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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적 자본이론과 관련 연구를 활용해 살
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
적 자본의 부족이 민주주의 결핍을 야기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만들고,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키우
고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노동운동은 학연․지연
등에 의한 결속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두었고 교육은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
화하였으며, 기업 또한 가족경영의 특성상 연결 사회적 자본이 취약해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를 해소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지역주
의에서 탈피하도록 정치와 선거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줄이며, 재산권 보호와
사법구조 확립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만들고, 취
약계층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보완하도록 노동시장의 매개기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도록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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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국가의 번영과 쇠퇴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은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제
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North, 1990; Acemoglu et al., 2005). 현재의 국민소득 등 각국
의 경제성과도 선거는 물론 부패와 사회갈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변수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Alesina et al., 1996; Kaplan & Akcoraoglu, 2017).1)
경제성장에서 자본, 노동, 기술 등 경제적 요인은 근접 원인(proximate causes)인 반면, 제
도 등 비경제적 요인은 근본 원인(fundamental causes)으로 작용한다(Acemoglu et al.,

2005). 제도는 공식적인 법이나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주체들의 의식이나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를 포함한다. 거래 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국가의
경제적 후진성은 원인이 신뢰의 부족에 있다(Arrow, 1974). 경제학은 비공식적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관행의 형성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지만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제기한 사회적 자본이론에 자극을 받아, 연구 범위를 넓히고 개인이나 집단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협력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Dasgupta, 2005).
한국은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고도경제성장
을 촉진했지만(Rodrik, 2000) 신뢰의 부족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
가되었다(Fukuyama, 1996).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비교분석
해보면, 민주화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단계
에서는 경제성장에 민주주의가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사회적 자본 등 제도적 특징에 따라
다르다(Barro, 1999).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은 특이한 양
상을 보인다. 한국은 민주화이후 정치사회불안이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우천식․김태종, 2007; 이병기, 2009; 현대경제연구원, 2014;

OECD, 2016c). 이탈리아의 북쪽과 남쪽의 차이처럼 한 국가라도 지역에 따라 경제발전이
서로 다른 이유나(Putnam, 1993), 한 지역이라도 학교, 가족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Coleman, 1988)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족이나 학교 등의 인연에 따라 공동체 내부를 묶는 결속 사회적 자본은 과잉인 반면,
외부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은 쇠퇴의 길을
1) 정치사회 불안에 대한 변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정권의 붕괴를 변수로 잡아 113개국을 대상으로
1950-1982년의 32년 기간을 분석한 연구는 정치사회 불안이 성장을 후퇴시켰고(Alesina et al., 1996),
최근 연구로 정권 붕괴뿐 아니라 부패나 사회 내부 갈등 등의 변수를 추가해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4-2012년 panel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Kaplan & Akcoraogl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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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었다(Fukuyama, 1996).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제도가 비공식적인 제도와 괴리되면, 사회적 경
직성(Olson, 1982)이나 민주주의 결핍(Norris, 2011) 문제가 발생한다.2) 민주주의는 차별
과 배제를 지양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민주주의
가 법질서와 집행의 관행을 공정하게 만들고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에 신뢰가 스며들어 비
공식적인 제도로서 사회적 자본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되지만(Ljunge,

2014), 그렇지 못할 때 정부는 신뢰 형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Rothstein & Stolle,
2002). 이러한 문제는 구직과 구인 등 상호작용이 활발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술혁신이 빨라지면서 고용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기술과 조직
혁신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이 불안해지자,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주목을 끌게 되었다(Borghans et al., 2006). 사회적 자본이 노
동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고용이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반면, 조직이론 측면에서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차이로 지칭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연구가 쌓여왔다(Reich et al., 1973; Rueda,

2006; Hudson, 2007; Hense, 2017).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야기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신뢰나 네
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와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0). 유럽 국가이지만 사회적 자본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북부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압력을 고용보호법의 강화보다 노사 당사자들의 의식 및
관행 변화 즉 비공식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화로 극복했다(Algan &

Cahuc, 2006). 공식적인 고용보호법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사회적 자본에 따
라 달라진다(Rueda, 2006; Hense, 2017). 고용보호법제도가 북부 유럽에 비해 강화되어 있
는 반면, 결속 사회적 자본에 치우친 남부 유럽은 비정규직 활용이 오히려 높고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는 더 심각하다(Barbieri and Cutuli, 2016).
고용보호법제도의 강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은 한국의 경우에
도 유효하다(Yun, 2009; Kim, 2010). 그러나 한국은 특이하게도 다른 OECD국가들과 비
교할 때, 고용보호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각하다(김
승원, 2015).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가 겹쳐있다.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질서가 크게 바뀌면서 대기업과 중
2)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말 유럽공동체 운동의 논리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민주주의 조직이나 제도 특히 정부의 역할이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
다(Norr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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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생산물시장의 충격은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중첩시켰다(김태기, 2016).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경제학적 특징이 강하다. 지역주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을 격
화시키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 활동을 키웠지만, 한편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힘이 있는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Jung &

