요.… 2년을 낮춰 5년 정도 되면 고성하이에 시운전으로 갈 수 있게끔
(노조에서 대응) 했습니다.” (협력업체 A 노조간부 a)

발전사의 대응도 동일했다. 발전사 A의 경우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1, 2
호가 폐쇄되면서 인력을 민간발전소인 고성하이발전소에 파견하거나 삼
천포 석탄화력발전 타 호기로 재배치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타 지역으로
이동한 인원이 소수 있다고 하였다.
“(삼천포) 1, 2호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기신고서(사업장 이동 희망지
신청서)를 통해 희망하는 사업소에 일부 발령을 받았거나, 기존 삼천포 3∼
6호기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은 잔류했습니다. 고성하이화력(GGP)
에 발령을 받은 (파견된) 인원도 있습니다.” (발전사 A 노조간부 a)

다른 사업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은 기존 설비와 다른 설비를 익히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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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중이다. 타 호기나 신규 설비가 조금씩 다르지만 운영 원리나 설비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순조롭게 적응 중이다. 다만, 전
환 배치된 신규 발전소는 기존 발전소보다 용량이 크지만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적은 상황이고,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발전소라는 특성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분석하기도 한다.
“우리 여기(고성하이)가 178명이거든요. (삼천포 1, 2호기 인원은 169명)…
그리고 덩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삼천포(1, 2호기)는 옛날 발전소 아닙
니까. 용량 자체가 한두 배 차이 나니까 뭐든지 크기도 한 두 배 커요.…
(그런데) 인원이 전국에서 제일 작아요.… 사기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
분이 저쪽(민간)이 많아요. 인원이 작으면 이윤이 많이 남고, 가져가는 이
익도 배당금도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발전사 A 노조간부 a)

4) 정부 정책, 국회입법안에 대한 평가 및 노조의 대응/요구
가) 탈석탄 정책에 대한 평가
노동자들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동의하면서 정부가 고용변화,
지역경제 영향, 에너지 수급에 대한 대안 없이 추진한다고 비판하였다.
노동자들은 탈석탄 정책, 즉 석탄화력발전이 폐쇄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는 거의 대부분 공감하였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폐쇄가 필요하지만, 다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속도가 빠른 것이 아
니냐는 입장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탈석탄 정책의 이
유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서 찾았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주요한 요인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석탄화력발
전소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노동자도 있었고, 한편으론 미세먼지와 기
후변화의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만은 아닐 텐데 석탄화력발전소에 그 책
임이 가중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다.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느끼잖아요. 날이 고온으로 자꾸 높
아지고 기온이 변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아는 분들은 그게[탈석탄]
맞다고 봐요.” (협력업체 B, 노조간부)

노동자들은 일자리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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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
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정
책이 전무하다고 비판을 했다.
“(발전소 폐쇄 이야기 나올 때) 괜히 중국에서 나온 먼지인데 우리 탓 한
다고 투덜투덜 거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북극, 남극이 녹으면 탄
소가 나온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하점(임계점)이 돼서 녹아버리면 이제
아예 걷잡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온난화, 온난
화 이러는데 그게 엄청 심각하다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폐
쇄 얘기 나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폐쇄를 얘기했으면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내팽겨 쳐놓고 그냥 없앤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게 좀 짜증 나죠.” (협력업체 A, 노동자 B)
“저희 자식들이 앞으로 100년을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정부
의 정책이 맞는 건 사실인데. 밥을 벌어 먹고 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몸 담고 있는 근로자
들은 몇 백 명 이상이 될 건데… 좀 더 좋은 기후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떤 확실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보다는 더 급격히 변하는 것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
움이 있는 거고. 계속 왜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나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드는 게 사실이에요.” (협력업체 A, 노조간부 b)

아울러 노동자들은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발
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소 인근 상권은 침체될 것이다. 동시에 계획예방
정비의 단순노무직 일자리도 사라져, 지역 주민들의 단기일자리도 없어
지게 된다. 이 경우 소비지출 감소에 따라 지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
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우려였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주변에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OH(Overhaul)를 하면 외부에서 오는 인부들하고 이렇게 몇
천 명이 계시거든요. 이 주변에, 솔직히 시골 마을,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 몇 군데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OH 할 때)이 제일 활성화돼
요. 진짜 제일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발전소 폐쇄가 돼버리

244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면 일단 OH 횟수가 줄어들고, 그 지역 주민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
민들이 발전소의) 외부인으로도 그 기간 동안 (발전소에서) 일도 하시거
든요.” (협력업체 B, 노동자 G)
“제가 고향이 여기여서 잘 아는데 여기가 지금 하이면이 고성군에서 제일
큰 면 소재지고 고성읍보다 여기가 더 잘 돼 있어요 지금.… (탈석탄되면)
여기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사람이 안 사니까 마을이 아마 다 죽어버리고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발전사 A 노조간부 a)

그 영향범위는 발전소 소재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었다.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경우 진주, 사천(삼천포), 광
양, 순천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발전소 소재 지역에 거주하
기보다는 교통, 주거, 교육, 소비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인근 중규모
도시에서 살면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발
전소 주변지역 중규모 도시는 노동자들이 문화, 여가생활 등을 하는 곳으
로 주 소비지이기도 하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발전소가 폐쇄되면, 1차적으로 주변 고성이나 삼
천포 이 상권들이 문제인데. 이게 2차적으로 보면 조금 더 넘어가면 진주
나 인접한 창원. 이쪽 상권도 데미지가 없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
면 교대 근무자들도 3일 쉬고 할 때 여기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본가로 가
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진주로도 가시고 부산 창원이든 가실 건데. 그쪽
지역 상권도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311) (협력업체 A, 노동자 F)

또 탈석탄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
을 제기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유가 노후화에 따른 미세먼
지라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환경설비를 보강하는데도 발전소를 폐쇄하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는 탈석탄 정책의 맥락이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석탄발전소 기동정지나 폐쇄를

311) 이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노동자들의 생활권역이 경남(진주, 창원 등) 경남
전반에 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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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부에 있다.
“노후화 얘기는 노동자들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마 제일 큰 원인일 거라
생각할 겁니다. 기후 환경은 약간 뒤로 생각하고 그냥 30년 됐으니까 (폐
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의 경우 (삼천포)
1, 2호기보다 5, 6호기가 지금 새로 생긴 데가 더 잡히거든요[덜 배출하거
든요]. 5, 6호기 지금 탈황설비를 더 만들고 있어요.” (협력업체 A 노조간
부 b)

뿐만 아니라 탈석탄을 하면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쟁적인
비판을 꺼냈다. 배터리 같은 전력저장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재생에
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력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측의 비판을 석탄발전 노동자들
도 공유하고 있었다.
“나중에 태양광 풍력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LNG도 결국은 규제를 당할
거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딜레마에 빠질텐데… 나는
획기적인 배터리 뭐 저장기술이 생기지 않고는 원자력이든 뭐든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하지만) 충남은 (석탄) 발전소가 워낙
많잖아요. 인천부터 (충남까지) 그 벨트가 솔직히 미세먼지 심했잖아요.
탈석탄은 저희가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그거
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발전사 A 노조간부 a)
“그냥 국민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이 타이밍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기는 해야 하는데 (발전산업 종사
자 입장에서) 사실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설비 투
자한 대비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좀 추진하
려고 하지 않나.… 아무래도 아직 속도가 빠르니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
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 B, 노동자 C)
“(탈석탄을 하면) 여름이나 겨울에 전력 수요가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
LNG는 제가 알기로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있는데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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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기를 받아쓰는 다른 산업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력업체
A, 노동자 A)

아울러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탈석탄이 아니라 발전산업
의 민영화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상 2024년
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총용량이 증가한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
동연한이 다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지만 동시에 6기의 신규 석탄화
력발전소가 건설된다. 6기 모두 발전 5개사와 연관이 있지만 실질적인 운
영주체는 민간사업자다. 한 노조 간부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엄밀한 의
미의 탈석탄이기보다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축소와 석탄
화력발전의 민영화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게 민영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다 민영화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웃긴 게 뭐냐 하면 탈석
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애는 거는 만약에 100에서 30이면 지어지는
게 70이에요. (지어지는 게 다 민간발전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저는 제일 괘씸한거죠.” (발전사 A, 노조간부 b)

또한 현재 활동 중인 탄소중립위원회의 경우 노동자 대표성이 부족하
다고 비판하였다. 한국노총에서 대표로 참여하긴 했지만, 발전산업 내 노
동자들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탈석탄 정책이 현재 추진 중
이고 사업장 폐쇄는 조만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과 목소
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제 탈탄소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를 정부가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자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한국
노총 위원장 한 명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직접 해당되는
노동자가 대표성을 가지든 아니면 노동조합 위원회든 그런 위원회의 결정
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가 참여해야지,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다 아는 것
도 아니고.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전문가들끼리 만
든 위원회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
거냐, 뻔하잖아요. 사업자 위주로 기업 위주로 구제책 내놓고 그에 따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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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는 그냥 그 사업에 따라가는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
죠.” (발전사 B, 노조간부 a)

나) LNG로의 전환 및 LNG 조기 폐쇄 대한 반응과 평가
정부는 2024년에서 2034년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 24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LNG 발전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발전사 정규직은 LNG로 대체될
경우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규직이 담당하는 메인설비는 석탄화력발전이나
LNG 발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현재에도 공기업 발전사들은 순환배치를
통해 보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탈석탄으로 인한 전환배치 과정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우려는 적어 보였다.
“발전소 우리 직원들은 뭐 어쨌든 다른 데 사업소로 옮길 수도 있고 하니
까 크게 충격을 안 받는데 (지역 주민들의 충격은 클거에요).” (발전사 A
노조간부 a)

다만, LNG의 경우 투입 인력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에 대한 염려는 있었다. 하지만 정
년퇴직, 신규채용 중단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
이었다.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LNG로의 전
환 시 일자리 수가 줄어 다소 불안한 점도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LNG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노동
자와 신규 입사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확인된다.
“(앞으로 신규 건설로 전환될 LNG 발전소가 있고) 지금 1965년생 1966년
생 1967년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970년생까지 상당히 고용이 높아요(고
용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앞
으로 그래서 2∼3년 안에 이제는 추가로 뽑는 신입사원은 없을 거다. 그렇
게 예상은 하고 있죠.” (발전사 B 노조간부 a)
“사실 화력이랑 복합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인원 구성이 확실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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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다고 하거든요. 화력에서 동일한 출력을 내면 뭐 화력에서 100명이
필요하면은 복합은 50명만 있어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저희처럼 이제 여기 그런 고
용안정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전사 B, 노동자 C)

협력업체의 경우 현재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소 업무를 낙찰받는 상황
이다. LNG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주요한 방안으로 고려하면서
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LNG로 전환될 때 입찰 물량 수가 줄어들
어 LNG로의 전환배치 과정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해 고용이 불안정해 질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금 회사에서도 LNG 발전소 안에 설비 운전 실적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가 LNG로 바뀌다 보니. 핵심은
LNG 쪽에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획득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A, 노동자 A)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하면서 LNG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지으
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거면 낫죠. 어쨌든 유지는 되는 거니까요. (정
부가 LNG로 대체하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제 그게 됐을 때. 만약에 직장 창출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수 있냐.
지금은 이제 솔직히 LNG로 돌리면 사람 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협력
업체 A, 노동자 G)
“현실적으로 여기 정비하는 인원들은 아는데, 화력에서 정비를 하고 투입
된 인원하고, 가스발전소를 했을 때 거기 들어가 투입 인원들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복합(LNG)발전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 지어도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못 들어가요.” (협력업체 B,
노조간부 a)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직군에 따라 LNG 전환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랐다.312) 연료설비계통에 있는 노동자
312) 이 점에 대해서는 앞 부분 기술 고착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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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에는 LNG로 전환될 시 직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정
비계통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직무
자체가 연동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LNG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염려나
불안 정도가 달랐다.
“터빈이나 전기제어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나중에 복합(LNG) 쪽이
있으면 전환배치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보일러나 석탄취급 쪽은 뭐… 없는거죠.” (발전사 B 노조간부 a)
“저희 직군(연료설비)은 없어지는 거죠. 가스가 되면 이제 가스탱크 관리
하는 분 그런 쪽이나 아니면 제어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만
낫겠죠.… 살아남으려면 LNG 자격증 따고 다 해요 지금. 그 관련해 가지
고 자격증 따고 그래요.… (연료파트의 LNG로의 재배치) 가능성이 엄청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직군에 있으면 자격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
요. 이렇게 하나, 둘 정도 갖고 있는데 산업기사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급
하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쫓겨나야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협력업체 A,
노동자 G)
“(석탄화력발전에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그 내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모터, 펌프나 이런 걸 정비하는 회전기기 쪽으로
는 그게 다 유사하거든요. 전기도 계측기 앱만 다루면 또 금방 배워요. 1,
2년만 하면 배워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전기설비는 고압 저압 뭐 이렇게
모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설비는.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협력업체 B, 노동자 D)

LNG 전환 배치 시 발생할 지역 이동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LNG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혹은
신규 건설하는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들이 미리 예측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지역에 일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대안은 복합 하나 더 짓는다든가, 정부에서 해줄 수 있
는 확실한 대안을 내줘라(이렇게 생각해요).” (협력업체 B, 노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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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한 것처럼 정부 및 노동자 모두 LNG로의 전환을 1차적 해법
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 이
전에 선진국들의 모든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IEA, 2021: 20). 이런 점을 비춰보면 향후 LNG 대체 건설 또한 큰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한 논의와 대응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들은 탈석탄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며, LNG로의 전환을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지만, 노동자들이 인지하
는 속도와 대응은 국제사회의 진단과는 현격하게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5) 국회와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입법/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 등
고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자세한 내용은 정
부 발표인 한국판뉴딜,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 산업구조 변
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2021 참고). 하지만 인터뷰한 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
변을 하였다. 들어본 적이 있다는 노동자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다만,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세
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었
다. 그 경우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고용 단절 없는 전환,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나 노조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 인터넷 뉴스 검
색 등을 정보는 구하는 상황이었다. 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봐도 자세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 점은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국회의 입법안을 살펴본 일부 노조 간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현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
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국회의 재취업 보장이 정규직을 비정규직
으로, 즉 고용 조건을 하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들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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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평가했다.
“만약에 내가 용접을 하다가 전환배치를 해서 비정규직으로 가면 임금이
높아지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
금이 100이었으면 이 사람이 풍력을 가서 일했을 때 똑같이 100을 받으면
똑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100을 받았는데 풍력을 만드는 쪽으로 가버리면
5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로 풍력이 이제 뭐 대세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두산
중공업으로 가면 그나마 비슷(유사)하겠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아니면
그 하청으로 가면 80으로 떨어지겠죠.” (발전사 B, 노조간부 a)
“이소영 의원 등 지금 (법안을) 냈는데. 교육을 통해 재배치하는 그런 식
의 방안으로는 누구도 구제하지 못해요. 특별법 같은 걸 통해서 보상안이
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사 정규
직, 협력사 별로 직무가 나뉘어져 있죠) 고용에 따라서 이제 직무가 정해
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구조(노동시장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에요. 만약에 내가 용접을 하다가 전환
배치를 해서 비정규직으로 가면 임금이 높아지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대응이 없다면) 대응책이 너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해요.” (발전사 B
노조간부 a)

6) 노동자의 대응 또는 요구
노조 관계자/노동자의 핵심요구는 고용유지였다. 여기서 고용유지는
되도록 발전소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소 이외의
사업장으로 재배치되어 고용이 보장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어떤 방식이
로든 현재의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협력
업체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유지 방안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는 현재 발전
산업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 안정화 방안과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
이었다.
한 협력업체 노조 간부는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 폐
쇄 계획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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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일하는 것에 정신이 쏠려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재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는 메인설비 업무를 제외한 연료설비운전, 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등의 부문을 경쟁입찰에 붙여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
료된 협력업체가 다음 경쟁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현 업체에 고용된 노동
자들은 고용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미래의 위기이
고, 경쟁입찰로 인한 고용불안은 가까운 위기, 현재의 위기로 인식된다.
“우리가 되게 불안한 게 경쟁입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회사는 여기 있지만은 어차피
또 발전회사 보면 연단위로 또 계약을 또 하거든요. (입찰, 발전소 폐쇄 등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인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합은 또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
죠.… 저는 우리 조합원들 왔을 때. 나중에 그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현
실에 왔을 때. 그때 가서 느끼지 말고.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고 얘기
를 하거든요.” (협력업체 B 노조간부 a)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탈석탄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보다, 지금 경쟁입찰에서 소속 업
체가 탈락하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고용불안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노조와 노동자들은 현재 경쟁입찰 체
제하에서 고용을 유지할 방안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그 영향으
로 노조 간부와 노동자들은 탈석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현
재의 고용불안 해결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다. 즉, 현재의 불안을 해
소하면 향후 발생할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요구를 강조했다.
정규직 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으로의 일자리 재배치, 임금 등 처우 하락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적이
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나라 안에 지금 공기업이 5개나 있는 거잖아요. 한수원까지 하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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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하나의 공기업으로 합쳐야 된다는 게 출발이 돼야 되고. 한전하고 직
거래하는 방안,… 어쨌든 공공성에 대한 그거(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적 통
제)를 딱 잡고 추진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발전사 B, 노조간부 a)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요구사항이 통일되지 않고,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협력업체 A의 경우 과거 공기업이었던 적이 있어
서 공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화가 된다면 발전사 정규직 수준의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유휴 인력에 대해 사업장
재배치의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협력업체 B의 경우 경쟁입찰
체제에서 고용승계 요구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력업체 통합을
전제로 한 협력업체 공기업화 또는 발전소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이 여러 요구에 대해 노동자들이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기업화가 진행되면… 저희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 같아
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더 취약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요).… (공기업화가 진행이 되면) 연료환경 설비 회사를 통합시키고,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만 통합만 해도 저희 회사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굉
장히 많아져요.” (협력업체 A, 노동자 A)
“대체적으로 앞의 노조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고용승
계(할 것인지) 거기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80%, 90% 노조원들의 (의
견이) 고용승계보다는 정규직화가 높게 나왔어요.… 그 발전사 쪽이랑 협
의했을 때 고용승계한다 해주겠다, 그 부분과 아니면 정규직화를 계속 요
구할 것인지 노조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어요. 사업체별로. 뭘 더 원하
는 지에 대해서요.… 다들 정규직화를 하면 아무래도 고용승계보다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든. 다른 발전소로 가든. 고용승계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는 살아있어도 다른 데로 사업장에 갈 데가 없으면 잘리는 건
데.” (협력업체 B, 노동자 D)

그러나 발전사 직고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다. 힘들게 시
험을 보고 들어 왔는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직고용이 되면 공정하지 않
다고 한 정규직 노동자는 주장했다. 탈석탄 흐름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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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직고용 인원이 늘어나면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이 필요하고 이 경우 임금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다.
“(일자리 나누기) 상황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또 직
접적으론 임금이랑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명확한 해결법은 아니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의 근
무조건이나 처우 등이) 다 유지가 돼야죠.… 여기 입사하는 게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공기업은 고용안정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다
입사 준비를 하고 그 힘든 벽을 뚫고 들어온 건데 와서 보니까 내가 노력
한 것만큼 미래가 아니네(보장되지 않네).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
각하거든요. 다른 노동자들과 나눠서 그 책임을 져라,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발전사 B, 노동자 C)

한 협력업체 청년 노동자 또한 발전소 직고용, 협력업체 통합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발전소로 직고용되는 거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발전 5사나
한전, 한수원, KPS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잖아요. 사실 하청업체에서 바로 직고용이 되겠다는 거는 그만한 노력을
안 하고,…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 회사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런데
저희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죽어라 본인들이 입사
시험 치고 했는데 하청업체에서 우리 바로 그냥 발전공기업으로 넣어 달
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협력업체 통합
도) 진입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쟁 상대가 더 생기는 거니
까 특히나 신입 직원들은 더 입지가 좀 좁아지는거죠. 10년차 20년차, 과
장, 차장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느낌인데. 신
입들은 결국은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결국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협력업체 A, 노동자 F)

그러나 다른 협력업체 청년 노동자는 노동환경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발전소 노동 인력의 직고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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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이 발전소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이 발전소는 발전공기업에서 다 해야 돼요. 통합해서 관리하면 절대
저렇게 사고 안 나요. 계속 분리가 돼 가지고 하청이 있고 하청한 테 책임
을 떠맡기니까는, 이 작은 업체가 뭔 힘이 있어요? 중요한 설비인데. 조금
힘들다고 그냥 하청업체 맡기고 편한 데는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다 자기들이 하면 되거든요. 발전사가 하면 사업장 없어져도
나중에 공기업이니까, 알아서 이동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협력업체 A,
노동자 B)

고용안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상황,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개별
적으로 자구책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발전사 정규직의 경우 일자리를 잃
을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미
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노동자들
은 미래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테크 등
을 자산을 모으겠다는 반응이 있었고,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빨리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에
요.… 거기에 있어서는 재테크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이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따로 뭘 배워서 또
한다는 것은 제 나이가 이미 늦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
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협력업체 A, 노
동자 A)
“뭐 업종을 전환하든지. 그걸 대비를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배 선박 조종사도 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른 이쪽 같은 계통으로도 일할 수 있게끔 뭐 자격증 준비를 하고요. 어차
피 전기니까. 전기는 밖에 나가서 공사 배전, 이런 거 해도되고,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발전소 계통으로 일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협력업체 B, 노동
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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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수용성
가) 정책 수용의 전제
노동자들은 대체로 탈석탄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일자리 감소
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길 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응
답이 향후 탈석탄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때 노동자들의 탈석탄 전환
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이진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막
연히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에 있다. 그
러나 정부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알선,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에 기
초한 정부 대책은 신뢰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일단은 취업연계 시스템 자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취업 프
로그램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선에서 끝날 뿐일 것 같아
요.” (협력업체 A, 노동자 A).

정부의 취업알선이나 재취업/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고용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질적 수준도 떨어지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
“취업보장이 아닌 거면 지금도 저희(노동자들) 회사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가서 신청하면 뭐 항공기 업체도 (지원) 하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받고 있어요.” (협력업체 A, 노동자 B).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 몇 개를 해봤어요. 솔직히 질적으로는 많
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개인 돈 내고 학원을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거기서는. 어쨌든 보장을 해 주려고 하잖아요. 돈 받고 하니까요.” (협력업
체A, 노동자 E).

