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인 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광 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재호 의원님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함
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님,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
원장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국정
기조도 노동 존중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
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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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
화하는 법안과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 직무별 제한 제도 도입, 한국형 실업부
조 등을 담은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결국 노동문제
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년 6개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
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기업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높여가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사·민·정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구미, 군산, 밀양, 횡성, 대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
신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이민주당이 최대
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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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 재 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재호입니다.
이번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은 악화되어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지속되는 미국과 중
국의 무역전쟁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반도의 주변국이 탈 세
계화, 경제 블록화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세계와의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침체되어있는 경
제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개화와 결실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할 개혁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
는 개혁입니다.
전 세계적 저성장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행복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한 결심과 성취동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대한민국의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공동발전의 시
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힘을 합친다면 한 사람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와 경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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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산층이 건실해야 합니다. 중산층은 나라의 기
본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의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 위기 극복
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오늘 여러분의 깊이 있는 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는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정우 교수님
을 비롯하여 신진욱 교수님, 조돈문 교수님, 이주희 교수님과 이창곤 한겨례 경제사회 연구
원장님,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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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말

사회대개혁과 사회연대 활성화를 위해
사무금융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 현 정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 내부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치우쳐 왔습니다.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점차 사회연대를 외면해왔고, 이러한 결과 노동운동은 사회로
부터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전 제시에 실패했
고, 사회와 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조국을 위해 피흘리며 싸운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운동은 무상교육을 쟁취한 성과로 기
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자산과 소득, 분배의 불
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작년, 사무금융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정규직들의 임금을 동
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의 대
장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8일 ‘사회연대 선포식’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제
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고, 6월 5일 사무금융노사 3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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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참여한 산별중앙교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KB증권, 비씨카드, 신한생명, 한국증권금
융 등 8곳에서 사회연대기금 조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총 80억의 약정금액
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노사가 함께 재단을 만들기로 합
의하면서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기인대회를 통해 열매
가 맺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단하게 달려왔습니다. 재단은 현재 제2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
원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
우분투 장학사업'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
환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출 금리 우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우분
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푸옌(Phu Yen) 지역의 주택 설
립을 지원해 국제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라
이더유니온과 협약을 맺고 자차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리와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노동운동이 지
속하는 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상생의 정신, 나눔의 의지로 사회연대를 만
들어야 합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
회연대운동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사무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불평
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을 해나간다면, 그 결과가 노동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마중물이 더 큰 물을 길어 올리듯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연
대을 통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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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말

한국사회 대전환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신 필 균

먼저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숙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내 여러 방면에서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협상이 사라진 국회, 재벌·중소기업간 격
차 심화, 동일한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계층을 계급으로 구조화 시키는 교육
등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
31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2019년 10월 통계청), 58만여 명의 자영
업자는 폐업을 하며(2018년 기준), 취업여성 중 45%는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과 처우에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보내고, 53만명의 배달노동자는 생명을 담보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
습니다. 숲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머금고 날랐다는 벌새처럼 비록 현실문제가 거대할지
라도 이를 해결하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지가 사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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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노조가 우분투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노동운동은 정부, 정치권, 경영진에 노동권을 존중하고 더 나은 노동환
경 조성을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전
체 노동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발현된지 30여년, 1세대가 지난 이 시점에 현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운
동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평등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결과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민
주국가, 복지국가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사회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테두리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형성
하고 공동체를 위한 변화와 발전의 주체로 나선다면 사회대전환을 추동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사회적 대
타협의 사례와 그 결과 세계 정상권에 속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 역사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특히 노동계가 우리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
정표를 세우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우, 조돈문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토론자로
참여하신 이창곤, 이주희 님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대표로 함께 해주신 이주
호, 황선자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앉아 계시는 참석자들께 깊은 감사 말
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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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

이

정

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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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국회 제3회의실, 2019.12.6

한국사회의 대전환
과 노동운동의 역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경북대 명예교수

목차
1. 세계와 한국의 불평등
영화 <기생충>과 <조커>가 상징하는 것.
2. 노동의 불평등
3. 기업간 불평등
4. 불로소득 팽배
5. 재분배의 빈약
6. 명의는 어디에?
헨리 조지+피케티+링컨+루즈벨트+샌더스
7. 무엇을 해야 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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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등 <세계불평등 보고서>

2

코끼리곡선(Branko Milanovi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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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득 불평등 추이

4

주요국 상위 10% 몫 추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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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상위 10% 소득몫

6

미국과 유럽의 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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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위 10%의 소득몫, 1917-2015
(Saez, 2016)

8

미국, 두 차례의 공황
• ‘광란의 20년대’(The Roaring Twenties)
• 대량생산의 시대, 재즈의 시대, 금주법의 시대
하딩, 쿨리지, 후버의 5대정책(Andrew Mellon)
부자감세+작은정부+규제완화+친기업+반노조
-> 결과는 양극화 + 1929년 대공황
-> 뉴딜 = 규제의 제도화 + 복지의 제도화
= 抑强扶弱
• 누가 성공한 대통령인가? 친기업 : 친노동
• 오바마 개혁은 어디로? 트럼프 승리, 왜?
• 버니 샌더스의 경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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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교훈
1. 규제의 제도화 = 경제민주주의
진보의 시대
Sherman Act(1890), Clayton Act(1914)
SEC(증권외환위원회) 발족 1935
2. 복지의 제도화 = 복지국가에의 길
Social Security, ADC -> AFDC
노동기본권 보장, 뉴딜적 노사관계 정착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의 기초 쌓다.

노동을 중시한 대통령
• 에이브라함 링컨
• “노동은 자본에 선행하며 독립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아들이며, 노동 없이는
애당초 존재조차 않을 것이다. 노동은
자본보다 우위이며, 더 우대받을 자격
이 있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가 노동자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노조 가입이다.”
- 20 -

Mt. Rushmore

12

미국 대통령의 성적표
• Farber & Farber, <대통령의 성적표>, 2000
• 41명 중 단기 부임 2명 제외, 39명 평가.
성공한 대통령:
1. 링컨 2. 워싱턴 3. 윌슨 4. F. 루즈벨트 5. 제퍼
슨 5. 트루먼 7. T. 루즈벨트 8. 케네디 9. 먼로 9.
잭슨
실패한 대통령:
29. 부시 30. 후버 31. 타일러 32. 포드 33. 하딩
34. 쿨리지 34. 레이건 36. 닉슨 37. 아서 38. 피
어스 39. 그랜트
13

- 21 -

복지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해……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
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박재완 기재부장관 취임사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
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전…
오세훈 시장 혼자 싸우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
나경원 최고위원
• 이밖에 대통령, 총리, 당대표, 장관, 의원 등 비슷한 발언
부지기수

OECD 각국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Gini계수 축소 비율: 시장소득기준)
50

%포인트

%

40

30
20
10
0

OECD

한 이 체 일 폴 프 호 미 캐 룩 핀 뉴 노 이 네 슬 영 독 아 오 체 스 벨 덴
국 스 코 본 란 랑 주 국 나 셈 란 질 르 태 덜 로 국 일 일 스 코 웨 지 마
드 스
덴 움 크 평
다 부 드 랜 웨 리 란 바
라
랜 트
…
드 이
드 …
엘
드 …
균

자료: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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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출산율 추이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16

한국의 당면과제와 복지국가

· 한국의 합계출산율 = 1.2 -> 0.98
2000년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
2019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

2050년 세계2위의 노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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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난
복지기피국가와 토건국가의 혼합

2. 토건국가 일본

1. 복지기피국가 미국

•
•
•
•
•

낮은 사회지출, + 선별주의
정책의 일관성 부족, 가변적
본인 부담이 높음, 엄격한 조건
소외집단이 많고, 열악한 환경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이 조세
감면의 방식을 취함
• 복지제도의 지역간 편차가 큼

• 통제경제, 관치경제
•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 ‘격차사회’논쟁
▫ 지니계수: 0.314-> 0.381

• 자민당의 시장만능주의적
구조개혁-> 불평등 심화
• 한국의 박정희 모델

• Alesina et al(2001): 정치적 가
설 및 행태적(인종문제)가설
18

정부의 경제철학
•
•
•
•
•
•

747공약 -> 474공약
1. 애당초 불가능 2. 세계 경제위기
->‘줄푸세’ 공약의 실천
줄푸세=미국 공화당 5대 도그마의 한국판
->결과는 82조원 감세, 22조원 4대강 사업
세수 규모 21%->19%로 후퇴, 국가부채 누적,
재정건전성 파괴, 재벌 세상
• 규제완화, ;전봇대 뽑기’ (이명박)
• -> “규제는 암덩어리” (박근혜)
•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계은행) 5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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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의 쟁점
일자리위원회 신설, 위원장=대통령,
“마차를 말 앞에 세울 수는 없다” 정책의 순서
분배 -> 성장 -> 고용
최저임금: 8,350원(16.4% + 10.9% 인상)
기금 방식 문제-> Speenhamland(1795) 교훈
한국 비대한 자영업자에 큰 타격.
그 뒤 중소기업 취업자에 1천만원 지원책
복지증세, 5.5조원, 초대기업, 최고부자 대상
2012년 30조원, 박근혜 25조원: OECD 100조원
20

주요국의 자영업 비율
(단위: %)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1995

10.7

18.3

10.8

14.5

8.5

36.8

1996

10.8

17.7

10.5

13.9

8.4

36.7

2000

11.0

16.6

9.3

12.3

7.4

36.9

2005

12.5

14.7

9.0

12.9

7.5

33.6

2011

11.7

11.3

9.7

14.0

6.8

28.2

2015

10.8

11.1

-

14.9

6.5

25.9

주 1) 자영업자/총취업자 비율(자영업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료: OECD Stat. 「Labour Force Statistics」 2018년 1월 기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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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 둘 사이의 관계?(과거 분배 : 성장 논쟁 연상)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행, 공존 관계
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노노 갈등 포함)
2. 대기업 갑질 근절(재벌개혁의 일부)
3.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보유세 문제),
4. 복지 강화(사회안전망, 증세 문제)
• 뉴딜이 필요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
->고용,경제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성과 미흡,
불평등할수록 소득주도성장 필요하고, 성과 기
대(한국, 미국…) 뉴딜의 사례, 자본주의 황금기
22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사회적 대화: 위원회 공화국? 토론공화국?
과거 NATO(No Action, Talk Only) 비아냥
재벌개혁, 비정규직, 부동산, 복지증세 등 난
제 중첩 -> 사회적 대화 필요. 하나 하나는
풀기 어려우나 일괄 타결이면 오히려 문제
해결 가능(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기적 참고)
그러나 민주노총 불참으로 장기 교착 상태
기업별 노조의 한계: 대승적 관점의 부족
*참고 스웨덴 노조, 수출경쟁력 확보에 협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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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산업
민주
주의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한국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 민주화