Sung, 2012). 또한 경제민주화 등으로 소득재분배 요구가 커지면서 경제와 복지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제도가 대거 도입되었다(양금승, 2016). 한국은 민주
주의가 공식적인 제도차원에서는 공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기
에 처해 있다.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의 삶의 질이 낮고, 사회적 유대는 OECD국
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17).
본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에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이론과 실증 분석 결과를 활용해 밝히고 노동제도의 재설계
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적 자본
의 부족이 노동제도의 왜곡을 야기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공동체 전체를 규율하는 공식적
인 제도의 변화 압력을 외생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노동시장 당사자의 행태와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비공식적인 제도의 변화 압력을 내생적 요인으로 보고 분석한다. 제도 변화의
주된 압력인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사회적 자본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 이유를 조사한다. 본 논문은 첫째, 기술혁신과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
해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사회적 자본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악화되고 둘째,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득재분배정책의 강화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 셋째, 노동계의 정책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촉진만으로 노동
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론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
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 원인이 아닌 근접 원인을 규명하는데 치우쳤고 둘째, 노동
제도가 복잡해지고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하며 셋째, 당사
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
구가 부족한 상황을 보완한다. 노동경제학계로 좁혀 보면 첫째, 기술변화와 세계화는 공통
적인 압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노동시장의 특징이 차이가 크고 성과가 다르지만
이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Borghans et al., 2006)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악화된 원인을 경제적 변수에서 찾는 연구는 많았지만 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
구가 부족했고(Hudson, 2007) 셋째, 노동시장은 의식 및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의 역할
이 큰데 비해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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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이론 관점에서 민주화가 노동
을 포함한 경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민주화가 공식적인 제도로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야기하는 속성에다 결속 사회적 자본에 치우친 특징이 더해져 신뢰의 저
하가 야기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을 조사한다. 제Ⅲ장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차이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조사한다. 제Ⅳ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자본
이 조직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거래관계와 구인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다. 한국의 기업과 노조가 모두 결속 사회적 자본에 치우침에 따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된 문제를 조사한다. 제Ⅴ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
법과 노동제도의 재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사회적 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Ⅱ. 사회적 자본과 경제제도의 왜곡
1. 비공식적 공동체적 제도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형성
거의 모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신뢰는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Arrow, 1974). 신뢰는 노동력의 활용을 제고하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며 노동시장 균
형을 상향 이동시킨다(Bénabou, 2000).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신뢰의 역할을 거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연구로 확대하고 제도의 연원을 설명하는데 기여한다(Dasgupta, 2005). 그러
나 주류 경제학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가 연구
자들 사이에서 다르고 측정과 방법론 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Sobe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의 생성과 소멸이나 효율성 등을 설명하는데 활용한다(Acemoglu

et al., 2005).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비공식적인 제도를 형성하고 법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의 도입과 작동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비공식적인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며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바뀌지만, 공식적인
제도는 신뢰의 부족에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지각의 왜곡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
도,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방하기 어렵다(North, 1990).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 제도를 형성하면서 경제성장과 소득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변수로서 작용한다. 혁신과 같은 생산적 활동에 자원이 많이 투입되

6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1호

게 만드는 제도를 가진 국가는 흥했지만, 지대추구나 범죄와 같은 비생산적 활동에 많이
투입되도록 만드는 제도를 유지한 국가는 쇠했다(Baumol, 1990).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만
드는 동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에 있고, 인적자본과 조직의
혁신이나 소득의 분배도 자본 및 노동의 투입과 보상을 좌우하는 인센티브제도에 따라 달
랐다(Acemoglu et al., 2005).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기적’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의 투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과 정보교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Stiglitz, 1996).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
하고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혁신에도 앞선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발전에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Josten, 2013).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반드시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데 기여하지는 않는다(Jordan & Maloney,