한편 발전소 내에서의 고용유지나 타 산업에서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
더라도, 임금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의 질적 하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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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먹고 살려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
데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임금만 보장이 된다면 뭐 크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A 노조간부 b)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용, 고용승계고, 타 기
업으로 넘어갔을 때라도 임금 수준을 맞춰주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
각해요).” (협력업체 A, 노동자 F)

한편 젊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보여주었다. 임금과 처
우 모두 질적으로 하락이 없어야 하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유지되는 게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임금 수준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임금이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워라밸이 떨어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못 받
아들이죠. 이전 회사에서 이미 그걸(워라밸이 깨지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요.” (협력업체 A 노동자 E)

또한 이직 과정에서 임금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자리 이
동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용단절로 임금단절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이
에 대한 지원과 보장이 명시되지 않는 재교육, 재취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이 없다는 반응도 확인되었다.
“생계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가게 되면 직업 훈련? 그걸
통해 가지고 재고용,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협력업체 B, 노동자 D)
“솔직히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취업/재교육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내가 한 달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틈이 벌어져 버리면 그만큼 가정 살림에서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
잖아요. (중간에 생계 지원을 한다면 정부프로그램에 지원) 해 볼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솔직히 그만두라고 하면 그건 좀 거부감이 생길 것
같고요.” (협력업체 B, 노동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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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자의 기술 고착성에 따른 정책 수용성
노동자들은 되도록 새로운 영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길 원했다(고용유지). 그래서 앞서 확인된 것처럼 탈석
탄에 대한 대안으로 LNG 발전소로의 전환배치를 가장 우선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만약 LNG로의 전환배치 또한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노동자
들은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하거나 현재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타 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계열 쪽으로 가는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기는 전기
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쪽 관련된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 하
면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기술은 습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협력업체 B, 노동자 D)

발전소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기존의 기술로 타 산업
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하
진 않았지만 경남지역에서 발전소의 일이 임금, 처우 등이 괜찮은 일자리
이기 때문으로 보인다.313)
“(몇 가지 시나리오 중 선택을 한다면 발전소 내에서의) 신재생이겠죠 당
연히. 나름대로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전기 만든다는 (자부심이요). 전기
를 만들고 싶고.… 뭐 솔직히 임금이나 복지나 뭐 다 솔직히 (제 기준에
는) 별로지만. 안에서는 그냥 하청노동자지만 밖에 나가면은 알아줄 때도
있거든요. 저기(발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알아줄 때도 있고요.” (협력업
체 A, 노동자 B)

타 산업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직군마다 우려와 낙관이 모두 확인되
었다. 연료, 환경설비 부문 노동자들은 타 산업 자체에서 기술을 유지하
기 어렵다고 판단해 타 산업으로의 이동에 대해 우려했다. 또 보유 기술
을 타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타 산업으로 이동에 대
해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313) 발전소 노동자의 지역 내 평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모두가 괜찮을 일자리
로 평가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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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으로 이동한다면) 전기직군은 일단은 일은 많은데 사람이 그렇
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타)산업체가 됐든 어떤 시설
이 됐든 전기직군은 계속 써야하니까요. (이직하면서 임금, 처우 등이 안
좋아지면) 일단 뭐 좋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조금 하향
으로 갔다가 또 괜찮은 자리를 모색해서 다시 옮기든지 그렇게까지 생각
을 합니다.” (협력업체 B, 노동자 D)
“우리 회사의 숙련을 가지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업
무 자체들이 탈황설비, 운탄 뭐 제어하는 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쪽인데. 정비 쪽 분야에 일하는 애들은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밖에 접목할
데가 많아요. 회처리나 탈황, 콜(운탄) 세 군데 근무하는 애들은 다른 데
접목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협력업체 A, 노조간부 b)

새로운 일을 수용하겠다는 반응 또한 있었다. 이 경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발전소에 특화된 기술 숙련도가 높지 않은 경우였다.
“저는 (새로운 일 하는 것)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사무직군에 있다가 완
전히 바꾼거라서. 다른 직종으로 바꾼다 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아
요.” (협력업체 A, 노동자 E)

한편 발전사 정규직의 경우 고용안정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고용이 유
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 내에서 새로운 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었다.
“저는 일단 고용만 유지되는 한에서 뭐 새로 배워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필요한 요소로 배치 인력을 투입할 거고, 인력 운용은 당
연히 회사 측에서 가진 권리니까요.… 그런 걸로 불평불만하고 또 거절하
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사 B, 노동자 A)

다) 노동자들의 지역 고착성에 따른 정책 수용성
거주 지역을 바꿔야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 대해서도 노동자들
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핵심적인 요인은 혼인 여부와 자녀 양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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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역 이동의 수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조금씩 달라졌다.
자녀 양육 시기에 접어든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로 인해 사업장을 이동
할 경우 혹은 이직으로 인해 현 거주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되도록 노동자 개인만 이동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노동자
들은 이미 사업장 재배치를 종종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은 생활여
건이 좋은 도시에 남고, 되도록 노동자 개인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건 제가 이제 우리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우리 조합원들
제가 매번 만나니까. 폐지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젊으니까. 여기 있
을 필요는 없고 딴 데(사업장)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딴 데 가가지고 또
새롭게 또 배워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젊은 애들, 결혼하는 애
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가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데리고 가면 돼.
(중학교)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은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게 걱
정이거든요.” (발전사 A, 노조간부 b)
“저는 뭐 먹고 사는 거, 의식주 해결이 돼야 인간의 기본 욕구가 일단 해결
이 돼야 나머지도 가능하니까 찾아가지(옮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
족은 놔두고) 저 혼자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협력업체 A, 노동자 A)
“(사업장 재배치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여기
에서 야무진 직장을 어떻게 보면 저의 월급이랑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는
데. 일 그만두고 따라가자 이래 버리면 말이 안 되고. 와이프도 거기 직장
을 새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또 안 될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 재배치로 인한 지역 이동의 경우) 대부분 자기 혼자 가
더라고요.” (협럭업체 A 노조간부 b)

물론 지역을 절대 이동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남지역이 연고지
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이동이 어
렵다는 의견이었다. 개인이 이동하는 것도 부담이고, 동시에 가족들이 전
체가 이동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다. (바로 앞의 인용처럼) 가
족들 또한 현재 거주지에 사회적 관계 및 생활 기반이 있는 상태라면 더
욱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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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쩔 수 없다면 가야겠지만,… 무조건 안 가는 쪽으로 해야죠. 이미
한 번 갈 때(입사시 타 사업소로 배치될 때) 같이 다녀왔는데, 와이프가
저 보고 진급도 하지 말라고 해요. 이제 5직급 되면 또 똑같은 일(지역 이
동)이 생길까봐.” (협력업체B 노동자 B)

경남지역의 경우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안정된, 괜찮은 일로 여겨
진다. 발전소 인근 중규모의 생활여건이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
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선택지일 수밖
에 없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가라 이러면 안 갈 사람
들이 많죠. 왜냐하면 고향이 여기고 이것 때문에 50분이라도 (출퇴근) 오
는 게. 그나마 가까운 일자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삼천포에도 화력발전소
그거 하나밖에 일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발전소 직원들이 많이 거주
하는) 진주에도 해봐야 큰 게 없어요. 일 할 수 있는 공간, 산업 자체가 하
동에 있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주에 사는 사람들도.” (협
력업체 B, 노조간부 a)

물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는 반응 또한 있었다. 이 경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양육 책임이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지역 이동의 욕
구가 있는 경우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은 젊은(20대) 노동자인
경우였다.
“저는 일단은 가정이 없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부담감은 없죠. 진급해서
벌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돈 같은 건 안 모이니까. 조금 선호하는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지역도 바꿔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죠. 여기 일자리
구해 보면 일자리 진짜 없습니다.” (협력업체 A 노동자 E)
“저는 제가 원하는 쪽으로. 수도권에 가까이, 신인천은 가고 싶은데 회사
에서 안 해줘서 당진 아니면 본사(서울)를 가고 싶습니다.” (협력업체 A,
노동자F)

대다수 노동자들의 경우 지역 이동을 선호하지 않지만, 성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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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그러나
한 여성 노동자는 전환 배치로 현재 거주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이동하는 것)는 안 된다고 보고 아
마 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어차피 이동을 해도 가
정을 여기에다가 두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저는 솔직히 주부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동 발령을 받아서 전근을 할 만큼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협력업체 B, 노동자 G)

제5절 결론 : 시사점과 한계

1. 경남 인터뷰의 시사점
가. 문화사회적 고착성의 발견
노동자들은 지역과 산업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술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를 생산한다는 자부심 또한 확인된다. 일 자체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일에 대한 문화사회적 고착성이라고 개념화한다면, 오래
일한 노동자일수록 또 설비를 직접 만지고 고치고 운영하는 노동자일수
록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확인된다. 몇몇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
소에서 일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수재인 전기를 공급했다는 자부심을 내비
쳤다. 기간산업 노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문
제의 근원이 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억울함 또한 확인되
었다.
사회적으로 산업역군으로 평가받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
로 지적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박탈 또한 확인되고 이 감정은 일에 대한

제6장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263

자부심, 애착과 연결되어 있다.314) 노동자들이 대체로 발전소, 발전산업
에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이유는 직업으로서 괜찮은 일자리(더불어 사회
적 평판)이기도 하지만 일에 대한 정서적 애착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향
후 단계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정서
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나. 정부 정책 소통의 부재와 소통 전략의 부재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이유로 주로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
물론 기후변화 또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석탄발
전소 폐쇄의 타당성을 의심할 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로 설비 개선 가능
성을 거론하였다. 환경설비를 보강하면 얼마든지 배출오염을 줄일 수 있
는데,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탈석탄 정책을 대안(전력수급 및 고용
유지 관점에서)도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 탈석탄의 이유라면 석탄발전소만 문제는 아니라 인근의 철강 및 석유
화학 산업도 문제이지 않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탈석탄부터 추진하는 것
은 산업 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
선을 이유로 탈석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곧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지만, 노동자
들은 이것이 탈석탄 정책의 이유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보강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은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원 중 중심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의 정책 소통의 실패다. 정부가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
세먼지 해결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으로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314) 이는 달리 해석하면 과거의 산업역군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새로운 전환역군으로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평가와 평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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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비록 절반 이하로 줄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전환을 제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부차화했다. 노동자들이 고용
유지 방안으로 LNG 발전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장 폐
쇄 계획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 일반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구
체적인 폐쇄 시점과 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또한 현직 노동자들
에 대해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했다. 정부가 ‘정의
로운 전환’ 정책을 준비했다지만, 노동자들이 수용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
이, 그 자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편으
로는 정부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정
부의 정책 전달 및 소통의 부재이자 노동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수렴
해가는 전략과 원칙 부재이다.

다. 능동적 대응과 수용성을 악화하는 발전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당장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기에,
노동자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래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은 발전산업의 공
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경쟁입찰 체
제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소속된
협력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요구하지만, 발전사 직
고용 또는 협력업체 공기업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것이 발전소 폐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
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규직 노조 간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노동시장, 경
영평가 등 비용절감 압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 이윤 중심의 경영방
식 등으로 초래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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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 석탄발전 폐쇄 이후에 보다 안정적이고 평등한 고용 관계를 확
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하거나 발
전사에 계속 남더라도 해고가 쉽고 처우가 차별적인 비정규직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본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입장은 단일하지 않다. 과거 한전 자회사 공기업이
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공기업화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규모가 작
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전체 협력업체의 공기업화 또는 발전소 직고용
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공기업
화는 수긍하면서도 내부 승진 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협력업체 통합 및 공
기업화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시에 발전소 직고용에 대해 정규
직 노동자의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감축 및
그에 다른 임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노동자 내부에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가 있다. 이런 분열이 발생한 근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
시장구조, 발전공기업의 분할과 경쟁, 민영화된 협력업체의 경쟁체제가
있다. 문제는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
서 열거한 대응은 현재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적 조건
이 탈석탄 전환의 수용성, 노동자들의 능동적 수용성을 약화하고 있
다.315)
315) 능동적 수용성이란 고용유지, 고용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들이 산업재편
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전환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캐
나다 오샤와시의 제너럴 모터스사 노동자들은 회사가 철수결정을 내리자 대안
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일자리가 아니라 제조업 역량
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동차 조립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캐나다
정부가 시설을 인수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자, 공장의 생산라인을 활용해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를 생산
하자는 캠페인을 하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하승우(2021), 누가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해야 할까? 캐나다 오샤와 사례를 통해 배울 노동자 주도의 중요성
참고). 물론 자동차 제조설비를 활용하면 다른 물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설비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 또
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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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및 기술 고착성과 정책 수용성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공감은 하지
만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탈석탄 전환으로 지역과 기
술의 재배치가 발생할 때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정책이 무엇인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는 발전소 소재 지역 고착성이 아
니라 발전소에 출퇴근하기 쉽고, 생활여건이 좋은 인근 도시 중심으로 지
역 고착성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 변동의 범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
리로 한정된다. 물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역 이동을 감수하겠다는 경우
도 있었지만 이 경우 되도록 경남 내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가
족전체가 이동하기보다는 주생계부양자인 남성 노동자 개인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여성 노동자의 경우 지역 이동은 사실상 고용
단절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지역 이동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이동할 경우 현재와 동일
한 임금수준과 처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가구 분할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작업장 이
동이나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 이동을 할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가구 분할의 충격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건
이라 할 수 있다.
기술 고착성에 따른 정책 수용성은 고용형태, 직무기술별로 다르다. 정
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시에 LNG 등의 발전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연료
환경 부문은 고용 안정성이 낮으면서 LNG 등의 발전으로 재배치될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연료설비의 경우 발전산업 내 재배치 가능성
이 매우 낮으며,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타 산업 내에서 일자리
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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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부의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숙련 유지를 뒷받침하면서도, 기술 숙련이 낮
은 노동자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산업
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노동자의 기술 숙련 수준, 숙련 기술이 연속될 수
있는 연관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재취
업, 재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육
성하고 촉진할 것인지와 연계된 문제다. 지역의 산업 전략과 재교육, 재
취업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노동자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준을 보고 참
여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대체로 고용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
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두드러진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 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구직수당과 교육 및 취업 알선 수준이라
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신뢰가 없
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화된 신뢰를 회
복하기 위한 괜찮은 수준의 고용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마. 노동자의 전환 역량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가 곧 석탄발전소 폐쇄를 수
용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수용성은 정부 정책
이 얼마나 이 수용의 조건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수용
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부에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아니다. 노
동자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전환의 조건을 만들어 가느냐도 관건이다.
현재 노조 관계자들은 정부가 노동자 배제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을 유지 및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전체 산업 구조 전환에 개입하고 노동자 주도적인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기후정의포럼, 2021: 43～47). 즉, 노동자
가 문제 해결 과정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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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는 것이자 자본에 대한 노동의 열위 구조를 극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은 주도적으로 전환과정에 개입해서
노동자측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전환 역량이라는 가설적 개
념을 통해 이를 진단해볼 수 있다. 김현우(2021)는 ‘전환 역량’이라는 개
념을 제안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기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주체와 주체
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역량”이라 설명하였다.316) 전환을 기획하려면
문제와 현실에 대한 진단,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철해
내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설정된다. 이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과 수단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주체의 현실인식과 문제진단,
△장기적 비전과 목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라
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이 노동자의 내적 역량이
라면 노동자가 처한 정치사회적 조건, 제도적 구조적 조건이 외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인터뷰 내용을 앞에서 설명한 틀을 기반으로 분석
하면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전환 역량을 진단해보자. 먼저 노동자
들은 현재 탈석탄 추진 이유를 미세먼지 문제로 좁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
에 기후변화라는 보다 큰 변화 압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현실
인식과 문제 진단). 대다수 노동자들은 발전산업 내에서 고용을 유지하길
원하고, 그 방안으로 LNG 전환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감한 배출저감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탈석탄이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압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노동
자들의 요구는 현행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산업 내에서의 일자리 유지보
다 전망있는 일자리로의 안정적 전환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을 통해서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구조적 개혁의 목표가 확
인되지만,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소멸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해 내놓
고 있는 대응 방안은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았다(장기적 비전과 목표).
그러나 기후위기의 압력보다 지금 당장의 발전산업 내 경쟁체제, 민영
316) 김현우(2021),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분석과 전략 개발 , 2021 정의로운 전환 1
차 포럼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전략 그리고 담론>,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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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협력업체 경쟁입찰제도, 이중 노동시장 등으로 일상적으로 고용불
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관심과 초점이 현재의 고용
유지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상실에 대비한 고용 안정성 강
화 요구가 지배적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조직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보수적인 담론 속에서
제약받고 있다(외적 조건).
<표 6-10> 노동자의 전환 역량 요약
분석 틀
외적
측면

내적
측면

인터뷰 내용

- 발전산업 내 경쟁체제, 협력업체 경쟁입찰제도로 상시적인
제도적, 구조적 고용불안에 노출
조건(맥락) - 이중 노동시장으로 인한 고용형태별 고용 안정성 격차
- 노조의 쟁의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 가장 핵심적인 탈석탄 추진 이유를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
문제의
식. 노조 관계자들과 일부 노동자들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진단(기획)
의 필요 인식
- 고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LNG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
- 발전산업 내 경쟁체제, 협력업체 경쟁입찰제도, 이중 노동
비전과
시장 구조 등로 인한 상시적 고용불안에 대응해 발전산업
목표(기획)
공공성 강화 및 협력업체 발전소 직고용 또는 정규직화를
문제 해결 목표로 설정
- 고용형태별 고용 안정성, 근무조건(임금, 처우 등) 격차로
단일한 조직화 한계
자원의 동원과
- 경쟁입찰제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협력업체별 입장 상이
조직화(실행)
- 고용불안에 대해 집단적 해결책보다는 개별적 해결책(자산
확보, 일자리 탐색 등)을 우선적으로 모색

자료 : 필자 작성.

예를 들어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산중공업 위기 당시 노동자들에 대
한 지원이 없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노동자 지
원을 요구할 경우 공정치 못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
고 있었다. 또한 현재 시험을 통한 선발이 공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임승차이며, 그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저하가
이루어지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규직 노동자도 있다. 이는 필요한 자
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역량이 현재의 제도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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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 담론에 의해 억압되고 억제된 상태임을 보여준다(외적 조건과
자원 동원 및 조직화).317)
한편, 노동자들은 자구책으로 자산 증식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
거나, 개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 공부로 향후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자 했다. 현재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서 노동자들
의 고용유지(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혹은 고용보장(괜찮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를 노동자 집단 차원
에서 조직화하기보다는 개별화된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둔 상황이다. 개별
적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 기업에 유리
하게 작동하는 법과 제도 등을 비춰보면 노동자들의 개별화된 대응은 다
른 주체에 책임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담론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묵인될 가능성
또한 있다(자원 동원과 조직화).
앞에서 살펴본 5가지의 시사점 요약 및 현황과 과제는 아래 <표 6-1
1>과 같다.
<표 6-11> 시사점을 통해 본 현황과 과제
현황

과제
-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노

- 일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애착
강도가 확인 되지 않음. 일에 대한
문화사회적
고착성

애착이 고용유지와 고용보장 선호

동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안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
원방안 마련 필요 있음

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장이 되 - 산업역군에서 전환역군으로의 전
더라도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 환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이
음

관점을 정부와 노조 모두 활용해야
함

317)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그 요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보수적 담론에 의한 역량의 억제상
태는 사회의 보수적 담론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
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외적 조건과 자원 동원 및 조직화는 매우 밀접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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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의 계속
현황

과제

-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을 가장
주요하게 인식. 탈석탄의 타당
성을 비판적으로 인지
정책 소통
부재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
적인 흐름과 방향성 속에서
탈석탄이라는 에너지 전환이 추

- 정부는 탈석탄의 이유와 필요성,
시기와 방식, 탈석탄 에너지 전환
의 타당성에 대해 현장 단위의 노
동자들과 소통 필요 있음

진되는 맥락에 대한 공유가 안 - 노동자는 에너지 전환의 입체적 측
됨
면에 대한 인지 필요 있음
- 탈석탄의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전
달되지 않음
- 발전사 경영효율화, 비용절감
에 따른 노동5조건 악화, 민간

-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강화
와 동시에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자본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 노동자의 경우 협력업체 통합 및
건설, 협력업체의 경우 경쟁입
공기업화, 발전소 직고용에 따른
발전산업 및 찰 체제 등으로 인한 고용불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자들 간의 입
노동시장의
안정 문제가 탈석탄으로 인한
장 차이에 대한 상호연대적 문제
구조적 조건 고용 감소보다 시급한 현안으
해결방안 합의 필요
로 대두
- 현재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 현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발전산업
직,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의
내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노동계
단일하지 않은 입장
측의 비전과 목표 수립 필요
- 정부와 노조는 고용형태 및 직무
등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 고용형태 및 직무에 따라 탈
- 정부는 기술 고착성과 지역 고착성
석탄 고용 영향이 다름.
을 고려한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
지역 및 기술
- 타 지역 이동에 대한 수용력
고착성 및
방안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전략 수
낮음. 즉, 지역 고착성이 높음
정책 수용성
립 필요
-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 정부는 지원 방안을 수용할 수 있
노동자들의 신뢰는 매우 낮음
도록 고용보장안을 제시해 노동자
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환 수용성
을 높여야 함

272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표 6-11>의 계속
현황

과제
- 노조는 고용 안정성 확보로 다 해

- 노조와 노동자는 탈석탄에 대 결할 수 없는 탈석탄 영향에 대한
한 제한적 인식, 현재의 열악한 대비 필요. 노조와 노동자에 우호적
산업, 노동시장내 구조적 조건 이지 않은 사회적 담론에 적극 대
전환 역량

으로 고용영향에 대해 입체적 응 필요
으로 인식, 대비하고 있지 못함 - 정부는 고용유지와 보장을 위한 지
-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원을 노동자의 상황과 필요를 중심
노조, 노동자들의 요구에 우호 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노동자애게
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전
환하기 위해 노력 필요

자료 : 필자 작성.