사회적 경제

•

- 27 -

왜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시대적 배경
• 관치경제(국가독재 모델)1961-현재
• 시장독재(시장만능주의) 1998-현재
• 제3의 대안은?->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 포용적 성장

네덜란드 Hague, 만국공회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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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es Vermeer, 1632?-1675
(Mauritzhuis Museum)

28

Dublin Spire, 20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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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연대 정신, 2019

30

무엇을 해야 하나?
• 사회적 대화로 경제, 민생 회복
1. 노동의 불평등 축소
2. 중소기업의 수탈 방지
3. 불로소득 해소
4. 복지증세로 사회안전망 마련
• 경제철학의 전환
사회적 대화로 경제, 민생 회복
정치의 중요성, 브라만좌파 : 상인우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긴요 -> 사회적 약자
대변할 세력 원내 진출 가능.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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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joule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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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연대를 통한 사회대개혁 :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조

돈

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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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사회적연대를 통한 사회대개혁: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함의
조돈문(노회찬재단 이사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I.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스웨덴 ⇔ 노동계급이 배제된 나라 한국
1. 스웨덴: 경제적 효율성 & 사회통합 동시 구현
○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모델 국가들: 경제적 효율성 & 사회적통합을 동시에 실현함 ⇔ 영
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 국가들: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을 희생함;
○ 경제적 효율성: 세계금융위기 발발 전 10년 간 스웨덴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3.475%로서 스페인의 3.898%보다는 좀 낮으나 미국, 독일은 물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2.745%보다도 유의미하게 더 높음;(<표 1.1> 참조).
* 2008-09년 경제위기 하에서 스웨덴은 연평균 –2.871%로 비교 대상 4개국 가운데 가장 크
게 타격을 입었음 ⇒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극복함: 2010-14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2.375%: 스페인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더 높은 경제성장률;
<표 1.1> 전년 대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1998~2014년, 단위 : %)
<기간 평균>
1998~2007
2005~2007
2008~2009
2010~2014

미국

스페인

독일

스웨덴

OECD전체

3.037
2.597
-1.534
2.055

3.898
3.889
-1.229
-0.783

1.675
2.556
-2.269
2.009

3.475
3.637
-2.871
2.375

2.745
2.872
-1.603
1.851

자료: 조돈문(2016: 43)

○ 사회적 통합: 스웨덴은 평등성과 공정성의 사회적 통합 실현에 모범적;
** 불평등 관련 사회지표: [과세 및 이전소득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스웨덴은
0.282로 시장경제모델 4유형의 전형 국가들 가운데 소득분배가 가장 평등함 ⇔ 미국은 0.391
로 가장 불평등함(<표 1.2> 참조).
* [가처분 소득 기준 1분위 최고치 대비 9분위 최고대의 소득배수] 스웨덴은 소득배수 3.3배
로 가장 낮음 ⇔ 미국은 6.3%로 가장 높음;
* 유아 사망자수와 감옥 수감자수 등 사회적 문제들: 개별 국가 내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
득층에서 더 집중됨 = 평등성 결여는 상호적 공정성 측면에서 더 증폭되어 나타남;
<표 1.2> 국가별 사회 지표 비교, 2017년 기준.
구분
지니계수
소득 배수(9분위/1분위)
유아 사망자 수(1천 명당)
감옥 수감자수(10만명당)
<노사관계>
노조조직율(2015/16)
단협적용율(2015/16)

미국
0.391
6.3
6.1
738

스페인
0.341
5.3
3.2
143

독일
0.294
3.8
3.6
97

스웨덴
0.282
3.3
2.1
78

한국
0.355
5.8

11.5

13.9
73.1

17.0
56.0

66.8
90.0

10.1
11.8

자료: OECD(https://stats.oecd.org/), 조돈문(201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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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체
109(EU15국)

비고
2017년
2017년
2011년
2005년

32.0

2015/16
2015/16

○ 스웨덴 평가 & 사회통합 의미:
(1) 유럽연합: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맞서 유럽연합 국
가들이 보여온 사회통합의 강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럽의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제시함: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그 경험적
준거가 됨;
* 보수 우파 잡지 Economist지(2013.2.2)가 스웨덴의 성공을 극찬하면서 여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스웨덴을 벤치마킹할 것을 독려함;
(2) 사회통합은 사회세력들, 특히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서로 일방적·억압적으로 지배하지 않
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공존·상생하는 상황을 말함:
* 사회적 약자 즉 노동계급 같은 피지배집단들이 평등성에 기초한 ‘상호적 공정성(reciprocal
fairness)’을 인정할 때 가능함;

2.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한국
○ 스웨덴: 평등성과 공정성을 모두 구현 ⇔ 한국: 평등성도 공정성도 결여;
** 평등성의 지표: 스웨덴은 지니계수 0.282와 소득배수 3.3배로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
장 평등한 소득분배 ⇔ 한국은 지니계수 0.355와 소득배수 5.7배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가운
데 가장 불평등한 미국과 스페인의 중간에 해당하는 높은 불평등 수준(<표 1.2> 참조).
**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의 노동인권지수[조사대상 142개국]: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여타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 함께 노동인권 보장 최우수 국가 ⇔ 한국은 방글라데시,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 5등급;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계급간 불평등과 계급내 불평등의 중층 구조:
** 계급간 불평등: 지니계수와 소득배수로 확인됨;
** 노동계급 내 불평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
*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정규직 노동자의 50.6%에 불과(<표 1.3> 참조).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노동자 비율: 정규직의 경우 3.78% ⇔ 비정규직
의 경우 32.57%로 거의 10배에 달함;
* 고용보험 적용률: 정규직 노동자들이 84.15%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9.86%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표 1.3> 고용형태별·조직부문별 임금 수준.
시간당 임금
금액(원)
비율
<전체 임금노동자>
14599
정규직
17505
100
노조원 정규직
20315
비노조 정규직
16820
비정규직
10384
59.3
노조원 비정규직
14195
81.1
비노조 비정규직
10302
58.9
*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기준.

월평균 임금
금액(만 원) 비율
255.84
320.4
100
367.30
308.97
162.22
50.6
257.24
80.3
160.1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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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 용 보 험

미만(%)*
15.53
3.78
1.98
4.21
32.57
7.83
33.10

적용(%)
66.08
84.15
76.46
86.02
39.86
87.63
38.84

* 미조직 비정규직의 1/3은 최저임금 미만;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분석.
○ 성별 임금 등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 격차(국가간 비교 가능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는 국가별 분류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가간 비교가 어려움)
* 성별 고용률 격차: 스웨덴은 2.9%에 불과하여 세계 최저수준 ⇔ 한국은 19.4%: 스웨덴의
6.7배에 달하며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표 1.4> 참조).
* 성별 임금 격차: 스웨덴은 13.4% ⇔ 한국은 36.7%: 스웨덴의 세배 수준;
* 노동계급은 물론 전체 사회 수준에서도: 스웨덴은 여성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한국
은 여성에게 평등성과 공정성이 거부된 사회;
<표 1.4> OECD 성평등 지수.

고용률 2017
남성
여성
전체
남성-여성
성별임금격차
%(2016)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78.3
75.4
76.9
2.9

76.9
71.5
74.2
5.4

78.9
71.5
75.2
7.4

67.6
56.5
62.1
11.1

79.6
70.4
75.0
9.2

75.4
64.9
70.1
10.5

76.3
56.9
66.6
19.4

13.4

5.8

(2013)

(2015)

15.5

대기업이사진
여성비율2016
36.0
27.0
27,0
자료: OECD(https://stats.oecd.org/),

11.5
(2014)
20.0

16.8
27.0

18.1
16.4

36.7
2.1

OECD
평균
75.5
60.1
67.8
15.4
14.1
20.0

○ 한국은 평등성과 공정성을 결여:
* 한국은 계급간 불평등에 더하여 노동계급 내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임: 불평등 현상이 지배
집단의 일방적 지배와 사회적 약자들의 배제에 기초해 있음을 확인해 줌;
* 이러한 불평등·불공정의 구조는 일방적 지배와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배제된 피지배자들이 상호적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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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웨덴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성공
○ 스웨덴: 노동계급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성공 ⇒ 사회민주당 정부에 의한 스웨덴 모델
수립·발전 ⇒ 경제적 효율성 & 사회통합 동시 실현함;
1. 스웨덴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노사관계
○ 스웨덴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에 상대적으로 성공했음:
* 조직적 형성: 70% 수준의 높은 노조조직률과 LO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의 통합;
* 이데올로기적 형성: 90% 수준의 높은 단체협약 조직률에 기초한 조직 노동의 헤게모니 +
사민당의 이념과 전략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결집;
* 스웨덴 노동계급의 LO 중심 계급형성 & 사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 경제민주주의 발전
& 복지국가 형성;
○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장기간의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으며
어느 쪽도 상대를 제압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1938년 살트쇠바덴협약(Saltsjöbadsavtalet)을
체결함.
** 살트쇠바덴협약: 노동은 자본의 소유권과 경영특권을 인정함 ⇄ 자본은 노동의 노동기본권
을 인정함;
* 역사적인 계급타협: 스웨덴 자본이 일방적 계급지배를 포기하고 노동계급과의 공존·상생의
길을 선택했음;
○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법제도
보다 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제됨; (<표 2.1> 참조).
* 스웨덴의 단체교섭체계의 3시기: ① 중앙집중화된 3단계 교섭체계; ② 탈중앙집중화가 진행
된 2단계 교섭체계; ③ FI 산업협약 추가로 조정된 2단계 교섭체계;
<표 2.1> 단체교섭 체계 중심 스웨덴 노사관계의 시기별 변천: 금속노조 사례
단체교섭 수준
시기 구분*

제1기
1954-1983

제2기
1983-1997

노사관계 모델

스웨덴모델 형성

와해 진행

중앙집중화

탈중앙집중화

단체교섭체계

제3기
1997-현재
스웨덴모델 변형 복원
조정된 2단계 교섭체계

(3단계 교섭체계) (2단계 교섭체계) (FI 산업협약 추가)
<단체교섭 3수준>
LO-SAF
O
X
X
산별(금속노조 & VI)
O
O
O
사업장(VVK & Volvo)
O
O
O
* 1954 중앙교섭 시작, 1983 중앙교섭 없는 산별교섭 시작, 1997 최초 산업협약 체결.
○ 제3시기: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를 수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와 단체교섭체계의 탈중앙집중화 공세 등 다양한 도전들 ⇒ 노총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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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초월하는 단체교섭 연대 기구를 조직화하면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