2007). 또한 민주주의가 항상 경제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Barro, 1999),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시민사회의 의식이 높은 나
라일수록 경제혁신의 기회는 높게 인식하고 위험은 낮게 인식한다(Woolcock, 2001).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그 역할이 줄어든 반면, 학교, 기업, 정부 등의 역할이 커졌다(Putnam, 1993). 시
장과 정부의 확대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제도화된 기구가 비 제도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대체하게 만들었다(Jordan & Maloney, 2007). 제도화된 사회적 자본이 교육, 복지,
노동시장 등의 발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지는 못했다. 사회적 자본이 가장 풍부한 국가로 평가받는 북부 유럽 국가도 정부에 의
한 사회복지의 확대가 수혜요건과 자격 등 상호성의 원리와 상충하는 문제를 앉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다만 현장 공무원의 태도가 복지에
대한 신뢰와 복지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Kumlim 2005).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
대가 노동조합에 의한 사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체해, 정부가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함
으로써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흔들렸다(Neumann & Rissman, 1984).
인적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인적관리제도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기업의 역할을 키우고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감소를 보완했지만(Bartolini &

Bonatti, 2008) 그 혜택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못했다(Krebs, 2008).

2.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결속 사회적 자본과 연결 사회적 자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제도화된 기구의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도 커졌지만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양면성을 보였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인 행동의 효과와 정치적 책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로비와 지대추구행위를 촉진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치경제학: 사회적 자본 이론의 활용(김태기)

7

는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익집단에 돌아가게 만든다

(Emily & Storr, 2011). 사회적 자본은 혈연이나 학연 지연과 같이 공동체 내부를 묶는 결
속 사회적 자본과 시민단체나 동호인 활동 등 이질적인 사람이나 공동체와의 관계를 끌어
내는 연결 사회적 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Putnam, 2000), 결속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내부에는 신뢰와 포용으로 응집력을 키우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배제와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형성은 문화나 사회 환경은 물론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다
르다. 결속 사회적 자본이 선진국에서는 부패를 야기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사회적 의무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연결 사회적 자본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참여에 속하
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집단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다(Dasgupta,

2005). 정치 환경은 결속 사회적 자본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
갈등을 겪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정치적 경쟁이 격화되면 결속 사회적 자본이 강화된
반면, 정치적 안정은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웠다(Leonard, 2004).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신뢰는 경제성장
과 소득평등에 뚜렷하게 기여하지만, 혈연․학연 등 결속 사회적 자본은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명확하게 작용하고, 연결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도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분명
하지 않다(Knack & Keefer, 1997).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은 집단의 폐쇄성을 야기하고
제도를 왜곡시킨다. 아이디어, 정보, 자원의 순환과 공유를 어렵게 만들어 혁신을 저해하
고,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 집단 간의 힘의 차이를 키우고 집단을 분리시킨다(Woolcock,

2001). 가족 빼고 믿지 않는 라틴아메리카나 중국처럼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는 결속 사회
적 자본의 과잉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빈부격차를 키운다(Fukuyama, 2002).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이익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민단
체의 활동이 정치 참여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키지만,
시민단체의 배타성은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연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저해해 민
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Putnam, 2000).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결속 사회적 자본에 기반
한데다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확대된다. 일반 유권자의 정보는 제한적인데, 이익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영향력을 키운다(Olson, 1982). 정보통신기술 발전도 일반
유권자의 영향력을 키우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인터넷 사용이 사
회적 자본을 늘리는데 기여하지만, 가상 네트워크는 사회적 유대감을 저하시키고 온라인
상에서 사회참여는 신뢰를 저하시키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견제하기 어렵다

(Sabatini, 2014).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은 과잉인 반면, 연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저 신뢰국가로 평
가되었지만(Fukuyama, 1996), 외환 위기처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단합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은 민주주의 제도를 왜곡시키고 경제성장 정체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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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불안을 자극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속 사회적 자본은 갈등
을 부추기고 연결 사회적 자본은 갈등을 억제한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통합 지향적인 반면, 특정 정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갈등 지향적이고, 폐쇄적 연줄
망을 활용하는 사람은 갈등 지향적이다(장용석 외, 2009). 한국은 민주화가 시민사회를 급
성장시켰지만 신뢰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했다. 단체 활동은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
진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정치 참여의 목적을 특정 후보나 정당의 승리에 두었고,
이는 정치 부패를 야기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Kim, 2005), 정책의 공정성
에 인식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Jung & Seo, 2012). 한국 사람은 공식적
인 단체보다 비공식적인 단체 활동이 많으며, 단체 활동도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에 입각하기 때문에 연결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기 어렵고(Park & Shin,
2005), 정치 참여활동도 정식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내는 등 확고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를 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익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키웠
다(Lee and Glasure, 2007).
한국은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실패했다. 학연 등에 기초한 지역주
의는 동창회나 향우회 등으로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켰고 정당 활동은 물론 시민단체
와 노동조합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주도세력이 같은
학교, 지역, 교회출신이라는 점에서 결속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두었다고 평가된다

(Coleman, 1988).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이어진다. 한국은 개인이 단
체에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결속 사회적
자본이 작용할수록 지역주의 태도가 강해지는 반면, 연결 사회적 자본이 작용할수록 지역
주의 태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이현우 외, 2011).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평등
주의에 대한 요구를 키웠다(Choi, 2013).

