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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집단재 형성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중구 인쇄업과 광양 플랜트건설업 비교 우 상 범*

전 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이 하락하고 있고 노조는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전
략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는 3%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제 노동자 혹은 노조는 사용자와 대립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노사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사관계의 전략적
협력모델로서 노사 공동의 집단재 형성에 주목한다. 즉 노사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집단재를 형성하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노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서울 중구 인쇄업과 광양 플랜트건
설 사례를 비교하여 보이려고 한다.
분석 결과 두 업종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 원하청구조 속에서 상호의존
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는 서로 달랐다. 먼저 인쇄 노사는
원하청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의존성 인식이 낮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노사가 개별적으로 집단재를 형성함에 따라 지
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는 강력한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노사가 발주처 및 원청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정책
을 협력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체교섭, 숙련체계 형성, 산업안전
등에서 공동의 집단재를 지속적으로 형성했다. 두 노사의 차이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재 인쇄업 노조는 존폐 위기에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했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
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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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Kochan &

Katz, 2004).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23.5%), 일
본(17.3%), 독일(17%), 호주(14.5%), 미국(10.7%)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
률은 10.3%이며 이는 OECD 평균 노조 조직률 29.1%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1987년 노
동자대투쟁 당시 19.8%이던 노조조직률은 30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고 심지어

2009년에는 9.8%로 한 자리수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노조조직
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Kochan and Katz(2004)는 노조 하락 원인을 첫
째 경제 구조와 노동력 변화, 둘째 경영자에 의한 노조 회피 전략, 셋째 HRM 등의 사용자
의 인사 관행 개발, 넷째 친 사용자 중심의 정부 개입 증가, 다섯째 개인주의 성향으로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 변화, 여섯째 노조 내부의 비민주성 문제, 마지막으로 어려워진 노
조 조직 선거 제도 때문으로 분석했다(우상범․임상훈, 2013). 권혜원(2014)은 첫째 노동
조합의 교섭 분권화 확산, 둘째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 이전 증가, 셋째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모호한 사용자성 확산, 마지막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변
화 등을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노조조직률 하락에 대응하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조 회복운동(union

renewal)(Fiorito, 2004)이나 노조의 재활성화(union revitalization)(Hamann & Kelly, 2003;
Hurd & Behrens, 2003; Frege & Kelly, 2003; Queux, 2010) 등 다양한 조직률 제고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조직
화 확대에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조직률 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수 년 동안 비정규직 조직률은 3% 미만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노동자 혹은 노조는 사용자와 대립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성
과를 달성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노사관계의 전략적 협력모델로서 노사 공동의 집단재 형성에 주목한다. 즉
노사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집단재를 형성하며 이는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밀착형 업종인
서울 중구 인쇄업과 광양 플랜트건설업을 비교 분석했다. 지역과 업종이 다른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업종이 비슷
한 환경 조건과 노사관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모두 원하청 도급구
조와 지역노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업종의 노사는 다른 성과를 보
여주었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서울 중구 인쇄노조는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집단재 형성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우상범)

31

시작됐지만 거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활동도 미약하며 현재 노조 존폐 위기에
있다. 반면 광양 플랜트건설 노조는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
에 조직되어 현재에도 여전히 조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 하
동, 여수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이 안정적인 업종(인쇄업)의 노
사관계가 그렇지 않은 업종(플랜트건설업)보다 불안정하거나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이 비슷한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했다. 첫째 사
례 비교연구이다. 사례연구는 현상 속에서 단 하나의 사례를 관찰하기 때문에 단일의 사례
를 통해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 하는
비교사례연구방법(comparative case study method)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Babbie,

2014). 사례 비교를 위해 두 업종의 노사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
터뷰는 플랜트건설 노사는 2016년 10월, 인쇄업 노사는 2017년 3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구체적인 인터뷰는 노조의 경우 전․현직 위원장과 사무국장, 사용자는 협회 사무국
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질문지는 사전에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방식을 채택했고 인터뷰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둘째
국내․외 논문, 세미나, 각종 언론 보도자료, 정부정책, 노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두 업종
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쇄업 노사관계 연구가 부족하여 언론보도나
정부정책은 인쇄업 노사관계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Dunlop, KKM,