2.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성공과 사민당의 장기집권
○ 사회민주당: 1889년 창당 ⇒ 1898년 LO 조직:
* 1915년 선거 이후 줄곧 최대 의회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1917년 처음으로 연정(Liberals)에 참여함;
* 1932년 처음으로 집권하여, 농민당(현 중앙당)과 연정 혹은 의회동맹으로 보편주의 복지국
가를 수립함;
* 1950년대 말부터 소득연계 추가연금제도(ATP)를 도입하며 농민당과의 연대는 와해되고 중
간계급의 지지를 추진하는 계급연합전략을 선택함;
○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총회(350명): 총선 전 해에 개최함; 총회 없는 해에는 national
conference assemblies = 120 대표;
* 사민당의 조직단위는 local branch(Labor Communes로 알려져 있음);
○ 사민당의 소득주도성장전략 & 경제적-사회적 정책능력 인정:
1) 1930년대까지 사민당은 자본주의 대체 주장하는 급진노선과 균형예산 주장하는 온건파의
대립 구도; 세계경제 침체로 정치적 급진주의 성장함;
2) 1920년대 말 스웨덴 경제위기 & 고용위기 ⇒ 사민당은 자본주의 과소수요론의 시각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안함:
3) 1976-82: 1932년 집권 이래 최초의 실권 기간; LO가 추진한 임노동자기금은 당을 양분시
켰음; 보수당정부는 90년대초 이 기금을 완전히 없앴음;
* 사민당은 1981년 제3의길 경제프로그램을 제시함; 사민당은 여전히 ALMP, 완전고용, 복지
국가를 중시하지만, 경쟁력 패러다임도 수용했음;
4) SAP-LO 장미의 전쟁(war of the roses): 노동조합들은 복지국가 후퇴에 항의하며,
LO-SAP 지도부들은 격돌함; 사민당 정부는 1990년에 상병급여(sick pay)의 소득대체율을 인
하함 ⇒ 1991년 총선결과는 사민당이 1928년 이래 최악;
* 보수당: 1991년 집권 ⇒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인해 1994년에 실권함;
○ 사민당의 장기집권: 1932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이래 2019년까지 87년 기간 가운데 80%
에 해당하는 70년 동안 집권하며 스웨덴 모델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함;
* 사민당이 실권한 시기도 여전히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LO는 높은 노조조직
률과 조직노동내 헤게모니로 사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원해옴 ⇒ 보수정당이 집권해도 사
민당과 LO가 수립한 스웨덴 모델을 와해·훼손할 수 없었음 ⇒ 스웨덴 모델은 사민당의 정치
적 부침에도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에 상응하며 유지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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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스웨덴 모델: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 스웨덴 모델과 스웨덴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성과에 의해
수립되어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음;
1. 사민당정부와 거시경제 재정 정책 패러다임: 렌-마이드너 모델
○ 1920년대 말 스웨덴 경제위기 & 고용위기: 사민당의 차별성은 자본주의 과소수요론의 시
각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안하면서 부각됨 ⇒ 1932년 집권하며 집행됨:
* 사민당의 경제-사회정책 기조는 이후 렌-마이드너모델로 체계화됨;
○ 사민당은 LO와 함께 완전고용과 평등분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 재정
정책 패러다임으로 렌-마이드너 모델을 수립함:
* 1950년대 초 렌·마이드너 모델이 개발되어 집행되면서 스웨덴 모델은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되어 황금기를 구가하게 됨; 이 시기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포드주의 계급타협에 기초
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한 자본주의 황금기에 해당됨;
○ 렌·마이드너모델의 우선적 정책 목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실질
소득 증대와 평등 분배;
* 이를 위해 도입된 상보적 정책대안들과 제도적 장치들은 세가지 요소들로 구성됨:
* 렌-마이드너 모델의 3요소: 긴축적 총수요정책의 균형 재정정책 +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
계와 연대임금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① 재정경제 부문의 절제된 재정정책 = 긴축적 총수요정책: 균형재정을 통해 물가·통화의 안
정 속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함;
② 노사관계 부문의 연대임금정책과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체계: 동일가치 동일노동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평등을 담보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절제함;
③ 노동시장 부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관대한 사회보장체계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
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룸;
④ 작동 메커니즘(제도적 상보성): 절제된 재정정책 + 연대임금제 ⇒ 실업자 발생 ⇒ ALMP로
취업보장(employment security) 통한 고용안정성;

2. 노동-농민 계급동맹으로 수립한 보편주의 복지국가
○ 스웨덴 보편주의 복지국가 = 시장경제모델 차별성: 의료보험, 연금제, 보육-가족정책에 그
대로 반영됨: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 독일 보수주의 코포라티즘 복지국가;
* 미국 자유주의 복지국가: 시장 중심형 ⇔ 공적 서비스;
1) 공적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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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농민 계급연합 & 연정으로 보편주의 복지국가 기초 만들어졌음: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은 공적연금제에서부터 시작됨;
* 사민당은 보편주의 연금제에 반대했음 ⇒ 농민들의 독일식 비스마르크형 소득연계 기여보험
방식 반대 ⇒ 보편주의 균등급여제의 공적 연금제 도입(1913);
○ 추가연금제 ATP 도입: 노동-농민 계급동맹 해체되고, 노동-중간 계급연대 추진됨;
** 중간계급 지지 견인 추진 ⇒ 보편주의 연금제 확대(1946) ⇒ (1959) 소득연계형 추가연금
제 ATP 도입도 중간계급 지지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음:
* 농민당: 보편주의 기초연금 확대(균등 연금급여 인상) 주장 ⇔ 여타 정치세력들: 기초연금에
소득연계형 연금을 결합할 것을 추진함;
** 연금제도의 3축 형성됨: AP(기초연금) + ATP(추가연금) + 단체협약 기초 직역연금; 소득
대체율 각각 5%, 60%, 10% ⇒ 합계 75%;
○ 1998 연금개혁 & 현재의 연금제도:
* 고령화 & 연금적자 문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보편적 문제 ⇒ 1994년 주요정당 대표들
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만들음 ⇒ 1998년 사민당 정부의 연금개혁: 연금제도 보장성
상대적으로 잘 보호하며 최소한의 개혁;
** 균일제 기초연금 & 확정급여형 ATP ⇒ 새로운 소득연계 확정기여형 소득연금(income
pension)으로 전환함;
2) 여성·가족 정책:
○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 1920-30년대 많은 국가들(노르웨이 포함): 기혼여성의 노동을 금지했음 ⇔ 스웨덴은 1925
년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공무원 고용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음; 스웨덴 여성단체들은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시민권에 기초하여 방어했음;
* 스웨덴은 1938년에 기혼여성, 임신여성, 미혼모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법
제화를 했음;
○ 스웨덴 가족 정책: 아동수당 + 유치원·방과후 돌봄 시설들 + 18세 미만 자녀의 무료 의료
서비스 ⇒ 자녀 양육 위한 재정 부담은 매우 낮음 ⇔ 미국;
* 국가는 저비용, 고품질의 보육을 보장함 ⇒ 부모들의 육아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
고 부모들이 취업하며 보육도 할 수 있게 함;
○ 여성문제 인식 변화 ⇒ 여성·가족 정책 확대강화됨:
* [과거] 기혼 여성은 가정내 역할 당연시함 ⇒ [1950-60년대 변화] 여성이 유급취업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양성평등은 달성될 수 없음 ⇒ [1960-70년대] 여성·가족 정책 변화;
① 60년대 중반부터 공적(지자체 수준) 보육 확대:
② 1974 새로운 육아체계 도입: 부모들의 유급 육아 휴가제 도입: 세계 최초로 출산휴가제를
육아휴가제로 바꿈(남편의 육아 참여 증진 의도); 출산수당에서 육아수당으로 바뀌고, 수당은
한 부모 혹은 양부모 모두 사용 가능함 ⇒ 아빠들이 출산 이후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음
⇒ 남성부양자 모델이 폐기되며 맞벌이 부양-돌봄 가정 모델로 이행하게 됨;
③ 1971 소득세 개별과세제: 기혼부부의 합산과세 대신 개별 과세 ⇒ 여성 노동시장 참여↑
⇒ 70년대 중반과 80년대에 어린아동을 위한 보육이 크게 확대되었음;
* 사민당: 공적 보육 제공 통한 여성 완전고용 모델 ⇔ 중도우파 연합의 보수당 & 중앙당은
전통적 가족 역할 모델에 더 충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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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가 각 부모 배정제: 사민당은 육아휴가의 개인주의화를 매우 꺼려서 도입 주저했었
음 ⇒ 1994년 보수연정(자유당 주도) 1개월 도입, 1995년 시행 ⇒ 2002년 사민당 2개월로 확
대 ⇒ 2016년 사민당 3개월로 확대;
3) 의료보험제
○ 보편적 적용을 향한 첫걸음은 강제적 의료보험제를 도입한 1955 의료보험법: 재원은 피고
용자와 사용자의 기여금 &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됨;
○ 스웨덴 사민주의 방식 의료보험제 차별성:
* 의료서비스체계는 1970년대 말까지 사회민주주의 주요특성들을 구비하게 됨: 보편적 수급
자격 + 세금에 의한 재정충당(&(사용자-피고용자 기여금) + 직접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병원의사 모두 공적부문);
* 의사-간호사 대부분: 자치주의회에 고용; 주당 48시간 노동에 기초한 봉급을 받음;
3. 노동-중간 계급연대로 수립한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본의 공생
○ LO와 사민당은 1970년대 공세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을 수립함(노사자율 원칙
을 위배):
* 경제민주주의(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대표 이사제): 계급타협에 기초하여 공존·상생을 담보·
재생산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함;
* 정착된 경제민주주의 제도들: 노사간 상호 신뢰를 축적하며 정보공유와 공동결정을 통해 ⇒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도 첨예한 노사갈등 없이 노사합의로 수립·집행됨 ⇒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담보함;
○ LO는 사민당과 함께 노동조합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를 도입했는데, 이사회 참여가 노
동조합 활동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3.1> 이사회참여가 노조활동에 유용한가?(%)
1999
2009
유용함
61
59
유용하지 않음*
28
33
모르겠다
11
8
합계
100
100
* 2009조사에는 부정적 응답 문항에 “전혀 도움 안됨”이 추가되어 3개로 확대되었음.
○ 경영진의 다수는 피고용자 이사회 참여를 긍정적 자원으로 평가함:
<표 3.2> 경영진의 평가: 피고용자 이사회 참여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이익
②중립
③불이익

1999
61
30
9

2009
60
3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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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①-③

100%
52%

100%
53%

○ 피고용자 이사회참여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 항목별 평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긍정적 평
가의 절대적 우세(<표 3.3> 참조).
* 부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정보 유출 증대에 대한 우
려가 40%로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3> 경영진의 평가: 피고용자 이사회참여의 구체적 항목별 평가(%)
<긍정적 평가>
긍정적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사회결정은 피고용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림
어려운 결정들을 집행하기 수월해짐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심층지식 활용 가능해짐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짐
평균
<부정적 평가>
정보유출 증대의 위험
너무 많은 무관한 의제들이 제기됨
의사결정 과정이 힘들어진다
이사진들 간 갈등의 위험
평균

1999

2009

증감

64
59
47
42
24
47.2%

57
53
48
46
30
46.8%

-7
-6
1
4
6
-0.4

41
18
12
7
23.7%

39
14
9
-

-2
-4
-3
-3.0%

20.7%
(19.5%)*
(1.2%)*
* 괄호밖 숫자는 1999년과 2009년 조사에 공통된 항목들의 평균값, 괄호안 숫자는 비공통
항목들도 포함한 평균값.
○ 노사간의 상호 신뢰관계: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측이 임노동자기금제를 포기하면서 공존·상
생의 노사관계를 복원하며 평형을 이루는데 기여함; (<표 3.4> 참조)
* 경영진과 노조대표 간 상호신뢰 수준은 신뢰 75-76%, 불신 23-24%로 거의 대등함;
* 노조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의 오랜 경험이 축적⇒ 노사 간 상호 신뢰↑ ⇒ 경제민주주의
& 노사관계 안정화↑;
<표 3.4> 노사간의 상호 신뢰 정도, 2009년(%).