3. 사회적 자본과 규제의 악순환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
하시킨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요구로 나타난다. 유
권자는 고실업이나 소득불평등 등 경제성과의 부진에 대해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
인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하면 정치와 규제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에 대한 신뢰 부족은 규제의 강화로 나타난다(Aghion, et al., 2010). 뿐만 아니라 저 신뢰
국가일수록 경제 불황을 정치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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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낮은 국가일수록 경제 불황이 정권교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작다(Nunn et al., 2018). 이러한 관계를 노동시장에 한정해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빈번한 정권 교체나 정치 양극화 등 정치적 불안정은 노
동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나타난다(Lucifora & Moriconi, 2012).
소득불평등은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의 변화는 물론 소득재분배나
규제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
키고 중산층의 공감대는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소득불평등은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
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키며, 정치적 불안정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
각을 키워 실제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킨다(Josten, 2013). 미국
에 비해 유럽은 소득평등을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올라갔다(Bénabou, 2000). 과도한 평등주의
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자유시장체제의 경기변동
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수준, 즉 사회적 자본에 좌우된다. 유럽의 경우 엘리트가
중심이 된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현실과 괴리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거래와 혁신 활동을 위축시키
고 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Berggen & Jodahl, 2006).
국가나 사회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직결된다. 시장에 대한 규
제 강화 요구는 시민사회의 정부와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지만 불신은 규제를 강화
시키고 규제의 강화는 불신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일으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은 저하된
다(Woolcock & Narayan, 2000). 정부의 규제와 신뢰는 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할 뿐 아
니라 신뢰가 낮은 국가는 정부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도 정부가 시장에 보다 많이 개입
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Aghion et al., 2010). 유럽은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기
업의 혁신 활동은 물론 노동력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키우며 정
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각국마다 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다(Berger &

Danninger, 2005).
한국도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규제의 강화가 악순환하고 있다. 한국은 생산물시장의 규
제가 OECD국가 중에서 4번째로 많고(OECD, 2016a) 생산물시장의 규제개혁효과는 폴란
드 다음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McGowan & Andrews, 2015). 그러나 규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양금승, 2016).3) 이렇게 된 이유는 외환위기가 정부에 대
3) 국회의 법안 발의가 1980년대 평균 400건에서 1990년대에 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가 외환위기의 영
향으로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0년대에는 무려 15,000건이나 되었다. 19대 국회
(2012-2016)의 경우 통과된 2,793개 법률 중에서 874개가 규제 법률이며 이중 703개는 경제 규제 법
률이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완화 및 폐지보다 2.6배 많다(양금승, 2016).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1호

10

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데 있다(우천식․김태종, 2007; 현대경제연구원, 2014). 외환위기
이후 소득재분배와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지역주의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만
족도를 오히려 저하시켰고(Kang, 2015), 소득재분배와 복지제도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확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오히려 악화시켰다(Yun, 2009). 한국은 정치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정의에 관한 가치시스템이 왜곡되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크다. OECD 19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있어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용인이 낮아 신뢰와 협력이 저조하다(Choi, 2013).

Ⅲ.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차이
1.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본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자본은 노동시장 성과와 고용정책에 변수로 작용
한다. 신뢰와 규범의 수준이 높고 연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다(Knack & Keefer, 1997). 이러한 특징은 각국의 노동제도에 큰 영
향을 미친다. 노사의 신뢰가 높은 북부 유럽 국가는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적인 특징을 보이
는 반면, 남부 유럽처럼 신뢰가 낮은 국가는 노동시장이 단절된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장
이 유연안정화 된 특징을 보이는 국가는 고용율과 생산성이 모두 높다(Algan & Cahuc,

2014). 고용보호와 실업급여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작용하며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적인
국가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고용보호를 요구하기보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제도 강화를 선택
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단절된 국가는 엄격한 고용보호를 선택해 고용율과 생산성이 떨어
지고 단절이 악화된다(Algan & Cahuc, 2006). 신뢰가 낮은 국가는 고용정책이 사회적 자
본이 부족한 취약 계층보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노동조합
이 강한 사회민주주의국가는 노동시장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단절된다. 고용이 안정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인사이더는 고용보호정책에 역점을 두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웃사이더는 재정지원에 의한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인사이더에 대한 고
용보호의 효과는 아웃사이더의 고용기회를 줄여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다