Olson의 이론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Ⅲ장은 서울 중구 인쇄업과 광양 플랜트건설업
을 비교하여 노사의 전략적 선택, 집단재 형성 과정, 그로 인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제Ⅳ장은 본 논문이 주는 이론․실무적 시사점,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
제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노사의 전략적 선택론
Dunlop(1958)은 다양한 노사관계 이론들을 학술적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노사관계
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 이하 IRS)을 제시하였다. Dunlop은 IRS를 구성하는
환경-주체-제도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주었다. 첫째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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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환경 여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적 여건들은 노사관계 주체들이 규칙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체들은 노동자(노동조합), 사용자, 정부가
활동하며 특히 노사는 노사관계시스템의 과정, 구조, 성과를 결정한다(신수식 외, 2011).
셋째 규칙제정(establishment of rules)은 환경을 기반으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거나 규제
하는 산출물(outcome)이다. 노사에 의해 체결된 단체교섭이 주요한 규칙이 되며 이 과정에
서 노사정 주체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 따라서 Dunlop(1958)의 IRS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주체(노동자, 사용
자, 정부)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인 노사관계 규칙(단체교섭)을 형성한다(Kochan et al.,

1986). Dunlop의 IRS에서 노사정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Kochan, Katz and
McKersie(1986)이다(이하 KKM). KKM은 행위 주체들의 합의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노사
관계시스템으로는 역동적인 노사관계 측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IRS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태적 노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노사관계 주체들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중요한 변수로 살펴봤다. 이들에 따르면 환경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관행과 성과는
노조(노동자), 사용자(경영자), 그리고 정부(정책 입안자)의 가치관과 전략적 선택의 상호
작용에 의해 달성된다. 즉 노사관계 주체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 및 성
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행동을 선택한다(Kochan & Katz, 2004). 또한 KKM은 기업,
사업장, 작업장 수준에 따라 노사정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다르다고 보았
다. 먼저 상위단계인 기업수준에서 주로 장기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고, 둘째 중간단계인
사업장 수준에서는 단체교섭 및 인사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셋째 가장 하위단계인 작업장
수준에서 단체협약 이행이나 현장 근로자참가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처럼 Dunlop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노사관계의 전통적인 이론들을 환경-주체-성과(제도)로 노사관계시스
템을 체계화 했다면 KKM은 제도를 확립하는데 노사 주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보여줌으
로써 주체 역할의 중요성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작업장-사업장-기업수
준)에서 분석한 것처럼 KKM의 전략적 선택론이 거시적 수준(국가, 산별 혹은 지역수준)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노사의 집단재 형성론
정부가 제공하는 공동의 혜택 혹은 집단적 혜택을 우리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
른다. 특히 경제학(특히 재정학) 연구에서 공공재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
이다. 공공재(public goods), 공동재(common goods) 또는 집단재(collective goods)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원이 X1, X2, X3...Xn 등 N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 어떤 개인 Xi가 그것을 소비하면 그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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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용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편익의 비배타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을 가진다. 편익의 비배타성(non-excludability of benefits)은 구성원이 그것을 구
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의 소비에
서 그들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in consumption)은 한 사람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른 사람의 편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Olson, 1971; Holcombe, 1997)1).
집단재는 개인 단위나 조직 단독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집합적 자산이며 그 자산을 이룬
집단 구성원이 이를 이용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혼자 힘으로 창출할 수 없는 집단재를
형성하는데 참여하고자 집단에 소속되고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켜나가며 그 대가로
집단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Smith, 1992; Rheingold, 1993;
노상규․박정일, 2003). Olson(1971)에 따르면 집단재는 어떤 공동 목적 달성이나 공동 이
익 충족이 집단에 제공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기본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집단재는 조직재(organizational goods)가 된다. 또한 Olson(1971)은 노사관계에
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주요한 집합재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노
조는 지역 중심의 노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집단재를 형성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들은 희생과 비용을 투입해야 함을 지적한다. 결국, 노조뿐만 아니라 노사가 희생과
비용을 투입하여 형성한 단체교섭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정책과 협약서 등은 모두 집단재
가 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더 높은 임금, 더 짧은 근무시간, 더 나은 근로조건 등은 노동자들에

게 하나의 집단재와 같다. 또한 실질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유지하는데 희생과 비용이 따르
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조직이 지속되려면 많은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요 무기인 파업을 하려면 각 노동자는 사용주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때
까지 보통 자신들의 모든 소득을 포기(희생)해야 한다....(중략)...초기 노동조합들은 (사용자)적
대적인 환경에 직면하면서 타성(inertia)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소규모적이고 독립적인

1) 대부분의 경우 집단재와 공공재 개념이 상호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약
간의 차이가 있다(김욱, 1994). 집단재는 단지 편익의 비배타성(non-excludability of benefits)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공공재는 편익의 비배타성과 소비의 비경쟁성(non-rivalry in consumption) 두 가지 모
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노사가 형성한 재화에 대해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 혜택을 누리는 편익의
비배타성은 약한 반면 한 사람이 고용되면 다른 사람은 고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소비의 비경쟁
성은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노사가 만들어내는 재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집단재라고 할 수 있다. Olson(1971)도 노동조합이 달성한 재화는 개인의 이성과 능력만으로 수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보다는 집단재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사가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공재보다는 집단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장에서
는 집단재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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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로 조직하여 활동했다(Olson, 1971)”