2. 충남 인터뷰와의 비교
경남지역 인터뷰의 경우 지역 고착성, 기술 고착성, 노동자들의 요구,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서 충남 인터뷰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
다. 다만, 지자체의 탈석탄 과정에 대한 대응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충청남도는 2017년 10월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를 주제로 국제행
사를 개최하고 2018년에는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과 탈석
탄 동맹에 가입해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원세연, 2020). 충
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과 산업 재편을 위
해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
다(충청남도, 2021).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탈석
탄 정책,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탈석탄 대응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물론 경상남도는 2050 탄소중립추진위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진행하
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탈석탄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
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현재로선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남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점도 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다. 이는 근무연수, 현장 육체노동과의 밀착성, 개인
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그 강도는 다를 것이므로 모든 노동자들에게서 발
견되는 특징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에 대한 애착이 있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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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충남과 경남 인터뷰 비교
항목

공통점

차이점 및 추가 발견된 점

- 발전소 소재지 출신, 소재지에-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거주,
일자리를 얻어 오래 거주하는 경 교육, 문화생활 등도 지역 고착성 형
지역
고착성

우 지역 고착성 높음. 순환근무 성하는 요인. 지역 고착성은 발전소
가 상대적으로 잦은 정규직보다 소재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
지역 출신이 많은 협력업체 노동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재생산활
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고착성 동이 이뤄지는 주요 생활권으로 그
높음

기술
고착성

문화

범위가 형성됨
- 연료환경 부문 내에서도 직군에 따라
- 메인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기술 고착성이 다름. 기계직, 전기직,
직들은 석탄화력발전 이외 터빈
중기운전직 등 전문기술이 있는 직군
등을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일을
의 경우 석탄발전소 이외에서도 일자
할 수 있지만 연료환경 업무를
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낙탄 청소 등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운영직 일부의
석탄발전소에 특화되어 정규직보
경우 오히려 발전소에 특화된 기술
다 기술 고착성이 높음
고착성이 높음
-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 국가의 중

사회적

-

고착성

요 인프라 산업에서 국민들의 필요를
뒷받침한다는 일 자체에 대한 애착이

확인됨
- 충청남도의 경우 광역 및 기초지
- 경남의 경우 2050탄소중립추진위원회
자체 차원에서 탈석탄 대응을 적
를 출범하고 시민참여형 논의를 진행
지자체의 극적으로 하고 있음. 정의로운
하나 탈석탄으로 인한 고용, 지역의
대응
전환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제 포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확인 어
럼을 개최, 재생에너지 사업 유
려움
치 등을 하고 있음
- 정부의 탈석탄이 노동자들을 고
려하지 않고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인식
탈석탄

-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협력업체

인식과

의 공기업화 및 발전소 직고용을

대응

통한 정규직화를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주장
- LNG로의 전환배치를 1차적인
해결책으로 모색

자료 : 필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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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탈석탄으로 인한 고용변화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임금과 처우 조
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정
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경제적 지원에만 국한되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기술 고착성의 입체성이다. 충남 인터뷰를 통해 공정별로 기
술 고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 내에서 기
술직군에 따라 산업 특화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연료환경설비의 기술 고
착성은 입체적이고 다면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환경설비의 제어직은 수
처리 설비 제어실 등 타 산업 부문에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기계직
의 용접 기술이나 펌프 정비, 전기직의 배전설비 등은 타 산업 부문에서
도 활용가능하다. 연료환경설비의 석탄화력발전소 기술 고착성이 높긴
하지만 기술직군에 따라 타 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다르다. 가장 기술
고착성이 높은 직군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석탄화력발전 업
무에만 특화된 경우로 낙탄 청소와 같은 연료설비 운전보조원(운영직 중
일부)이다. 이들은 보유기술 숙련 또한 낮기 때문에 타 산업 부문에 재취
업하려면 새로운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내 기술
직군, 공정별 직무의 특성과 석탄화력발전 특화도, 타 산업 부문에 적용
될 수 있는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정부가 탈석탄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내놓았으나 노동계
는 반발하고 있다. 그만큼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탓이다.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토론의 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만
큼 왜소한 담론은 내용을 더해가는 중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변화, 국
내 탈석탄 속도, 정부의 대응과 전국단위 노조의 반응은 현장의 노동자의
인식 및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담론과
현장, 정책과 체감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도 있다. 충남 인터뷰가 석탄발전소 내의 다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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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별, 고용형태별로 노동자들을 만났고, 지역 주민, 단체, 언론, 공무원 등
을 폭넓게 인터뷰한 것에 비해 이번 연구는 메인설비, 연료환경설비 노동
자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협력업체별(더 나아가 고용형
태별)로 사안을 대하는 입장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
규모별로 노동자들의 반응과 입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노
동자들 간 입장 차이는 직무 및 협력업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노동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연구방법에 있다. 연구방법으로 눈덩이표
집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을 고르게 선정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정량화하거나 일반화한 것이 아
니라 현재의 맥락을 짚어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기술
고착성, 지역 고착성 등의 개념을 활용해 전반적인 맥락과 가능성을 짚어
냈지만 직군별, 세대별, 젠더별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직군별(혹은 직무기술별) 영향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전체 공
정에 다른 직군(직무기술), 가령 하역계열이나, 여타 행정업무 종사자, 청
소 및 경비 등 자회사 노동자들과 관련된 쟁점이 발굴되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산업이 남성 노동자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
만, 해당 산업에 여성 노동자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업체 소속 행
정계열, 청소세탁 노동자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일자리 이
외에도, 최근에는 다른 직무(예를 들어 시료채취원을 비롯하여 정비, 운
전 직무)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여성 노동자는 극히 적었으며, 그것도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었
다. 실태 파악과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젠더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야 한다.
이런 한계와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도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고용구조의 분절선
이 정부, 기업, 노동자의 상황 인식과 대응에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지, 이
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입 방법 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전환 역량이라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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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전환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대응과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산업전환의 정책과 관점이 노동자들의 탈석탄 수용 여부에 영향
을 끼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의 에너지 및 산업전환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
구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기업(발
전사 및 협력업체 등 사측) 측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폭
넓게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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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디지털 경제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은 최
전선에 서 있다. 과거 포드 자동차의 일괄조립방식이 대량생산-대량소비
라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듯이,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공유,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대를 선도하
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동시적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극단적
인 수요충격으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
복되고 있는 최근에도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소인화기술
과 자동화의 유인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효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기후위
기로 인한 불확실성은 산업전환에 필요한 생산투자를 지연시키는 반면,
지구온난화는 전기 이동성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이다.
기후위기 시대 팬데믹의 효과는 자동차산업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빠른 산업전환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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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산업구조가 완성
차업체를 중심으로 피라미드형 하청 조달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
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부가가치체계의 중심이 유통 및 서비스영역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는 기
업별 단체교섭으로 한정시킬 수 없을 만큼 전후방 파급력이 크고 준거모
델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복합적 관계성으로 인해 산업전환
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조율은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산업사회에 대한 충격 완충과 산업전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기 정의로운 노
동전환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이행과정의 주요 의제와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
기후위기라는 제약하에서 자동차산업이 봉착하고 있는 생산체계, 산업구
조, 고용관계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추세와 일자리 효과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해볼 것이다.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필요한 고용정책,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시론적 수준에서 제안하
고자 한다.

제2절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의 도전

1. 디지털 경제와 기후변화
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전동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318)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논란은 여전
히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동화, 자동화, 네트워크화와 공유화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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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산업의 4가지 추세를 집약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제품, 서비스와 사업모델 등 자동차산업의 전 부문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이미 자동차는 전자전기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
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기계적 교통수단에서 종합적 생활수단으로 발전하
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
업모델은 창업과 창직은 물론, 신사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현지 진출을 위한 생산입지로만 취급되던 해
외공장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현지 조달은 물론, 연구개발 및 신제
품 투자가 해외입지에서 이루어지면서 산업입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와 자동화로 인해 가치사슬 내 개발과
혁신을 둘러싼 경쟁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생산현장의 직무, 숙련과 노동과
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장치와 같은 전통적 제조영
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ICT(정보통신기술)와 전동화 사업영역이 더 증가
하고 있다. ‘전기이동수단(e-mobility)’이 본격화되면서 센스, 레이더 등
다양한 측정기술을 자동차에 내장하고 인간과 기계 사이 데이터의 소통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모델이
구축되고 교통과 도시계획, 더 나아가 디지털 소통기술이 적용되는 새로
운 사업영역이 개발되고 있다(이상호, 2021a: 5).

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화
최근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은 국가 온실가스
318) 일반적인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
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 비즈니스
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
보하는 기업활동을 말한다(이상근, 20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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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감축목표(NDC)로 대표되는 탄소중립 관련 규제이다. 2015년 11월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제한조치는 임계점에 봉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한다(IPCC, 201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탄소중립 선언이 유
럽연합을 필두로 미국, 일본, 한국 등 134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4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더 나아가 이 목표를 2020년까지 달
성하겠다고 공언하고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95% 감축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 주요 완성차업체는 2017년 현재
1킬로미터당 120～130그램인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2021년까지 95그
램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30년 목표량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2021년 배출량을 1킬로미터당 38그램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2019년 초 유럽연합은 다시 회의를 열고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7.5%를 줄이기로 재합의한다.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이러한 세계적 압력으로 인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한 독일
은 엄청난 내부 논란과 저항을 극복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Martin Krzywdzinski, 2019: 219)
한편 지난 8월에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경로(SSP)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전망치를 가장 적
게 추정하더라도 2021～40년 사이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
고 있으며, 늦어도 2050년 전까지 기후중립적인 탈탄소화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이제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교통 분
야는 물론, 자동차 생산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
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적 압력도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으로 총배출량의 약 18.9%를 차지하고 배출원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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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건물에 이어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교통수단의 온실가
스 배출순위를 살펴보면 도로수송이 94.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1990년 대비 63.4백만 톤(305.1%) 증가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형차 위주의 불합리한 소비문화, 교
통수요 관리정책의 부재,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조절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은 내연기관차의 폐기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 저탄소 교
통수단 활용,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체계의 혁신 등을 포함한다(에너지 전
환포럼, 2020: 113).
한편 자동차 생산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기존 내연기관의 저탄소화와 효율성 증가조치, 전기차
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생산증대 및 시장점유율 증가조치 등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 다운사이징, 실린더 비활성화, 자동변속, 하이브리드기술, 저
중량설계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약 10～18%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
기차의 의무생산과 등록할당제도 배기가스 규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
지만, 전기 이동성을 억제하는 규제요인, 충전소 등 인프라의 미비, 전기차
생산의 저항요인 등이 앞으로는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trötzel & Brunkhorst, 2018: 247).

2. 자동차산업 전환의 3가지 차원
개인 교통수단의 의미에서 대중적 이동성(mass mobility)은 규범과 규
제가 반영된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중요성 외에
자동차는 자유, 개인, 힘과 자기결정을 포함하는 현대적 일상의 상징물이
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소비재인 자동차는 번영의 보증자이고 자본주의
자유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대중사회의 이동성
전환을 의미한다.319)
319) 자동차가 자본주의 발전의 상징적 형상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장되면 내연기관차
의 전동화 등 친환경차로의 산업전환을 또 다른 성장주의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
히 생기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전동화가 자본과 정부가 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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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적 차원
자동차산업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
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Strötzel & Brunkhorst, 2019: 249). 에
너지소비를 줄이는 기술인 실린더 저감장치, 저중량설계, 다운사이징 등
은 기존 생산설비와 기술을 대체하지 않는 보완적 신기술이다. 이러한 기
술은 노동력의 재훈련과 생산과정의 재구조화를 추동하지만, 경영전략과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며 공급업체의 가치사슬 배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탄소 이동성의 기본 전제조건은 센서와 이와 연관된 주요 장치의 연
계성을 통해 커넥티드 주행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센스, 레
이더 등 다양한 측정기술을 자동차에 내장하고 자동차와 운전자 간 데이
터의 수집, 분석과 교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모델이 구축되고 교통수단과 도시계획, 더 나아가 디
지털 소통기술이 발전한다.
자율주행의 가능성도 센서와 다른 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높
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 지역에 따라 6단계로 차별화된 정
치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는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
장점유율 35%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Wyman, 2018: 37).
한편 크라우드 앱, 그리고 공유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자동차의 개인소
유 개념이 약화되면, 자동차의 문화적 중요성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개인 소유물에서 이동수단으로 가치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치 이동은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자동차의 활용방식 변화는 자동차의 절대수를 줄일 것으로 보이
며 사용 빈도도 5～10%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으로 실용적인 이유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던 여행자들이 개인 교통
수단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도 있다(Strötzel & Brunkhorst,
2019: 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자동차산업의 최근 발전추
자 하는 그린자본주의의 추동력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존재한다(Blöck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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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내연기관의 탈탄소화와 구동장치의
전동화이다. 구동장치의 전동화는 부품과 장치의 단순화, 최소화를 초래
한다. 구성물과 구조가 단순화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히 절
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의 필요부품량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무려 1/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선진국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가
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절대량을 감소시키기보다 발
생영역의 변화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러한 전환과정
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의 높은 수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전력의 과
다부하 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동수단의 순환주기가 에너지의 순환주기와 상당히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친환경적 인프라의 개발
은 원자재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과제는 공공부문의 책임 영역에 속하고 투명하고 조정된 이해관계자의
협치를 요구한다(Strtözel & Brunkhorst, 2019: 253).

나. 경제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
고,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용요소는 배터리셀이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 전기차의 주행비
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전기차로 인한 고용 축소 효과를 신
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100% 보완할 수 있
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고용 축소 효과가
신시장에 의한 고용창출이나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동력 감소보다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Strötzel & Brunkhorst, 2019: 254).
추가적으로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의 축소는 산업생산의 고숙련기술
인력에 대한 공급압박을 증가시킨다. 자동화로 필요인력이 줄어들고 노
조의 협상력은 약화된다. 이동수단의 새로운 시장은 노동력에 대한 양극
단의 수요를 촉발시킨다. 고숙련의 정보통신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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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미숙련 서비스인력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발생한다. 제조업 숙련노동자들의 교섭력은 약화되고 직무와 경력에 기
반한 임금보상체계는 재구성될 것이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은 새로운 생산네트워크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 단체교
섭과 노동자 경영참가의 전통적 형태는 위협받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전환과정에서 경제적 차원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
는 대외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
우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또한 보호무역주의적 태도와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린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하였다(이유진, 2021).
여기에는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인해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는 차
량이 바이든 정부의 구매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50%인 국내 생산부품
의 완성차 조립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5일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승용차와 자동차의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
차와 소형트럭의 절반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되도록 만들고, 자국산 친
환경차를 더 보급하기 위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를 확장하
고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미국을 필두
로 한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전환이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
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320)
320) 지난 11월 3일 현대자동차가 신형 차량 GV70 전기차(EV)를 미국 앨라배마 공
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지난 2일
아산공장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열어 미국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노조와
공유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투입하고, GV70 EV를
시작으로 주요 모델은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아이오
닉 6와 제네시스 GV60 등 다른 전기차 모델도 앨라배마 공장에서 차례로 생산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작하면 앨라배마에서 생산
하고 있는 아반떼와 쏘나타 등의 물량은 한국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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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적 차원
자동차산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전환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
위주체들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 규범과 제도 그 자체가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전개되
는 이해조정과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자동
차 생산국과 수입국의 이해갈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도 자
동차 생산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거주자인 시민의 이해가 충돌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개된 자동차산업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결정과정에서 확인되는 이해조정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이다. 과거 수
십년 동안 유지된 자동차산업에서 독일의 안정적 우위는 유럽연합의 그
린딜(green deal) 협상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2020년부터 적용
되는 1단계 전환과정에서 상향조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독일 완성차
업체가 기존에 구상하고 있던 내연기관의 효율성 향상에 기반한 탈탄소
화 대응기조를 무력화시켰다(Strötzel & Brunkhorst, 2019: 254).
유럽연합의 기후중립조치(Fit for 55% Package)는 2030년까지 온실가
스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입법 패키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
차의 경우 2021년 수준과 비교하여 신차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
지 55% 줄이고 2035년에는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이유진,
2021). 이러한 요구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
기 힘든 요구였지만, 유럽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야 할 국가의 정
치적 위상 등이 고려되면서 독일정부는 대내적 불만을 안고 선도적인 탄
소중립 로드맵을 결정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갈등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이해조정의 필요성을 높이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생산입지를 포함하고 있는 울산, 광주, 경주, 인천 지역의 경우 탈
탄소화에 따른 고용과 일자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
국경제, 현대차 승부수… GV70 전기차 美서 생산 , 2021. 11. 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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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피해가 심
각하게 발생하는 도심권 거주자들은 가능한 빨리 포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조치가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제3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자리효과

1. 자동차산업의 뉴 트렌드
가. 자동차산업의 혁신 DNA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혁신의 연속이다. 포드(Ford)의 모델T 자동차가
콘베이어벨트에 의한 대량생산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지엠
(GM)은 제품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수요시장의 힘을 확인하고 현대적 경
영방식을 확립한 기업이다. 이어 적기조달(JIT), 개선(카이젠), 린생산방
식으로 유명한 도요타는 비용절감을 위한 유연생산시스템을 대표하는 혁
신방식이다. 폭스바겐(VW)은 플랫폼 통합, 모듈화와 부품 공용화 등을
통해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대표하기도
했다.
자동차를 대중용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1차 자동차혁명은
대량생산방식과 내연기관차가 핵심요인이라고 한다면, 2차 자동차혁명은
이동서비스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전동화하고 지능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다. 제조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지만, 4차 산업
혁명의 특성은 생산과정의 디지털화와 가치사슬의 재구조화이다.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원천이 제품과 제조능력에서 서비스 플랫폼과 운영능력으
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동차업체의 관심은 자동차
제품으로부터 이동수단의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산업은 거시환경적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의 디지털화,
도시화와 인구집중, 고령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회기술적으로 생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287

산 및 교통체계, 환경규제, 공유경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박근태, 2021).

나. 미래자동차의 전환 추동력(CASE)321)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유
럽의 자동차산업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뛰어
넘는 파괴적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그것이 바로
CASE322)전략이다. 이것은 디지털화와 전동화를 추진해 자동차를 사물
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교통수단으로 만듦으로써 자동차산업을 제조업
에서 이동성(모빌리티)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산업혁신전략이다.
먼저 자동차의 센서와 제어장치 등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로 진화하고 있다(이문호 외, 2019: 25). 커넥티드카는 인터넷이 활용되어
송수신 장치를 통해 차량과 환경과의 정보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인터넷화로 외부세계와의 연결과 조작이 가능할
[그림 7-1] 미래자동차의 4가지 트렌드

자료 : 박근태(2021), p.11.

321) 이 부분은 이문호 외(2019),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 , 전국금속
노조를 주로 참고하였다.
322) CASE란 C=Connected(쌍방 연계성), A=Autonomous(자율주행), S=Shared &
Service(차량공유 서비스), E=Electric(전동화)라는 자동차산업계의 4가지 중대
트렌드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조어이다. 이러한 4가지 키워드로 대표되는 핵심
가치는 혁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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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커넥티드카의 외부적 연결은 소셜미디어(눈),
서비스업체의 예약이 가능한 ‘car-to-web’, 날씨, 거리 및 위치, 사고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ar-to-car’, 교통상황, 모바일 거래 등
과 연결되는 ‘car-to-infrastructure’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Olle,
2018).
커넥티드카의 이러한 연결 솔루션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에
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신차의 40%가 2020년에
커넥티드카가 될 것이며,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벤처기업 등 새로운 시장진
입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기존의 완성차업체에게 커다란 도전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중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업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요
구되는 기술과 숙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개 자동차 조립업체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커넥티드카의 발전은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이문호 외, 2019: 31).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도시화의 심화, 교통
혼잡, 운행 지체, 교통사고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 운송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보통 5단계로 구분되는데, 최종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차’
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향과 속
도조절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율조정이 가능한 1단계는 이미 대부분의 신
차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테슬라와 아우디 A8의 차량은 2～3단계 사이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3단계 자율주
행은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장치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은 카메라, 센
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과 관련된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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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라운지 모양으로 좌석 공간이 변화되고, 편안감과 안락함을 제
공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
운 내부설계를 필요로 한다.
미래자동차의 세 번째 트렌드는 차량공유이다(이문호 외, 2019: 35). 과
거 ‘마이카’ 붐과 같이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계에 어울리는 자동차산업
의 경우 일반대중에게 자동차는 소유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
동차의 전장화가 가속화되고 전동엔진, 수소전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과 장비가 자동차에 결합되면서 개인 소유보다 고가의 최고급 자동차를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아이디어가 결합
되고 있다. 과거에도 렌트카와 같이 차량대여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차량
공유는 개인과 개인이 공유플랫폼을 통해 상호 교통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카풀과도 차이가 난다.
차량공유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우버이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택시잡기가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시간에 차량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시작된 우버방식의 차량공유는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우버의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유사한
카세어링업체들이 우우준순처럼 생겨나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다.
해외에서 차량공유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쏘
카, 타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 플랫폼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자동차
판매시장의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업무용이나 개인활동에 주로 사용
되는 세단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줄고 있으며, 오히려 레저용으로 이용되
던 SUV 등이 더욱 고급화되면서 공유차량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래자동차의 마지막 트렌드는 가장 중요한 전환요인이라고 할 수 있
는 전기전자화이다(이문호 외, 2019: 39). 흔히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전기차, 수소전지차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 엔진을 탑
재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친환경차에서 제외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위의 4가지 친환경차의 공통 특징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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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 동력장치만이 아니라, 부품과 장치의 상당부분이 전기전자화(전장
화)로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배터리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주요
구성품은 기계장치보다 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부품들
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동차산업이 금속을 가공하거나 기계부품을 조
립하는 기계가공업이 핵심영역이라고 한다면, 전기자동차는 전기전자, 정
보통신과 소재 등이 중요한 기업역량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기존 부품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하청업체들이 사업 자체를 전환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의 핵심요소인 동력장치의 전동화는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이
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구조재편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전기차의 새
로운 구성 부분인 배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신생 시
장진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산업생태계와 생산체계의 전환323)
가.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와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난 10월 중순 탄소중립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관계부처
합동, 2021b)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송분야의 경우 2018년 현
재 98.1백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1.0백만 톤으로
38.8%를 줄여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방법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제공, 연계교통의 강화, 철도중심 교통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주행거리를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
해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노후차량의 우선교체 등을 통해 전기차 및 수소
차 보급량을 2030년 450만대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라고 바
이오디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경유차의 에너지수요에 바이오디
젤의 혼합률을 3%에서 8%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323) 주로 김경유․조철(2021)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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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화력발
전 등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의 경우 전기수소차의 보
급을 97% 이상 실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백만 톤 이하로 줄이겠
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LNG 등 화력발전을 잔존하는 대신 포집기
술(CCU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의 경우 전기수소차의 보급률을
85% 이상 끌어올리고 잔존 내연기관차(15% 미만)는 e-fuel과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7.4백만 톤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는 산업, 건물, 수송 등에서 주로 배출되지만, 그
비중으로 보면 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 부문은 상대
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다.324) 그러나 다른 부문에 비해 배출원 관리가 용
이하기 때문에, 주요국은 수송 부문, 특히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수송 부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각 국가
마다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가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100%
탄소 무배출 차량 보급 등과 관련된 단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자동차의 탄
소중립을 위해 최근 들어 자동차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운송과정에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원료가공, 생산과정, 부품조달, 에너지 생산,
자동차 폐기와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산업생태계 전체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크게 운행과정과
생산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으로 자동차산
업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억 140만 톤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의 14.3%를 차지한다.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중 92.9%를 운행과

324)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역내 국제 운수도 포함하는 EU의 경우 총배출량의
22%가 수송 부문이며, 미국은 29%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 부문의 비
중이 13.9%로 유럽과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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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차지하고, 여타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과정보다 이용과정의 배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수송 부문을 의미하는 운행과정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9,830만 톤이고, 이 중 약 95.9%에 해당하는 9,420만 톤
을 도로수송을 담당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배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7.2백만 톤으로 부
품 생산에서 4.8백만 톤, 완성차 생산에서 2.3백만 톤을 배출한다.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이후 증가율
이 완만해지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325) 친환경차 판
매 증가와 기술향상에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선이 부진한 것
은 상용차(SUV) 및 대형승용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편의장치 및 안전장비가 증가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후처리 장
치 등 차량의 평균 중량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생산단계의 경우 조립공정 특성상 온실가스의 직접배출
보다는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 생산공정에
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7.2백만 톤으로, 이 중에서 부품 생산에
서 4.8백만 톤, 완성차 생산에서 2.3백만 톤이 배출되고 있다. 여기서 직접
배출량은 1.2백만 톤,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은 5.9백만 톤으로
82.8%를 차지한다. 직접배출의 경우 완성차 및 부품 제조공정에 사용되
는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장공정의 공조기 및 건조설비, 스팀 생
산을 위한 보일러, 생산현장 공조를 위한 히터, 용해 및 건조를 위한 고로
등 대표적 설비장치에서 상당량을 차지한다. 완성차 제조공정의 경우 도
장, 소재, 엔진 및 변속기 제조 등에서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으
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부품 생산부문에서는 원부자재 투입과 열처리,
표면처리, 가공 공정을 위한 에너지소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주로 발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25)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가 5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34.5%, 승합차 7.5%, 특수차 5.0%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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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생산체계의 전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추진은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목
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자동차의 산업구조와 경쟁요인 등이 더욱 빠
르게 재편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고 각종 규제
에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업체들은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능력을 줄이고
전기동력차의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요 경
쟁요인이 엔진 및 변속기 성능에 기반한 추진력을 높이고 운전성능 등에
기여하는 차량 연비를 증가시키고, 경량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상승시키
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 논의 이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충전시
간을 줄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혁신기
술을 보유하고 전기차 관련 사업모델을 보유한 신규 완성차업체들의 진
입과 기존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모델의 생산증가로 인해 친환경차 시
장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전기동력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동력장치 변화로 인해 엔진, 변속기 관련 부품
수요는 감소하고, 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등 새로운 전기전자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 및 전자,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자동
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다.
한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공정과
투입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은 조립공정 특성상 직접배출보다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이 낮은 편이다. 고효율 에너지 생산설비
교체를 위한 설비투자나, 도장, 주조, 프레스 등 공정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는 대규모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수송 부문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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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탄소중립의 추진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영향

자료 : 김경유․조철(2021), p.8 인용.