강한 신뢰
신뢰하는 편
신뢰 없는 편
신뢰 없음
모르겠다

경영진의 노조 신뢰 (n =

노조대표의 경영진 신뢰

390)
13
63
19
4
1

(n = 643)
19
55
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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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웨덴 노동시장 내 노동과 자본의 공존·상생: 관리된 유연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노동시장에서 시작되는데, 스웨덴 노동-자본의 공존·상생은 노동시
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으로 보강됨(<표 4.1> 참조).
*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 계급의 공존·상생 관계를 재생산함 + 사회적 통합과 경
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함;
<표 4.1> 시장경제 모델별 노동시장 특성
유연성 수준
안정성 수준
규제 방식

스칸디나비아형
높음
높음
법규정보다 단협

대륙형
낮음
높음
단협보다 법규정

국가 사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지중해형
낮음
낮음
법 규정 중심
스페인,이탈
리아

영미형
높음
낮음
규제 없음
미국, 영국

1. 황금삼각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
○ 황금삼각형 ⇒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형성·유지함;
* 황금삼각형의 세 가지 정책요소: 유연하고 신뢰할만한 고용계약제도,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 황금삼각형: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철저하게 규제함 + 고용·소득안정성을 보장
함 ⇒ 관리된 유연성과 높은 고용·소득안정성을 결합함 ⇒ 유연성-안정성 균형;
○ 황금삼각형의 각 구성요소들이 유연성 규제와 안정성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
식: 이중적 보호체계 = 전국 수준의 법규정에 의한 보호 층위 + 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
에 의한 보호 층위;
* 고용계약제도: 법규정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허용하되 타당한 사유로 규제하는 한편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의 오·남용을 제어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기구인 일자리중개청이 일자리 중개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노사자율로 구성된 고용안정기금들로 해고 통보 시점부터 개입하여 해고(예정)자와
상담하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 실업자 소득보장체계도: 자율적 실업보험제도와 보편적 기초실업부조제로 구성된 공적 실업
자 소득보장제도 + 단체협약을 통한 실업자 추가적 보상제도 ⇒ 해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
급기간 동안 70% 수준의 높은 소득보전률을 보장함;
○ 고용계약제도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
정성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구직기간의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상 제도가 구직자들이 적
성에 맞는 장기간 지속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 스웨덴 시민들은 고용계약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독일 등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들보다도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느낌(<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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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의 노동시장 평가(2011년 9-10월 조사)
문항

수개월간 현재 일자

정리해고

6개월내

2년후 취업상태 가

리 유지 전망(%)
재취업 가능성(%)*
능성(%)
응답지
확신함
7-10
확신함
스웨덴
95
72
60
덴마크
92
59
54
네덜란드
87
64
57
독일
91
54
54
프랑스
85
42
48
스페인
61
18
30
영국
90
47
54
EU평균
82
41
43
* EU평균은 회원국 27개국 평균임. 1(부정적 전망)-10(긍정적 전망) 지수.
자료: Eurobarometer(2011).

2. 관리된 유연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주로 정규직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
됨;
* 스웨덴 노동시장은 주로 임시직 중심 비정규직 사용으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함:
* 비정규직 사용도 철저하게 고용보호법 등 법규정들과 단체협약이 허용한 사유들에 한정되
고, 사용되는 비정규직들도 차별금지법 등 법규정들과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차별처우가 금지
되고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으로 보호됨;
○ 사용업체들이 간접고용을 더 선호함: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임;
**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법규정보다 단체협약에 더 크게 의존함:
* 파견업체의 파견노동자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파견 대기기간 90% 수준 이상의 임금 보장,
파견기간 사용업체의 단체협약 적용 및 동등 처우 ⇒ 사용업체는 인건비 절감의 편익을 포기
하고 주로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파견노동을 사용함;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정성
○ 스웨덴의 일자리중개청: 1만 4천명 정도의 직원으로 한 해 100만 명 아싱의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의 효율성 ⇒ 구직자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
○ 일자리중개청 서비스의 효율성: 구직실업자들 가운데 구직채널로 일자리중개청의 서비스들
을 이용하는 비율은 118% ⇔

사적 직업소개기구 이용 비율은 9.2%에 불과함;

* 일자리 중개청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높은 만족도: 불만족을 표명한 비율은 구직자들의
경우 20%, 구인업체들의 경우 13%에 불과함;
* 일자리중개청은 구인업체들의 자발적 등록활동과 자체적인 일자리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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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자리가 일자리중개청에 등록됨;
○ 스웨덴 시민들이 느끼는 높은 고용안정감:
*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 보편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 스웨덴의 독특한 고용안정기금들: 민간부문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 노사자율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수립된 고용안정기금들: TSL 사례;
** TSL 등 고용안정기금제는 정리해고(예정)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가 높은 재취업률과 88%에 달하는 높은 서비스 만족도;
* 비결: 일자리중개청이 해고가 실현된 시점부터 개입하는 반면, 고용안정기금들은 정리해고
통보 시점부터 개입하여 정리해고(예정)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함;
* 실제 TSL 서비스 수혜자들 가운데 실직 이후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실직전 서
비스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재취업률이 14%나 높아지고 해고통고자들의 17%는 실제 해고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공적 일자리중개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부당한 수수료 징수와 불법
비리 등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사적 일자리중개기구들을 선호함;

4. 노사 자율 경제위기 대응: 2008-09년 & 2014년 위기협약
○ 경제위기라는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상적 실천에 더하여 노
사협력적 위기 대응 전략도 절실하게 요구됨;
○ 스웨덴의 위기협약을 통한 노사 공동대응 전략 ⇒ 2008-09년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
하여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제조업의 금속노조와 제조업사용자협회는 2009년 경제위기에 대한 노사정 공동 대응을 모
색했으나 보수정당 정부가 참여를 거부했음 ⇒ 노사자율로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시간 단
축과 인건비 분담을 통해 경제위기 폐해를 최소화함 ⇒ 위기 상황을 극복함;
* 2009년 제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위기협약은 노동의 합리적 선택: 금속노조는 임금
삭감을 양보하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경제위기 극복 후; 향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2014년에 경제위기 대응 노사
정 협약을 추진함 ⇒ 보수정당 정부도 참여하여 노사정 협약을 체결함;
** 보수당 정부는 2014년 위기협약에는 참여함:
* 2009년 위기협약의 성과에 대한 스웨덴인들의 긍정적 평가 ⇒ 보수당 정부가 2009년 위기
협약 불참이 과오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임;
- 제조업 노사단체의 적극적인 대 정부 설득 노력의 성과이기도 함;
<표 4.3> 노동시간 단축율 대비 임금 삭감율: 2009 협약과 2014 협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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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율
20% 이내
20%
20% 이상

40%
60%

노동자 임금 삭감율
2009 노사협약
2014 노사협약
20% 이내
12% 이내
시간단축율 비례
20%
20%

시간단축율 비례
12%
16%
20%

2014 노사정협약
12% 이내
시간단축율 비례
12%
16%
20%

○ 한국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노사가 정리해고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 ⇒ 경제위기 극복
에 매진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타협은 노사 자율이 아니라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정부에 의
해 주도됨;
* 스웨덴: 노사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상호 양보를 전제한 위기협약을 체결하며 공
동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것은 노조가 사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필요한 인
력조정을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함 ⇐ 경영진과 노조의 정보 공유와 공동결정제의 실천 경험을
통해 상호신뢰가 축적되었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사용자측이 일방적 지배를 포기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한편 노동자대표 이사제
와 같은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은 그러한 상호신뢰 축적을 위한 첫 출발
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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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촛불 항쟁 &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
1. 신자유주의 & 촛불항쟁의 위력
○ 스웨덴의 법제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지만, 역사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조건 및
주체적 역량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맥락적 벤치마킹(contextual benchmarking)’이 필
요함:
*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에서 큰 차이: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모
델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의 급
격한 추가적 도입·집행으로 개발독재형 국가주도 조정시장경제모델에서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음;
○ 스웨덴을 포함한 구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드주의 계급타협에
기초한 30년 안팎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쳤음(<표 5.1> 참조).
* 이 시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capitalism with human face)’ 시기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법제화하여 보장하고 사회
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했음;
*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포드주의 계급타협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이 경제성장을 주도
하는 개발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기본권은 억압되고 소득 재분배의 복지제도는 수립되지
않았음; 도리어 권위주의 국가가 선성장 후분배 논리로 무장한 이윤주도성장전략을 추진하면
서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를 엄호하며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동원 과정을 탄압했고, 그 과정
에서 자본계급의 일방적 계급지배는 공고화되었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상호적 공정성은 실종되
었음
<표 5.1>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관련 시기적 변천의 국가간 비교
유럽
시기구분
중남미
시기구분
한국
시기구분

경제위기 이전 시기
포드주의계급타협
1945-70년대 중반
군사독재정권
1960-70년대
군사독재정권
1961-87

경제위기 시기
경제위기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
1980년대
민주화/경제위기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시기
신자유주의
80년대-90년대 초반
민주정권/신자유주의
1990년대
민주정권/신자유주의
1998-2008년