그러나 Olson은 집합재를 노조가 파업을 통한 교섭력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노사가 공동으로 집단재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
본 논문은 Dunlop(1958)의 IRS를 발전시킨 KKM(1986)의 전략적 선택론과

Olson(1971)의 집단재 형성론을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했다. 기존 KKM 이론이 기업 내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춰 논의함으로써 지역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
기 위해 지역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전략적 협력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Olson은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 협약체결을 노조의 주요한 집단재로 보았지만 이윤분
배와 갈등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 이외에 노사 공동 성과들도 집단재이다. 노사는 지역 환
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공동의 집단재 성과를 형성할 때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환경(지역 및 업종특성, 숙련기술, 원하청구조, 노동시장)
속에서 노사는 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집단재를 형성하며, 그렇게 형성
된 집단재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처럼 환경-노사 주체의 전략
적 선택-성과(집단재 및 노사관계 형성)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분석틀은 KKM과 Olson
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노사의 전략적 선택, 집단재 형성 그리고 노사관계 분석
1. 업종 및 지역환경 특성 분석
인쇄는 일반적으로 원고에 따라 판을 만들고 여기에 잉크를 묻혀 압력을 가하여 종이
및 기타의 물체를 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법적 정의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
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
물인 매체에 한함)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인쇄업 공정은 원고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의 작업을 통해 인쇄용 데이터를 완성하
는 기획․편집공정, 인쇄를 위한 판재를 만드는 과정을 포괄하는 출력공정, 실제 인쇄기를
통해 인쇄물을 생산하는 인쇄공정, 인쇄 후 실제 상품으로 제작하는 단계인 인쇄 후 공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정 분업화가 뚜렷하며 공정별 연계성도 강하다.
따라서 인쇄업체들은 공간적으로 집적될 수밖에 없다(박희석․홍나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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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쇄 공정별 흐름도

자료: 김봉렬(2013).

인쇄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민간학원에서 교육되지 않으며 대부분 일부 특성화고
혹은 대학에서 이루진다. 그러나 이들 교육과정은 주로 이론적으로 운영되어 자격증 취득
에는 유리하나 현장 활용도는 낮다. 게다가 이들은 현장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현장 근무를 꺼리고 있어 인쇄업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인쇄 관련 자격증으로는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사진기능사 등이 있다. 그러나 자격
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현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
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상당한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별 직무가 상당수 존재하여 자격증
보유만으로 기술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할지라도 최소 1
년 이상 현장경험을 통해 직무를 습득해야 숙련이 달성된다.
인쇄업 구조는 발주업체부터 원청-하청-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수직 서열화 도급구조
로 이루어졌다. 이런 구조 하에서 하청업체로 갈수록 낙찰률이 감소하여 재하청에 속하는
후가공업체들은 처음 발주가격의 약 30∼35%로 수주를 획득하였다. 최근에 일명 합판집
이 증가하면서 중구인쇄업체들의 하청 혹은 재하청 구조가 가속화 되었다(노조 위원장 인
터뷰). 합판집 혹은 합판업체는 과거 출력 인쇄 편집, 그 밖의 인쇄에 관련된 가공들이 분
리되어 공생하던 예전 인쇄방식을 모두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 업체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저가의 인쇄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중소영세업체에게 하청 작업을 발주하여 완제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생산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합판업체는 인쇄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하청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세인쇄업체들은 이런 합판업체의 하청으
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쇄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인쇄업의 경우 대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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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업체-중형인쇄업체-소형인쇄업체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도급구조를 비롯하여 최근에 급
격히 성장하고 있는 합판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고착화 되고 있는 원하청구조가 인쇄
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구 인쇄골목은 3개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정희윤, 1999; 김봉렬, 2003). 첫째 인현시
장에서 오장동을 포함하고 있는 을지로 지역은 인쇄업체와 인쇄관련 업체가 가장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고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접착 등 손과 간
단한 도구로 수작업하거나 합지, 코팅 등을 다루는 영세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둘째
충무로 대한극장 뒤편의 서애로와 필동을 따라 형성된 지역은 을지로에서 성장한 인쇄업
체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며 작업환경도 좋은 편
이다. 예컨대 대한민국 인쇄업체 상위 10%가 영업하는 인쇄업계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셋째 방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고 주로 특수인
쇄가 많이 모여 있으며 쇼핑백, 선물상자, 종이컵을 생산하고 특수원단을 사용하는 인쇄업
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화학약품을 다루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중구 인쇄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근무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 인쇄업체는 18,523개소이며, 종사자수는 72,712명이며 중구
는 5,492개 사업체가 있으며 근로 인원은 15,884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중구의 사업
체 및 종사자 비율은 각각 29.7%, 21.8%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업규모를 보면 전체