립에 따라 내연기관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기
차 전환에 따른 제품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부문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생
산설비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전환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은 부품산업
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전용부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기전
자 부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이 전기 및 수소방식으로 동력
장치가 전환되면서 엔진, 배기, 연료계통 부품은 100%, 변속기 등 구동전
달부품은 37%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동화에 따른 전장부품, 경
량화 소재가 증가하고 센서 및 자율주행기술 등과 관련된 전기전자부품
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부품수급의 변화는 자동차의 제조비용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내연기관차의 부품조달비용 중 엔진과 같은
구동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인 반면, 전기차의 경우 모터, 인버터 등
구동부품의 조달비용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배터리
팩의 비용비중이 35～50%로 크게 늘어나면서 부품조달의 대부분을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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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관련 부품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구동장치와
무관한 부품업체들은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부품은
전기동력화에 의해서 기존 부품들의 성능을 높이거나, 전기를 에너지원
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해지는 소재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동력 구동 부품과 공조시스템 등 자율주행 및 충전 인
프라 관련 부품업체들은 더욱 성장하고 수익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편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구동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일체화하여
핵심부품을 소형화하고 경량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체화 경향에 따라 전기차의 부품 수는 현재보다 더욱 감
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품업체 수가 감소하면서 그 규모는 대
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자동차산업생태계의 변화와 미래자동차의 시장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을
거치면서 산업생태계 자체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차 핵심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
에서 배터리․IT기업 등과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
다. 테슬라, BYD, LG화학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진입자들이 자동차산업
에 등장하고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 생산인력들이 줄어들면서 미래차 관
련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26)
또한 디지털, 배터리, 전기전장 관련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기존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계열화 구조는 상당히 약화되고 미래
차 관련 기술력을 확보한 시장진입자들과 협력하는 수평적 구조가 자동
차산업생태계에 형성되고 있다. 특히 완성차업체의 경우 테슬라와 중국
계 전기차업체의 급속한 성장세로 인해 기존업체와의 주도권 경쟁이 격

326) 산업연구원은 국내 전기차 생산비중이 10.5% 증가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4,718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현대자동차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의 생산비중이 전체 25%를 차지하는 경우 5,044명의 고용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다(김용원,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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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체계의 전환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8), p.35.

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수직계열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달
체계는 핵심역량을 갖춘 1차 부품업체들을 제외한 2～3차 부품업체들이
주변화되면서 콘텐츠, IT, 배터리 등 전기전장, 플랫폼업체 등이 가치사슬
의 주요 영역을 담당하는 방사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가
치사슬이 제품생산 위주에서 이동서비스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 및 정보통신, 화학, 소재산업과 융복합하는 사업영역이 만들어지
면서 부품조달망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체계 자체가 재편되면서 부품업체
의 인수합병 및 사업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시장 상황은 더 복잡하다. 유럽연합이 ‘Fit for 55 Package’
를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5%로 상향조정하고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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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약 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든 정부는 5년 내
50만대 통학버스와 300만대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차량으로 교체하고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9,374만 7천대 중에서 전기차가
203만 5천대로 약 2.2%에 불과하지만, 블롬버그(BNEF, 2020)의 EVO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2030년
3,000만대, 2035년 4,200만대, 2040년 5,8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반영하면 2040년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은 전
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현재 배터리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량이 승용차 4만 260대, 승합차 548
대, 화물차 1,068대에 불과하지만, 2025년 약 15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한병화, 2021: 21).

3. 고용과 일자리 효과
가. 디지털화의 일자리 효과32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탄소화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다양
한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핵심요소를 ‘디지털화’로 규정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다. 제4차 산업혁명, 탄
소중립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
는 규정력이 노동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합리화 효과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영향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일자리 축소가 예상될 수 있지
327) 이 부분은 이상호(2018),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 경상논총 여름호,
한독경상학회, pp.29～47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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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범위와 장기적인 상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직
업 활동과 숙련자격에 대한 효과 또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
업과 숙련 구조의 양극화를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숙련자격이 평가
절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노동의 유연화 경향과 탈경계화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깊이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오직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협
소한 기술결정론적인 가정과 전망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고, 신기술의 확산이 초래하는 역설과 파생효과는 이전보
다 더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의 도입은 항상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
기치 못한 결과, 즉 한계와 모순을 불러왔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
유는 신기술의 확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역동성 때문이다. 경
험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기술의 도입은 생산 및 노동 체제가
가진 기술적 요소와 비기술적 요소의 상호 연관성이 작동하는 복합적 과
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기능적, 구조적으로 다양한 노
동 및 생산 부문들과 관련되면서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
다. 다만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는 노동의 변화 중에서 놓칠 수 없는 사실
은 서로 다른 부문, 기업, 기능과 연계된 상이한 직업 활동과 자격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분단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
털화가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디지털화는 노동을 점점 더
다양화시키고 차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일자리 효과328)
탈탄소화의 고용효과는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 모두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방안 그 자체가 정책적 프레임과 의지로 만들
어진다는 면에서 보면, 고용효과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328) 이하의 내용은 이상호(2021a), 독일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전략 , 경
상논총 봄호, 한독경상학회, pp.1～21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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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남재욱 외, 2021).
탈탄소화가 탄소유발 산업생산의 감소, 이에 따른 고용의 직접적인 감
소를 유발시킨다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총고용량 측면에서 보면 탄소배
출산업의 고용 감소를 줄이면서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량을 증가
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로 인한 일자리 효과는 지역/기업/직종 간
고용조정 및 노동이동, 일자리 질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및 비중
변화, 노동력의 구성 및 기술의 특성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는
종합적 연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거시경제적 고용효과 분석은 시뮬레이션이 가지
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생산량 감소-고용 축소라는
일반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상봉 외(2020)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50.8백만 톤을 기준으로 37%를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배출량과 감축량이 큰 4개 부문의 고용효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수송 부문의 경우 시나리오 1은 감축 이행으로 인해 5.8%
고용 감소, 시나리오 2는 3.2% 고용 감소가 예측된다고 추정하였다.
국내에서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
한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넓은 의미에서 탈탄소화로 인한 고용효과에 대
한 정량적인 분석은 드물지만,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은
독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연구가 존재한다. 특히 독일의 ELAB 2.0 연
구그룹의 보고서(Bauer et. al., 2018)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2016년 독일 내 생
산된 자동차의 수(576만대)를 기준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
20.6만 명,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0.1만 명이 더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329)별로 필요인력 감소분을 추정하면, 생산성 증가
329) 시나리오 1은 전기차의 발전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로로서 플러그인하이브리
드차가 2025년 10%, 2030년 15% 증가, 배터리전기차는 2025년 15%, 2030년
25%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로는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방출 제한목표에
기반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전동화가 좀 더 강화되는 경우로서 플러그인하
이브리드차가 2025년 10%, 2030년 20% 증가, 배터리전기차가 2020년 이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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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생산성 증가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3.5만 명의 필요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 증가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필요인력의
감소폭은 8.2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필요인력의 감소추세는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이 80%로 상정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생산성 증대 유무
에 따른 필요인력의 차이가 줄어든다. 생산성 증가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
우 9.7만 명이 줄어드는데, 생산성 증가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12.8만
명이 줄어든다. 만일 2016년 기준 575만대의 구동장치 생산에 필요한 전
체인력의 산정과정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2030년
시나리오별 필요인력의 감소 폭은 생산성 증가가 없다고 산정하는 경우
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속노조 정책실(2019)이 현대차를 사례로 하여 전동
화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술직 생산라인 종사
<표 7-1> 시나리오별 필요인력 감소분 추정치
(단위 : 명)
기준 연도
생산성 증가 무
필요인력 감소치

생산성 증가 유
필요인력 감소치

생산성 증가 무

생산성 증가 유

2030

2030

시나리오 1

35,000

시나리오 2

52,000

시나리오 3

97,000

시나리오 1

82,000

80,000

시나리오 2

93,000

90,000

시나리오 3

128,000

125,000

-

주 : 2016년 기준 구동장치 575만대 생산 가정.
자료 : Bauer et al.(2018), p.70 참고.

2030년에 40%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전기 이동성이 직간접적으로 규제조치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우이며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차의 운행과
등록을 규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배터리전기차의 비중이 급증
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2025년 10%, 2030년에도 10%를 유지하지만, 배터리전기차는
2025년 40%, 2030년 80%로 급격하게 증가는 경로이다. 이 경우는 탈탄소화를
위한 규제조치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Bauer et al.,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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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독일 ELAB 2.0의 시나리오 3을 2023년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전기차 연간 23.5만대 생산을 기준으로 공수감축 30%를 적용하
면 전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기존 재직자 26,653명 중 자연 감소 13,779
명을 제외하고도 추가 4,63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로 인한 신규일자리는 각각 5,378명, 855
명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일자리에서 10,866명이 감소하고 15,787명이 현
업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7-4]는 현대차의 전동화(ELAB 2.0 적용시)에 따른 고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커넥티드, 차량공유, 자율주행 등과 같이 자동차산업에서 신
사업의 생성과 발전으로 상당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카실로와 하크(Cacilo and Haag, 2018: 12)는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초
래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동성서
비스로 구분되는 3가지 영역에 대한 시장분석을 분리해서 먼저 수행하고
안정적 시장 성장을 전제로 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총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7-4] 현대차의 전동화에 따른 고용효과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202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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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동차산업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
과를 신사업영역과 연동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 영향변수와 제약조건
을 달리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다.330) 이러한 시나리오하에서 개
인 교통량이 매년 3.5%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나타나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양을 측정하였다.
먼저 이동성서비스의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동성
서비스는 자율주행 5단계(로보택시와 다이나믹셔틀)를 전제하고 P2P와
카세어링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낙관적 시장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부가가치 창출량을 도출하면, 2015년 1,200만 유로, 2020년 4,100만 유로,
2025년 8억 유로, 2030년 90.7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가가치 효과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2030년에 이동성서비스 시장총량은 1조 8,040억 유로로 추정되고, 그중에
서 기술경영 사업에 3,877억 유로, 독일산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6%, 독일자동차업체의 국내생산 비율은 47%, 완성차업체의 내주비율
은 28%, 독일의 부가가치총량은 90억 7천만 유로, 산업분류(NACE) 29에
서 17만 117유로의 생산성효과가 발생하여 약 5.3만 명의 필요인력이 발
생한다. 즉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동성서비스를 통해 나타나는 고용증
가량은 산업분류 29와 62에서 총 5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서비스영
역의 고용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Cacilo and Haag, 2018: 16).
한편 자율주행차에 의한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는 부가가치 산정법 차
이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은 자율주행체
계가 완전한 지불체계를 만든 경우, 시나리오 2는 자율주행체계가 약
50%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기능과 부품의 대체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시
나리오 3은 자율주행체계가 다른 부품과 기능을 100% 대체하는 경우를

330) 시나리오 1은 새로운 이동성서비스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자동차 교통 및 생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자동화로 인한 부품생산이 다른 부품을 전혀 대체하지 않
는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한다. 시나리오 2는 자율주행차로 기존 교통수단이 50%
대체되고 이동성서비스로 인해 기존 교통역량이 일부 대체되면서 전체 판매량
은 예상치에 근접한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은 이동성
서비스로 인해 기존 교통역량이 100% 대체되고 자동화로 인한 부품생산이 다
른 부품을 100% 보완한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한다(Cacilo and Haag, 20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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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다. 다른 시장, 산업입지, 수입효과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센서를 사례로 하여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분석하면 <표 7-2>와
같다(Cacilo and Haag, 2018: 24).
시나리오 2의 경우 2030년에 자율주행차의 시장총액은 약 1,550억 유로
로 추정되고, 그중에서 센서의 개발과 제조분야는 546억 유로, 독일의 완
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2.5%, 독일 자동차업체의 국
내생산 비율은 35.4%, 완성차업체의 내주비율은 38.5%, 독일의 부가가치
총량은 39억 유로, 산업분류(NACE) 29에서 17만 117유로의 생산성효과
가 발생하여 23,035명의 필요인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컨넥티드카에 의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하드웨어의 개발과 제조’의 영역을 사례로
시나리오 2를 채택한 경우이다. 커넥티드카의 시나리오 2로 인해 전 세계
부가가치 창출은 2030년까지 2,655억 유로, 여기서 하드웨어의 개발과 제
조 영역은 408억 유로, 독일 완성차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7.1%, 전
체 부가가치의 독일 국내 비중은 92%, 완성차업체의 내주비율은 28%, 독
일 생산입지의 부가가치총량은 2030년 18억 유로, 산업분류(NACE) 29의
<표 7-2> 3가지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 2030년까지 독일자동차산업의 고용효과
항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15년 매출

7,300만 유로

7,300만 유로

7,300만 유로

2020년 매출

8,800만 유로

9,300만 유로

8,300만 유로

2025년 매출

1억 700만 유로

9,300만 유로

8,800만 유로

2030년 매출

1억 4,200만 유로

1억 600만 유로 7,500만 유로

커넥티드카의 고용효과(2030년)

16,534명

13,245명

10,474명

자율주행차의 고용효과(2030년)

127,503명

105,217명

86,441명

이동서비스의 고용효과(2030년)

53,311명

53,311명

53,311명

자율주행의 고용대체효과(2030년) 0명

-34,196명

-56,196명

2030년 추가교통량 증대로 인한
고용효과

261,530명

4,632명

-211,858명

2015년과 2030년 고용격차

+458,878명

+142,210명

-117,819명

자료 : Cacilo and Haag(2018), p.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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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117유로의 생산성 효과를 고려하면 9,567명의 필요인력이 발생한다.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별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의 경우가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 보다 고용효과
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자율주행의 고용효과가 시나리오 1에서 가
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대체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2030년 추가교통량
증대를 고려한 예측치에 따르면, 시나리오 1은 45만 8,878명의 순고용 증
가, 시나리오 2는 14만 2,210명의 순고용 증가, 시나리오 3은 11만 7,819명
의 순고용 감소효과를 발휘한다.

제4절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
가.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 개요331)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대전환기 기술과 사업의 재편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을 변화시킨다. 이
러한 산업전환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물론, 직무 소멸과 재배치, 노동력
이동과 교체, 노동자의 입퇴직 등 노동전환을 초래한다. 그래서 노동전환
은 기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
기 마련이다. 고용구조와 일자리 특성이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
였기 때문에 노동전환의 충격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특화된 지역전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은 물론, 지역전환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는 것이다.
331) 한겨레신문(2021. 8. 2), 왜냐면 ‘민주노총, 노동전환 사회적 대화 참여해야’ (이
상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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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렇다면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정한 노동전환은 어떻게 가능한
가?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고 산업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전환이 과연 공정할 수 있단 말인가? 탈탄소․디지털 경제라는 시대
적 도전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한
국판 뉴딜이라는 산업일자리 창출전략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내연기
관, 석탄화력발전 분야 같이 단기적으로 고용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산업의 경우 공정한 노동이동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사업전
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유지대책, 불가피한 인력조정 발생 시 사전적인 전
직 훈련과 재취업 지원조치 등 고용연계대책, 그리고 취약산업 지역의 경
우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사업전환 및 다각화를 위한 위기지역 고용대응사
업 등을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정한 노동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와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만큼이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원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
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산업별 위원회 구성을 통해 노사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고용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
력적인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기업, 노동자와 지역의 회복을 위해 각 부처 사업을 협업
예산(5개 부처 29개 사업 8,2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상시
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예산, 인프라, 정책의 연계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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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산업전환기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자료 : 고용노동부(2021),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2021. 8. 31)
p.2 인용.

정안이 이수진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 외에 정부는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지원체계를 앞으로 구축할 예정
이며,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및 전환 승인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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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노동전환 대상자의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기업․노동전환지원단’을 출범
시키고 산하에 노동전환 지원분과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나. 정부 지원정책의 기조에 대한 평가33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피해기
업의 신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재직자 역량 강화 및 전직․재취업을 위
한 노동전환, 피해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고용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지역전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산업구조 재편 및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 프로그
램과 달리, 정부의 이번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산업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재편, 노동이동, 고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환훈련, 전
직 및 재취업 교육 등 직업재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는 등 기존과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전환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직자 직무전환과 전
직 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정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일부 사업을 짜깁기하거나 변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계를 노정하고 있다. 산업 대전환기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의 이행 능력을 혁신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전환 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
흡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간략히 평가해본다면, 먼저 산업전환으로 인한 기
업과 노동자의 위험과 피해가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
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적어도 정의로운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의(justice)와
공정(fairness) 개념 논쟁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정책 우선순위 결정
332) 이상호(2021c), 지역․업종별 노동전환지원 컨소시엄 시급’ 내일신문, 2021. 10.
5.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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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춤형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노동전환은 노사정 등 이해관계자
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조직들이 함께 연계되고 협력해야만 정책적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 및 평가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정의로운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이해조율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다음으로 기존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전환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업전
환은 물론,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좀 더 특화시킨 맞춤
형 지원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지원대책은
재직자에 대한 직무전환교육과 퇴직예정자(실직자)의 전직 및 재취업교
육을 구분하고 있다. 재직자의 원활한 배치전환과 직무이동을 위해서 필
요한 교육훈련은 과거 기업구조조정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전환, 특히 사업폐지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 시 이들 노동자들을 기존 업무와는 무관한 다른 업무
로 전직을 시키거나, 새로운 기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시키
기 위한 재취업훈련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전직훈련이나 재취
업교육과는 다른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교육대상의 연령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업종이 과거 경력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제안되
고 있는 노동전환 지원대책은 기존 정부대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프로그램 또한 차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7월
22일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
되고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이 빨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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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정책과제
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준과 원칙
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사정으로 대표
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존중해야 할 기준과 원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은 2010년대 중반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수차례 권고안을 통해 강
조한 내용이기도 하다.333)
특히 ILO는 2019년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 제13조에 7대 이행원칙을 발표하면서 각 국
가별 정책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원칙은 지속가능성의 목표
와 경로에 관련하여 강력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작업장에서 노동권 존
중, 공정한 정책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양성평등 정책 입안, 통일성 있는 정
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로 전환, 모든
정책들이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각국의 발전 단계 등 특수한 조건 감
안,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전략 이행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노동전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용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정
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노동전환의 충격과 피해가 더 심한 기업과 노동자에게 정책수단
이 더 집중되는 ‘비례성’ 원칙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 및 노동구조가 불
균형하고 불평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환과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전환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피해가 큰 부
문에 더 집중되는 것이 정의로운 원칙에 부합한다.
둘째, 노동전환은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고용단
절(육아, 병가, 고령화 등)과는 그 성격상 차이가 있다. 생애주기와 구분
333) ILO 제102차 총회(2013년)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제시
된 지속가능한 발전, 괜찮은 일자리, 녹색 일자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어 ILO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지침을 제시하는데 주요 내용은 기후환경과
일자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김종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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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마찰적, 구조적 실업 가능성이 높은 고용단절 유형이기 때문에, 적
용되는 정책수단도 일반적인 고용단절 유형과는 다른 ‘차별성’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전환은 기업의 사업 폐기와 산업의 사업전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의 노동전환의 충격과 고통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소득안정, 진로 재설
계 및 직업상담, 직업재훈련, 고용지원서비스를 포괄하는 원스톱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종합성’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334)

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 핵심 의제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3가지 원칙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노동전환은 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노사정 모두 자동차산업의 전환과정을 수동적인 태도로 적응하
기보다는 능동적인 대안정책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금속노조
(IG Metall)는 자동차산업의 디지털화는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탈탄소화
규제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역 차원의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교통 및 수송정책, 더 나아가 연구개발과 신사업영역에 대
한 입장을 제출하여 자동차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동참
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산업의 경우 노사정의 이해가 첨예하고 대립적이기 때문
에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각 단계별 이해조정과 정책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노동전환의 주요 목표, 의사결정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노사
정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이 동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335) 독일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중앙 차원에서
이동성 미래를 위한 국가플랫폼(NPM),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자동차 정
334) 이러한 종합성 원칙에 근거한 제도 지원조치가 바로 지역․업종별 노동전환 지
원 컨소시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21c)를 참고하기 바란다.
335)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상호(2021b)를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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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의(Autogipfel) 등 정책협의기구에 노사정학이 참여하여 직업교육훈
련과 노동의 인간화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안들을 논의하고 합의
하고 있다(이문호 외, 2019).
셋째, 노동전환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있다. 완성차업체를
비롯하여 기존 자동차업계 노사는 단기적 비용편익방식이 아니라, 위험
과 수익에 대한 공정분담 원칙에 기반하여 재직자의 숙련기술역량을 높
이고 이직예정자의 직무능력을 재훈련시켜야 한다. 정부 또한 지역 차원
자동차산업 집적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존 생산기술체계에 녹색기술
이 융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
로드맵에 따라 산업전환을 위한 기금에 상당한 액수를 출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재훈련 등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적용해본다면,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로 중앙 차원에 독일의 이동성 미래를 위
한 국가플랫폼을 벤치마킹한 정책협의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가칭 ‘자동
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를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대표자는 물론, 관련 부
처 장관, 지역 및 업종대표자들로 상설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설위원회는 주요 의제별로 5～6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연관 지
원기관 및 전문가로 하여금 실태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독일의 자동차 정상회의의 경험을 살려 자동차업체가 집
중된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인천을 중
심으로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칭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구성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차원 자동차산업의 정책협의회는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핵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집적지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산업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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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투입이 필요할 뿐 아
니라, 자동차업계 자체의 산업전환기금 조성도 반드시 요구된다. 내연기
관차 생산 위주로 수직계열화 구조로 형성된 자동차부품산업이 전동화
와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품조달업체들이
혁신에 성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업 폐기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업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부실업체의 경우 기업 견고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필
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수합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
자자(선순위), 자동차업계(후순위), 공공기관(최후순위)이 공동으로 기금
(PPF)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특수법인(SPC)이 부실기업의 인
수합병을 전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러한 산업전
환기금을 통해 파산 전에 부실기업을 인수정리할 수 있으며, 구조개선과
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위험과 비용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이 조정되고 타협으로 합의되는 내용이 소위 ‘사회계약(뉴딜)’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좁게는 기업 차원에서 노사의 ‘자동차 미
래협약’이 될 수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노사정의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수십년간 노사정 대화의 역사적 경험을 보거나, 다른 나라의 사회
적 타협과정을 볼 때, 전국 차원 노사정협의의 핵심의제는 지속가능한 고
용안정과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임금과 고용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순간 사회적 대화나 정책협의
는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 정도로 노사정의 불신구조가 팽배한 현실을 고
려할 때, 오히려 중장기 정책협의에 있어 타협 지점이 넓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의제가 산업전환을 둘러싼
노사관계 지형에서 앞으로 핵심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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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고용정책과제336)
노동전환의 고용효과를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로 나눌
수 있듯이 고용정책도 그 목적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가. 일자리 소멸에 대한 대응정책
먼저 일자리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경우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교육훈
련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사
양산업화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새로
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지역산업의 재생, 혹은 신성장산업의 유치를 통해 만들어지
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직업교육훈
련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이 예상되는 경우 실업 전 재직단계에
서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훈련이 가능하다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도 줄이고 해당 노동자 또한 고용단절 없이 새 직장을 구하게 되는 이석
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재직단계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위한 재취업 교육에 대
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약하다. 대부분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
육훈련 지원제도는 실업상태가 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고용위
기 업종에서 실시한 유급직업훈련휴가(휴업 등 포함)도 사실상 고용유지
를 목적으로 수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30 온실가스 목표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부 완성차업체와 부품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재직단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직업전환교육을 병
행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전환 지
336) 이 절은 지난 10월 29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졸
고 산업대전환기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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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용촉진보조금 성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 일자리 이동에 대한 대응정책337)
두 번째로 산업전환에 따른 기술 및 직무 등 일자리의 성격 변화로 인
해 일자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정책은 전환배치와 전직으로 나
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탄소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고용유지
를 목적으로 직무이동 및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전환
의 경우 정부의 지원방안은 기존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를 그대로 두고
지원 수준만 조금 더 늘리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유급직업훈련휴가, 공동훈련센터, 전문대학 위탁교육, 고용안정협약 등
관련 정책수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오히
려 1970～80년대 독일에서 경영위기에 봉착한 제조업 사업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직 및 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진단, 직무전환교육,
배치전환 및 구직활동 지원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일자리코칭 서비스를
제공한 숙련교육센터나 고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지원방
안에는 이직 예정자가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거나, 전직훈련
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전환
지원금, 저금리 생계비 대부, 채용보조금, 창업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
만, 이런 방식으로는 기존 기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퇴직자들이 고용단절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
어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한국폴리텍, 고용복지센터 등이 각 산업단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동전환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337) 이하의 내용은 이상호(2021c)를 주로 참고하였다.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315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정책
산업전환과 병행될 수밖에 없는 노동전환의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는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녹색기술 등 새로운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책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자연스럽게 녹색일자리를 만
드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색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녹색기
술(green skill)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정한 환경규제를 통해 민간의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린 뉴딜
은 뉴딜일자리의 창출인 동시에,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린 뉴딜에 걸맞는 새로운 일과 일자리를 만
들어내는 과정에서 OECD/Cedepof(2014)가 제안하고 있는 6가지 직업교
육훈련 정책지침338)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술지식의 확산, 녹색기술의
기존 교육훈련체계와의 연계, 이전가능한 녹색기술의 개발 등과 관련하
여 산학연정학의 공동노력과 협력에 기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 시대 산업전환에 필요한 녹색기술은 사실상 전환
일자리의 모든 업종과 직무에 적용하고 결합시켜야 하는 융복합 기술이
고 기능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녹색화 관련 신기술 및 직업교육이 배치되어야 한다.