신자유주의 이후
좌파 재집권
1990년대 중반
좌파 재집권
2000년대
우파 신자유주의*
2008년-

* 촛불항쟁으로 우파 신자유주의 정권 퇴진하고 2017년 5월 ‘촛불정부(?)’ 출범함.
○ 한국: 군사독재정권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민주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 처방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
화 추세 속에서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도 경험했음;
* 경제위기 이후 차이: 경제위기는 극복되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로 유럽과 중남
미 국가들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재집권하는 좌파정권 붐이 조성되었음 ⇔ 한국은 중도 민주성
향 신자유주의 정권이 좌파 정권이 아니라 우파 보수성향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교체되며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양극화 현상은 악화되고 상호적 공정성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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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되었음 ⇒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조건을 개선될 수 없었고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는 재생산
될 수 있었음;
○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계급지배 방식은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에서 계급타협으로, 경제
성장 전략은 이윤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과정을 시작했음:
* 스웨덴 경험은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기초한 계급타협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줌;
* 사회민주당은 스웨덴의 고실업률과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수립했
고, 1932년 집권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재정경제정책으로 변환하여 추진했음:
○ 촛불항쟁 ⇒ 촛불대선 ⇒ 촛불공약 ⇒ 촛불정부 자임하는 문재인정부 출범함(2017.5): 문
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명했음:
*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방이후 지배해온 재벌그룹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선성장-후분배, 이윤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소득주도성장 경제발전전략을 선언했음;
* 소득주도성장 전략 하에서 비로서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자적인 정책
범주로 자리매김되었음;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체 & 촛불공약의 파격성: 비정규직 노동 문제 관련 정책 공약들에
서 잘 나타남: (<표 5.2> 참조)
○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핵심 비정규직 공약으로 약속함;

○ 문재인 대통령의 모범적 노동정책 공약, 파격적 비정규직 정책 공약 ⇒ 친노동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제1호 업무지시(2017.5.10)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하달하고, 이틀 후(2017.5.12) 비정규직 비율 85%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
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음 ⇒ 비정규직 대통령;
○ 비정규직 정책 공약들이 보여주는 것:
*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천명한 것임;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체를 보여줌;
* 중도 성향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파격적 내용을 포함함: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
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안철수, 심상정 등 중도-진보 세 후보가 보인 대선공약의 수렴은 촛
불항쟁의 성과로 진행된 촛불대선으로서 촛불민심의 압박을 받았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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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17년 대통령후보별 비정규직 문제 관련 입장
번호

1

2

3

4①

4②

5①

5②

6

7
8
9

10

11

질의항목
고용원칙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
는 것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에 포함하는 (안)에 대
한 귀 후보의 입장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노조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에 근로자성을 인정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
한 귀 후보의 입장
위장도급 방지를 위한 도급과 파견
(혹은 근로자공급)의 구분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불법 파견(혹은 불법 근로자공급) 판
정 시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고용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차별시정 신청권을 피해 당사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대표성을 갖는 상
급조직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처우
법규정 철폐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 전
환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의 수급요건 완화, 수급기
간 연장, 소득보전율 인상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산
입하고 생활임금제도의 법률적 근거조
항을 최저임금법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 

2017년 4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2012년 총선·대선
민주당 새누리

○

○

○

○

X

○

○

○

○

○

○

○

○

○

X

△

△

○

△

X

○

○

○

○

X

○

○

○

○

X

○

○

○

○

△

○
(일부)

○
(일부)

○

○

X

○

○
(일부)

○

○
[○,X]

△

△

△

○

○

○

○

[○,○]

○

○

○

○

○

○
(일부)

○
(일부)

○

[○,X]

X

* []는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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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 & 노동정책 후퇴
○ 소득주도성장 전략 폐기 ⇒ 노동정책의 후퇴:

** 한국은 촛불항쟁 이후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경제민주화에 기초한 계급 공존·상생 사회 수
립의 가능성을 보였음 ⇒ 재벌그룹 대기업 중심 이윤주도성장 전략으로 회귀하며 소득주도성
장 전략과 경제민주화 시도는 무력화 혹은 후퇴함:
* 결국 촛불항쟁에도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은 지속되고 있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수립 프로
젝트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음;
○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2년 반: 기대 ⇒ 우려 ⇒ 실망스런 U-turn. (<표 5.3> 참조)
* 노동정책은 다시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복귀함 2년:

1) 비정규직 문제 모범사용자 역할 포기: 상시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접고용 정규
직 전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기; 특수고용 비정규직 보호 위한 근로자 개
념 확대 추진 않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노동의 저항과 현장 갈등 확산에도 공
공부문 자회사 방식 고수함, 표준임금체계 압박하며 임금수준 하향평준화 추진함, 민간위탁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개별 기관 협의로 넘김;
2)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구조 재편 추진, 공익위원 교체;
3)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주당 노동시간 상한 52시간 법제화 ⇒ 경총 로비 호응 위한 노동시
간 단축 시도 무력화 &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4)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과정: 대선공약임에도 경사노위로, 국회로 넘기고, 경총의 노동기
본권 보장 훼손 요구 수용 여지 남김;
5) 노사정위를 경사노위로 재편함(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포괄함) ⇒ 노
동시장 취약집단 대표들을 보조축으로 배제함, 경총의 민원기구로 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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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대선공약 이해 성과 평가
노동정책 영역
<비정규직>

대선 공약

공약 이행 성과

문제점

평가

추진 안됨

추진 안됨

X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
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비정규직 권리입법

금, 차별금지법, 근로자
개념확대 통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권리 보호

비정규직 정규직전

공공부문

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정책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및 동등
처우
표준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상보적 노동시장정
책
성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ILO 핵심협약
<가버넌스, 노사관

상시적

고용불안정수당,

업무
고용부

담금
공공부문

전환

정규직

대상 동일임금
공공부문

전환

정규직

대상

전환 규모 이명
박·박근혜 정부
성과 초과함

추진 안됨

무기계약직과

동일가치노동 동일

동일임금

임금 원칙 후퇴

임금격차

해소

2년 연속 10%
이상 인상

고용보험제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육아휴직제 개선
주 52시간 상한제 확정
함

단체교섭·단체협약

최저임금 수준 하
향평준화
산입범위 확대, 결
정구조 재편 추진,

△
X

X
X
△

공익위원 교체

이행 안됨

이행 안됨

X

이행 안됨

이행 안됨
탄력근로제 단위기

X

법제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않음

일자리위원회 & 경제사

이해대변

회노동위원회

주체 확대

간 확대 추진
경총반대 수용

계>
사회적 대화

식 정규직 규정

추진 안됨

방향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자회사 상용직 방

△
X

일자리위 성과 미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

참여

약, 경사노위 민주
노총 불참 & 경총
민원창구 전락

추진 않음
추진 않음
단협 적용범위 확대
산업민주주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않음
도입 않음
주: X 추진 안되었거나 부정적 효과, △ 추진중이나 긍정적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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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3. 노동-자본의 공존·상생 & 자본의 전략적 선택
○ Korpi의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이 잘 설명하듯이 살트쇠바덴협약의 계급타
협과 그에 기초한 노동기본권 보장,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는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
세력화의 성과로 이루어졌음;
* 결국 자본계급이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을 포기하고 계급타협을 수용하지 않는한 평등하고
공정한 상생의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를 압박하는 것은 살트쇠바덴협약에서 보았듯이 노
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임;
○ Wright의 계급타협론이 보여주듯이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되면 노동계
급의 거부권력이 형성되어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계급갈등 함정에
빠지게 되는게, 한국의 현재 상황에 해당함(<그림 5.1> 참조).
**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거부권력 단계 이상으로 더 진전되면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이해관
계가 동시에 구현되는 정합게임의 호혜관계가 가능한 계급타협 국면에 접어들게 됨;
* 스웨덴이 살트쇠바덴협약의 계급타협에서 1950년대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계의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을 제도화한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며, 현재는 노동과 자본의 호혜관계가 최적화
된 사회민주주의 유토피아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5.1>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노동계급·자본계급 이해관계

자료: Wright(2000).
○ 한국 자본계급은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Wright의 계급형성 그래프(<그림 5.1> 참조): 한국은 노동계급이 계급형성 진전으로 거부권
력을 확보·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본계급은 여전히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을 포기하지 않
기 때문에 계급갈등이 빈발하는 계급갈등 함정에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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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자본계급이 일방적 지배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권력
분점의 경제민주주의가 진전되지 않음으로써 시장권력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자본계급이 일방적 지배 방식을 폐기하고 정합게임의 계급타협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우선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더 진전되면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일방적 계급 지배 방식을
저항하는 투쟁과 위력적 거부권력 행사로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 방식의 비용은 상승하고 지
속가능성은 하락함;
○ 노동계급이 계급관계를 계급갈등 함정 단계에서 계급타협 국면으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진전과 함께 자본계급의 전략 변화가 요구됨:
* 자본계급에게 일방적 계급지배 방식 대신 계급타협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계급헤게모니임;
○ 무엇보다도 자본계급의 일방적 지배 방식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인은 자본계급
스스로 일방적 지배 방식보다 공존·상생의 계급타협 방식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임:
* 스웨덴의 경험은 그러한 정합게임의 계급타협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공존·상생의 계급타
협이 자본계급의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들의 존재를 확인해 줌;
①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 같은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이 첨예한 노사갈등
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도 노사갈등 없이 생산현장에서 잘 수용되어 집행될 수 있게
함;
②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정보공유 및 공동결정제 등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들과 함께 노동
자들의 사용업체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사용업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일시와 헌
신성을 높여주고, 업종 특유 혹은 기업 특유의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적극적으로 숙련형성을
함 ⇒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
③ 관리된 유연성은 타당한 사유의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함 ⇒ 사용업체는 비정규직을 오·남
용하지 않는 대신 직접고용 임시직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을 통해 인력 활용의 유연성
을 확보함;
④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정부기구 일자리중개청과 노사 자율 고용안정기금들에 의해 집행되
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은 취업보장 방식으로 보장됨 ⇒ 노동자들이 사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위기시 사업체 생존을 위한 정리해고 조치들
도 수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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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회진보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 사회적 연대
1.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진보
○ 스웨덴 사민당은 생산직 노총 LO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하며 1932년 최초 집권 이래 70년
정도 장기집권하며 노동계급 주도로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재의 스웨덴 국가를 만들었음;
○ 노동계급 계급형성(계급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성공 + 계급
간 사회적 연대를 주도함 ⇒ 스웨덴 모델 형성; (<표 6.1> 참조)
* 노동-농민 계급동맹 ⇒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
* 노동-중간 계급연대 ⇒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자본의 공생;
<표 6.1> 사회적 연대와 스웨덴 모델 형성
노동계급내 관계
계급간 사회적 연대 유형
핵심 정책

1932 - 1950년대 말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노동-농민 계급동맹*
보편주의 복지국가: 기초연