18,523개 업체 중에서 10인 이상은 1,170개(3.3%), 10인 미만은 17,353개(96.7%)이며 종
사자들의 경우 전체 72,712명 중에서 10인 이상은 27,654명(38.0%), 10인 미만은 45,053
명(62.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쇄업은 1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이들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3에 해당되며 관련자 인터뷰에 따르면 중구지역도
이와 같은 인쇄업 특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서울 중구 인쇄업 집적지 현황

자료: 김봉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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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구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소, 명, %)
2011

2012

2013

2014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16,633

68,339

18,063

71,257

17,835

69,166

18,523

72,712

중구
(전국대비 비율)

4,669
(28.1)

14,121
(20.7)

5,515
(30.5)

16,220
(22.8)

5,445
(30.5)

15,154
(21.9)

5,492
(29.7)

15,884
(21.8)

자료: 통계청.

반면 플랜트건설업은 제철, 화학, 발전, 제품 생산 등에 사용되는 설비를 공급하는 산업
으로 설계, 시공, 사전 조사, 투자결정, 유지보수 등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산업이다

(주종섭, 2010; 심용보, 2010). 플랜트건설 공사는 대규모이면서 다양한 기술의 혼합체이
다. 공정, 기계, 전기통신, 계장, 배관, 토목, 건축, 소방, 공기정화 등 공학기반기술과 전기
통신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플랜트건설은 설치되는 장소의 지리적, 사
회적 환경에 완전히 정합하는 시스템으로서 기후 및 지리적 제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 등
이 모두 물리적인 시스템의 설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황인주, 2000; 임상훈, 2006).
플랜트 건설의 생산과정은 6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문정호 1997; 전명숙 외, 2011). 먼
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계획수립 단계로서 프로젝트 공정계획, 자원 투입계획의 작성 등
이 포함된다. 둘째 기본설계단계로서 프로세스 설계와 레이아웃 설계를 포함하며 플랜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류, 장치, 배관 등 시방서가 작성된다. 셋째 상세설계단계로서 기
본설계에 기초하여 기계, 기기, 배관, 전기 등 제품 제작 혹은 시공을 위한 도면 및 시방서
가 작성된다. 넷째 조달 및 제작단계로서 상세설계를 거친 기계, 기기, 다양한 장치들은
시방서를 첨부하여 제조업체나 조달업체에 발주된다. 다섯째 건설 및 설치단계로서 기계
장치의 설치, 배관용접, 배선공사 등과 같은 과정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시운전 및 인도
단계로서 부분테스트 및 시운전을 마치고 발주처에 인도된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계획수
립부터 상세설계까지는 발주처와 원청들의 영역으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은 개
입할 여지가 없다. 전문건설업체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플랜트건설 공정
별 흐름을 나타내는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건설업체는 조달 및 제작공정부터
개입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조달 및 제작과 건설 및 설치 공정에 개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플랜트건설업 직종은 배관, 제관, 전기 등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용접이며 주요 기술 또한 용접능력이다(우상범, 2015). 플랜트건설의 용접은 일반건설업에
서 필요로 하는 용접과 다르다. 일반건설 용접이 자재와 자재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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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플랜트건설 공정별 흐름도

자료: 전명숙 외(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목적이라면 플랜트건설업에서 활용되는 용접은 이보다 한층 정교함이 요구된다.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배관 틈을 통해 가스 등이 유출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업종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숙련이 요구된다. 제철, 조선업, 석유화학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플랜트건설업 구조의 경우도 발주자-원청-하청-재하청으로 수직･종속되어 있다. 특히
건설업은 최저낙찰제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런 원하청 구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임상
훈․우상범(2017)에 따르면 최저낙찰제는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수익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2년 이후 철강경기가 악화되면서 발주처인 포스코
발주 공사 및 발주 금액이 동반 하락하고 전문건설업체 낙찰률도 하락했다. 기존에 포스코

-포스코건설-전문건설업체의 낙찰률은 각각 설계가 85%, 60〜70% 수준이었지만 2016년
에는 각각 설계가 70%, 35〜4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낙찰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대기업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획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포
스코가 발주하는 건설의 경우 대부분 포스코건설이 수주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청을 주
는 방식(포스코-포스코건설-전문건설업체)이 채택되었지만 최근에는 포스코-포스코플랜텍