(Rueda, 2006).
노동시장 참여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도 사회적 자본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근로자의
인적 네트워크 차이는 노동시장 참여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인종과 성에 따라 노동시
장참여율이 달리진다(Aguilera, 2002).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근로자는 변화에 대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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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다. 기술과 조직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대인관계 스킬 등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진다. 미국의 경우 여성과 흑인은 모두 차별금지정책의 소수자에 속하지만 1970년대 후
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임금상승에 있어서 여성은 빨랐던 반면, 흑인은 느렸던 이유는
대인관계 스킬의 차이에 있었다(Borghaus et al., 2006). 기업의 고용관행은 근로자의 네트
워크를 촉진하거나 또는 위축시키지만 핵심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Leana &

Van Buren Ⅲ, 1999). 고용형태가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데 불리한 근로자는 이동성이 떨
어지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수한다. 이태리에서 사용자가 세금과 사회보험분담금을 회
피하기 위해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신고 근로자의 문제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Arezzo, 2014).
한국도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신뢰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참여율이 높다(Kim, 2015).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인 비정규직은 인사이더인 정규직으로 이동이 단절
되어 있다(남재량․김태기, 2000). 외환위기 이후 고용위험이 올라가자 대기업 정규직 근
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고용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는 외주나 하청을 늘리고,
정부는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사정의 정치경제적 담합은 한국의 노
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Kim, 2010). 기회 평등에 대한 불신은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은 삶의 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회 불평등은 부정적 영향이 뚜렷
한데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층과 민주화세대가 강하다(조동현․권혁용, 2016). 학교를 다
니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높고 고학
력자의 비중도 커서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김희삼, 2015).

2. 기술변화와 근로자의 인적 네트워크
지식경제시대가 되면서 임금소득의 격차를 근로자의 인적자본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 노동제도와 근로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변수가 되며 인적 네트워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내생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정보에 접근, 자원에 대한 접근,
후견인의 활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로자의 캐리어를 좌우한다(Seibert et al., 2001).
기술 변화는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수반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상호 작
용을 활발하게 만들어, 임금고용 결정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키운다(Kochan &

Litwin, 2011). 인적 네트워크는 근로자의 직장 탐색활동 비용을 줄이고 특히 캐리어 개발
에 도움을 주며 임금소득 등 금전적인 효과보다 업무배치 등 비금전적인 효과가 크다

(Franzen & Hangartner, 2006). 지식경제시대가 되면서 근로자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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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 영국의 방송 산업 프리랜서 근로자들은 자신
의 장점을 브랜드화 하고 다른 근로자와 경쟁과 협력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인적 네트워크
를 필요에 따라 개방적으로 또는 폐쇄적으로 만든다(Antcliff et al., 2007). 사용자 또한
근로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핵심 자산으로 본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데 활용할 뿐 아니라 거래관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등을 하
는데 필요한 자산으로 본다(Fernandez et al., 2008).
근로자나 사용자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만 인적 속성
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 사회
적 자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많으며 연령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Lin, 2000). 또한 사회적 자본 중에서 혈연이나
학연에 의한 결속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도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구직활동에서 친지
에 대한 의존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독신자보다 기혼자가 크다(Lin, 2000). 이민 근
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보다 백인과 아시아인이 상대
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시아인이 백인보다 노동시장의 성과가 높은 것도 결속 사회적 자본
의 효과에 기인한다(Tegene, 2015).
한국은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근로자의 구직부터 승진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Yee, 2015). 한국은 근로
자가 취업하는데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고, 남성 근로자는
여성보다 인적 네트워크가 뚜렷하게 넓다. 인적 네트워크의 효과는 경력직이 생애 첫 취업
자보다 훨씬 높아 사회적 자본이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더 커진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소개나 추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공개 채용
비율은 매우 낮으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소개나 추천 등 연고채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1%에 지나지 않는다(김영철, 2010).