제5절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
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사례로 그 실태를 살
펴보고, 고용 및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338) 구체적인 내용은 남재욱 외(2021: 18)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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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산업전환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전환과정에서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정책협의와 합의에 대한 상호존중
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무재교육과 전직․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결정하
는 과정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고 의제 형성
등 사전계획 수립과정부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상호, 2021b).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 관련 제도와 정책은 거의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노동전환 프로그램은 사실상 노사에게 ‘블루오션’이고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다. 노사의 미래투자라는 공통인식에 근거한 공동 교육훈
련사업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강
화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전환의 핵심목표인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해당 노동자가 숙련향상, 다기능화 등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대전환기 적
극적 고용정책, 특히 직업훈련과 재교육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산업구조와 생애주기에 조응하는 평생직업능력정책을 개발해야 한다(이상
호, 2021b). 산업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은 다른 좋은 일자리를 만들
어서 재배치하고 녹색기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관련 신사업영
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일부 논자
들이 주장하는 ‘선고용-후훈련’이라는 고용유지 중심적 접근방식은 노동
시장 내부자 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산업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
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는 전직과 재취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업교육훈
련제도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산업
대전환기 생산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의 성격과 고용상태가 계속
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존 산업체제, 생산체계와 고용관
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전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적응하
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산 부문 취업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운동의 정체성, 이해와 비전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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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노동전환 프로그램으로 제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교
육훈련정책 또한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
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적극적인 참여
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비용분담과 권한배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
상호, 20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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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 : 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된 현재진행형 ‘공유지의 비극’339)
이다. 이 개념을 제시한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 1968)이 말
한 대로, 지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공유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파멸’340)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정치학자인 엘리노어 오스트롬(Elinor Ostrom)에게
여성 최초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준 연구는 이 딜레마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향식 직접 규제, 공유지의 사유화를 통한 소유권 명시 및 이
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적 협상, 교정 과세를 통한 외부효과의 내
재화, 그리고 탄소배출권 사례처럼 사적 소유권의 창설이라는 기존 방안
과 다른 관점에서 공동체의 자체적 해결을 증명했던 것이다.341)342) 하향
339) Ostrom, E., T. Dietz, N., P. C. Stern, S. Stonich, & E. U. Weber(Eds.)(2002),
The dreama of the commons, Natioinal Academy Press.
340) Hardin G.(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pp.1243～
1248.
341) Ostrom, 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 Calvert, & T. Eggertsson(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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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규제와 자유시장경제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회색지대에 희망을 걸었다. 더욱이 지구상 모든 사회
적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정부나 기업과 같은 큰 조직의 손
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국제, 지역, 국가, 그리고 지방 단위의 다양한 시
민사회 주체를 포함하는 다동원체성(polycentricity)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343)
본고는 글로벌 생산체제에 노동과 환경, 소비자를 더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동원체성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앞서 제2
장에서 살펴본 폭넓은 의미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즉,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충격 완화라는 협의(狹義)에서 사회․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를 이루는 데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이때, 노동과
환경을 생산수단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는 생산자적 관점에서 상품이 생
산, 유통, 소비, 폐기되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적 관점
으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종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국한하
는 일종의 자폐적 분석에서 벗어나, 비자본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연을
포함하여 생산 과정 전반에서 야기되는 사회․경제․환경적 현상까지 아
울러야 한다.
본고는 초국경적 글로벌 생산체제의 상징과 같은 의류산업, 그 현재를
대표하는 패스트패션산업을 예시로 광의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의류
산업은 온실가스의 폭발적 배출이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가의 산업화를 이끈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확인
하는 장이었다. 초국경적 생산망과 1.7조 달러의 시장, 약 3억 명의 노동
자와 전 지구적 소비자를 아우르는 과잉생산, 소비, 폐기 산업이자 역동
적인 변화의 바람이 부는 의류산업이야말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
342) Ostrom, E.(2009),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Nobel Prize lecture,” https://www.nobelprize.org/
uploads/2018/06/ostrom_lecture.pdf(검색일 : 2021. 11. 30).
343) Big Think Interview with Elinor Ostrom transcript(2009), https://bigthink.com/
big-think-interview-with-elinor-ostrom(검색일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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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패스트패션산업의 글로벌 분업 및 무역 구조를 살펴보는 데
서 시작한다. 이어 현재 패스트패션산업이 야기하는 사회․환경적 무게
를 살펴본다. 악명 높은 의류 제조업의 노동 현실과 최근 국내에서 주목
받기 시작한 환경 부담을 나란히 두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 주
소를 살핀다. 이어, 패스트패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체
의 노력을 살핌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이자 다동원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그려보며 마무리한다.

제2절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 체계

1. 패스트패션과 노동
가. 패스트패션이란
패션이란 일정 시기에 사람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자기 표현의
일종으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며, 지속
기간 및 시장 수요의 변동성이 높은 마케팅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344)
2000년 이후 의류산업을 대표하는 패스트패션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자주
살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하게 제조, 판매되는 옷”345)으로 정의하는데, 말
그대로 ‘시장 출시 속도’가 매우 빠른 패션의류를 의미한다.346)
기존의 하이패션 브랜드는 봄․여름, 가을․겨울의 두 시즌으로 구분
하는 패션쇼와 런웨이를 기준으로 디자이너, 바이어 및 여타 관련 종사자
344) Fernie, J. & L. Sparks(1998), Logistics and retail management, insights into
current practice and trends from leading experts, London: Kogan Page.
345)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
fast-fashion(검색일 : 2021. 11. 20).
346) 국내에서는 SPA(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브랜드, 즉 독자적
인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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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기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1999년을 기점으로 뉴욕,
파리, 밀라노 등 패션 중심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이패션의 독자적인
디자인이 사진, 잡지, 영상 등을 통해 퍼지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졌다.347)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Zara, H&M, Mango, Top Shop 등과 같은 패스
트패션 브랜드가 등장했다. 이들은 시즌마다 새로이 선보이는 하이패션
디자인을 응용한 자체 상품을 약 3～5주 만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시
작했다. 연 2회의 컬렉션이 2011년에는 평균 5회, 그리고 세계 최대 패스
트패션 브랜드인 H&M과 Zara는 각각 연간 16회, 24회에 이르는 컬렉션
을 선보였다.348) 즉, 패스트패션산업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하이
패션 의류를 빠르게 모방하여 유행이 끝나거나 소비 욕구가 사라지기 전
에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한다.349) 따라서 산업으로서의 패스트패션은
“빠른 디자인,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정
의된다.350)
이때, 패스트패션은 기존의 패션 피라미드를 무너뜨렸다. 패션 피라미
드란 생활필수품에서 디자이너 컬렉션, 그리고 하이패션의 대명사인 오
뜨 꾸뛰르에 이르기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상품 다양성, 수요 불확실성,
품질과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 사이클타임, 생산량이 줄어드는 삼각구조
다. 그러나 패스트패션은 낮은 가격과 품질로 높은 상품 다양성과 수요
불확실성, 그리고 적은 사이클타임과 품목별 생산량을 유지한다. 달리 말
해, 포스트 포디즘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적은 양의 다양한 제품군을
마련하면서 패션산업의 주류가 되었다.

347) Sydney(2008), “Fast fashion is not a trend,” http://www.sydneylovesfashion.
com/2008/12/fast-fashion-is-trend.html(검색일 : 2021. 11. 30).
348)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2019), “Environmental impact
of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
etudes/BRIE/2019/633143/EPRS_BRI(2019)633143_EN.pdf(검색일 : 2021. 11. 30).
349) Bhardwaj, Vertica; Fairhurst, Ann(2010), “Fast fashio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shion industry,”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20(1), pp.165～173.
350) Cohen, A. M.(2011), “Fast fashion: Tale of two markets,” The Futurist 45(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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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류 제조업의 국제 분업화(1960s~1990s)
저렴하고 빠르게 옷을 생산, 유통하는 패스트패션은 1960년대부터 시
작된 의류산업의 국제 분업화를 바탕으로 지금의 생산체계를 갖췄다. 그
이전에는 1840년 엘리아스 하우(Elias Howe)가 재봉틀을 발명한 이후 약
100년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생산량이 세계 의류산업의 85%를 차지했
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의미한 양을 생산했다. 이후 1960년대 들어
기존의 면화 생산기지였던 인도와 전후(戰後)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인 한
국, 대만 등지로 의류 제조 이동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어서 1970～90년
사이에 여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기술 의존도가
낮은 대신 노동집약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당시 의류제조업 특성상 인건
비가 낮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대대적인 오프쇼어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8-1]은 글로벌 의류 생산의 분업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도식이다351). 세로 구분선의 가장 왼쪽인 제4티어, 즉, 농업/광업에 의존
[그림 8-1] 글로벌 의류 생산 가치사슬

자료 : Obser, Sarah(2015), 필자 번역.

351) Obser, Sarah(2015),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upply Chain,” 10.13140/RG.2.2.16892.74883. (p.9 표 6에 Appelbaum and Gereffi.
1994. p.46의 표를 수정 재인용, 필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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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자재 수급 부문 외에 실, 원단, 옷을 생산하는 1～3 티어가 오프쇼
어링을 통해 개도국으로 옮기게 되었다. 오른편의 무역, 유통 및 소매업
에 근간을 두는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마찬가지로
의류가 주로 소비되는 선진국의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는 생산 과정을 잘게 나누어 지리적으로 재배치하
며 의류 완제품(ready-made garment)을 생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자유
롭게 구성하고 생산비용을 낮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용 절감을 위
한 국제 분업이 생산단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들 국가 단위의 시장 개념을 뛰어넘는 초
국경의 리테일망을 구축하면서 값싼 상품을 빠르게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류 브랜딩 및 리테일은 선진국,
<표 8-1> 섬유 및 패션산업(TCLF-섬유, 의복, 가죽, 신발)의 고용률 변화(1980～93년)
(단위 : %)
국가

변화

국가

변화

핀란드

-71.7

모리셔스

344.6

스웨덴

-65.4

인도네시아

177.4

노르웨이

-64.9

모로코

166.5

오스트리아

-51.5

요르단

160.8

폴란드

-51

자메이카

101.7

시리아

-50

말레이시아

101.2

프랑스

-45.4

멕시코

85.5

헝가리

-43.1

중국

57.3

네덜란드

-41.7

이란

34

영국

-41.5

터키

33.7

뉴질랜드

-40.9

필리핀

31.8

독일

-40.2

온두라스

30.5

스페인

-35.3

칠레

27.2

호주

-34.7

케냐

16.1

아르헨티나

-32.9

이스라엘

13.4

미국

-30.1

베네수엘라

자료 : 각주 348의 문헌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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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기능적, 지리적 구분이 지어졌으며, 전 지
구를 아우르는 글로벌 분업 구조 및 무역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지리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은 의류산업 내 고용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창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의류 제조업 고용률이 약 16% 감소를 보인 후 개도국 노동자를 흡수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의류 제조업 축소 막바지 단계이자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가시적인 도약
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의류산업 고용률 변화는 그 극적인 변화를 나타낸
다.352)
당시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일자리가 옮겨가면서 전 세계 의류 제조
업 고용률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개도국의 성공으로 여겨졌다.
자본을 찾아 노동자가 이동하기보다 노동력을 찾아 자본이 이동하게 되
자 개도국은 큰 설비 투자 없이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험에 의한 학습 및 지식의 스
필오버(spillover) 현상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조업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자유무역지구 운영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외 직접
투자 등을 통한 산업 발달로 가치사슬 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
하는 업그레이딩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다. 패스트패션의 성장(2000～2020)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하락과 함께 국제 분업체계가 발달하면서 2000년
대 들어 패스트패션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기존의 쿼터제가 폐지되
고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면
서 가장 폭발적인 오프쇼어링이 나타났으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생산 체
352) 상기 내용은 다음의 두 보고서를 주로 참조하였다.
ILO(1996), Globalization of the footwear,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i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SBN 92-2-110182-7.
ILO(2000), Labour practices in the footwear, leather,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ie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SBN 92-2-1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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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완성했다.353)
생산량 부문에 있어 옷을 쉽고 빠르게 생산하는 패스트패션은 2000년
부터 2014년간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약 2배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판
매 역시 증가했다. 패스트패션기업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 및 공급망 간소
화로 인해 의류 가격은 여타 소비재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상태를 유지
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의류 가
격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영국의 경우 49% 대 -53%, 미국 55% 대 -3%,
중국 53% 대 38%, 인도 272% 대 156% 등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저
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패스트패션이 종전의 포디
즘적 대량생산과 구별되는 점은 제품의 다양성이다. 패스트패션 업계가
생산 사이클 단축으로 잦은 컬렉션을 선보이자 1인당 의류 구매 품목 수
는 전 세계 평균 60% 증가했다(2000～14).354) 2017～19년간 1.7조～1.9조
달러로 연간 1,000만 달러의 성장을 보이던 글로벌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춤했으나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의류 및 신발
의 전 세계 매출이 3.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355)
생산량 증가분만큼 패스트패션의 수요도 폭증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
역은 2019년 세계 의류시장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등, 여타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소득 증대에 따른 증가분 영향도 있다. 그
러나 주요한 두 가지 이유를 추가로 들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 패턴
의 변화다. 이를 여실히 드러낸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의류
제품당 착용 횟수는 36% 감소했다(그림 8-2 참조).356) 개도국보다 의류
353) D’Ambrogio, E.(2014), “Workers’ condition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www.europarl.europa.eu/
RegData/etudes/BRIE/2014/538222/EPRS_BRI(2014)538222_REV1_EN.pdf(검
색일 : 2021. 11. 30).
354) McKinsey(2016), Style that’s sustainable: A new fast-fashion formula. https://
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ustainability/our-insights/style-that
s-sustainable-a-new-fast-fashion-formula(검색일 : 2021. 11. 30).
355) Statista(2019), “Retail sales of the global apparel and footwear market from 20
17 to 2019, with a forecast for 2030,”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75708
/global-apparel-and-footwear-market-retail-sales-value/(검색일 : 2021. 11. 30).
356)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7), A new textiles economy: Redesigning
fashion’s future. http://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publications)(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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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이 높은 국가의 경우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데, 의류 소비량이 가
장 높은 미국의 경우 세계 평균의 1/4에 그친다. 유럽에서 의류 소비량이
가장 높은 영국 역시 평균 의류 구매량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데
반해 활용도는 감소했으며, (영국 탈퇴 전) EU 평균 의류 제품당 착용률
이 평균 40% 줄었다.357) 동 기간 동안 중국 역시 의류 활용도가 70% 감
소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의류 소비 주요 6개국 -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 의 의류 3종 (T셔츠, 니트 칼라 셔츠 및 직조 바지) 평
균 사용 수명을 조사한 결과, 의류 한 벌당 3.1년에서 3.5년 사이로 나타
났다. 더 입을 수 있는 옷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패션 의
류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추어 저렴한 옷을 사 입는 양태를 보이
고 있다.
[그림 8-2] 의류 판매량 및 활용도 추이(2000～15년)

자료 :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7), 필자 번역.

일 : 2021. 11. 30).
357)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2018), (SFI0022). http://data.parliament.
uk/writtenevidence/committeeevidence.svc/evidencedocument/environmental-a
udit-committee/sustainability-of-the-fashion-industry/written/88375.html(검
색일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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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패스트패션은 온라인 쇼핑 문화 발달의 수혜를 입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패스트패션 웹 사이트 방문은 전체 패션
관련 인터넷 트래픽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24시간 멈추
지 않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358) 일례로 필리핀, 브라질, UAE의 소셜미
디어 사용자는 일평균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구매 결정에 있어서 플랫폼상의 광고와 구매자 리뷰, 인플루엔서 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 소비자에 비해 브랜드 충성
도가 낮으며 온라인 광고 노출, 특히 가격 할인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그림 8-3] 글로벌 패션기업 매출 순위(2017년)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McKinsey(2019), The State of Fashion 2019, 필자 번역 및 수정.

358) Internet Retailing(2018), “Love Island fuels fast-fashion growth at the expense
of the High Street,” https://internetretailing.net/data/data/love-island-fuels-fa
st-fashion-growth-at-the-expense-of-the-high-street-18248(검색일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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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359) 온라인 매체의 영향은 구매뿐 아니라 의류 소비에도
미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월별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약 1,670만 명에 달
하는데, 조사에 응답한 젊은 세대 답변자 중 17%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때 착용한 옷을 다시 입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360)
패스트패션의 급격한 성장으로 패션업계는 후리소매(厚利少賣)의 럭셔
리 패션과 박리다매의 패스트패션이라는 양강구도가 극명해졌다. 최초로
전 세계 (악세서리 등을 포함한) 패션산업 매출을 총망라한 맥킨지 보고
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18개 패션기업이 패션산업 총수익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데(그림 8-3 참조)361), 이 중 럭셔리 패션기업은 7개, 패스
트패션기업은 11개이다. 11개 기업 중 adidas, L Brands, Hanes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은 2008년부터 패션업계 매출 순위 상위 20위권을 유지
해왔다.362) 즉, 패스트패션은 산업구조와 생산량, 판매량, 매출에 이르기
까지 의류산업을 대표하게 되었다.

2.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체제와 구조적 착취363)
생산 및 유통망의 기능적, 지리적 분배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의류산업
은 Hopkins & Wallersetin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연구
359) McKinsey(2018), The State of Fashion 2018. p.17
360)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2018), (SFI0022). http://data.parliament.
uk/writtenevidence/committeeevidence.svc/evidencedocument/environmental-a
udit-committee/sustainability-of-the-fashion-industry/written/88375.html(검
색일 : 2021. 11. 30).
361) McKinsey(2019), The State of Fashion 2019: A year of Awakening, p.96, 표 19
(필자 번역 및 수정).
362) 소수의 대형 패스트패션기업이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기업과 브
랜드 명이 일치하는 Gap Inc.(미국 샌프란시스코)외에, Uniqlo는 일본 야마구치
에 본사를 둔 Fast Retailing사의 브랜드이며, 스웨덴 스톡홀롬에 본사를 둔
H&M은 동명의 브랜드와 함께 COS, Arket이라는 다른 브랜드도 운영함. 업계
1위 Inditex(스페인, 아르테익소)의 경우 Zara, Massimo Dutti, Stradivarius,
Bershka, Oysho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를 소유함.
363) 구조적 착취는 소싱(sourcing)과 시간적 압력의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나, 본
고는 비용적, 시간적, 유연성 압력이라는 세 가지로 세분화함. LeBaron, G. et al.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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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후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등 글로벌 분업 구조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의류산업은 공급자가 구매자
의 결정에 구속되는 ‘구매자 주도형’ 산업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지금까지 계속 심화되어 왔다.364)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의 주요 의류 생산기지는 현재 결사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
에 분포해 있다.365)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체제에 내재된 구조적 착취는
구매자인 글로벌 브랜드가 가하는 세 가지 주요 압력에 의한다.

가. 비용적 압력
구매자 주도형 산업인 패스트패션은 낮은 기술력과 투입자본으로 진입
이 쉬운 탓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공급자보다 구매자가 교섭에서 우위를
점한다. 특히 소규모 콜렉션을 생산하여 수주가 가능한 중소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이 더욱 낮다.
이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계약 관행이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ILO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366) 조사에 따르면, 단일 구
매자가 공급업체 총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높은 의존도를 보이
는 비율은 약 75%에 이른다. 이때, 인간개발지수(HDI)가 낮은 국가의 공
364) Anner, M.(2019), “Addressing Workers’ Rights Violations in Apparel and
Agricultural Supply Chains through Binding, Cost-Sharing Accords,” Agrarian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93～114. https://doi.org/10.
1177/2277976019838153(검색일 : 2021. 11. 30).
365) Distelhorst, G., Locke, R.(2018), “Does compliance pay? Social standards and
firm-level tra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3), pp.695～711.
366) 보고서는 총 87개국의 약 150만 명 노동자를 고용하는 1,454개 공급업체의 응답
을 정리한 것으로 이 중 패션산업 공급업체는 약 1/4에 해당한다. 본고는 패션
산업 업체의 결과만을 추렸다. ILO(2017), “Purchasing practices and working
condi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Global Survey results,” INWORK Issue
Brief No.10. ILO. Geneva.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
protect/---protrav/---travail/documents/publication/wcms_556336.pdf(검색일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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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체일수록 선진국 공급업체에 비해 구매자 및 국가에 접근성이 떨어
지며 더 낮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탓에 원가 이하로 판매할 가능
성이 훨씬 더 높으며, 가격 협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교섭력을 가
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동 보고서는 생산 견적이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
며 응답한 공급업체의 52%가 실제 생산 단가 미만으로 납품했다고 밝혔
다. 이들 업체는 수익성이 더 높은 주문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도 하지만,
구매자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공급업체에 있어서 이러한 기회는 제한적
이다.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원인으로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이들 중
81%가 미래 주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단기적인 손해
를 감수하고라도 생산을 중단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또
한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란 답변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약 절반에 가까운 46%가 구매자의 압력에 의하
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공급업체 수가 많은 중국의 경우 57%, 방글라데시
는 52%에 달했다. 또한 구매자, 즉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아웃소싱 국가
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방글라데
시의 경우가 가장 심했다. 이는 브랜딩 이미지를 생각한 글로벌 패션 업
체들이 개도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등 대외적으로 보인 행
보에 미루어 볼 때 표리부동한 모습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스트패션산업의 핵심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고 저
렴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생산단계의 지리
적 분배 및 시장 다변화로 인한 물류비는 대체로 국가별 세제나 국제무역
협약 등의 외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마찬가지로 날씨 등 외재적 요
인에 의한 원자재비를 제외하면, 이윤을 낮추지 않으면서 단가를 지속적
으로 낮출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웃소싱 제조업체의 생산 단
가를 낮추는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생산비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무 분임비용
(Working Minute Cost)이다(그림 8-4 참조).367)
367) Miller, D., K. Hohenegger(2016), “Redistributing value added towards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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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근무 분임비의 계산 및 구성

자료 : Miller, D., K. Hohenegger(2016), 참고하여 필자 작성.