- 전문건설업체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낙찰가가 하락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수주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발주처-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재하청은 불법이지만 십장을 중심으로 소위 물
량팀이 재하청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다. 결국 수직･종속적 원하청구조는 플랜트건설업에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었고 부실공사 등의 품질 저하를 야기시켰다.
국내 플랜트건설업의 대표적인 지역은 광양만권이다. 이곳은 광양을 중심으로 여수, 순
천, 하동은 하나의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4개 지역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며 광양 종사자의 상당수가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고 여수 석유화학 시설 공사에도
투입된다. 특히 과거에 광양에서 여수 국가산단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천을 경유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소요되었지만 2012년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서 광양제철소-여수국가
산업단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10분이면 가능하게 되었다. 광양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하
동 화력발전소, 서쪽으로 순천 조선 및 화력발전소, 남쪽으로 여수 석유화학, 북쪽으로 광
양 제철소 등이 존재하며 이 업종들은 광양 전체 산업의 약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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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양 플랜트건설업 집적지 현황

자료: 광양시.

광양 플랜트건설업 노동시장 특성은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상범․임상
훈(2014)에 따르면 첫째 플랜트건설업은 무구조(structureless)의 노동시장으로 노동자들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고 공식적인 경력이나 숙련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외부노동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둘째 극도의 유연한 건설 생산구조에서 최하위 단계인 십장 아래 위
치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일용직이며 일거리에 따라 지역을 이동
한다. 광양지역 노동시장의 산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67,001명이며 이중 제조업이 16,294
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은 6,422명(9.6%)을 차지한다. 건설업의 경우

2009-2011년까지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건
설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2> 광양지역 건설업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전산업

2009

2010

2011

2012

2013

60,889

62,703

65,005

64,479

67,001

13,124

14,978

15,563

15,890

16,294

21.5

23.8

23.9

24.6

24.3

6,824

6,998

7,302

5,769

6,422

11.2

11.2

11.2

9.0

9.6

제조업

건설업

자료: 광양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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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주체 현황 및 전략적 선택 분석2)

(1) 노사 주체 현황
먼저 중구 인쇄 노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인인쇄지부(이하 인쇄지부 혹은 인
쇄노조 병행 사용)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을지로를 중심으로 인쇄 노동자들
은 노조조직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이듬해인 1988년 1월에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이
라는 지역노조를 설립하여 인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시도했
다. 당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쇄노동자들은 기업별노조 설립이 용이하지
않아 지역노조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고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조직이 확대되어 1990년대 초 400여명으로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2년 59번째로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
하였다. 산별전환 투표에 조합원 33명 중 26명(78.8%)이 참석하였고 유효조합원수 24명
중 찬성 21명(87.5%), 반대 3명(12.5%)으로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로 전환되었
다. 산별전환 당시 조합원은 50여명에 상근자가 4명이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노조를 운영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17년 현재 총 조합원은 40여
명 정도이며 노조 활동도 미미하다.
인쇄업 사용자단체3)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있다.
먼저 대한인쇄문화협회(이하 인쇄협회)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립되어 인쇄인들의
권익보호를 변하는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사는 1,000여개
정도이다. 정부 수립 당시 유일한 인쇄단체로서 국산 지류 등 원자재를 수배하여 국 회원
에게 배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요원 양성소를 설
치․운영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는 박정
희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961년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
법을 각각 제정․공포하고 그 다음해인 1962년 2월에 중소기업동조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정식 발족되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인쇄정보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 복
2) 플랜트건설업에 대한 서술은 우상범(2014)과 우상범․임상훈(2017)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사용자단체와 사업주단체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2조 3항). 일반적으로 사업주단체(business association)는 경쟁, 관세, 대정부
로비 등 기업 경영상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조직인 반면, 사용자단체(employer association)는 기
업 경영상의 노사관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사업주단체가 먼저 형성되고 노동운동이 격
화되는 시점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설립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신수식 외,
2014). 현재 인쇄협회 등은 사업주단체 성격이 크지만 인쇄업 노사관계에 따라 사용자단체로 전환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사관계 측면을 강조하여 사업주단체보다 사용자단체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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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 중구지역 노사 주체 현황
노조

사용자단체

원청

합판업체

노조명

조합원 수

언론노조
인쇄지부

40

사용자단체명

회원수

대한인쇄문화협회

1,000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4,000

자료: 노사 인터뷰를 통해 작성.