1950년대 말 - 1970년대
계급형성 & 정치세력화: 공고화
노동-중간 계급연대*
추가연금제(ATP). 경제·산업민

금제(AP), 보편적 의료보험
주주의
거시경제재정정책
렌-마이드너모델 도입
렌-마이드너모델 집행
노동-자본 공생
황금삼각형 제도 도입
제도 발전
* 계급동맹: 계급연대(계급이익에 기초한 조직적 연대) + 정당간 연대 & 공동행동.
○ 스웨덴: 계급내 & 계급간 사회적 연대 성공함 ⇔ 한국: 사회적 연대 두수준 모두 실패함;
* 스웨덴은 노동계급이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성과로 평등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상생의 사
회를 만들고, 사회진보를 이루었음 ⇔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 모두 실패함;
○ 노동계급 중심 사회적 연대의 두 수준:
* 계급내 사회적 연대: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이익 대변함 ⇒ 계급내적 조직적·이데올로기적
통합 통한 계급형성;
- 조직노동은 조직노동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계급간 사회적 연대: 한국사회 전체의 보편이익 대변함 ⇒ 계급헤게모니 확보;
- 노동계급은 한국사회 전체의 보편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수이익 대변자로 형상화되어
있음;
<표 6.2> 노동계급 사회적 연대의 두 수준
이해관계
이행과정
계급현상

계급내 연대
전체 노동계급 이익
조직노동 이기주의 ⇒ 전체

계급간 연대
사회 보편이익
노동계급 이익 대변 ⇒ 사회

노동계급 이익 대변
노동계급 형성

보편 이익 대변
계급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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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계급 계급형성 과제: 계급이익 대변 & 계급내 사회적 연대
○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실패:
1) 조직적 형성 실패:
* 한국 노동계급은 10%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조직노동의 분열로 조직적 형성에 실패함:
* 노조조직률은 정규직 20%와 비정규직 2%로 양극화되어 있어 조직적 형성 실패의 핵심 요
인이 비정규직 조직화 실패;
2) 이데올로기적 형성 실패:
* 1997-98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진행된 사회전반적 보수화 과정(노
동자도 보수화): 특히 자신의 고용안정성과 사업체의 생산성·경쟁력을 동일시하는 정규직 노동
자들을 중심으로 계급의식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
○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인은 계급내적 불평등과 균열:
* 임금 등 노동조건의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성별 격차는 세계 최고수준임:
* 노동조합들은 저임금,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보다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을 더 충실하게 대변함;
○ 사업체 단위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부 노동시장으로 통합됨 ⇔ 비정규직은 외부 노동시
장에 방치됨;
* 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부자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부자로서 유연
성의 수단으로 사용됨;
*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함 ⇒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현상들;
○ 노동계급 계급형성 위한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 대변 & 계급내 연대·통합 과제: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를 통한 조직적 형성은 물론 정규직 조합원들의 계급의식 향상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형성도 진전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실천 사항들:
1) 산업별로 편재된 노동조합들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물론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과 함께 구직 실업자들까지 노조조직으로 포괄하며 이해관계를 대
변해야 함;
** 산별노조는 노조원들이 사업장 단위 이익집단 관점에서 계급조직 관점으로 전환하며 사업
체 생산성·경쟁력과 동일시하는 기업별 노조주의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은 물론 이데올로기적 형성도 진전시킬 수 있음;
2) 노동조합들은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추구하
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직장보장 방식보다 취업보장 방식으로 고용안정성 보
장을 강화하는 것임;
** 노동시장 차원 취업보장 방식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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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안정성을 둘러싼 영합게임을 벗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를 확충해야 함;
**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40% 수준으로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기준을
완화해야 함;
* 고용보험 수혜자들의 평균 수급기간은 3-4개월이고 평균 소득보전률은 3-4개월에 불과하여
고용보험 수혜 수준은 실직후 1개월치 임금 보전에 그치고 있음 ⇒ 그래서 고용보험제의 보호
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직시 소득보전의 미흡함을 인지하여 정리해고를 결사 반대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으로 사용하고자 함; 완성차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받은 협력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도 동일함.
4)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원하는 비정
규직 권리입법을 추진하며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모
범을 보여주면 ⇒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축적함 ⇒ 노
동계급의 조직적 형성과 계급내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음;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사용기관과 담합하여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고집하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30% 밖에 허용하지
않은 반면, 서울지하철 정규직 노조는 일부 노조원들의 극렬 저항과 노조 탈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관철시켰음;
5)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연대임금 정책: 노동계급의 내적 불평등과 균열을 극복하
고 사용자의 비정규직 오·남용 인센티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 방식도 함께 바
꿔야함: 동일가치노동 여부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직무급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도 변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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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계급 헤게모니 과제: 사회 보편이익 & 계급간 사회적 연대
○ 노동계급의 사회적 형상: 조직노동 특수이익 ⇔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이익 & 사회 전체의
보편이익;
* 조직노동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했음: 불평등 완화 주체 ⇒ 불평등 재생산 주체(기득권세력);
* 정규직 조직노동의 집단 이기주의 이미지(정규직 이기주의, 임금인상 요구); 특전적 이미지
⇔ 노동시장 취약집단(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 노동계급과 내부 구성원들, 특히 정규직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은 노동계급이
계급간 사회적 연대를 주도하고 계급 헤게모니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주
요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음;
1) 노동조합들은 정규직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것:
* 노동조합들은 정규직 중심 집단이기주의로 평가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
며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보편적 이익의 담지자가 아니라 미조직 비정
규직 위에 군림하며 노조원들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제3의 기득권 세력
으로 간주되고 있음.
*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들이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미조직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대변
하며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이익을 위한 실천의 모범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노동조합
에 대한 정규직 중심 집단이기주의 평가는 상당 정도 교정되며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
계급의 사회적 영향력은 강화될 수 있음;
2) 민주노동운동은 노동계급 이익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보편이익을 우선시하되, 사회전체의
보편적 이익으로 수용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추진할 것;
*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계급의 계급이익도 사회의 보편적 이익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웨덴의 LO가 사민당을 통해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LO가 높은 노조조직률
로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계급의 계급이익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편적 이익 대변에도 충실했기 때문;
- 렌마이드너모델, 연대임금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보장, 경제민주주의는 좋은
예임;
3) 노동조합들은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힘에만 의존하는 ‘동원의 논리(logic of mobilization)’
에 매몰되지 말고 요구조건의 사회적 의미와 정당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설득의 논리
(logic of persuasion)’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함; 노동조합의 행동방식도 기업별 노조주의
이익집단에 최적화된 방식을 탈피해야 함;
** 한국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은 물론 정치세력화에도 실패하여 여전히 제도적 장치 개입을
통한 ‘제도성 게임(institutionalized game)’보다는 대자본·대정부 투쟁에 의존하는 ‘전투성 게
임(militancy game)’에 치중하고 있음;
*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원들을 동원
함 ⇒ 전투성 게임을 위한 동원의 논리 우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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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급의 계급이익과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의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
사하는 방식은 단위 사업장 수준의 노사간 힘겨루기와는 달리 국민여론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요구함;
4) 민주노동운동은 촛불항쟁으로 확장된 사회적 대화기구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보적·친
노동적 대선공약을 이행하도록 할 것:
**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파격적인 노동정책 대선공약들은 촛불의 성과였음: 촛불정부를 자임
한 문재인정부와 대선공약의 의미와 진정성을 폄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 노동계급이 계급이익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촛
불항쟁 이후 크게 확장되었음(일자리위원회,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들): 노동계급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민주노동운동은 촛불항쟁을 주도한 핵심 세력임에도 적극적 개입을 통해 친노동적 대선공약
을 이행하도록 압박하지 못했음;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거부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
도성장전략 폐기와 노동정책 U-턴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 있음;
**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거부 의미:
* 노동정책들과 소득주도성장전략 대선공약: 노동계급이익과 사회보편이익을 대변함 ⇒ 대선
공약 집행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의 부정적 평가: 보편이익을 거부한 특수이익 집단의 조
직 이기주의 + 촛불성과 & 사회진보의 실현 위한 소통의 의지·능력 결여한 집단;
* 민주노총 차원의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하며 산별·단위노조 차원의 현안 관련 정부·여당·청
와대 등 국가권력 대상 전방위 로비: 무차별적 로비는 선처 구걸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민
주노총은 로비 협회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조직임;
* 비공식적 채널 통한 선처 구걸 로비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여 촛불공약 실현
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명하게 교섭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대화 참여 효과: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구조적 조건 개선 등 노동계급 계급이익 실현
에 기여함;
* 소득주도성장전략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노동계급의 보편적 계급이익을 사회적 보
편이익으로 수용하게 함; 노동계급의 사회적 책임성 지닌 주체 이미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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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토론문

노동운동의 사회대개혁 전략
이 주 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I. 배경

1. 사무금융노조와 사회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대개혁
- “어떻게 하면 고립된 노동운동을 넘어 사회연대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운동을 만들
것인가”(김현정, 2019: 48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문, 11. 21.)
2. 노동(+미조직비정규노동/자영업자/중간계급) + 정치(사회적대화/의회민주주의정치)
3. 서구(북유럽)의 시사점은 제한적
- 복지선진국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립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국제정치경제적
맥락(포스트 포드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4차산업혁명 등)
4. 노동운동의 기반 침식
-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전형 노동의 등장(플랫폼 등)
-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종속자영업자 간 갈등 격화

II. 진단

1. 저성장의 원인
-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저출산)
-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 노동 내부의 불평등)
- 미비한 복지국가/여성노동시장참여율 저조(빈곤+실업+저출산+세수감소 등의 악순환)
2. 노동조합운동의 정체
- 산별노동운동/노동자 정치세력화 정체
- 경제적 실리주의 추구 노동운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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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안

1. 기존 단체교섭을 통한 전략
(1) 실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나누기/고용창출
- 산별교섭 뿐 아니라 기업별 교섭에서도 가능
(2)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연대임금제도 도입
- 조직 내 구성원 간 임금불평등 감소(호봉제의 일부 개편)
- 정상적인 통상임금체제 확보
(3)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외주화 남용 방지
(4) 기업 지배구조개선 및 노동자이사제 도입
- 단, 법 제도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미국 노동조합의 경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필요.

