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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 조직률 추세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역할

과 위상 및 미래 활동의 전개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현황과 노동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21

세기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으로 조직된 성진본정부두노동

조합으로 이를 시초로 하여 전국 각지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특히 일제 강

점기 하에서도 노동운동은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에 대응하여 전투성과 혁명성 강화, 1945년 해방이

되자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여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

성되었다. 그러나 5ㆍ16으로 인해 기존 노동조합은 해체되었고, 노동운동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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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도 경제투쟁에만 한정짓고 정치적 기능이나 정치투쟁의 추진은 포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80년대에도 계속 이어져 밑으로는 노동조합의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추진되었고 1987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개된 노사분규사태는 한

국노동조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987년에

15.7%에서 1988년에는 18.5%, 1989년에는 19.8%로 높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로 노동조합 조직률 매년 낮아져 2004년에 처음으로 10.6%,

2005년에는 10.3%로 낮아져 노동조합은 존립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노동조합의 위기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과 발전이 있을 때 조합원들을 위한 권익신장

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는 견제자로서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과 조직률의 하락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따라 노동조합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운동의 중심체인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전개 과정과 조직현황 분석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전개과정과 조직현황

1. 노동조합의 기능 

우리나라에 있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은 1898년 조직된 성진본정

부두노동조합이 시초1)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추고 출범한 지 100년이 지났지

만 아직까지도 노사관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해 웹 부처(Sidney Webb & Beatrice Webb)는「노동조

합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 조건을 유지ㆍ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2)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

1) 정재훈, 노사관계론, 학현사, 서울, 2006. p.126.

2) Sidney Webb & Beatrice Webb,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New York : Longmans

Green), 192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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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

는 한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3)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조합운동의 공통적인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능이다. 이 기능은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으로 주로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측의 경제적 기능을 추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또는 노사협의제가 있다.4)

둘째,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은 사용자가 아닌 국가나 사회 전체를 대

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

합의 정치적 기능은 경제발전 수준, 산업구조, 노동정책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민주화의 정도 등과 같은 사회ㆍ정치적 요인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경제발전이 높을수록, 산업구조의 독점화가 강할

수록, 노동자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이 약할수록, 시민의식과 민주화 수준이 높을

수록 정치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된다.5)

셋째, 공제기능이다. 이 기능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주로 노동자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난을 당하

거나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거나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상

호부조를 위한 조합기금을 마련하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금을 이용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넷째, 참모기능이다. 참모기능에는 교육활동, 선전활동, 조사연구 활동이 있으

며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과 집행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2. 노동운동의 시대별 특성

2.1 일제 강점기의 노동운동
한국 노동운동은 일본의 식민지적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성장

3) 하경효,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한국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16권 제2호,

2006. 12. p.36.

4) 박경문 외 2인, 신노사관계론, 무역경영사, 2006, pp.100～101.

5) 황건하ㆍ이상엽,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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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그 역사적 출발을 보게 된다. 1898년 5월 성진본정부두 노동조합이

창립된 이래 1906년 6월에는 조선노동조합, 1909년 10월에 삼호노동조합, 1917

년 8월에 평양노동조합, 1919년 4월에 논산노동조합 등이 결성되었고, 1920년 4

월에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4월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고, 그 후

1927년 9월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었으나 일제의 극심

한 탄압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6)

일제 강점기의 노동조합운동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취하고 있었는데, 지역

적 합동노조와 직종별 노조, 그리고 직종별 노동조합연합체가 대표적이다.7) 이

당시 유일한 전국적 조직이었던 조선노동총동맹도 창립 이후 대회개최를 금지

당하는 등 심한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2 미군정 시기의 노동운동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은 일제강점기에 금지되어 왔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

데 1946년 11월에 남한에서만 노동조합 1,179개, 조합원수 304,005명이 이르렀

다.8)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묶어 1945년 11월 5일

하나의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이것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평)이다.