3. 교육과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형성
교육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사회 참여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학교와 기업의 관계나 수업 방식 등 교육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Coleman, 1988; Helliwell & Putnam, 1999). 학교는 제도적인 사회적 자본을 제공함으로
써 학생의 개인적인 사회적 자본 부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학교가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관계를 활용해 학생의 취업을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학생에게 제도적
인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청년 니트(NEET)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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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inton, 2000). 학생이 일방적으로 교사의 강의를 듣는 수직적 수업은 신뢰와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 등 수평적 수업은 사회적 숙련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프랑스는 수직적 수업방식이 신뢰와 협력을 쌓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청년(NEET) 비율이 올라가도록 만들었다(Algan et al., 2012).
한국도 사회적 자본 형성에 교육의 역할이 크지만(김안국, 2013), 교육수준의 향상은 연
결 사회적보다 결속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학교의 수업 방식이
수직적이고 암기식인데다가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일류 대학 합격에 매달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일류 대학 졸업을 통해서 얻는 제도적인
사회적 자본이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얻는 개인적인 사회적 자본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
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Lee & Brinton, 1996). 한국은 학생들의 교육 성취가 가족의 사
회적 자본에 영향을 받고, 학군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받으며(An, 2015),
외고와 일반고를 비교하면 외고가 일반고보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유리하다(Kim and

Kim, 2013). 한국은 교육이 결속 사회적 자본을 키우기 때문에 교육수준 향상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OECD, 2016b).
한국은 교육수준의 향상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실제보다 커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
용했다(Choi, 2013).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실제 임금과의 차이
는 커지면서 노동시장의 참여 의사가 감소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은 커지게 된다. 학력이
높은 계층이 진보적이고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정치 성향을 진
보적으로 만든다(Kanazawa, 2010).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교육수준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다르다(Lee & Glasure, 2007). 교육수
준이 높은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 연령층에 비해 진보적이고 정부에 대한 신
뢰가 낮다(Arita, 2003). 한국은 젊은 계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정책에 대한 불
신과 민주주의 결핍을 크게 느끼고(Yun & Min, 2012), 정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젊은 세대는 50세 이상에 비해 훨씬 높다(OECD, 2016c).

Ⅳ.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과 사회적 자본
1. 노사관계와 사회적 자본
노사의 신뢰에 따라 노사관계는 대립적이거나 협력적으로 나누어지고, 단체교섭의 효율
성 등 노사관계의 수준도 달라진다(Walton & McKersie, 1991). 사업체 차원에서 보면 노
동조합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기업은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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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활발하고 생산성도 높다(Black & Lynch, 2001).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리
더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고 실업률이 낮으며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다(Aghion et al., 2011). 노사의 신뢰는 진화의 과정을 밟는다. 노동조합이나 기
업의 규범은 파업의 발생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큰 노동조합이나
파업을 경험한 노동조합일수록 파업의 발생 성향이 낮다(Reder & Neumann, 1980). 노동
조합 네트워크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 네트워크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지만 폐쇄 네트워크는
방해한다(Cook, 2005). 지식경제가 되면서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
기업을 전제한 노사의 계약은 한계가 커지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재취업 등을 위한
전문직 협회나 인력개발회사 등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해진다(Kochan & Litwin,

2011).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수록 노사의 신뢰가 저하된다. 분배적 노사관계
는 노동조합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노사의 신뢰를 약화시켜 정부가 개입을 강화하게 만든
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근로자들이 노사관계에서 협력을 할 가능성을 몰아내는 구축효
과가 있기 때문에 노사의 신뢰 저하와 정부의 개입 강화는 악순환한다. 정부의 개입에 의
한 구축효과는 노사관계를 신뢰에 의한 좋은 균형(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사관계가 협력적)
대신에, 불신에 의한 나쁜 균형(노조 조직률이 낮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을 초래한다

(Aghion et al., 2011). 사회적 자본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집단적 능력
을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노사정의 신뢰와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특수한 상황
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합의의 효과는 작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정책은 상호성의
원리 때문에 노사의 신뢰 형성 노력을 후퇴시킨다. 사회적 합의 노력은 집단의 규모가 작
은 특정 부문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국가 차원
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Betts, 1998). 사회적 대화의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다. 일본은 정
부와 노사의 사회적 연대가 강하지만 노동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었다(Broadbent, 2000).
한국은 민주화운동이 노동운동을 촉발했다. 이러한 특징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자본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Lee & Glasure, 2007). 민주화운동이 결속 사회적 자본에 의존한
바가 크듯이, 노동조합도 그랬으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내부 결속 성향이 더욱 뚜렷해졌
다. 노동조합의 파업성향이 낮아졌지만 노사관계에 파급효과가 큰 일부 사업체는 높은 파
업성향을 유지했는데 사용자는 물론 외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폐쇄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뢰와 파업의 발생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한국은 근로자의 경영자에 대
한 신뢰가 경영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보다 파업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Kim

& Kim, 2012). 노사의 신뢰와 노동조합의 폐쇄성은 변화와 개방적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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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센 경우 기술혁신과 노동조합의 유무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김동배․이
인제, 2007).