제공된 원자재를 가지고 제조만 담당하는 CMT(Cut-Make-Trim)368)
업체나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 후 운송까지 책임지는 FOB(Free on Board)
업체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무 분임비용은 공장을
운영하는 연간 총운영비를 연간 총작업 시간(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근무 분임비에는 제조인력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와 품
질관리, 시설 유지,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간접인건비,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간접비(임대료, 공과금 등)를 포함
한 공장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때, 인건비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극단적인 노동집약산업의 특성상 비용적 압력을 받는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면서
작업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나. 시간적 압력
앞서 본 근무 분임비용이 ‘분’ 단위에 기초한 데서 나타나듯, 일각을
다투는 패스트패션 업계에서 시간에 대한 압력은 매우 높다. 패스트패
션의 성장과 함께 리드타임(lead time), 즉 수주에서 납품까지의 생산
in apparel supply chains: tackling low wages through purchasing practices,”
Geneva, ILO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368) [그림 8-1]의 제조업의 위탁생산 부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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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1～3주 이내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추가 업무 시간이 늘어나
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압력은 주문을 넣는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간 비효율적
인 의사소통에 의하기도 한다. 인도의 한 의류 생산업체에 따르면 일부
구매업체는 샘플 승인을 하자마자 곧바로 대량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포장 및 기타
세부 사항을 모두 면밀히 확인한 후에야 대량생산을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리드타임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의 다른 의류 공급업체 역시 리드타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문업체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어떤 구매업체는 발
주와 동시에 생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구매업체는 샘플 승인
시점부터로 인식하는 등의 차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한 구매업체의 최종 발주가 늦어질수록 공급업체가 기한을 맞추기가 어
려워진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조건 패널티
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 대상 공급업체 중 약 35%에 달했다.369)
이러한 페널티는 계약단가의 약 5%에 해당하는데, 생산업체의 기본적
인 품목의 마진율이 약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지 않으
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따라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기존 노동자의 장
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거나 임시의 하도급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하도급
계약은 가내수공업 등 비공식 경제 부문을 포함하기도 한다.370)
추가로, 이러한 시간적 압력으로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재
료 처리 작업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탓에 불필요한 환경문제가 야
기되기도 한다371).
369) ibid. ILO(2017).
370) Wall Street Journal(2013), “Why Retailers Don’t Know Who Sews Their
Clothing: Poorly Regulated Subcontractors Are a Factor in Garment Trade’s
Deadly Accidents,” 24 July. https://www.wsj.com/articles/why-retailers-dona
post-know-who-sews-their-clothing-1390822042(검색일 : 2021. 11. 30).
371) Choi, Tsan-Ming & Cai, Ya-Jun(2020), “Impacts of lead time reduction on
fabric sourcing in apparel production with yield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290. 10.1007/s10479-0182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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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연성 압력
패스트패션산업이 발전할수록 주문 규모의 변동이 더 커졌다. 글로벌
브랜드가 요구하는 주문량이 점점 다양해지고, 소액 주문과 특화 주문이
많아지면서 공급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을 위한 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제3절 패스트패션의 사회․환경적 무게

본 절은 패스트패션산업이 지우는 사회․환경적 무게를 노동과 환경오
염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패스트패션산업은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
기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 북서부를 배경으로 엥
겔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에서 방직, 방적 공장 노동자의 처참한 현
실을 바탕으로 그들을 새로운 사회 구성 계급으로 규정하였고, 조지 오웰
역시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에서 공장으로부터 나온 새까맣고 악취가 나
는 공기와 강물을 기록했다.
이후 의류산업의 노동, 환경 문제는 지난 약 2세기 동안 개선되기보다
는 오히려 세계 각지로 확산하였다. 맨체스터 방직 기계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오가던 6살짜리 소년의 위험은 청계천 평화시장의 시다를 지나, 중
국의 스웻샵(Sweatshop) 과로사, 터키 데님 공장의 진폐증 사망, 방글라
데시 타즈린 화재와 라나플라자 붕괴까지 이어졌다. 더러운 공기와 물도
여전하다. 의류산업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옷감의 처리와
염색만 따져도 전 세계 산업용수 오염의 20%를 야기하며, 전 세계 화학
물질 제조량 1/4이 옷감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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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스트패션과 노동
패스트패션을 포함한 패션산업은 전 세계 노동력의 15% 이상을 고용
하며 고용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분업화로 전 세계 노
동자를 찾아 오프쇼어링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 인건비의 차이는 공장
이전 및 외주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이었다. 선진국 내 의류 제조
업 이탈이 끝날 무렵인 1992년 의류업계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국
가별로 비교해 보면 유럽 및 북미권의 경우, 독일 18.40달러, 이탈리아
15.70달러, 프랑스 13.40달러, 캐나다 10.30달러, 미국 10달러, 스페인 9.70
달러 정도였고, 중견국가의 경우 멕시코 1.70달러, 홍콩 3.70달러, 한국
3.80달러, 중국(대만) 4.20달러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급부상한 주요 의류
수출국 중 저개발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은 1990년
대 말까지 시간당 임금 0.45달러 수준에 그쳤다. 1833～50년 미국 섬유 공
장의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시 가치로 주당 2달러였으며 식대로 약
1.25～1.50달러를 받았다372)는 사실을 함께 보면 의류 제조업 내 낮은 임
금 수준의 오랜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급여는 최저생활임금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
시아, 인도, 필리핀을 포함한 주요 의류 수출 국가 공장의 25～53%가 법
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ILO, 2016). 임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는 수주를 위해서다. 오프쇼어링 초기
선진국이 염려했던 일자리의 이동과 노동자 소득 하락은 개도국의 국가
적 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항상 이
어지지는 않았다373)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아래는 주요 의류 수출국의 노동자 급여와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임금
을 비교한 자료다(표 8-2 참조). 10년 터울을 두고 2001년과 2011년의 조
372) Report on Condition of Women and Child wage-earners in the United States.
(Vol. 4, p.77)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1910).
373) Khurana, K., S. S. Muthu(2021), “Are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profitting from fast fashion?”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DOI 10.1108/JFMM-12-202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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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보면 중국,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최저임금), 페루,
베트남을 제외한 8개국은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기 7개 국가 역시 10년간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적정임금이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시기는 중국의 경우 12년이 걸리며, 아
이티,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루는 약 40년, 인도는 약 122년이 걸린다는
추산이다.374)
<표 8-2> 주요 의류 수출 15개국의 최저생활임금 대비 의류 생산 노동자 적정
임금(2001, 2011년)
월별 임금, 2001 LCU
적정임금
방글라데시

최저
생활임금

최저 생활
임금 대비
적정임금

월별 임금, 2011 LCU
적정임금

최저
생활임금

최저 생활
임금 대비
적정임금

2,083.00

14,715.62.

14%

4,062.00

29,624.86

14%

51.00

210.18

24%

70.00

364.51

19%

480.00

2,950.05

16%

1,363.00

3,811.25

36%

2,698.00

6,789.59

40%

6,435.00

21,236.96

30%

162.00

365.32

44%

210.93

518.60

41%

과테말라

1,414.66

2,473.31

57%

2,359.64

4,721.74

50%

아이티

1,014.00

6,769.50

15%

5,633.00

23,908.19

24%

온두라스

2,514.83

4,865.92

52%

4,642.64

9,845.25

47%

인디아

2,019.55

10,043.14

20%

4,422.17

19,468.31

23%

421,958.00 2,708,675.43

16%

1,287,471.00 5,814,077.48

22%

캄보디아*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4,766.00

5,083.61

94%

5,200.00

7,805.96

67%

멕시코(최저임금)

1,258.00

5,083.61

25%

1,992.00

7,805.96

26%

487.50

1,171.09

42%

731.25

1,499.47

49%

필리핀

4,979.00

15,530.48

32%

7,668.00

24,237.54

32%

태국

5,748.50

12,318.13

47%

7,026.00

16,270.16

43%

730,167.00 3,167,635.39

23%

2,306,667.00 7,844,895.84

29%

페루

베트남

자료 :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3), 필자 번역 및 수정.

374)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3), Global wage trends for garment workers,
2001～2011, Worker rights Consortium. p.18(필자 번역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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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은 의류산업 종사자가 처한 취약한 노동 상황의 단적인 예시
에 불과하다. 전 세계 의류업계 종사자의 90%가 임금 및 노동조건 협상
을 하지 못한다.375)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공식 노동 비율도 꾸준
히 높다. 의류업계의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는 주거지를 포함,
관리 및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공식적인 계
약 없이 노동력을 제공한다. 보수적인 통계에 따르면 의류 및 섬유산업의
비공식 노동자 수가 공식 노동자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376)

가. 의류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
노동권 보장 정도가 낮고 노동비가 저렴한 곳을 찾는 의류 제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다.377)
1) 성 불평등
여성이 업계 전체 노동력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 불평
등은 의류산업 내 착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 노동자는 성추행
등의 위험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와 저임금에 대한 제약에 훨씬 더 취약하
다. 여성 노동자의 이동 제한은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가족의 요
구가 반영된 결과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보호를 위해 숙소 출
입구 야간 폐쇄, 노동자의 숙소 출입 제한, 방문객 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기대된다고 한다.
남녀 임금 차이도 나타난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2개월 동
안 방글라데시 여성 의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약 8,300Tk였던 반면 남
성의 경우 평균 약 10,100Tk(약 USD 117달러)였다. 동 기간 월평균 근무
375) IndustriAll(SFI0073).
376) Common Objective(2018), “Faces and Figures: Who Makes Our Clothes?”
https://www.commonobjective.co/article/faces-and-figures-who-makes-ourclothes(검색일 : 2021. 12. 3).
377) ibid. LeBar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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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여성 월 198시간, 남성 214시간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 높
은 급여를 받았다(남성 : 시간당 47Tk, 여성 : 시간당 42Tk).
2) 경제 활동의 제약
지역 경제 상황은 노동자의 취약성을 높이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노
동자들은 빈곤 때문에 의류산업에서 제공되는 급여와 조건에서 일을 수
락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많은 노동
자들이 변화하는 기상 조건, 특히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계의 실현 가능
성이 떨어지는 지역 사회 출신이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이
주하는데,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탓에 불안정한
기간 동안 착취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
3) 법률 및 권리,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식 미비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부분 등에
대한 법률을 알지 못하거나 고용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남부의 한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근로자
의 90%가 노동권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의류산업의 고용을 규
율하는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노동자의 취약성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

2. 패스트패션과 환경오염
패스트패션산업의 국제 분업은 환경적 결과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대
부분의 환경적 영향이 생산에서 발생하는 탓에 생산이 집중된 개도국, 특
히 아시아가 큰 부담을 지고 있다. 고도로 파편화, 세계화된 패스트패션
산업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도
식화 해보면(그림 8-5 참조), 먼저 탄소 배출과 화학오염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목화 등의 원료 생산지인 미국과 중앙아시아, 전
세계 의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아시아와 주요 의류 소비시장인 유
럽, 북미, 호주, 극동아 지역, 그리고 의류 폐기물을 수입하는 아프리카까
지 지리적 특성에 따른 주요한 환경적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378) 이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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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패스트패션의 환경 영향도

자료 : NiinimÃ¤ki, K., et al.(2020), 필자 번역 및 응용.

산, 사용, 폐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짚어보도록 한다.

가. 생 산
1) 물 사용 및 오염
패션산업은 2015년 기준 총 790억m3에 달하는 담수를 사용하며, 섬유
생산량 1t당 평균 약 200t의 물을 사용한다. 이는 대부분 면화 재배 및 섬
유 제조의 습식 공정(표백, 염색, 인쇄 등)에서 기인하는데, 현재 섬유 생
산은 관개를 위해 연간 약 44조L(전 세계 관개용수 사용량의 약 3%)를
사용하며, 그중 95%가 면화 생산에 의한 것이다. 과도한 담수의 사용으로
인해 이미 물 부족이 심각한 중국과 인도에서 약 7%의 식수 손실을 야기
378) NiinimÃ¤ki, K., et al.(2020), “The environmental price of fast fashion,” 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 1(4), pp.189～200. 그림 3(p.192) 필자 번역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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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물 부족 악화 외에도 패션산업은 오폐수 문제를 일으킨다. 제조 과정에
사용된 유독 화학물질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도국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캄보디아에서는 2008년 기준 전체 제조업의 88%를
차지하는 패션산업이 수질오염의 60%, 화학오염의 34%를 유발했다.
2) 탄소 배출
섬유는 알루미늄과 함께 재료 단위당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IPCC는 의류 생산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혔
는데, 이는 소매 유통 및 소비자의 사용단계(세탁 등)를 제외하고 생산단
계의 배출량만을 추산한 결과다. 의류 생산의 커다란 탄소발자국은 높은
에너지 사용량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 석탄
기반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중국산 섬유는 터키, 유럽의 경우보다 탄소
발자국이 40% 더 크다.
온실가스 배출은 특히 생산 초기단계인 섬유의 추출과정에서 가장 크
게 발생하는데, 이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비록 물 사용량이 높지
만 식물 기반 섬유는 탄소 흡수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황마 1톤은
탄소 2.4톤을 흡수하며, 린넨과 대마 생산도 탄소 배출량이 적다. 그러나
생산 비율이 높은 합성 섬유는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탓에 탄소 배출량
이 높아 폴리아미드의 경우 섬유 1kg당 160kWh를 사용한다. 섬유의 생
산 방법 또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목화 재배는 유기농 목화 재배보
다 3.5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전통 생산이 주를 이루는 인도의 목
화 재배는 미국 유기농 방식에 비해 탄소를 약 2배 더 배출한다.
3) 화학적 오염
섬유산업은 섬유 생산단계부터 시작하여 제조 공정 과정까지 15,000가
지 이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원료 생산단계에서는 살충제의
16%와 제초제의 4%, 살균제의 1%, 그 밖에 성장 조절제, 건조제, 고엽제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농약 생산의 6%가 목화 재배에 사용되고 있다.
농약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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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면화의 도입과 원래 제초제로 죽지 않는 잡초
가 증가하는 탓에 농약 사용이 증가했다. 즉, 면화 재배는 탄소 배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담수 고갈과 화학적 오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섬유 제조단계에서는 특히 방적 및 직조(윤활제, 촉진제 및 용제) 및
습식 가공(표백제, 계면활성제, 연화제, 염료, 소포제 및 내구성 발수제
등)에 화학물 사용이 필수적이다. EU 내 섬유 가공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전처리 보조제, 염료, 안료, 염색 보조제, 최종 마무리 보조제 및 기본 화
학물질을 포함하여 섬유 kg당 466g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류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시아 등 개도국의 경우
총화학물질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섬유 제조에 쓰이는 화학
물에 대한 안전 관련 자료가 제한적인 탓에 화학물의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한 환경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섬유 제조에 쓰이는 2,450개의 화학물
질이 가진 유해성에 대한 조사에서 약 5%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란 전 세계로 확대될 위험 및 생물학적 축적이 나타날
위험 등인데, 실제로 방수제는 북극의 북극곰과 물개에 체내 축적이 확인
되었다.
4) 섬유 폐기물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은 섬유, 원사 및 원단을 모두 포함
하며 주로 재단 시에 발생하는 원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여 의류 제
조에 사용되는 원단 중 약 15%가 폐기된다고 한다. 이를 세분화한 다른
연구는 바지의 경우 약 10%, 블라우스, 재킷 및 속옷의 경우 10% 이상이
라고 밝혔으며, 일부 조사는 25～30%까지 추산하기도 한다. 실제 폐기물
비율은 옷의 유형 및 디자인에서 원단의 너비 및 원단 디자인에 이르기까
지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379).
그러나 패스트패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종류의 생산 폐기물
도 늘었다. 최근 들어 판매되지 않은(또는 특히 온라인 구매 후 반품된)
‘폐기물’로 지정된 새 옷인 데드스톡(deadstock)이 증가했다. 2016년
Ecotextile News는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의류의 3분의 1만이 정가로
379) 예를 들어 원단 패턴을 일정하게 맞춰야 하는 디자인인 경우 더 많이 발생한다.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 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341

판매되고, 3분의 1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3분의 1은 전혀 판매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2015년에 2,100만 벌의
의복이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의복의 6.5%를 차지한
다. 2018년에는 스웨덴 패스트패션 브랜드 H&M이 덴마크의 에너지화 소
각로에서 재고를 소각하기로 하면서 43억 달러 상당의 미판매 재고를 보
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의류 수명주기상 의류 소각으로 인
한 탄소 배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섬유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탄
소가 주로 배출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판매되지 않는 의류를 제
조하는 데 사용된 자원의 낭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이다.

나. 사 용
의류의 사용단계는 의류 수명주기 중 가장 큰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데, 크게 세탁, 회전식 건조 및 다림질에 사용되는 물, 에너지 및 화학물
질(주로 세제) 그리고 물에 흘러드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등에 의한 것이
다.380)
생산 과정의 잔여 화학물질은 세탁 시 폐수로 방출되거나 미세플라스
틱 섬유를 통해 배출된다. 크기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중 섬유 형태
를 띤 미세플라스틱 섬유(Microplastic Fiber : MPF)는 세탁 시 폴리에스
테르 소재의 옷 한 벌당 1,900개 이상 배출되는데 이는 1L당 약 100개 정
도이며,381) 이로 인해 연간 5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바다에 흘러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382) 이미 물의 순환과정을 거쳐 눈과 비, 지하수,
소금 등 전 지구적 생태계를 잠식한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MPF는 표면에 고농도의 위험 물질을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380) ibid.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7).
381) Rebelein, A., I. Int-Veen, U. Kammann, & J. P. Scharsack(2021), “Microplastic
fibers - Underestimated threat to aquatic organism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77, 146045. p.4.
382) EEA(2019), “Textiles in Europe’s circular Economy,” https://www.eea.europa.
eu/publications/textiles-in-europes-circular-economy/textiles-in-europe-s-cir
cular-economy(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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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플라스틱 생산 시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태반, 모유 및 신생아 소변에서도 검출되었다.383)384) 미세플라스틱 섬유
가 흡착하는 위험 물질로는 간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내분비 교란 물
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과불소화 화학물질(PFC), 인간 발달, 면역
계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 주석 및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NPE) 등이 있다. 특히 NPE는 섬유 가공에서 계면 활성제 및 세제로 널
리 사용되는데, 수생생물에 유독한 잔류성 물질로 신체 조직과 먹이사슬
에 축적된다.
에너지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 역시 면 티셔츠의 수명주기 탄소배출량
을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50번의 세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CO2 배출량의
35%는 섬유 제조로 인한 것이고 52%는 사용단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섬유에 비해 세척, 건조 및 다림질에 필요한 에너지가 높
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비교적 낮은 탄소를 배출했더라도 사용단계에
서 상쇄될 수 있다.

다. 폐 기
앞서 패스트패션의 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값싼 의류가 공급되자
수요 및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보유 기간은 짧아졌다. 이로 인해 의류 폐
기물이 급증했다. 섬유는 전 세계적으로 혼합 폐기물의 최대 22%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15년 섬유 생산량의 약 73%(39Gt)가 폐기되었다. 단일 국
가로 가장 의류 소비량이 높은 미국의 경우, 구매 의류의 약 85%가 매립
지에 버려졌으며 1999～2009년간 섬유 폐기물 매립량이 약 40% 증가했
다.385) 미국과 영국은 1인당 연평균 약 30kg, 호주는 연간 27kg, 핀란드
383) Sait. S., et al.(2021), “Microplastic fibres from synthetic textile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dditive chemical content,” Environmental Pollution 268.
Bart B.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9749120364344
(검색일 : 2021. 12. 3).
384) Ragusa, A.(2021), “Plasticenta: First evidence of microplastics in human
placenta,” Environmental International 146. https://doi.org/10.1016/j.envint.2020.
106274(검색일 : 2021. 12. 3).
385) Bick et al.(2018), Environmental Health. 17:92 https://doi.org/10.1186/s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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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g, 덴마크가 16kg의 섬유를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폐기된 의류 및 섬유 재활용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다. 2015년 소비 후
섬유 폐기물의 15%만이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로 수거되었으며, 이는 총
생산량의 1% 미만에 그친다. 재활용 섬유의 대부분(640만 톤)은 단열재,
청소용품, 매트리스 충전재와 같은 다른 저부가가치 응용 분야로 활용되
며, 110만 톤이 수집 및 처리 중 손실되었다.
기존 의류 소비 국가는 의류 폐기물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처리
해왔다. 그러나 폐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은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
을 겪게 되었고 자국 내 섬유 생산 역시 보호해야 하므로 의류 폐기물 수
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터키, 중국). 그러나 이미 개도국 내 중고 의류
시장이 과포화되어 현지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후위기와 의류 노동자
가. 의류 노동자의 기후 취약성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의 제5차 종합보고서(5th Assessment Report)
에 따르면 큰 틀에서 자연적, 인위적 기후변화와 인류의 사회경제적 과정
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결정한다(그림 8-6
참조).386) 기후위기는 폭우, 폭설, 가뭄 등의 재해로 단기적 충격을 주거
나, 재해와 해빙, 토지 및 해양 산성화, 사막화 등 중장기적 기후변화로
위해를 가한다. 이러한 위해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리적 상황에 따라 각
사회 단위의 노출도가 결정된다.
여기서 제5차 보고서는 이전 제3, 4차 보고서에서 f(민감도, 노출, 적응
역량)이라는 수식으로 계량화한 기후 취약성의 정의를 확대하고 맥락적
이해를 더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도입했다. 최근 발표된 제6차 종합보고
서 역시 제5차 보고서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기후 취약성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이나 경향’을 의미하며 기후위기에 ‘대
018-0433-7(검색일 : 2021. 12. 3).
386) IPCC(2014), “Fifth Assessment Report,” 그림 19-1(필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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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민감도, 혹은
감수성(susceptibility)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일컫는다. 위해, 노출도, 취약성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후위기의 위험은 이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
된다.
이때, 기후 취약성을 따로 떼어보면, 기후위기에 노출도와 민감도가 높
고 적응 역량이 낮을수록 기후 취약성이 크다(그림 8-7 참조)387).
[그림 8-6] 기후변화 위험도

자료 : IPCC(2014), 필자 번역.

[그림 8-7] 기후 취약성 개념도

자료 : Engle, N. L.(2011), 필자 번역.

387) Engle, N. L.(2011), “Adaptive capacity and its assess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2), (필자 번역).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 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345

노출도, 민감도, 적응역량의 세 가지 결정 요소를 바탕으로 의류 노동
자의 기후 취약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높은 노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의류 노동자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개도국에 있으며 이들 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해에 불균형하
게 높은 노출도가 예견되고 있다.
2) 높은 민감도
환기 및 온도조절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공장 등 작업장은 폭
염에 의한 산업안전 및 건강 위험이 더 높다. 또한 건물, 도로 등에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도시 지역에서 폭염의 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388).
지난 15년간의 온도 및 생산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도의 방직, 재봉
및 철강 기반시설 부문에서 높은 실외 온도가 생산성과 결근율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389) 기온이 오를수록 매 섭씨1도 당
생산량이 2～4% 감소했다. 인도의 26개 의류공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장 내부 온도가 약 29°C 이상에서 섭씨 1도가 증가할 때마다 생산성이
3% 감소하고 이익이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0)
제조업 전반에 걸쳐 방글라데시 다카의 근로자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몬순과 폭우가 병가 비율을 10%p 높인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
로 외부 평균 온도가 30°C인 달에는 생산성이 약 2%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391)
388) Better Work(2019), Annual Report 2019: An Industry and Compliance Review
- Vietnam.
389) Somanathan, E., et al.(2018), “The Impact of Temperature on Productivity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Indian Manufacturing,” Becker Friedman
Institute Working Paper No.2018-69.
390) Adhvaryu, Achyuta, Namrata Kala, and Anant Nyshadham(2018), “The Light
and the Heat: Productivity CoBenefits of Energy-Saving Technolog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24314.
391) Anderson Hoffner, L., J. Simpson, C. Martinez, A. Patumtaewapibal(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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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적응력
또한 앞서 살펴본 의류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저해하는 형국에 가깝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9개국에 걸쳐 400명의 의류 노동자와 인터뷰한 최근 연구392)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한 약 60%의 노동자는 2020년 3월과 8월 사
이 월평균 급여가 187달러에서 147달러로 21% 감소했다. 이들은 의류 소
비량 감소로 초과근무가 없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없었고, 공장 측은 ‘일
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방글라데시의 의류 노동자 가족은 급여가 100% 지급될 경우
이 중 30%를 주택에 지출하는데, 이 주택은 창문조차 없는 10x10 콘크리
트 방을 의미한다. 팬데믹으로 급여가 20% 감소했을 때, 이들은 주택비
등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식비를 줄여 대응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자유무
역지대(EPZ)의 노동자 대부분이 도시로 이주하여 시골에 남은 가족을 부
양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삭감은 이들 모두의 굶주림을 야기했다.
실제로 응답자 중 42%가 4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명 이상을
부양하는 응답자도 20%에 달했는데, 특히 설문 응답자의 68%가 재정적
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있었다. 노동자의 75%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식
량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80%
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스스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의 80%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음식 섭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스리랑카의 노동자들은 12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자 대부분이 연초부터 계획한 지출에 차질을 빚었다.
부채 상환, 병원비, 결혼 등 가족 행사비와 같이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Turning up the heat: Exploringpotential links between climate change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garment sector,” ILO Working
Paper 31, Geneva, ILO.
392) Kyritsis, K. LeBaron, G. and S. Nova(2020), “Hunger in the Apparel Supply
Chain: Survey findings on workers’ access to nutrition during Covid-19,”
Worker Rights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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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일에 지출할 자금이 사라졌다.
여유 자산이 없거나 적은 노동자들은 외부 충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우며, 빚을 지거나 값어치가 있는 자산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식
으로 더욱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쉽다.