그런데 결성 이후 전평은 노동쟁의 형태로서 총파업을 주 무기로 사용하였으

며 1946년 9월, 1947년 3월, 1948년 2월, 5월 총파업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정치색을 띤 노동조합은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결국 붕

괴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전평 주도하의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하여 우익진영의

노동조합운동이 1946년 3월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당시

대한노총은 노동운동으로서의 자기기능이나 역할보다는 반공투쟁을 통하여 기

존의 노동운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공단체의 역할이 더 강했다.9)

2.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노동운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각 사업장의 조직사업

6) 정재훈, 전게서, pp.125～131.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p.140～141.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게서, p.265.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게서,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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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직과정은 후진국 노동조합의 특징인 입법 선행

적 행정기관의 지원을 얻어 전국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조직ㆍ단위조합으

로 조직화되는 하향 조직방식의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대한노총은 유일한 합법

적인 노동조직이었지만 노동운동의 본래적인 임무인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사

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투쟁과 국가권력과 자본가로부터의 자주성

확립, 조직정비 강화라는 과제를 외면하고 정치적 시녀화, 정치권력의 기간단체

화의 길을 걸었고 조직체계도 기업별 형태로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없었다.

2.4 1960년대 이후부터 제5공화국 이전의 노동운동
1960년대 초기에는 4ㆍ19혁명과 더불어 노동조합에서의 노동쟁의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특히 1960년 5월에는 한국교원노조연합회 결성, 은행 및 기타 업체

의 사무직원의 노조 결정 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1961년 5ㆍ16으로

인해 모든 노동운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해 8월 3일 ‘노동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노동운동이 다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단체 대표들은 노동조합의 혼란과 무질서를 지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선

택하기로 결정하고 14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재조직되었고 이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었다. 한국노총은 출발점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

치투쟁보다는 노동조합의 외형적인 신장과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였다.

2.5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ㆍ29선언 이전의 노동운동
1980년에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그해 12월 31일 노동조합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노사협의회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었다. 1961년에 기업별

노조형태에서 산업별 노조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때 기업별 노조형태로 전

환되면서 노조활동에 제3자 개입을 금지시켰고, 노조설립에 있어서도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게 함으로서 종전 자유설립주의에 제약을 가하였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공공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있어서의 쟁의

행위를 금지시켰고, 강제중재제도를 크게 강화시켜 공익사업 및 일반사업에까지

직권회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시기에 노

동조합 조직률이 해마다 감소했는데 1980년대 21.0%에서 1987년에는 15.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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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노동조합의 활동이 침체를 겪었다.

2.6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운동
1987년 6ㆍ29선언 이후의 노동운동은 크게 1987년부터 1989년까지를 노동운

동 지형의 성립시기, 1990년부터 1995년까지를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좌절

의 시기,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노동환경변화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

색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10)

이들 각각의 시기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1987년 7〜8월 노동자들의 대투쟁의

시기, 1988년부터 1989년의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공세기, 1990년부터 1992년까

지는 노동운동의 분화와 경쟁의 시기,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제도화를 둘러

싼 조직노동의 경쟁과 갈등의 시기,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노동법 개정 협상

과 총파업 투쟁의 시기, 1998년의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고용안정투쟁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시기별 노동운동의 특징과 쟁점을 시기별로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민주노총이 1997년 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

업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가지고 진보정당 건설운동(‘국

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을 추진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국

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면서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근로시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

구하였다.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

도 개선에 관한 특위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근로시간단축 추진 일정을 받

아들였고, 사용자 측은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기본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7월 1

일부터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시작하여, 2008년 7월 1

일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실시되게

된다.

10) 최영기외 2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 pp.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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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각 시기별 특징과 쟁점

시기

노동운동의 대폭발과

노동환경 지형 변화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좌절의 시기

노동운동 변화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

1987.7〜8 1988〜89 1990〜92 1993〜95 1996〜97 1998〜현재

특징
대중운동

폭발

노동운동

조직화와

공세기

노동운동의

분화와 경쟁

조직노동의

경쟁과 갈등

노동법

개정협상과

총파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투쟁

노동

환경
6월 항쟁

경이호황,

여소야대

경기침체,

3당 합당

경기호황,

문민정부

경기침체,

정권말기

개혁

공황, 대량

실업, 여야

정권교체

노동

정책
- 노사자율

총액임금제,

물리적 억압

노-경총

임금합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동

운동

노동조합

결성

지노협과

지역수준

연대

전노협과

변혁적 노동

운동의 좌절

전노대와

한국노총의

고립화

민주노총

성립, 한국

노총 개혁

양대 노총의

경쟁과 협력

쟁점
임금인상

노조결성

기업수준

노조활동

보장

임금인상,

전투적

조합주의

신경영전략
노동법

개정

사회협약,

고용안정

자료 : 최영기외 3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 p.9.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기간제(계약