2. 기업 경영과 사회적 자본
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기술혁신은 물론 고용이나 임금 결정 관행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
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이나 전파는 네트워크와 같은 연결 사회적 자본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기술혁신과 연결 사회적 자본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Cooke & Willis, 1999). 중소기업은 성장의 단계에 따라 사회적 자본
중에서 어떤 요소가 보다 더 중요한가는 다르지만 특히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일수록 네
트워크의 중요성이 더 크다(Partnen et al., 2008).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인적 자본과 사회
적 자본이 거래나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Davidsson & Benson,

2003).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의 성격에 따라 국제화의 방향이
다르다(Zhang et al., 2012).
조직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다른 조직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밀도가 높다(Nahapiet & Ghoshal, 1998). 기업은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내부 뿐 아
니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어떤 그룹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좋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근로
자만 승진이 잘 되고 실적이 올라간다(Krebs, 200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업무 규범의 확립 등 조직의 사회적 자본은 근속기간과 생산성 등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이 안정된 기업은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반면, 고용
이 불안한 기업은 억제한다(Leana & van Buren Ⅲ, 1999). 삶의 질은 소득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직장생활의 질은 신뢰와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Helliwell

& Wang, 2011). 근로자의 관리자에 대한 신뢰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증가하면 임금소득이 30% 증가함으로써 행복이 올라가는 만큼의 효
과를 보인다(Helliwell et al., 2009).
한국도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자본 형
성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재벌체제로 묶여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고, 중소기업 또한 가족경영에 의존해 연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미약하다. 대기업은
재벌체제의 한계를 계열기업간의 분업과 협력 그리고 전문 경영인의 활용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외부의 다른 기업과 제휴나 협력을 기피하는 특성을 보인다(김태기, 2016).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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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를 높이고(윤현덕 외, 2012),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매개자가
뒷받침되면 정보탐색 비용과 외부 자원의 활용 및 협력 비용이 줄어 개방형 혁신이 촉진
되지만(Lee et al., 2010), 기업의 폐쇄성이 혁신활동을 저해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나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개방형 혁신이 저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악화된다. 중소기업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네트워크와 클러스터의 활용도 미
약해 혁신이 부진하다(이규용 외, 2014).

3. 노동운동과 사회적 자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다

(Putnam, 1993).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가입률이 올라가고 노동조합의 기회주의
적 행동은 가입률을 떨어뜨린다(Olson, 1965). 노동조합 가입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산업구
조와 고용형태 변화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노동조합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해 노동조합의 상호부조원리가 흔들리게 되어 사회적 자본 형성 기능이 저하된데 있
다(Neumann & Rissman, 1984).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식경제가 됨에 따라 노동조
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지만 부응하지 못한데 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
는 노동조합이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Cook, 2005).
쇠퇴하는 노동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노동조합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새로운 노선을
찾고 있다. 노동조합도 네트워크를 개방해 사회적 교환과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나서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기반 노동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실용
적인 서비스 노동조합과 전투적인 조직 노동조합의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 노동조합을 지
향하자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네
트워크를 개방하고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도와주고 노동운동도 회생할 수 있
다고 본다(Jarley, 2005). 실제로 영국의 영상산업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이 가
진 기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도
와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에 효과적이었다(Saundry et al., 2012).
한국의 노동운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와의 외부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었고 대
기업․정규직에 기울어진 편향성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조직 기반을 결속 사회적 자본에
두었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학연과 지연에 있다(박기성․박덕
제, 1990). 노동운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공공갈등에 깊이 개입했다. 이는 노
동조합 조직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과 사회복지의 강화를 끌
어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대기업․정규직에게 고용보호와 임금인상으로
돌아갔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배제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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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퇴하였다. 한국은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결속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크게 미쳐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사법구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은 정파적이고 과격한 특징을 보였다. 공공갈등에 대한 개입은 보수 정부보
다 진보 정부에서 더 활발하고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개입하면 갈등을 해결하는데 433일
정도 더 걸렸다(임재형, 2016).