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회원의 경제
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전국에 지역별 11개 협동
조합이 있으며 회원사로 약 4,000여 인쇄업체가 소속되어 있다.
광양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동조합(이하 전동경서지부 혹
은 전동경서노조 병행 사용)이 존재한다. 전동경서지부는 2002년 5월 1일 광양, 순천을 중
심으로 발기인 대회를 갖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근 발전소 등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근
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전동경서지부가 설립된 직접적인 배경은
여수나 포항 등지에서 일하던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노조가 없는 광양지역에서 일할 경
우 여수나 포항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것에 대한 개선 의지에서 비롯
되었다. 따라서 광양에도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2002년 노조조직
화로 연결되었다(임상훈, 2006). 이후 2005년 4월 8일 경남서부의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근
무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동조
합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전동경서노조의 주요 활동 지역은 여수를 포함해 순천, 광양, 구
례, 보성, 고흥 등 전남동부뿐만 아니라 하동, 사천, 함안, 창원, 진주 등 경남서부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후 직종, 업종, 지역을 넘는 노조를 조직하자는 목표 하에 2007년

8월 조직된 산별노조인 플랜트건설노조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6,000
여명이 넘지만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은 2,000여명 정도이다.
광양지역 사용자 단체인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 협의회(이하 협의회 혹은 사용자
단체)는 2004년에 조직되었다. 협의회는 전동경서지부가 2002년 여수건설노조와 연대한

55일 투쟁과 2004년 원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42일간의 총파업 대응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전동경서지부는 파업하면서 원청(포스코건설)과 발주처(포스코)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였
다. 이에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와
의 교섭을 부담스러워했고 따라서 노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원청을 대
신하여 지부와 교섭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2004년 9월에 협의회를 조직했
다. 협의회 구성과 규모를 보면 회원업체는 광양제철소 내 기계․전기통신업체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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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광양지역 노사 주체 현황
노조
발주처

포스코

사용자단체

원청
포스코건설
포스코 플렌텍

노조명

조합원 수

사용자단체명

회원수

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

2,000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 협의회

50

자료: 우상범･임상훈(2014)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되어 있으며 포스코의 발주 규모에 따라 연도별 회원 수가 약간 유동적이지만 평균적으로

50개 회원사가 있다. 현재 협의회는 법적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포
스코와 포스코건설에 대응하여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노조와 단체교섭
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광양 플랜트건설업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2) 노사의 전략적 선택
임상훈․우상범(2017) 연구에 의하면 노사관계 주체들은 상호의존성이 높다고 인식할
때 갈등을 감소시키고 상호 협력한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체들은 공동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기존의 제도를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방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호의존성은 노사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을 경우
에 작동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다면
노사 주체는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킨다(임상훈․우상범; 2017). 먼저 인쇄업
노사가 원하청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전략적 협력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 조합원들은 1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종사 비율이 97%정도로 높지만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안정되었다.4) 또한 이들의 평균임금은 제조업 평균임금과 비슷한 월 250만 원 정
도이며 4대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가족 같은 조직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인쇄 노동자들은 합판업체를
대상으로 원하청구조 개선을 통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였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자신이 업체를 설립했기 때문
에 사용자라기보다는 고숙련 노동자라는 인식이 높았다. 또한 동일한 공간에서 노동자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노사라는 개념보다는 가족 혹은 동일 계층이라는 조직문화가 형성
되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고 부당노동행위를 당연시
여겼다. 따라서 인쇄업 노사는 원하청구조에서 약자 위치에 있지만 자신들의 이해를 개선
4) 인쇄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영세업체기 때문에 정규직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일용직인 플랜트건
설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두 업종의 고용안성정 측면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쇄업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강조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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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부족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현장 일을
수행하고 있어 노사관계 개념이 거의 없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지역 수준의 정책 수
립이 미약했고 무엇보다 최근에 도급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는 합판업체의 경우 실체가 분
명하지 않아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사는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 자신들의 이해를 제
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희박했다.
반면 광양지역 플랜트건설 노사는 원하청구조를 바탕으로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먼저
노조가 사용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일용직이다. 따라서 파업일수만큼 임금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컨대 장기파업이 당연시 되었던 2000년 초반에 노조는 이를 경험했다. 또한 노조
는 파업으로 인해 감소한 임금에 따라 조합비를 회수하지 못해 노조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즉 조합원의 임금감소는 노조 재정과 연결된다. 셋째 고숙련 노
동자일수록 일당이 높고 1년 내내 작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준기능공이나 조공의 경
우 숙련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노조는 이를 충족시켜 이들의 노조 충성도 혹은 노조
몰입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조합비 일괄공제시스템(check-off system)을 채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에 의해 조합비를
임금 계산시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와 협력없
이 추진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조와 연대하였다. 첫째 전문건설
업체(하청)는 일반건설업체(원청) 및 발주처와 계약한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둘째 노조 파업으로 공기가 늦어져 무리한 작업을 한다면 부실공사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셋째 파업으로 인해
늦어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노동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인건비 부
담이 가중된다. 넷째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사기간 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하청구조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원청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노조가 대신 요청해준다. 예를 들면 노조는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적정낙찰제 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정정도의 수익을 보장
해 주고 과당경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처럼 플랜트건설 노사는 강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시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선택은 실효성을 발휘했
다. 노사 인터뷰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에 50여일 파업하던 것이 2000년 후반부터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일주일 이내로 감소하였다. 또한 교섭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노사가 파업보다 적극적인 교섭 참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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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플랜트건설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노사의 전략적 선택 결과
파업일수