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의 이유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

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법안 내용에 노동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칫 잘못

하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을 보면 1965년 16개의 연합단체, 362개의 단위노조

에 전체 조합원 수가 301,922명에서 1989년에는 1,932,415명으로 정점을 보이다

2000년대부터 150만 명선을 유지하다 2006년에 노동조합 수는 기존 기업단위

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조직형태의 변경, 소규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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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도․폐업 등에 인하여 5,889개소로 전년 대비 82개소(1.4%)가 감소하였지

만 조합원 수는 1,559,179명으로 전년대비 53,007명(3.5%) 증가하였다. 전국 노

동조합의 조합수와 조합원 수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조합수 조합원수

연합단체 단위노조 계 남 여

1965 16 362 301,922 238,236 63,686

1970 17 419 473,259 357,881 115,378

1975 17 488 750,235 508,966 241,269

1980 16 2,618 948,134 600,383 347,751

1985 16 2,534 1,004,398 691,911 312,487

1989 22 7,861 1,932,415 1,402,106 530,309

1990 22 7,698 1,886,884 1,384,730 502,154

1995 27 6,606 1,614,800 1,254,133 360,667

2000 46 5,698 1,526,995 1,221,117 305,878

2001 45 6,150 1,568,723 1,263,314 305,409

2002 43 6,506 1,538,499 1,238,748 299,751

2003 45 6,257 1,549,949 1,223,330 326,619

2004 44 6,017 1,536,843 1,211,952 324,891

2005 44 5,971 1,506,172 1,182,535 323,637

2006 53 5,889 1,559,179 1,215,253 343,926

자료 : 노동부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980년대 초반에 하락하다 1987년 6ㆍ29선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조

직률은 1997～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대, 2004～2006년 10%대로 계

속 하락하다가 최근 하락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하락원인이 산업, 직종, 고용형태의 변화보다는 반노조정서나 노조

기피전략의 반영, 노동운동의 조직화 전략의 실패, 기업별 체제 하에서 구조조

정, 아웃소싱 확산 등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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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연도
조직률(A)

조직률(B)
전체 남자 여자

1980 14.7 13.6 17.0 21.0

1985 12.4 13.1 11.1 16.9

1987. 6. 30 11.7 13.0 9.5 15.7

1987. 12. 31 13.8 15.3 11.1 18.5

1989 18.6 21.8 13.4 19.8

1990 17.2 20.5 12.0 18.4

1995 12.5 15.7 7.3 13.8

2000 11.4 15.3 5.7 12.0

2005 9.9 13.4 5.1 10.3

주 : 조직률 A=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B=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B는 노동부 집계방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Vol. 2006. No. 12월. p.41.

해외 각국의 노동조합의 조직률 추이를 보면 <표 4>와 같다. 특히, 미국, 영

국,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싱가폴은 이들 국가와는 반대로 2001년부터 조직률이 상승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청년 노동자

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손혜경(2007)의 스웨덴 청년 노동

자들의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1988년에 65%의 가입률이

2006년에는 44%로 21%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노동조합의 효용성

에 의문, 노동조합비가 생각보다 높고, 청년 노동자들이 한시 고용이기 때문이

라고 한다.12)

각국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를 <그림 1>에서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조

11) 조성재ㆍ김정우,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노동부 한국노동연

구원 정책보고서, 2007, 5. p. 28.

12) 손혜경, 스웨던 청년 노동자들의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5.

No.10. 2007,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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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직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1980〜1990년대에는 노동조합

의 역할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었다. 그 결과 이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

조합은 극단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저성

장 경제체제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운동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 해졌

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파업강경 투쟁에 대한 여론 악화, 지도부와 현장근로자들 간의 시각차

이 등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하여 노조 설립의 기본적

인 조건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표 4> 각국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대만