나. 의류 노동자의 기후위기 경험
패스트패션산업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해온 노동력과 자연이라는 비자본 생산요소는 더 이상 분리하여 생각하
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기후위기의 위험 및 노출도가 높은 아시아
개도국 내 의류산업 노동자는 대부분 기후 취약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위
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리는 노동자들의 사례 속에서 노동, 인권, 환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더욱 자명하다.
지난 약 3년여 동안 주 1회씩 약 1,300여 명의 노동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의류 노동자 다이어리(Garment Worker Diaries : GWD)’
조사393)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의 약 90%가 이촌향도 이주자
다. 남성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이주비율이 높은 편이나, 이주를 선택하
는 이유는 성별과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주요하다. 그러나 남성
은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 또는 도시 생활을 선호하여 자발적으로 이주
했다는 답변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강제로 이주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결혼, 또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따라 이주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러한 비자발적 이주 요인 중에는 기후위기가 있다. 예를 들어, GWD
조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 쉴라(Shila)는 어릴 때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유모일을 하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집이 파손되어 수도 다카로 이주했으
며 2000년부터 의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쉴라 외에도 GWD 인터뷰 응
393) Garment Worker Diaries(2021), “Garment worker and climate change: The
socioeconomic link. Fashion Revolution,” https://www.fashionrevolution.org/
garment-workers-and-climate-change-the-socioeconomic-link/(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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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는 “기후변화가 우려되십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62%)가 “예”라고
답했으며 기후변화 및 대기 오염의 영향을 알고 있었다. 기타 답변을 옮
겨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폭풍
과 해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 23세, 의류업계 3.5년 근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비가 내려야 하는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남성 경비원: 50세, 의류업계 4개월 근무)
“자동차, 공장, 벽돌 가마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
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다. 의료비는 매우 비싸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람
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어려울까 두렵다” (여성 엔지니어 : 30세, 의류업계
12년 근무)

이들의 인터뷰는 과학계가 방글라데시에 예고하는 위험, 즉 해수면의
상승과 급격한 강수량 변화 등에 의한 이주, 농업생산량 감소, 수인성 질
병의 확산 등을 몸소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들
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여성 노동
자는 특히 취약하다. 현재 소득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절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2020년 기준 한국은 EU,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뒤를 이어 6번째로
많은 옷(전 세계 총생산량의 2.1%)을 수입하고 있다394). 그런가 하면 이
랜드의 스파오와 미쏘, 신성통상의 탑텐, 제일모직 에잇세컨즈 등 국내
394) Sheng Lu(2020), “WTO Reports World Textiles and Apparel Trade in 2020. 4,
Aug, 2021. Top 10 exporters and importers of clothing,” https://shenglufa
shion.com/2021/08/04/wto-reports-world-textiles-and-apparel-trade-in-2020/
(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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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패션 리테일 브랜드의 약진도 이어지고 있다.395) 그에 비해 의류산
업이 야기하는 윤리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3년 약 1,134명의 사망자를 낸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화재 및 붕괴
사고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초국경의 패션 생산 네트워크 내에
서 일어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감시, 관리 및 감독 등은 라나플라자를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절은 다양한 주체가 패션산
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향후 국내의 관련 주체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1. 국제 노조의 대응
1990년대 중국의 스웻샵(sweatshop)과 아동노동에 대응하면서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던 국제 노동조합은 라나플라자로 촉발된 충격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이들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방글라데시 협정(Bangladesh
Accord)으로 불리는 산별 협의를 이끌어낸 일이다.
라나플라자 붕괴 후 몇 주 내로 발효된 방글라데시 안전 협정은 방글
라데시 노동조합 및 세계노조연맹(Global Union Federation)이 국제 제조
산업노조연합(인더스트리올 글로벌유니온․IndustriALL Global Union),
국제 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등과 함께 마련한 구속력 있는
문서다. 2013～18년까지 5년간 진행된 첫 번째 협정은 약 200개 이상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협정 준수 서명을 얻었다. 서명한 기업은 공급업체
를 모두 공개하고, 이들 업체의 화재, 전기 및 구조적 안전에 대한 건물
안전 심사, 근로자 권리 교육 및 안전 지침 등 산업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
에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요구한다. 실사 검토는 글로벌 패션기업의 안전
검사관과 방글라데시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검사 보고서와 시정 조치 계
획 등은 협정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서명한 기업과 공급업체
는 안전을 위한 개선 및 유지보수 사항에 공장을 폐쇄하거나 작업을 멈춰
395) 뉴스핌(2021. 6. 13), ‘탑텐․스파오․무신사’의 진격… ‘토종 SPA’ 리딩 자리는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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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 비록 방글라데시 내로 한정
되어 있지만 해당 협정은 국제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종료까지 협정은 약 20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에 공급하는 1,600개 이상의 제조 공장에서 안전 검사를 시행하였
으며, 개보수를 감독하고 안전 관리자의 교육을 진행했다.396)
2018년 6월 1일부터 약 3년간 이어진 후속 협정은 방글라데시 정부 내
담당 기관과 대표 서명자인 4개 기관 간 규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
루어졌다. 당시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더 이상 협정이 필요하
지 않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협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협정 대표 서명자인 4개 노조 연합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2013～
18년 협약과는 달리 2018～21년 협약은 방글라데시의 국가 조사 기관에
감독 권한이 주어졌는데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압력 행사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탓에 노조의 감시가 꾸
준히 필요했다. 결국 2019년 사용자 조직과 협정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새로이 설립된 기성품의류(Ready-made garment : RMG) 지속가능성 위
원회(RMG Sustainability Council : RSC)가 현장 감시를 맡도록 했다.
최근 2021년 9월 1일, 여러 논란 끝에 세 번째 협약이 시작되었다. 이
세 번째 협약은 방글라데시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협약(International
Accord)으로 확장되었다397)398). 현재까지 총 91개 글로벌 의류기업이 서
명했는데,399) 이들은 RSC를 지원해야 하며 지난 2013～18년 작성된 타
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RSC의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6) Clean Clothes 홈페이지. https://cleanclothes.org/campaigns/protect-progress
(검색일 : 2021. 12. 3).
397) Paton. E.(2021. 8. 25), “International brands sign a new accord to protect garment
workers in Bangladesh,”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
2021/08/25/business/garment-worker-safety-accord.html(검색일 : 2021. 12. 3).
398) 국제협약 전문. https://img1.wsimg.com/blobby/go/7b3bb7ce-48dc-42c3-8e58e961b9604003/downloads/1%20September%20-%20International%20Accord%2
0on%20Health%20a.pdf?ver=1640012078456(검색일 : 2021. 12. 3).
399) 서명한 기업 목록. https://internationalaccord.org/signatories. 한국 기업은 없다
(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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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대응
국제기구 역시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사고가 큰 경종을
울린 후 즉각적인 대응과 후속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리테일 기업과 제
조 공장의 중간에 끼인 위치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고, 국내 관심 역시 적었다.

가. ILO Better Work
ILO의 Better Work 프로그램은 유엔의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류산업
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빈곤을 퇴치하
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앞서 ILO는 2001～08년 Better Factories Cambodia(BFC)프로젝
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ILO에서 최초로 노동 기준 준수를 위해 공장
단위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한 프로젝트다. 미국-캄보디아의 양자간
섬유무역 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 캄보디아의 노동 기준
을 개선하는 조건을 걸어 캄보디아의 섬유 의류 수출 쿼터를 늘렸는데,
이를 위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했으며 ILO가 이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노동 감독의 효율성
을 떨어뜨리는 글로벌 생산망에서 ILO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
다. BFC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BFC 사업
으로 검증된 곳에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 기간 내 각 공장의 노동 기준 준수율은 최저 52%에서 최고 95%로
지속적이며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400)
이 경험을 바탕으로 ILO는 IFC와 파트너를 맺고 Better Work 프로그

400) Rossi, Arianna(2015), “Better Work: harnessing incentives and influencing
policy to strengthen labour standards compliance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Table 1.,”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8(3), pp.505～520. doi:10.1093/cjres/rsv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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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 시작한 프로그램은 현재 방글라데시, 아이티,
인도네시아, 요르단, 레소토, 니카라과, 베트남 등 총 9개국에 걸쳐 27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700개 의류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401).
Better Work 프로그램은 구매자, 즉 미국과의 무역협정 조건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BFC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조사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BFC와 마찬가지로 각 공장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
링하지만, Better Work의 핵심은 제조 공장마다 ILO의 중재자 입회하에
사측과 노동자가 동일한 수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데 있
다. ‘생산성 향상 자문위원회(Performance Improvement Consultative
Committee : PICC)’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노사협의체는 노사 간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을 돕고 실제로 각 공장의 개선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Better Work 프로젝트는 또한 각국의 정부와 직
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정의 삼자간 협의의 틀을 갖추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에 사측에 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거나, 노동
자 및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Better Work가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한 역할은 바로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협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BFC가 그러하듯 Better
Work 역시 무역 협정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별 종합보고서
를 공개하는 탓에 여타 국제 NGO의 신상 공개(Naming and Shaming)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탓에 글로벌 브랜드 역시 자신의 제품을 소싱하는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Better Work에는 해외 직접 투자 등의 형태로 진출한 한국 의류 제조
공장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다.

나. ILO Just Transition Toolkit
2016년 채택된 ‘글로벌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 결의안의 후속 조
401) ILO Better Work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betterwork.org/about-us/the-pro
gramme/(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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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 스웨덴 정부의 지원하에 ‘Decent Work in Garment Supply Chains
Asia Project(2019～22)를 시행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정의로운 전환 툴킷(Just Transition Toolkit)을 발표했다. 이는 아시아의
섬유 및 의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의로운 전
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섯 개의 보고서와 함께 브리핑, 웨비나,
인포그래픽 등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환경 규제 및 정책
의 모범사례, 친환경 혁신 과정의 도입 및 과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의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의 네 가지를 포함한다.

다. UNFCCC 기후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Fashion Industry
Charter for Climate Action)402)
UNFCCC는 글로벌 패션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섬유,
의류 및 패션산업 전반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구 온
난화를 1.5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파리협약 및 UN의 2030 지속가능한 개
발 목표에 따라 패션산업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 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이 그것이다. 헌장
은 2018년 2018년 1월과 9월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당해 12월 COP24
에서 도입, 최근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갱신
했다.
헌장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는 “지금까지 논의된 해결 방안 및 비즈니
스 모델은 당면한 기후 과제 해결에 충분치 않으며, 한층 내재적인 차원
에서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저탄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총 13가지의 약
속을 담은 헌장에 서명한 국가 및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패션 및 섬유
부문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 및 이니셔티브가 함께하는 워킹그룹
을 조직하여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모범 사례를 식별 및 전파하
402) UNFCCC(2021), Fashion Industry Charter for Climate Action, Ver.5, https://
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global-climate-action-in-fashio
n/about-the-fashion-industry-charter-for-climate-action(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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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전의 기후 대응 노력을 확대하고, 불평등한 기후 영향을 파악 및 해
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탈탄소화 경로 및 온실가스 배
출 저감, 원료, 제조/에너지, 물류 센터, 정책 참여, 기존 도구 및 이니셔티
브 활용, 광범위한 기후 행동 촉진, 브랜드/소매업체 소유 또는 운영 배출
량 이라는 생산 과정별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403)

라. OECD 의류 및 신발 산업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을 위한 지침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in the Garment and Footwear Sector)
OECD 역시 라나플라자 붕괴 이후 대응책을 마련했다. 의류 및 신발
산업의 초국적 기업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운영
및 소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권고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는 프랑
스와 이탈리아에서 제공한 심층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의 운영이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며 각국의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는 기존의 여타 OECD의 초국적 기업 지침의 목표와 궤를 같
이하며, OECD 내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실무단(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감독하에 작성되었다. 작성 과정에서
OECD 및 비OECD 국가, 기업 대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
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존에 다국적 기업의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권고사항,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에 관한 ILO 3자 선언 원칙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과 이하 협약 및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해당 지침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제1섹션은 기업 정책과 운

403) UNFCCC 기후 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 홈페이지, https://unfccc.int/climateaction/sectoral-engagement/fashion-for-global-climate-action(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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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체계 전반에 책임감 있는 사업을 내재화할 것과, 기업 자체 및 기업의
공급사슬 내에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잠재적 피해를 파악할 것, 기업 운
영으로 인한 공급사슬 내 피해를 중지, 예방 및 완화할 것, 공급사슬망을
추적할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할 것, 마지막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장별로 나누어 권고하고 있다. 이어 제2섹션은 매우 실무적
인 지침을 제공하여 아동노동, 직장 내 성폭력, 강제노동, 노동시간, 산업
안전, 노조 및 단체협약, 임금이라는 산업 내 주요 인권 및 노동권 관련
이슈에 더해 위험 화학물, 물, 온실가스 배출, 비리 및 부패, 가내수공업으
로부터의 소싱을 환경 관련 이슈로 묶어 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이슈별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404) 특히 가내수공업 부문의 가이드라인
을 제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주로 비공식 경제에 포함되어 드러
나지 않던 가내수공업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었다.

3. 국가적 대응
가장 활발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영국 의회는
2015년 현대 노예제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 인신매매, 노예제 등
제각기 다른 법에 규정된 범죄를 통합하면서 자국의 글로벌 기업이 속한
공급사슬에 규제를 가했다. 2013년 법안 초안이 제출되었을 당시 잉글랜
드와 웨일스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캠페인 등을 통해 “글로
벌 기업은 공급업체의 노예 노동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개하도록 한
다”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이에 2015년 10월 29일부터 공급사슬의 투명성
조항(Transparency in Supply Chain Provisions : TISC)에 따라 연매출
3,6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각 기업의 공급사슬 내
에서 부당한 노동력 사용에 대한 감사 및 보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
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각 기업이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실제 조사를 수행해
404) 지침 원문, https://read.oecd-ilibrary.org/governance/oecd-due-diligence-guida
nce-for-responsible-supply-chains-in-the-garment-and-footwear-sector_978
9264290587-en(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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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그러
나 브랜드 평판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탓에 공개만으로도 기업들
의 규정 준수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405)
영국 내각은 또한 2016년 공급사슬 내 투명성(Transparency In Supply
Chain)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 이 자리를 빌어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
는 세계 최대 오픈 데이터 플랫폼인 tiscreport.org를 소개하기도 했다.
TISC 보고서는 플랫폼에 가입한 각 기업이 기업 정보와 함께 현대 노예
제법의 TISC 조항을 포함, 뇌물방지법, 아동노동실사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에 따르면 TISC 규정에 따라
야 하는 약 2만 개 기업 중 15,000개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고 한다. 플랫폼은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여 공급사슬 내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책임감 있는 기
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활하게 공급사슬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가능하게도 한다. 플랫폼은 자
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며 현대 노예제법의 이행을 위한 운영비로도
기부하고 있다.406)
이와 함께 2017년 영국 정부의 환경감시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산하에 조직된 Fixing Fashion 위원회는 영국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환경적 감시를 담당하는데, 최근까지 16번째 보고서를 발간
하는 등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영국 내 책임감 있는 패션산업과 관
련한 주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Primark,
Boohoo, Refashion, ReLondon 등 주요 영국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한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

405) TISC Press Release(2017), “World’s largest anti-slavery register reaches 10k
milestone, boosting the fight against exploitation”.
https://pressreleases.responsesource.com/news/92463/world-s-largest-anti-sl
avery-register-reaches-k-milestone-boosting-the/(검색일 : 2021. 12. 3).
406) TISC Report 홈페이지 https://tiscreport.org/(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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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 사회의 대응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산업을 위한 매우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소비자, 즉 시민 사회의 평가는 글로벌 패스트패션 브랜드
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힘으로 꼽힌다. 국제 사회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단체 중 일부를 소개한다.

가. Fashion Revolution
패션 레볼루션은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참사를 계기로 영국에
서 설립된 이래 현재 세계 최대의 패션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디자이너,
학자, 작가,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글로벌 브랜드, 리테일 업체, 마
케터, 생산자, 제작자, 노동자 및 패션 애호가 등 패션산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다.
패션 레볼루션은 패션 레볼루션 CIC와 패션 레볼루션 재단으로 크게
나뉘며, 회원 국가에 패션 레볼루션 연락 사무소와 자원 봉사팀 운영 및
네트워킹을 담당한다. 패션 레볼루션 CIC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글
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이 전 세계적 의제임을 알리는 정치적 캠페
인을 진행한다. 한편 패션 레볼루션 재단은 자선단체의 성격으로 운영되
며 교육, 연구 및 인식 제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 각 국가별 사무소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필리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에 14개로 현지
상황에 맞는 전략 및 사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마지
막으로 패션 레볼루션 국가별 자원봉사 그룹은 패션산업 출신의 개인 봉
사자들의 모임으로 특히 패션 혁명 주간 캠페인 운영을 담당한다.

나. Clean Clothes Campaign
Clean Clothes Campaign(CCC)은 1989년 네덜란드에서 시작, 현재 45
개국의 235개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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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데시 협약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참여한 4개 대표 서명단 중 하나
로 이후 감시활동 및 방글라데시 내 로비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했다.
CCC는 재택 노동자 조직, 풀뿌리 노동조합, 여성 조직 및 노동조합 등 생
산 및 소비 시장 국가의 노동계를 네트워크에 중심에 두고 의류산업 전반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동자
의 안전과 건강, 결사의 자유, 투명성, 최저생활임금, 구속력 있는 기업 책
임 규제의 필요성, 시민 공간 축소에 대한 투쟁 등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
는 연대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글로벌한 대응으로 이
끌어낸다. 이들의 활동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조 탄압과 노동자 괴롭힘에 맞서는 긴급 항소 시스템을 구축, 권
리 침해에 대항하는 노동자를 직접 지원함. 이를 통해 캄보디아, 중
국, 터키,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의 부당 구금 및 형사 고발 등을 취소함.
○ 부당 해고 노동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를 위해
Pay Your Workers 캠페인 기금 및 비상 기금을 운용하여 노동자를
지원함.
○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및 Ali Enterprises 공장 재해의 생존자와 희
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확보를 위한 방글라데시 협정의 갱신을 위
해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 또한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노동
자 및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키스탄 협정을 지원함.
○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는 데 중점을
둔 안전 도구 키트와 교육을 개발 및 진행함.
○ 더욱 정의로운 거버넌스를 위해 원청 패션 브랜드와 그들의 고용주
인 제조업체를 상대로 노조가 직접 대화 및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브랜드 계약’ 개념을 구축함.
○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감사(audit) 산업의 실패를 폭로함.
○ H&M 등 글로벌 브랜드에 최저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
킬 것을 촉구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CCC의 투명성 서약에 참여하고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글로벌 공급체계 내의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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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lobal Fashion Agenda(GFA)
GFA는 비영리 조직으로 2009년부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에 관한 세
계 최대 포럼인 코펜하겐 패션 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유행으로 만든다는 사명을 가지고 생산, 마케팅 및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업계 리더를 지원한다. Kering, H&M 등 대형 패션기업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한다. 또한, 저명
한 보스턴 컨설팅 사와 공동으로 패션산업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지
속가능성을 위한 행보를 확인한다.
최근 GFA는 패션 업계 전반에 2020 순환 패션 시스템 협약 이행을 촉
구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패션시장의 12.5%만 순환 패션 경제 모델
을 위한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407) GFA의 순환 패션 시스템 협약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산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4가지 행
동강령을 제안하고 있다:
1) 순환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이행할 것
2) 수거한 중고 의복 및 신발의 활용도를 높일 것
3) 수거한 중고 의복 및 신발의 판매도를 높일 것
4) 재활용 섬유로 제작한 의복 및 신발의 비율을 높일 것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로운 패션산업을 위한 각 주체의 대응 및 노력은
완벽하지 않으며 각기 문제점과 비판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응이 작금의 패스트패션산업이 가진 문
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에 의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류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 의류산업은 개
별 공장 또는 기업 단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초국경적 협의가 반드시
407) “While it’s encouraging to see 12.5% of the global fashion market taking
concrete action toward circular business models, we must urgently address
major roadblocks...for a systemic shift towards circularity.” Morten Lehman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Global Fashion Agenda, https://www.globalfas
hionagenda.com/2020-commitment/(검색일 :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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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제5절 나가며

의류산업은 기나긴 노동 착취의 역사를 갖고 있다. 기후위기 논의가 확
산하면서 글로벌 의류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이 곧 환경오염의 외주화 과
정이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졌다. 그러나 노동자와 환경오염, 기후위기는
별개 사안이 아니다.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담장 밖을 나설 수
없던 의류 노동자의 사계는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선망의 대상이 아닌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패스트패션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의류산업의 분업 구조가 노동
과 환경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살펴보았다. 그림자와 함께 산업혁명기 노
동집약 산업에서 세계화 시대의 구매자 주도산업을 거쳐 앞으로 기후위
기 속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짚어 보았다.
아직 국내에서는 의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한국의 인건비 상승 및 산업 고도화로 의류공장 노동자가 사라졌다
고 해서 의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 의류기업은 1티어에 다수 포진하여 여전히 산업의 한 주체
로서, 또한 의류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다. 패션문화는 아시아를 이끌고 있다.
정의로운 패션산업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노동 및 환
경 부담을 개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이 치열하
게 지나온 길을 잇는 일임과 동시에 이를 세계 의류 생산기지인 주변 아
시아 국가에 공유하며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구성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최첨단 지속가능 소재 산업을 선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로서 환경 친화적이며 윤리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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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소비가 가지는 확장성은 매우 크다. 의류 소비자를 바탕으로 의류산업
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타 산업에의 친
환경적 변화를 돕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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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장