교섭기간

2002-2004

평균 50일

평균 6개월 이상

2008-2010

평균 7일

평균 6개월 이내

2010년 이후

평균 3-5일

평균 3개월 이내

자료: 심용보(2010), 언론 및 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노사는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했
다. 이를 통해 노조는 조합원들의 노조 충성도 및 노조몰입을 제고하고 사용자들은 안전과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숙련공 확보가 가능하며 향후 수주 획득에 유리
하다고 판단했다. 교육훈련은 재직자 향상훈련과 신규자 양성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인적 및 재정적으로 노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노조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고숙련을 가진 현장반장 등의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밀
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반면 사용자는 약간의 재정적 여유와 수료생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노조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하다면 사용자는 하드웨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확인한 노사는 2006년 정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노사공동훈
련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당시 노동부의 노사공동훈련지원 사
업을 처음 시작한 곳은 전국에서 광양지역이 유일했다(심용보, 2010). 노조 관련자 인터뷰
에 의하면 노사공동훈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프리젠
테이션 발표까지 노사의 협력적 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는 공동으로
재정 및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부의 노사공동훈련사업에 참여했고 이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표 6> 노사공동훈련사업 수료생 성과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접

52

82

82

118

84

87

81

배관

18

26

28

37

21

32

29

기계

13

20

24

12

22

15

17

컴퓨터

24

23

18

18

15

13

16

전체

107

151

152

185

142

147

143

자료: 전동경서 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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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분석

(1) 노사의 집단재 형성5)
인쇄노조의 집단재 형성 시도는 단체교섭과 숙련향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단체교
섭의 경우 인쇄노조의 원래 목적인 지역수준의 교섭을 체결하는데 실패했다. 노조가 설립
된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역별로 교섭이
이루어졌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사용자들에게 지역수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
기보다는 분회들의 개별교섭에 매몰되어 초기업수준의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했고 전략
도 미흡했다. 산별노조 전환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었다. 즉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별 교섭을 추진하지 못했다. 단체교섭이 여의치
않자 노조는 다른 집단재 형성에 관심을 가졌다.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의 지원을 받아 인쇄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무료노동상담에 집중하면서 노동환경개선을 촉구
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예컨대 2012년 10월-2013년 5월 가량 진행한 인쇄 디자인 노동자
들의 노동환경을 실태조사 했다. 당시 노조는 인쇄 사업장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
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들 역시 근로
기준법 준수 유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
함을 강조했다(언론노보. 2013.10.11.) . 또한 인쇄노조는 인쇄노동자 및 조합원들의 숙련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디자인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했다. 그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던 노조는 실업극복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산하
조직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2명의 상근
자 임금과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한 노조는 매킨토시 기술학교를 설립했고
조합원 중에서 고숙련 인쇄 디자이너를 강사로 섭외했다. 당시 노조는 디자인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던 애플사에 인쇄신문사 광고 제공을 조건으로 애플사에게 7대의 컴퓨터를 무
료로 지원받았다. 조합원들의 숙련 향상에 대한 니즈가 높았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은 쉬웠
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당시 교육장 운영비로 월 380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비용 조달이 여의치 않자 노조는 2008년에 기술학교를 폐교했다. 이후 2010년 정부(노사
발전재단) 지원으로 야간에 ‘인쇄․출판 산업 편집디자인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초급반