2.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략
(1) 사회적 임금 제고/복지국가 확충
(2) 연금제도 개편 및 보완
- 저임금 빈곤층의 상대적 불평등(고소득 고학력층보다 기대수명 짧음)
(3) 경제민주화/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4) 금융민주화 (“Financial Markets: Masters or Servants?”Quiggin, 2011)
- (발제문의 스웨덴의 실패한 노동자기금 사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 퇴직연금 문제 “Pension Fund Socialism”

“만일 ‘사회주의’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미국이야
말로 첫 번째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연기금을 통해 미국 노
동자들은 현재 적어도 25%에 이르는 회사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비중이다.”(“Turning Labor into Capital: Pension Funds
and the Corporate Control of Finance”MaCarthy, 2014): 노동자의 퇴직연금으로 노
동조합을 탄압하는 회사, 해외에 투자하는 회사,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필요
-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적 적용” (이주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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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4차산업혁명 시기 노동운동의 고려사항
- 공정한 디지털 노동시장을 위한 규제 방안 마련: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보
호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의 1인 이상 확대 적용 등
- 개인 디지털 노동자가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유럽연합의 일
반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 데이터 노동조합 만들 권리 보장)
- 현재 무료로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로부
터 데이터 사용료를 제공자에게 댓가를 치르고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래디컬
마켓], 2019 참조)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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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

창

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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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

이

주

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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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운동 관련 토론문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1. 발표문에 대한 코멘트
- 이정우 교수 : 한국 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강조,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 경제 민
생회복, 경제철학 대전환 --> 문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추진경로
- 조돈문 교수 :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평등성과 공정성, 사회통합,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보편적 복지국가, 경제민주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 문재인정부 ; 촛불혁명이후 친노동공약, 집권 3년차 노동정책 후퇴 --> 사회적 연
대를 통한 사회진보,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 확장된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개
입필요, 민주노총의 불참과 산별,지역, 단사차원의 로비(?)
- 두분 다 결론은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노동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
히 그것을 위해 사회적 대화 중요성 강조. 문제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안 들어간 것
인가? 못 들어간 것인가? 경사노위 = 사회적 대화의 전부인가? ‘누구와’ ‘무엇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인지, 그것이 가능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 토론 필요.

2. 사회연대운동?
- 민주노총 차원에서 사회연대운동 관련 논의
<그림> 사회연대운동의 개념과 내용
목표
사
회
연
대
운
동

계급적 단결

사회적 연대

방향

내용

계급연대

미조직·비정규·이주·여성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고용연대

비정규·중소영세·이주·여성노동자
차별해소

복지연대

보편적 복지제도 확충

생활연대

지역 내 사회적 연대 강화

자료 ; 민주노총 사업보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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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연대운동 관련 세부 실천 과제
세부과제

내용
계급연대
임금․고용연대
복지연대
생활연대

-2단계 전략조직화 세부방안 마련 및 조직화 실행
-비정규운동 단위 구축
-고용보험 지배구조 개선 및 개입확대 등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전면화
-고용안정 쟁취 및 권리 찾기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등 국가재원확충 통한 국민기본생활 보장
-저임금․저소득층 사회보험료 감면 및 지원확대
-세제지원을 통한 사내복지기금 적용확대 및 산별기금 안착화 등
-생활연대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내부인식 확장
-생활연대운동의 모범사례 및 실천매뉴얼 제작
- 총연맹 차원에서의 5개 지역 안팎의 시범시행 등

자료 ; 민주노총 사업보고 (2009)

3. 사회연대를 둘러싼 논의지형
- 외부 : 불평등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이중구조 조직노동책임론, 조직노동의 역할 요구
- 내부 : 노동운동의 개량주의, 타협과 양보 프레임 경계 + 협소한 실천
- 교섭과 투쟁 논쟁을 넘어 사회연대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4. 민주노총의 사회연대 실천
1) 개요
- 안팎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쏟아지는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정규직 중심 자기 밥그
릇 챙기기> 라는 과도한 비난과 달리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동자 연대정신에 입
각하여 불평등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음.
- 주요 산별노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불평등 격차해소, 하후상박 임단투, 원하청 공동교
섭,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산별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
사회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 공익적 목적의 노사공동기금
과 재단 마련, 연대임금 요구 등이 바로 그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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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실천 사례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
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하후상박 임단투 2년 연속 간다!
- 2018년도부터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및 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철폐 의제를 채택
하여 올해도 실천 지속
- 사회양극화 해소 기금 1000억 확보, 부품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②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설립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와 투쟁
-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산별교섭과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출범 (3년간 총 600억 원)
- 올해 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요구안
확정
정규직 임금인상 = 4.4% + @ or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물가상승률 1.7% + @
③ 공공운수노조, 공공상생연대기금 운동과 연대임금 투쟁
-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연대임금”요구. 구체적 방향은 ①임금의“공정성
(동일노동-동일임금)”,“평등성(절대적 격차 축소)”,“안정성(성과급 등 변동급 축
소)”동시 추진 ②기업별 임금결정(기준)에서 초기업 임금결정(기준)으로 전환 요구 ③
“일자리 친화”“공공가치 친화” 임금정책 반영
-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500억 출연, 공익적 공공적 사업 전개
④ 건설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요구와 투쟁
- 플랜트건설노조는 산별단일노조이기에 지역별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
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에 주력하고 있음. 어느 업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노조가 정
한 기본적인 임금 이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현재 동일 직종
내부 임금은 거의 균질화 되어 있음. 또한 직종별 차등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매년 임금투쟁 시 기능공, 조력공, 여성공 차별 없이 동일 임금인상액을 제시, 관
철시키고 있음.
⑤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 요구와 투쟁
- 산별노조답게 조직된 조합원만의 요구, 경제주의적 임금투쟁 요구를 넘어 ▲전체 보건
의료산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산업정책
요구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양질의 좋은 일
자리 확충 요구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 확대 요구 ▲여성 노동자가 모성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 병원 만
들기 요구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와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기금 마련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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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춘 산별교섭 진행 중
⑥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 2019년 11월 전태일노동상 수상
- 조합원 3,000여명은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보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
려는 노력의 하나로 자신들의 몫인 370억원의 재원을 내놓아 회사 쪽과 540명 신규채
용에 합의함.
- 전태일재단은“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연대 전략을 뿌리내린 모범”이라고 2019 전태일
노동상 수여함.
* 노사공동기금 및 공익재단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법개정을 통해 공공적 지원 확대
방안 적극 검토해야함.
- 산별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출연)
을 통해지원금액 상한선 대폭 확대 시급
-현행 법은 출연금액의 50% 범위 (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는 업종 산별차
원의 공동기금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바, 그 지원 금액과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한 사회연대 모색
☑ 산별교섭
-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성장, 포용국가 위해서는 초기업 노사관계 산별교섭 ‘활성화,제
도화’ 반드시 필수
- 1998년 보건의료노조, 2000 금속노조 창립이후 20년, 지난 경험과 실천에 기초한 한국
적 교섭모델 적극 검토
- 금속, 보건(전국 단위) / 희망연대노조, 건설 플랜트(집단교섭) /사무금융 증권사노조/ 학
교 비정규직 노조 등 다양한 초기업교섭 방식과 경험 축적, 활성화
- 대안 :‘획일적 중앙집중화된 교섭 모델’에서‘유연-조정 모델’ 적극 검토 (조정된
분권화)
-‘사용자단체’ 기능과 역할 활성화, 정책적 지원 강화 ; 사업자단체에서 사용자단체로
- 노사정 대화와 토론 ; 신뢰와 경험 축적, 교섭의제 협의, 이중교섭 이중파업 등 쟁점 해
소, 임금교섭 방식 논의, 교섭비용 축소 노력
- 노조법 개정 통한 제도화 (사용자단체 교섭의무화, 공동사용자 원칙 확립, 교섭 창구단
일화 폐지및 산별교섭단위 제외, 교섭단위 통합,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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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8대 기본 요구>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2항 삭제 - 소수노조의 교섭 및 쟁의권을 완전히 박
탈하는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삭제 내지 초기업교섭은 예외조항 신설.

◉제 6조의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이미 존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평
규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명분과 수용 가능한 범위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임금격차 완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노사 모두에게 산별교섭
유인책)

◉제29조(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한 현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개정하여 단체교섭및
협약 체결범위 확대) 개별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및 협약체결 범위에 포함.

◉제29조 6항 신설(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과 협약체결 권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지역·업종별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협
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 명시

◉제29조의 7항 신설(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공공기관 또
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별교섭 보장함

◉제30조 2항 신설(교섭단위 통합) 집단적 산별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결정
을 통한 교섭단위 통합 및 통합사용자단체 구성 등 필요한 절차규정을 신설.(현재
분리는 허용)

◉제33조의 2항 신설(초기업단위 협약의 효력) 기업단위 단체협약의 수준이 산업·
지역 또는 업종을 적용범위로 하는 초기업단위 단체협약의 수준을 하회할 수 없도
록 함.

◉제36조(단체협약의 구속력) 현재의 지역으로 제한된 구속력 확장 조항을 산업·
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협약의 구속력 확장.

※ 그리고 추가로 ▷사용자단체 정의 확대(제 2조) ▷노동위원회의 초기업교섭에 대한 집단
적 조정 기능과 역할 강화 ▷초기업교섭의 교섭대상과 쟁의대상(노조법 2조 5항)을 초기
업교섭의 기능에 걸맞게 임금 노동조건을 넘어 사회정책, 경제민주화 관련 요구로 확대,
산별교섭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산별교섭 관련 유급전임제도 신설 ▷산별교섭에 참가
하는 노사단체 등에 지원책 강구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함.