1986 17.5 48.7 45.1 28.2 20.7 34.5

1990 16.0 38.0 41.0 25.2 16.8 43.3

1995 14.9 32.6 32.7 23.8 15.7 46.6

2000 13.5 29.7 24.7 21.5 15.0 38.5

2001 13.4 29.3 24.5 20.7 16.5 39.4

2002 13.3 29.2 23.1 20.2 18.1 38.4

2003 12.9 29.3 23.0 19.6 19.5 38.3

2004 12.5 28.8 22.7 19.2 20.1 37.7

2005 12.5 29.0 22.4 18.7 19.4 37.0

2006 12.0 28.4 22.0 18.2 - -

자료 : 미국 http://www.bls.gov/news.release/union2.t01.htm

영국 http://www.berr.gov.uk/files/file39006.pdf

일본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roushi/kiso/06/kekka.html

호주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

싱가폴 Singapore yearbook of manpower statistics 2006

대만 노동통계연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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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국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4. 노동조합의 노사분규 현황

4.1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는 1980년대 초반에 정부의 강력한 재제로 인하여 소강상태를 보이다 1987년 6

ㆍ29선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상 최고인 3,747건이 발생하였고, 분규 참

가인원이 1,262,285명에 달했으며, 이 중 불법분규가 3,529건으로 94.2%에 달했

다. 그 이후 노사분규는 점차 줄어들었고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에

는 가장 적은 78건에 불과했다. 2005년부터 2006년의 노사분규 실태를 보면 노

사분규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근로손실의 시간과 분규지속 건수가 증가

하고 있어 노사분규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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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구분 발생(건) 분규참가(수) 근로손실 분규지속 불법분규

1987 3,749 1,262,285 6,946,935 5 3,529

1988 1,873 293,455 5,400,837 10 1,491

1989 1,616 409,134 6,351,443 19 1,107

1990 322 133,916 4,487,151 19 183

1995 88 49,717 392,581 23 13

2000 250 177,969 1,893,563 30 67

2001 235 88,548 1,083,079 32 55

2002 322 93,859 1,580,404 30 66

2003 320 137,241 1,298,663 29 29

2004 462 184,969 1,198,779 25 58

2005 287 117,912 847,697 48.6 17

2006 138 131,359 1,200,567 54.5 24

자료 : 노동부

4.2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 사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987년에 노사분규는 3,749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임금인상이 2,613건으

로 69.7%, 단체협약이 170건으로 4.5%를 차지했다. 1990년에는 노사분규 322건

중 임금인상이 167건으로 51.8%, 단체협약이 15.2%를 차지했고, 1995년에는 88

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임금인상이 33건으로 37.5%, 단체협약이 55.7%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노사분규가 250건이 발생했는데 임금인상이 18.8%, 단체

협약이 66.8%를 차지했다. 2006년에는 13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임금인상이 18.8%를 차지했다.

노사분규 발생사유를 연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노사

분규 발생 사유는 노사 간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차이로 인한 발생 건수는 줄어

들고 있는 반면, 그 외 단체협약 사항, 기타 사유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노동조합의 조직률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관철하려 하였지만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의 안전성에 관심

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임금지급의 형태도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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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역할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

이다.

<표 6>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사유 현황

(단위 : 건수)

년도 합계 임금인상 단체협약 임·단협 기타

1987 3,749 2,613 170 966

1988 1,873 946 328 599

1989 1,616 742 426 448

1990 322 167 49 106

1995 88 33 49 6

2000 250 47 167 36

2001 235 59 149 27

2002 322 44 249 29

2003 320 43 249 28

2004 462 56 386 20

2005 287 36 42 194 15

2006 138 26 19 78 15

자료 : 노동부

Ⅲ. 한국 노동운동의 뉴 패러다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산업 근대화와 더불어 만들어 졌고 시대별 상황의 변

화에 따라 노동운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1920년대 일제하에서 합법적인 경제투

쟁이 이어졌고, 193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합법적인 노동운동의 전개가 불

가능해져 비합법적이고 혁명주의적 성격을 띤 노동운동이 추진되었다. 그 이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5ㆍ16, 1980년대의 5공화국, 1987년

6ㆍ29선언, 1997년 IMF 경제위기, 글로벌 환경의 21세기 등 많은 변화를 겪으

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노동

조합의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정보사회의 도래, 임금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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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

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우수한 근로조건이

갖추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과거의 노동운동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서는 안 된다. 분명 노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13) 노사의 공동의

발전을 위한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해마다 낮아져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

다. 이런 노동조합의 조직률 약화 추세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노동조합의 건전

한 발전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조직력과 조합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때 가능

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근로자의 삶의 질(QWL) 향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

져 노사가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확립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즉, 노사가 새로운 공

동체 건설에 동참해야 한다.