결 론

우리는 이 연구에서 기후위기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제1부(제2～4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담론과 관점, ‘노동의 인간화’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법의 재구성, 노동진영의 대응에 관한 논의를, 제2부(제5～8장)에서
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석
탄화력발전산업, 자동차산업, 의류산업 등 각 산업 노동정책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노동의 인간화’ 테제가 내포하고 있
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연구에서부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원인 분석과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분석,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 노동자들의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노동연구 진영에서 기후위기 문
제를 다루는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다
층적인 면을 드러내고 앞으로 노동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쟁점에 관한 논의를 요약 정리하고(제1
절과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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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1.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
기후변화는 지구시스템이 1만년간 지속되며 문명을 가능케 했던 ‘홀로
세’로부터 벗어나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가속’ 현상으로 인해 야기
된 거대한 위기이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설명은 기후부정론자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필요불
가결한 설명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탄소환원주의’적
설명은 시장과 기술 중심의 해결책을 이끌면서, 기후위기의 근원적인 원
인은 현행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변혁 혹은 전환의 필요성으로부터 관심
을 돌리게 만든다. 기후위기는 국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다.
일찍 산업 활동을 시작하여 거대한 경제적 부를 쌓은 지구 북반구 국가들
이 지금까지의 누적 배출량의 대부분을 배출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챙기는 부유한 계층의 소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가
난한 이들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거대한 기후위기는 심각한 기
후부정의에 기초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를 중심으로
한 정리된 과학적 분석과 권고 사항은 ‘인지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부여한 체제였지만, 미국 등의 탈퇴
등으로 외면적인 목표 달성과는 다르게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협상의 실패를 딛고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은 2021
년에 출발한 신기후체제를 만들어냈다. 파리협정을 통해 당사국들은 “산
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하”고(2도 목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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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의 추구”(1.5도 목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2030년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등에 대해 결의하였지만, 그
이행은 힘겹게 이뤄지고 있다.
200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
는 “노동조합이 ‘빈곤 감축, 환경 보호, 괜찮은 일자리 사이의 연계를 강
화’하는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그해 창립된 국제노총(ITUC)
은 이 결의를 이어받았으며, 2007년부터 국제 기후협상에 개입하기 시작
하였다. 그들의 개입은 기후변화가 노동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감축정책
이 현재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 그
러나 ITUC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노동자들에게 피해와
비용이 전가되어서 안 되며 전환 과정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ITUC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파리협정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반영
시켰고, 폭넓은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들이 일자리 훼손
가능성 앞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자체도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부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해결하는 구조적 변혁을 추구하는 입장까지 상이하
게 이해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2도 목표를 버리고 1.5도 목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결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2030년 감축목표도 강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
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말 ‘유럽 그린딜 계획’ 발표, 2021년 6월 기후
법 제정, 7월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최
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했다. 미국의 경
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강화하고 있는 감축정책은 이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거
나 중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국제
무역 규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빠른 탈탄소 전환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관심과 정책 및 제도 제안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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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에 일부 시도되었던 기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후기
에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채
택했다. 또한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강화하였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
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미루고 시간을 허비했으며, ‘녹
색성장’이라는 과거의 전략을 다시 채택하는 한편 기후정의 원칙을 앞세
우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년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 ‘개별 감축 방안의 도입 시
기와 적정성’,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기후위기와 노동법
노동법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비인간화 현상을 다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제1～2차 산업혁명의 경
험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와 같다. 노동법은 보편적 사회보장 및 공공서
비스와 함께 사회국가의 탄생에 기여했다. 하지만 사회국가는 노동을 인
간화하는 대가로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이미 생태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국가가 그리고 그 일부로서 노동법이 노동을 인간화
하는 방식 그 자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노동의 인간화 테
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질문을 정면으로 응시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길
을 선택했다. 즉 생산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
키는 길이 그것이었다. 대신에 자본주의적 산업주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
는 노동의 소외는 망각되거나, 외면되었다. 하지만 어쨌든 20세기 내내, 특
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루어낸
생산성 증가 덕분에 노동의 소외 문제는 잠시 미루어 둘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설령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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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명했던 길,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régime de travail
réellement humain)’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반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
체주의화된 시장은 노동과 자연의 극단적 자원화를 초래했다. 칼 폴라니
에 의하면 노동과 화폐와 토지는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장
은 이 세 가지를 상품으로 의제(fiction)한다. 현실과 픽션의 갈등이 내장
하고 있는 긴장은 제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폭발한다.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 노동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다. 이 법들은 시장의 토대를
구성한다. 반대로 신자유주의는 이 법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국
민국가의 규범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반면
에,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규범구조에서는 반대로 국민국가들이 초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경쟁에 나선다. 이 경쟁에서 비교 대상이 되
는 것은 각국의 노동법과 금융법과 환경법이다. 기업은 이 입법상품을 가
장 저렴한 가격으로(즉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나라에
투자한다. 이른바 로쇼핑(law shopping)이 벌어지는 것이다. 로쇼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금융위기
와 생태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노동의 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
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산업정책이나 정책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신
자유주의 체제의 전환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법은 산업주의의 덫에 사
로잡혀 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태문제만 고민하거나, 좀
더 나아가 금융문제까지는 고민하지만, 노동과 노동법을 진지하게 고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일자리 재배치 과정
에서 실업보장과 직업훈련의 강화 및 그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언급하
는 데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도대체 노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노동하는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란 무엇인가?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에너지원으로 환
원하는 노동체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노동
체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노동에 관한 법으로서의 노동법은 어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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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기후문제와
노동문제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풀지 못한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인간의 노동이 한계를 넘어 자연에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노동법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지금의 노
동과 노동법이 한계를 모르는 부의 추구 또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환
상, 즉 한마디로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지금의 노동법은 이 중에서 앞의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누가 일하
는가? 이것은 곧 노동자성 문제이다. 언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어디서 일하는가? 이것은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이다. 나머지 세 가지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 왜 일하는가?의 문제는 얼마
에 일하는가?의 문제로 환원되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의 문제는 사
실상 사용자의 전권에 맡겨져 있다.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노동력을 시간
당 얼마에 팔 것인가에 국한된다. 노동자는 임금을 극대화하고, 대신 사
용자는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이로써 노동은 고용으로 환원된다.
노동과 자본 간에 일정한 타협을 가능하게 했던 이 원리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주의 사회 전체의 조직 원리로 확대된다. 이것을 흔히 포
드주의라고 부른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탄생시켰다.
포스트포드주의를 운운하지만 지금의 노동법은 여전히 이 원리에 기반하
고 있다.(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 상대화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
께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타협은 깨졌다. 하지만 깨진 것은 일방적이다.
고임금은 사라졌지만, 고생산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불안정 노동을 생산성 강화에 동원한다. 노동법은 이 덫에 빠져 헤어나오
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포드주의 이면에는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다. 테일러는
자본의 입장에서 과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ILO)의 딜레마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ILO는 1919년 창립 당시 이미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을 천명했
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사회에서 그 구체적 전망을 확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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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현실적으로는 산업주의 혹은 생산주의로 기울었다. 즉 생산성을 고
도화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합리성은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일종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
다. 그것이 법칙인 한 인간은 그것을 적용하고 적응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것을 싫다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주의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경제성장 지상주의
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맨더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맨
더빌은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절대적으로 긍정했다. 아담 스미스는 부정적 의미가 물씬 풍기는
이 개인의 악덕(private vice)이라는 말을 긍정적 뉘앙스 가득한 자기사랑
(self-love)이라는 말로 바꾸었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를 작동시
키는 원동력은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맨더빌이 해방시킨 개인의 이기적이고 사적인 욕망이다. 맨더빌
의 윤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정신은 경제성장을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인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계의 감각/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린
뉴딜과 탈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논쟁이다. 하지만
이 논쟁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 노동은 단순히 일자리의 증감과 이동의
문제로 환원된다. 노동의 감각/의미에 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한계
의 감각/의미는 노동의 감각/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서 물리적 세계와 대면하고, 그렇게 해서 한계를 배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노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노동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이다. 나의 삶은 순전히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은 타인의 노동으로부
터 빚진 바에 대한 채무를 갚는 행위이다. 이 상호관계를 사회적 연대라
부르고,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원리가 된다. 노동에는 생
존(labour)과 자기 실현(work)과 사회적 연대(action)의 세 차원이 언제나
공존한다.
이렇게 복원된 노동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법의 재구성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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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법은 더 이상 누가/언제/어디서 일하는가의 문제에만 한정되어서
는 안 된다. 노동은 노동력을 시간당 얼마에 팔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
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를 생각
없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를 생각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시계 태엽장치에서
컴퓨터로 표상이 바뀌었을 뿐, 노동의 비인간화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심
화되고 있다. 노동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왜 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ILO 필라델피아 선언
이 천명했던 가치, 즉 공공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터는 산업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터는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일터, 사유와 행위를 결합하는 호모 파베르의 자긍
심이 묻어나는 일터, 자신의 노동이 타인과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일터, 그런 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터는 더 이상 테일러-포드주의가
지배하는 대공장이 아닐 것이다. 대공장 시스템과 인간적인 일터가 양립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호모 파베르의 일터는 인간적 규모(human
scale)의 개념이 작동하는 아틀리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적으
로 말하자면, 대공장은 자동차를 만들고, 아틀리에는 자전거를 만든다.
호모 파베르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간다.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행위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속
도의 정치체제이다. 공장에서는 기계의 속도에 노동자가 종속되고, 도시
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에 시민이 종속된다. 경제성장은 이 속도를 증가시
키는 과정이다. 도시의 풍경은 시민들의 마음을 표상한다. 차선을 넘나들
면서 앞차를 추월하고 도심을 과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는 무한경쟁에
포획된 사람들의 내면에 체화된 경쟁심리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반면에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은 일터와 주거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결
국 도시를 재디자인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인
간적인 노동과 아틀리에 노동법은 여전히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가?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이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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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본주의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본주의를 유
지해도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체제를
구상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체
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태적 가치와 양립하는 인간적인 노
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기후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에서 노동 진영의 대응이 중요하다. 기후위기가 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정
책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산업정책과 이에 연동된 고용보장과 직
업훈련과 같은 고용정책의 추진이 주요한 과제로 채택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후위기를 기존에 추진되었던 성장 중심의 자본
주의 체제의 모순이 응축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 진영의 대응을 관점과 유형에 따라 정리
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문헌에서 논의한 기후위기 대응의 여러 관점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기후위기와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나
리오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세와 높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녹색성장론은 ① 높은 노동생산성, ② 소비의 증가에, 그
린뉴딜 정책은 ② 소비의 증가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탈성장은 ③ 일자리 보장제 ④ 노동시간 단축에 더해 ⑤ 수출 감소, ⑥ 소
비 감소, ⑦ 부유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O’Neill,
2020).
정의로운 전환의 접근법은 기업과 시장 주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접근’,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더 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
는 ‘개혁관리 접근’,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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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집단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하는
‘구조개혁 접근’, 성장주의 경제․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변
혁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Morena et al., 2018).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기후정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기후정의는 분배적,
절차적, 복원적, 승인적 정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기후
변화 대책에서 비인간생물에 대한 포용과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자(소수
자, 기후난민) 문화에 대한 포용을 의미하는 ‘인정적 기후정의’(한상운 외,
2019), 탈탄소 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 차원의 참여를 넘어서서 사회적으
로 유용한 생산 및 생산과정 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자연에 유해
한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중지권 보장을 의미하는 ‘생산적 기후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창근, 2021). 유럽 각국 사례를 분석하여 노동조합
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면(Thomas & Dö
rflinger, 2020), 탄소
배출 감축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반대’,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구하는 ‘울타리치기’,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지지하면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과 전략, 기후정의 개념을 바탕으
로 한국 노동조합 진영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평가하였다. 기후위기 대
응 노조 전략은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노조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산업별 대
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산업․기업을 상대로 정보 제
공, 일자리 보장, 노동전환 지원 대책 마련, 에너지 전환 과정의 공공성
강화,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긴급 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노조의 대응 전략이 울타리전략과 지지전략 사이, 또는
울타리전략과 반대전략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기후정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노조의 대응
전략 - 적어도 요구안의 내용에서 - 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승인적 정
의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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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재구성에 관한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동안 자연을 착취
가능한 자원이자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던
인식(우젤 & 래첼, 2019: 26)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노조의 관심을 생
태계로, 또한 생태계에 의존하는 타인들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은 명시적
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생산적 정의 개념은 본고 제3장(박제성)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동법의 육하원칙 중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3가지 질문, 즉 노
동의 내용(무엇을)과 방법(어떻게)과 이유(왜)를 노동자가 관할할 수 있
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생산적 정의는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자연환
경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자연에게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
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
응 전략에서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지는 않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창안한 토니 마조치가 초기 화학산업을 중심으
로 모색하였던 환경과 일자리 관계성은 경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넓혀졌다. 일자리 유지나 지역공동체 경제안정이라는 현상유지적
대응을 넘어 경제사회체제의 근본적 전환(반자본주의 탈성장) 주장 논의
로 발전하고 있다(홍덕화, 2020). 하지만 노동조합 진영의 대응에서는 기
후위기 원인을 ‘성장’을 중심에 둔 자본의 착취구조로 이해하면서도 경제
체제에 관한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위기를 가중
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체로 기업과 자본을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Morena et al.(2018)에서 분류한
‘개혁관리’ 즉 기존 경제체제 내에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노동과 사
업장 관련 이슈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협의를 중시하는 유
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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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탄소중립의 노동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1.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박근
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으며,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감축목표를 절대치로
제시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였으며, 감축 이행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감축목표 발표와 함께 구체적 감축수단을 같
이 제시하였다. 2030년에는 전력화와 효율 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생산방
식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2050년에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방식의 변화와 신기술 도입을 감축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
축수단은 목표 제시만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다양한 감축정책에 의해 이
행되게 된다. 대표적인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며, 이외에
도 공급화 의무제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이 있다. 2021년 10월 감축목표 발표 후 감축정책에 대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2030 목표 달성 과정에 전환부문과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의 경우 LNG발전 전환 계획이 거
의 취소되면서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발전자회사 정규직 고용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신재생의 매우 빠른 확대로 태양광과 풍력 관
련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의
고용계수가 화력발전보다 상당히 더 높지만, 주요 설비의 수입으로 고용
순증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고용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미 자동차부품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의 빠른 전장화 추세에 따라 고용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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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데, 이는 전장과 자율주행 등과 같이 늘어나는 일자리 기회를 제
대로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2030년까지는 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만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
술의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다만, 감축목표는 현재의 산업구
조를 대체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대로라면 영향이 제한
적일 것이다. 그런데 목표가 계획된 방식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건물과 관련한 고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건축물의 사용 연한을 생각
해보면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부터 상당한 제도적 변
화가 예상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효율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동수요의
창출을 의미한다.
감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방식 및 노동력 활용
방식에 대한 상향식(bottom-up)의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분석 후에 직능 및 지역별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
석하에서 감축정책에 따른 산업전환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직접효과 외에도 간접효과
와 파생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효과의 기간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가격 변화나 수출입 변화의 영향을 제대로 반
영해야 한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직능 및 지역별 영향도 추정해
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

2. 석탄화력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과제
현재 시점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집행과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탈석탄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전개되
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수용
할지를 주제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결과,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이유를 대체로 미세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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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 시 LNG 발전으로 전환배치
를 우선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전환배치가 어려운 경우 발전소 내부
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업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전직과 지역 이동에 대
한 수용도는 낮았다. 전직에 대한 수용 반응이 낮았던 이유는 지역과 산
업에 대한 고착성뿐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애착(문화사회적 고착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직무별로 현재의 반응과 예상되는 영향이 다르다
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반복되는 입찰 경
쟁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폐쇄보다 당장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큰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망적
태도가 확인되었고,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유지에 대한 보장 없는 정부
의 전직 교육에 대해서는 기대와 신뢰가 매우 낮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될 경우, 일
자리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충격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탈석탄의 이유와 필요성,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파편화된 상황에서 현장 단위의 노동자들과의 명확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발전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향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유예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해소 등 기존의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고용형태별 지역, 기술 고착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향후
탈석탄 정책 수용성이 다르므로, 정부는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및 지
역 고착성을 고려한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 방안을 지역과 산업에 맞춰 전
략을 수립하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자동차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이 변모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지하고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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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대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산업전환이 노동자와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전환의 방향과 내용
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408) 특
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인해 패러다임 자체가 전
환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한 산업이기 때문
에 노동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전제조
건이다. 미래자동차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전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정의롭게 달
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409) 주요 내용은
피해기업의 신산업분야로의 사업전환, 재직자 역량 강화 및 전직․재취
업을 위한 노동전환, 피해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고용위기 대응지원
을 위한 지역전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핵심
은 노동전환이다. 기존 산업구조 재편 및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산
업전환 프로그램과 달리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산업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재편, 노동이동, 고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환훈련, 전
직 및 재취업 교육 등 직업재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 지원방안은 산업 대전환기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
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의 이행 능력을 혁신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 그리고 지역 차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전환과 폐기로 인
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적구조재편기금(PPF)’를 조성하고, 사회적 합

408) 이상호(2021c), 지역․업종별 노동전환지원 컨소시엄 시급 , 내일신문 2021년
10월 5일자 18면 기사.
409) 이하에서 서술되는 이 문단의 내용은 이상호(2021c), 지역․업종별 노동전환지원
컨소시엄 시급 , 내일신문 2021년 10월 5일자 18면 기사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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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방식으로 ‘자동차산업 미래협약’을 노사정이 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전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정책과제를 일자리 소
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먼저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사양산업화하거
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의 재
생, 혹은 신성장산업의 유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직업교육훈련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
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이 예상되는 경우 실업 전 재직단계에
서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훈련이 가능하다면,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도 줄이고 해당 노동자 또한 고용단절 없이 새 직장을 구하게 되는 이석
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전환에 따른 기술 및 직무 등 일자리의 성격 변화로 인
해 일자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정책은 전환배치와 전직으로 나
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410) 고탄소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의 고용유
지를 목적으로 직무이동 및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전
환의 경우 전직 및 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진단, 직무전환교
육, 배치전환 및 구직활동 지원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일자리코칭 서비
스를 제공하는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시장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
원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컨소시엄을 구
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동전환의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녹색기술
등 새로운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책이 필요
하다.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적정
한 환경규제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산업전환
410) 이하에서 서술되는 이 문단의 내용은 이상호(2021c), 지역․업종별 노동전환지원
컨소시엄 시급 , 내일신문 2021년 10월 5일자 18면 기사 일부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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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녹색기술은 사실상 전환일자리의 모든 업종과 직무에 적용하
고 결합시켜야 하는 융복합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에 저탄소, 에너지효율화, 녹색화 관련 직업교육이 배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정의로운 노동과정에서 고용의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정책협의와 합의에 대한 상호존중이 대
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직무재교육과 전직․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노
동조합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며, 노사정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비용분담과 권한배분이 요구된다.

4.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
글로벌 생산체제에 노동과 환경, 소비자를 더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다동원체성 구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충격 완화라는 협의(狹義)에서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
능한 체제를 이룩하는 데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이때, 노동과 환경을 생산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는 생산자적 관점에서 상품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되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전
제되어야 한다. 최종 생산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국한하는 일종의 자폐적
분석에서 벗어나, 비자본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연을 포함하여 생산 과
정 전반에서 야기되는 사회․경제․환경적 현상까지 아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국경적 글로벌 생산체제의 상징과 같은 의류산업, 그 현재
를 대표하는 패스트패션산업을 예시로 광의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을 살핀다. 패스트패션이란 ‘사람
들이 새 옷을 자주 살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하게 제조, 판매되는 옷’으로
‘빠른 디자인,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을 포함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갖춘
의류산업이다. 온실가스의 폭발적 배출이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
부터 함께한 노동집약적인 의류산업은 1960～90년대 들어 인건비가 저렴
한 곳으로 이동하며 국제 분업화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부
터 지난 약 20여 년간 패스트패션은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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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업 구조는 지금까지 여러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기도 했으나 노동
과 환경에 대한 착취 구조를 내재한 탓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
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착취 구조는 구매자인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제조업체에 가하는 비용적, 시간적, 유연성 압력에 의한다.
구조적 착취 속에서 패스트패션산업의 사회․환경적 무게를 노동과 기
후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의류산업 노동자의 임금은 산업 전반
및 글로벌 브랜드의 급격한 성장에도 눈에 띄는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노동권 보장 정도가 낮은 곳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한 탓에 이
들 노동자는 불평등, 경제활동의 제약, 노동권 관련 인식의 미비와 같은
사회적으로 이미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패션
이 야기하는 환경적 무게는 생산, 사용, 폐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생산단계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은 의류산업 노동자에게 더욱 가중된다. 기존의 사회적 취
약성이 기후위기 속에서 이들의 적응 역량을 저해하고 한층 더 기후위기
에 취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뜨린다. 이미 일부 지역의 노동자
는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패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을
살핌으로써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자료이자
다동원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그려보았다. 초국경의 패션 생산 네
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감시, 관리 및 감독 등은
2013년 약 1,134명의 사망자를 낸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화재 및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제노조 역시 이 사
건을 계기로 연대하여 구속력 있는 ‘방글라데시 협정’을 이끌어내었다.
국제기구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살펴보면, ILO와 세계은행에
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Better Work 프로그램과 ILO의 ‘공급사슬 내 양
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리된 ‘정의로운 전환 툴킷’, 그리고
UNFCCC의 지원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행동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
OECD의 ‘의류 및 신발 산업의 책임 있는 공급사슬을 위한 지침’이 있
다. 국가 단위 대응으로는 특히 의회 활동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공급사
슬 규제 방안을 강구하는 영국을 예시로 살펴본다. 이어 가장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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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류산업 관련 시민단체인 Fashion Revolution, Clean Clothes
Campaign, Global Fashion Agenda를 짚어보았다.
아직 국내에서는 정의로운 의류산업 전환에 대한 고민이 일천하다. 한
국의 인건비 상승 및 산업 고도화로 의류공장 노동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의류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패션산업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노동 및 환경
부담을 개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이 치열하게
지나온 길을 잇는 일임과 동시에 이를 세계 의류 생산기지인 주변 아시아
국가에 공유하며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구성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
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3절 연구의 시사점

2019년 말에 시작되어 2021년 말 현재까지도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인류의 시대를 코로나 이전(BC : Before Corona)
과 코로나 이후(AC : After Corona)로 나눌 것이라는 말까지 낳았다. 오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C 시대’로 명명한다면 그 ‘C’에는 코로나
19(COVID-19)만이 아니라 석탄(Coal)과 탄소(Carbon)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발전을 지탱해 왔던 화석연
료와 이를 이용한 생산활동에서 발생시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기
체와의 결별이 AC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위
기가 한계를 모르는 부의 추구 또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 즉 산
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때 그 ‘C’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를 탄생시킨 포드주의의 대명사이자 도시의 속도
를 의미하는 자동차(Car)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정으로 인
간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인가 라는 물
음은 그 ‘C’에 (고장 난) 자본주의((broken) Capitalism)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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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다음의 시사
점을 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의 적정성 문
제다. 2021년 말 개최된 COP26에서 2022년 말까지 당사국들이 1.5도 목
표에 부합되는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점
에 비춰보면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가 낮고, 다량 배출 부문이 더 큰 책임
을 져야 하는 차별화된 부담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상향식 산업정책의 마련 필요성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노동시장
에 미칠 영향은 산업 부문마다 시차를 두고 달리 나타나겠지만 이 과정
에서 감축정책에 대응한 생산방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향식 수요 예측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정책 계획 마련과 시행이 필
요하다.
셋째, 거버넌스 문제다. 산업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될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전
환 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에서 전환 논의를 위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 이때 거
버넌스는 대통령자문기구로 대표되는 협소한 의미의 대화체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1) 노․사 또는 노․사․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주체들이 2) 기업에서부터 산업․업종(및 지역)과
전국 수준에서 3)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에 관해 4) 정보교환,
협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
자의 일상적․전략적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부여하며, 전국
및 산업․업종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가운데 특히 단체교섭의 확대․강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한국의 지배적인 기업별 단체교섭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같
은 산업․업종 및 국가 차원의 노동정책을 다루기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자칫 기업 내 노사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기업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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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체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중앙집중적이고 조율된 단체
교섭 체계와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이 노동시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서구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넷째, 기후위기가 곧 노동의 위기라는 점에서 노동진영의 대응이 중요
하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자본의 대응이 지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조합 진영의 대응도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까지 대응은 기후변화 완화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규제 최소화를 추
구하는 ‘울타리치기(hedging)’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의 인간
화와 자연에 위해가 되는 인간의 노동을 제한하는 것(작업중지권의 확대)
을 뼈대로 하는 생산적/인정적 정의 관점이 더욱 충분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류산업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은 일국 차원
의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구라는 인류 공동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넘어서
야 한다. 글로벌 공급사슬 내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 국제기준협약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등과 같은 초국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마련과 집행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계를 모르는’ 무한한 경제성장체제가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
래한 원인이라고 이해할 때 현재의 ‘노동’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
다. 인간이 노동하는 이유를 비단 “임금을 받기 위해서”로 좁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서로를 향한 의무의 이행, 즉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보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왜 일하는가, 라
는 질문을 통해 공공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노동 개념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전략에서부터 일의 세
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노동법의 재구성, 노동진영의 대응, 노동시장
영향과 각 산업별 쟁점, 국제 분업 구조하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시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기후위기를 노동연구 진영의 어젠다로 제
대로 포섭하기 위해 다층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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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상호 간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편차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다루는 노동연구가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면 오히려 관점과 접근법의 다양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411) 앞서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 도출한 6가지 측면은 모
두 후속 연구과제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11)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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