☑ 사회적 대화
- 기승전사회적대화! 문제는 당위를 넘어 전략과 경로!
- 1기 제대로 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2기를 준비, 매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
- 노사정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주체적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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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조건과 과제
(올바른 1기 평가) 노사정 6자가 함께 논의했던 2018년 1년에 대한 주체적
평가와 새로운 경사노위법에 대한 역사적 의미, 재평가속에서 한국적 사회
적 대화의 가능성과 과제 도출, ‘누구와’ ‘무엇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인
지를 분명히 해야함.
(긴

호흡) 당장 성과를 내기위한 조급한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합의 추구 지

양. 긴 호흡의 과정이 필요. 다음 집행부, 다음 정부에서의 정착 준비
(신뢰와 경험) 노사, 노사정 신뢰구축과 노-정교섭, 산별교섭 등 초기업교섭
경험 축적
(협의 중심) 명확한 협의기구로서 낮은 차원의 사회적 대화부터 추진, 필요
시 합의의 가능성을 높임
(의제 선정) 논의 의제의 신중한 선택 (예민한 노동의제보다 사회복지의제로
부터 출발해서 점차 의제 확장)
(노사정 각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노력)
정부 ; 전략적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적 대화, 노정
관계 관련 컨트롤 타워를 분명하게 정립. 노사 중앙단체 조직률 확대와 대
표성 강화 지원, 관련 법 개정, 초기업 노사관계 지원
사용자 ; 조직률 확대와 산업별 업종대표 강화, 노조 할 권리와 초기업 교
섭 인정
노조 ; 조직률 확대, 리더쉽과 정책역량 강화, 단기 이익 극대화 전략 극
복, 과잉 정치화 경계

5.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
1) 2020년 전태일 50주기, 민주노총 25주년 사업 준비
- 2020 키워드 : 불평등과 대전환
- 전태일의 ‘풀빵정신’과‘근기법을 지켜라’외침의 현재적 재해석과 실천
: 나눔과 사회연대,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을!
2) 사회공공성사업단에 이어 사회연대위원회 재정비, 활동 본격화
- 문재인을 주어로 하는 운동의 한계 극복, 기대에서 우려와 실망, 분노, 그리고 개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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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넘어 총노동의 독자적 담론과 운동 추진
-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 6차 포럼 진행중, 내년 초 종합 발표
- 2020 노동운동 진단과 대안 포럼
3) 경사노위 참여-불참 논쟁을 넘어 사회적 교섭, 초기업교섭과 투쟁, 사회연대운동모색
- 중층적 교섭과 투쟁 (민주노총과 산별과의 역할분담)
- 연대임금정책과 초기업교섭의 결합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성별 규모별 기업별 임금격차 해소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새로운 신기술 디지털경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 준비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시키는 노동시간유연화 공세, 노동개악 저지
▲실노동시간단축, 일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연 1800 노동시간 축소
▲영국 노동당의 주 32시간(주4일제) 공약, 프랑스 35시간 노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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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황

선

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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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대개혁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한다” 토론문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 한국의 경제사회 주요 과제와 노동조합
- 저성장․저고용추세의 지속,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융합에 따
른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1987년 노동체제의 지속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문제가 한국 사회 핵심과제임.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연결되어 있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가 중요함.
• 현재 한국은 저성장‧저고용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2015년 이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만성적 고용위기와 이중구조가 심화되
고 있음. 기업규모, 원하청, 고용형태, 성별 고용 및 임금 구조의 분절성이 심화되고 있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과도한 가운데, 노동시장 하층(2차 노동시장)의 과
잉유연성과 1차 노동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은 고용·임금·복지 등 사회전반적인 양극화와 격
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노동조합이 대기업, 정규직, 남성 부문을 중심으로 조직
화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별 교섭체계 하에서 양극화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기인한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격차를 비롯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기본적인 동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청년실
업, 기업 간 원활한 노동이동의 저해 등 경제적 문제를 야기함.
•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고 있
는데,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사실상의 전속거래로 인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하청 중소기업
들의 혁신 여력과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저임금으로 이어져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수출경쟁력을 가격에서 찾고 있는 대기업들은 하도급 단
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률 개선을 어렵게 만듬. 하청 중소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혁신을 해도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이러한 구조 하
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여유가 없음. 불공정 행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정체는 원청업자에서 1차 수급업체로, 다시 하위 수급업체(2차, 3차 등)로 내려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하청기업의 임금은 총액임금 기준으로 원청
기업의 5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하청단계가 내려갈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
는데, 원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559만 7,000원인데, 1차 협력사는 291만
1,000원으로 원청기업의 52.0%, 2차 협력사는 279만 1,000원으로 원청기업의 49.9%, 3차
협력사는 236만 원으로 원청기업의 42.2%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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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추이
구분

1～4인

5～9인

10～29인

(단위: 천 원/월)
30～99인

2011
1,746
2,186
2562.142
2012
1,826
2,295
2710.985
2013
1,856
2,389
2814.676
임금
2014
1,885
2,434
2931.338
2015
1,948
2,539
3062.761
총액
2016
2,039
2,634
3182.826
2017
2,095
2,754
3,267
2018
2,210
2,902
3,403
2011
40.9
51.2
60.0
2012
41.3
51.9
61.3
300인 2013
40.5
52.1
61.4
이상
2014
39.1
50.4
60.7
2015
38.8
50.6
61.1
대비
2016
39.7
51.3
62.0
(%)
2017
40.7
53.5
63.5
2018
40.4
53.0
62.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각연도

<표 2> 원하청 단계별 월평균 임금(2013)
구 분

2,864
3,046
3,145
3,258
3,351
3,462
3,519
3,665
67.0
68.9
68.6
67.5
66.8
67.5
68.4
66.9

100～299인

300인이상

3,113
3,355
3,484
3,443
3,487
3,668
3,881
4,035
72.9
75.8
76.0
71.3
69.5
71.5
75.4
73.7

4,273
4,424
4,583
4,827
5,017
5,131
5,145
5,4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천원)

정액+초과+상여금 총액

임금격차

(모함기업=100)
2,621
46.8
5,597
100.0
2,861
51.1
1차
2,911
52.0
2차
2,791
49.9
3차
2,360
42.2
독립기업
2,770
49.5
주: 정액급여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의 합임. 상여금은 연산상여금 월할의 합을
전체
기함기업(원청기업)
협력업체(하청기업)

계산한 것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산업과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원하청관계를 중심으
로』, 고용노동부.
-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교섭을 정점으로 기업 서열에 따라 피라미드적 패턴으로 조직된
‘작업장 조합주의’ 체제가 형성됨. 이는 대기업 조직부문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노동조건 개
선, 고용안정에 기여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비정규직과 외부에 전가된 측면이 존재함.
• 원하청 격차를 비롯하여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단순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
용안정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기업별 노동조합 틀에서 1차 노동시
장 부문에서의 경직성 포기는 모든 노동자의 과잉 유연성으로 귀결되었을 것임.
-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문제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기업별 교섭에 강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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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사업장을 뛰어넘어 산업 및 지역, 전국차원의 대응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복지 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1987년 노동체제 형성기에 노조조직률이 급상승하는 등 조직노동의 성장이 두드려졌지
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양대
노총으로 분열되어 상호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 향후 과제와 노동조합의 전략
- 양극화와 이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포용과 연대, 그리
고 참여와 혁신이 가능한 통합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

서 확립을 통한 지불능력 격차 축소와 더불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임금 전략, 산업‧업종 등 초기업
단위의 교섭과 협의, 조정이 필요함.
- 노동조합은 두터운 사회안전망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통합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높임으로써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
략 필요.

⦁재취업까지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교육의 제공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를 통해 직
장안정성을 넘어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 필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한국노총은 ‘선(先)공평과제-후(後)보편과세’를 제안하
고 있음. 자본과세 및 누진증세를 단기과제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편과세 추진을 위
해 중산층을 포함하는 모든 계층의 전반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 사항을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운동으로 전개해나가
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
필요

⦁원청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원가자료 요구나 노무비 조사행위나 노무비 책정수준의 적

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단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공동 운영-대기업 노동조합의 경
우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노조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연대는 1987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적 노동체제
의 맹아라 할 수 있음. 시장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대임금의 실천과 논의들이 이
루어지고 있음.

⦁ 원하청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원청 대기업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시

장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함. 일부 기업에서 원하청 노동자간 상생협약 시도.

⦁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공공부문 노조), 우분투재단(사무금융노조) 등 격차완화를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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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 다양한 연대기금 조성

⦁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고임금제 도입 확산. 부산시의회의 경
우 부산시 산하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 임금을 책정하는 조례를 2019
년 4월 통화시킴.

⦁ 기업복지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기업간 격차 축소 노력. 정부에서 발표한 공
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대책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중소기업, 하
청기업이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
업 노동자들과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함.
⦁ 퇴직연금의 노동연대기금화 및 착한 투자자 역할

- 원청기업이나 정규직 노조의 하청 또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노력과 더불어 노동조합 조직
률이 낮은 상황에서 2차 노동시장 취약계층‧미조직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해 한국형 노동회
의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생산영역 및 혁신에 대한 노조의 참여 및 개입 전략 필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전환적 고용 및 노사관계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전통적 노사관계와 기업별 교섭에 기
초하여 기존 취업자와 조합원의 현재 고용유지에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변화는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변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생산영역에 대한 개입 전략 및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함. 단기적 이익에
기초한 분배중심의 노조활동으로부터 숙련 향상, 혁신(기술혁신+일터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 생산영역에 대한 참여와 개입으로의 전환 및 교섭의제의 확대가 필요함. 노동자 참여
적 혁신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투여하고, 이를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디지털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혁신에 대한
참여와 개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과정과 작업
조직을 노동중심적으로 개선하며, 작업자의 숙련향상, 성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은 기술발전, 기업의 투자전략과 신기술‧신설비 도입,
그에 따른 직무내용 변화 및 작업조직 설계, 교육훈련, 인력배치에 적극 개입해야 함.

□ 정책적 과제
-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 필요
-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간 공정경쟁 및 이익공유, 혁신환경 조성
•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해 수요독점 규제 필요
•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중소기업이 자체 혁신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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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표)참여적 일터혁신(사회혁신)을 확대해야 할 것임. 일터혁신은 고용과 노사관계를
매개하는 핵심변수로써, 유럽 주요국가들은 일터혁신을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심적 정책으
로 추진하고 있음. EU는 첨단제조업 강화 및 제조업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
터혁신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그리고 노동자 대표)의 참여, 혁신 성과의 공정
한 분배, 고용안정 등 일터혁신의 3원칙 확립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와 지속
적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임.
-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은 위해 정부나 기업 중심의 일방주의 방식이 아니라 합의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대화는 노동을 동원하는 형태가 아닌 상호의 권리
와 가치를 인정하는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형성적 사회적 대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이를 위한 제반 제도와 관행을 구축 및 지원해야 할 것임.
- 노사가 전국차원, 산업 및 지역 차원, 기업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노조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등 노사간 상호 신뢰 구축의 제도화를 통해 경

제민주주의를 제고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할 것임.
⦁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구성, 단체협약적용률 확대

⦁ 비노조부문 노동자대표제도 강화

- 노동자(노동조합)의 생산영역 및 혁신 참여 촉진을 위해 법제도, 관행 구축 지원
• 그동안 정부의 기술 및 산업 정책 결정은 물론 기업차원의 신기술 도입이나 일터혁신 관
련 결정이 노동조합(노동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정책을 통해 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에 우호적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
원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일터혁신을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정립,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실천방안 마련, 노사정의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지원
• 국가, 산업, 기업차원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에 노동자 및 사용자단
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이는 혁신프로그램의 성공,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
제조건임.
• 노사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상호 신뢰하에 협력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구
축, 지원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신기
술 도입‧활용 1), 교육훈련 관련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 신기술 구현과 관련 교육
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담당자제도 마련 및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시간 보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의 융합사업 확대 지원
필요‧노동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제도화‧이를 위한 노사 대표의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
원 등 노사협력 촉진, 기술혁신과 일터혁신관련 다양한 차원의 노사파트너십모델 개발‧발
굴‧확산, 이를 위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지원이 필요함.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은 협의사항, ‘교육훈련’
은 협의사항이자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은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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