노사공동체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노동조합의 새로운 패

러다임은 서구식 노동이념보다는 노사공동체를 만들어 희망의 노동운동 조직으

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14)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화를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노동시장시스템,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노사공동체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사 모두가 공동선(共

同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서적으

로 ‘우리’라는 공동운명체로서의 강한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13) 이운기, 노동조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Vol.337, 2007, p.

57.

14) 박승욱, 한국노동조합, 과연 노동‘운동’ 조직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Vol.126. 2007,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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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노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필

수적이다. 서로 협력과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정착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IMF 사태 이후 자본과 정부의 공세적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에 대항해 전투적으로 맞서 싸웠다면 이제는 ‘대화와 교섭’, ‘노동운동의

혁신’, ‘사회개혁 투쟁’을 통한 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15)

이제 노동조합도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노동조합주의 이념이 요구되

고 있다. ‘투쟁’보다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

생과 협력의 변화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조직력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노

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노사가 주도하여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어

노사공동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노사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200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운동이념으로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공

식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IMF이후 자본과 정부의 공세적 ‘신자유주의 구조조

정’에 대항하여 싸우기 보다는 ‘대화와 교섭’, ‘노동운동의 혁신’, ‘사회개혁 투쟁’

을 주장하고 있다.16)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전투적 조합주의’와 ‘협조적 조합주

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노동자와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사회개혁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제 노동조합은 제도의 외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일방적 요구만 내놓아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으며 노사정위원회를 주도하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노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선포 한지 2년

이 흘렀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노동운동의 이념은 단위노조와 조합원들에게

말 그대로 ‘이즘(ism)’으로 만드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노사발전재단의 출범과 대선 정책연대 등 모든 사업이 사회 개혁적 노동운동의

15) 유상준, 기업별 임투 넘어 사회개혁으로 가는 노동운동, 월간 말, 2004. 3(통권 213호), p.146.

1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inochong.org) 노총은 지금<정책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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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따른 것이지만 현장에서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확산시키는 별도

의 조직 활동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구호적인 이념보다는 현 시점에서 노동조합

은 사회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20세기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이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있었다면 21세기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은 조합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을 다해야 한다.17) 노동조합의 기능이 조합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노동 분야의 사회적 변화 때문

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노동의 창의력과 상상력 비중의 확대, 직무의 다양

성, 쌍방향 통신매체에 의한 다원화와 분권화, 시간과 공간의 초월, 조직의 유연

성과 개방성, 문화적 개방성, 노동자의 소외현상 심화, 형평성에 대한 활발한 논

의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

동 분야의 변화요인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7>은 과거의 노동 분야

의 변화요인과 미래의 노동 분야의 변화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서와 같이 미래의 노동 분야의 변화 양상은 과거의 중심적 과제인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보다 서비스 분야로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운동이 요구된

다. 예를 들면 수평적ㆍ다기능적 네트워크, 유연성, 작업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

구, 작업에 있어서의 자기관리, 자율성과 책임감, 조직에 대한 노동자의 지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직무제공 등이 있다.

17) 남성일, 21세기 노동조합의 기능 변화와 한국노조의 전환과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

연구 제29권(3), 2006. 12.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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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동 분야의 변화요인 추세

기존 노동 분야의 변화 요인 미래 노동 분야의 변화 요인

▸육체노동이나 기계적 노동 ▸지적노동의 창의력과 상상력 비중 확대

▸대량생산체제에 의한 표준화 ▸맞춤형 생산체제의 다양성

▸대중매체에 의한 집권화 ▸쌍방향 통신매체에 의한 다원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시간과 공간의 초월

▸관료제적 대규모 조직의 경직성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유연성과 개방성

▸대면적 인간관계의 커뮤니티 ▸비인적 커뮤니티

▸노동력에 기초한 고용과 실업 ▸지식/정보/기술에 근거한 고용과 실업

▸귀속적인 요인(성/연령/장애)의 불평등 ▸불평등의 완화와 복지체계 확대

▸상대적으로 노동의 소외현상이 적음 ▸노동의 양극화로 인한 소외현상 심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문화 ▸문화적 개방성과 정체성 논의 활발

▸자원에 근거한 시장질서 ▸정보의 생산과 이용의 형평성과 질서

자료 : 김주일 외 17인,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모델과 사회적 책임-, 박영

사, 2005, p.441.