Ⅴ. 결 론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의 과잉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 등 경제 질서의 변화가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지
만 신뢰가 높은 북부 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로 대응한 반면, 신뢰가 낮은 한국은
고용보호 등 노동 규제 강화로 대응했다. 한국은 결속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정치는 규제 강화의 압력을 받았고, 정부의 노동
시장에 대한 개입 확대는 노사의 신뢰 축적과 연결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장애가 되었다.
교육이 입시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 의존하면서 학연에 의한 결속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취업이 인적 네트워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 사
회적 자본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드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에다 노동운동이 결속 사회적 자본에 힘입은 민주화운동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이
더해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해 대립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는 긴밀했다. 반면, 일
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어서 노동운동의 대기업․정규직으로의 편향성을 키웠고,
임금인상과 고용보호강화는 인사이더․아웃사이더문제를 일으켜 노동조합 조직율의 감소
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가족경영의 특성이
강해 연결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대중소기업의 협력은 물론 산학연 협력이
어렵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네트워크가 취약해 혁신과 생산성향상이
저조해 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압력이 커졌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
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개입은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밀어내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도록 노동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동체 전체를 규율하는 정부의 규제와 노사 당사자의 계약을 규율하는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결속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줄이고 연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넘치
기 때문에, 신뢰를 증진한다고 결속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도록 만드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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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cook, 1998). 규제는 줄이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은 높여 신뢰와 규범이 확립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자의적인 행동과 이해관계 집단의 지대추구 행동을
억제하는 반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표성을 제고해 정책에 대
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공식적인 제도가 당사자들의 계약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데 기
여하는 경우 신뢰와 규범이 강화된다(Knack & Keefer, 1997). 특히 사법구조의 확립과 재
산권의 보호는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가장 크고, 친지는 물론 낯선 사람과의 접촉과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킨다(Berggen & Jodahl, 2006). 공동체를 규율하는 공식적인 제도
가 기업규모나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
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적 제도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좋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억제한다(Agénor & Dinh, 2015).
공식적인 제도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를 만드는데도 영향이 큰 민주주의가 지역주의
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사회적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역할
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다(Leonard, 2004).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지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사회
적 합의로 노사불신과 노동시장 위기를 극복한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네덜란드는,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사회적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강화하는 노력을 벌였다

(Butter, 2005).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은 좋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시너지를 키운다(Woolcock & Narayan, 2000).
시민단체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정파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면 단체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도 저하시키지만 수평적인 단체도 폐쇄적이면 사회적 자본 형
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반드시 좋은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과잉이 민주주의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기구에 대한 감독
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Fukuyama, 2002).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좋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당사자의 시장과 제도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 결속 사회적 자본
은 노동시장의 정보 공유와 전파를 방해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
킨다.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노동시장 상황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달라지고, 좋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근로자는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고 취
업에 적극적이다(Brentson et al., 2006). 사람들은 시장기능을 중시하지만 시장이 만든 결
과보다 평등한 것을 원하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인 지각이 시장에 대한 신뢰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Lane, 1986).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시장의 작동 결과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보다 중요한 잣대가 된다(Feldman, 2003). 따라서 정부는 현실에 맞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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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리화하고 정부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할도 바꾸어야 한다. 노사가 직
접 대면하는 현장 공무원이, 권위적인 자세로 감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Kumlin, 2005; Rothstein & Stolle, 2008).
사회적 자본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
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문화적 뿌리와 관련이 있고 기술변화에 따라 그 속성도
변한다. 사회적 자본을 늘리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경
계해야 한다(Woolcock, 2001).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가 아닌 외부효과가 큰 사유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요소인 만큼 거시적인 정책보다 미시적인 정책이 더 중요하다

(Fukuyama, 2002). 학교나 기업은 물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신뢰를 촉진한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도 경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인적자
본과 조직혁신 투자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보완하고(Bartolini & Bonatti, 2008) 노동조
합이 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의 근로자일수록
제도적 사회적 자본의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Jarley, 2005; Saundry et al, 2012). 그렇
다고 비제도적인 시민단체가 이것을 보완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인력개발회사 등 전문
성을 가진 노동시장에서의 외부 매개자를 키워 취약 근로자의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한다(Kochan & Litw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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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Labor Market Duality: The Application of
Social Capital Theories
Kim Tai Gi
This paper examines how social capital has affected labor market practices as well as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and suggests how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bor
markets by utilizing social capital theories and related evidences. The excess of bond
social capital and the shortage of bridge social capital have brought about democratic
deficit resulting in excessive regulations. These regulations worked as an exogenous factor
for labor market duality which makes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akened as well as lowers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oth labor movement and education have worked as an endogenous factor
to deteriorate labor market duality. The former has been based on bond social capital
coming from school and regional ties lik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latter has worked
toward fostering bond social capital so as to make workers’ job search more dependent
on school ties. In order to reduce labor market duality,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electoral institutions relived from regionalism and deregulate labor markets so as to
establish property right and jurisdictional structure and rais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labor unions and civil associations.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toward raising bridge social capital. Labor market intermediaries need to be raised so as
to support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industry needs
to be activate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e same reasons.
Keywords : labor market duality, social capital, political economy, labor movement,
democrat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