4. 산별교섭에 의한 노사관계 안정화   

양대 노총에 있어서 2008년도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교섭에 있어 기업별 교

섭에서 산별교섭의 전환이다. 현재 산별교섭 특히 중앙 차원의 교섭을 하고 있

는 산별노조로는 금속노조, 보건노조, 그리고 금융노조가 있다. 이 중에서도 그

규모나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별노조는 금속노조이다.18)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초반부터 현대차 등 사용자가 교섭에 불참하면서 난

항을 겪었지만 한미FTA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옴으로써 3개월에 걸쳐

중단됐던 중앙교섭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산별교섭이 무산될 수 있는 조

건하에서 완강한 투쟁으로 중앙교섭과 확약서 쟁취를 확보했지만 그러나 전환

사업장의 확약서가 조합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08년 산별교

섭 참가를 완전하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완성차 등 전환 사업

장의 산별교섭에 참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 여건 속

에 기업별로 다양한 처지에 있는 조합원의 단결 문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이다. 이에 대한 해결여부가 새롭게 전개되는 산별교섭이 노사안정화의 열쇠가

18) 박성준, 산별노조ㆍ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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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한편 2008년에는 금속노조 외에도 산별전환과 산별체계를 완비하는 업종이

널어나고 있다. 운수노조가 불안하던 지도부 체계를 정비하였고, 공공노조도 점

점 전환 폭을 확대하고 있고, 사무금융연맹과 서비스연맹도 산별노조로서의 단

계를 밟을 것으로 보여 산별교섭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산별교섭

을 가장 먼저 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 해법을 처

음 선보임으로 인해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

어 중소사업장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연대활동 등이 어

떻게 사업에 반영될 지 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산별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

기 위해서는 노조는 경제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사용자는 공식·비공식 조율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노사

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섭단위를 세분화하여 이슈를 집중시키고,

노사가 교섭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노사협력적 인적자원개발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 계층적 조직구조, 대결적 노사관계가 오늘날

세계의 글로벌화, 디지털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유연한 생산시스템, 네트워크 조

직, 사회적 파트너십 관계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이제 노사는

함께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방안이 바로 노사 협력적 인

적자원개발이다.

노사 협력적 인적자원개발이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진과 함께

노사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직은 물론이고 관리직의 인적자원개발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인적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러

한 협력적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고용관계

의 안정성이 다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선순환적 기능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교육

훈련의 계획 및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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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한국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출발하여 1945년 해방과 더

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정점은 1987년 6ㆍ29선언 이후 노동의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신장세를 보이다 1989년을 고비로 주춤하면서 2006년 현재

노조원 수는 약 150만명, 노조 조직율은 10.3%로서 1989년 대비 노조원수는 약

37만 명, 조직율은 9.5% 하락하였다. 현재 노조 조직율이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미국의 12.0%, 영국의 28.4%, 호주의 22%, 일본의 18.2%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노동환경의 변화를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

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전한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를 단결시키고 조

직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으로는 첫째,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구

축, 둘째, 사회 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정착, 셋째,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넷째, 산별교섭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화 노력, 다섯째, 노사 협력적 인적자원개

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노동조합이 적극 실천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된다면 노사관계는 한 차원 발전적

인 관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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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w Paradigm of Korea Labor Movement

19)Park, Min-saeng*ㆍByun, Sang-wo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a new paradigm of Korea labor

movement so that Korea labor union may adapt itself to change of labor

environment and raise its organizing rate. Examining assignments to have to

practice for a new paradigm of a labor union in the 21
st

century.

First, common industrial relations should be constructed. To achieve it, it

is necessary that labor and management have a strong partnership as a

group sharing common destiny on the basis of mutual confidence. Second,

unionism in the side of social reform should be settled down. Labor and

capital should grop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rough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escaping from opposition and fighting. Third, service function of

a labor union should be strengthened. A labor union should offer service as

pursuit of diversity, self-management and autonomy in work for laborers.

Fourth, labor and management should try to stabilize industrial relations

followed by industrial-level negotiations. Fifth, labor and management should

try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Labor and

management should participate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on the basis

of cooperation.

If a labor union has a positive practice for a new paradigm of labor

movement as above and recognition about a labor union is changed,

industrial relations will realize more developmental relation.

Key Words : new paradigm of Korea labor movement, unionism in

the side of social reform, service function of a labor

union, develop human resource i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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