20명, 고급반 20명 등 연 80명을 배출했지만 곧 재정적 문제로 중지되었다.
인쇄 기능인을 양성하는 민간학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학원에서 편집이나 광고
출력 관련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인쇄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인쇄
5) 플랜트건설 노사 집단재 형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우상범․임상훈(2014)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들은 조정된 교섭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기 때문에 노사의 전략적 선택 측면을 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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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외환이기 이전까지 평판인쇄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했다(윤형호, 2006), 그러나 인
쇄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수강생이 감소하였고 무엇보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정
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인쇄협회는 2009년에 전액 국고 지원으로 인쇄
전문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중단되었다. 당시 교육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4주간에 걸쳐 인쇄수출전문가 양성과정, 그래픽이미지 가공과정(인쇄디자인 편집), 디지털
인쇄 실무 과정, 인쇄물 편집교정 과정 등 4개 과목이 무상으로 진행되었으며(프린팅코리
아, 2011). 각 과정당 100명씩 총 400여명이 수료하여 업체들에게 실무능력을 갖춘 숙련자
들을 공급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인쇄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신규자 유입 감소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노사는 인쇄기능공 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
나 노사는 교육훈련 운영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던 재정 문제로 기능공 양성과정을 추진
하지 않았다. 재정 투입이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 정부 지원으로 쉽게 해결 가능
했지만 노사는 이를 외면했다. 예로 2006년부터 정부는 기능공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였다6). 인쇄업 노사의 집단재 형성 내
용을 정리하면 노사는 지역수준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훈련에서 개별
집단재를 형성했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2000년 후반에 모두 중단되었다.
광양지역 노사는 단체교섭, 숙련체계 형성, 산업안전 확립에서 집단재를 형성하고 있
다. 먼저 노사는 임단협을 통해 지역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임금협약의 경우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연대임금제 특성을
반영하여 용접, 배관, 전기 등 다양한 직종의 임금 격차를 감소시켜 임금을 상향 평준화로
이끌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광양
지역 노사는 패턴교섭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면 광양과 포항의 임금인상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광양과 여수의 임금 타결차이도 1% 내외로 결정된다. 둘째 숙련체계 형성을
보면 노사는 건설노동자의 기능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동부가 추진했던 노사공
동훈련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광양지역 노사가 상호 합법성을 인정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당시 이 사업은 광양지역이 유
일했고 사업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노사는 노사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공동훈련
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개월씩 2차례 실시하며 주간에는 주로 실업자나 신규 취업 희
망자를 대상으로 용접 위주의 양성훈련을 실시했다. 야간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직종에 따라 배관, 용접, 기계, 컴퓨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훈련내용은 용접,
배관, 기계, 컴퓨터과정이 개설되었고 주로 기능훈련과 더불어 숙련공의 핵심 직무능력인
도면해독 방식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노사공동훈련은 재직자와 신규자에게 숙련향상
6) 2006년부터 노동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 정부는 의류업, 재화업, 영화업 등 20여개 업종에 약 4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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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광양지역 노사공동훈련 사업 내용
구분

내용

훈련기간

-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4개월씩 2차례 실시(3월~7월, 8월~12월)
- 주간: 월-금(15:00~20:00)에 실업자 및 신규자를 위한 용접 위주 양성 훈련 실시
- 야간: 월-목(18:00~20:00)에 재직자를 위한 용접, 배관, 기계, 컴퓨터 위주 향상 훈련 실시

훈련내용

- 용접과정: 도면 해독, 절단, 아크(Arc) 용접, 티그(Tig) 용접, CO2 용접(아크용접과 티그용접 중점
실시)
- 배관과정: 배관도면 해독, 배관 제작과 설치, 절단연습 그랑인딩, 파이프렉 제작
- 기계과정: 도면해독, Tack 용접, 레벨, 트렌스 사용법, 기계장치 센터 라인 작업 등 기계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 실시
- 컴퓨터 과정: 도면이해, CAD 교육,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훈련시설

- 강의동: 배관, 용접 등에 관한 이론 교육 및 도면 교육 실시
- 실습동: 용접, 배관, 제관, 기계, 아크용접 실습 실시

자료: 우상범(2014).

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고숙련이 될수록 임금과 근로시간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현재 사용자단체는 노사공동훈련을 수료하거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능
대회 때 실습재료 및 재정을 지원 등 숙련체계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셋째 건설현장 산업 안전 확립이다.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고
가 발생하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13년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작업
중인 현장이 폭발하여 6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대제철에서

2007년 이후 2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3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 이후 광양
지역 노사가 공동 합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고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동경서
노조는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하여 1시간씩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급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고(단체협약 제38조) 매일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용접공들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
진을 실시하였다(단체협약 제35조). 또한 사용자는 매주 1시간씩 아침 조회 시간에 안전교
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단체협약 제33조).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장소에 비
치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헬멧, 마스크,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
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단체협약 제31조 및 제32조).
지금까지 논의한 두 업종의 집단재 형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쇄업 노사는 집단재
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사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전략적인 공동의 의사결정보다 개별적인
추진에 그쳤고 노사 모두의 이해보다는 조직구성원들의 니즈충족에 한정되었다. 결국 노
사의 개별적 집단재 형성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해 현재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플랜트건설업 노사는 강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전략을 추진했고 이는 단체교섭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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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통한 집단재 형성
구분

집단재
임금 및 단체교섭

노동조합
중구
인쇄
노사

사용자

여론 형성

주요 내용
- 2000년 중반: 기업별교섭
- 2000년 후반 이후: 전무
- 노동상담
- 실태조사

숙련향상 교육훈련

- 매킨토시 기술학교
- 편집디자인 교육센터
- 현재는 중단

숙련향상 교육훈련

-

임금 및 단체교섭

- 연대임금을 통해 상향평준화
- 패턴교섭으로 지역내 및 지역간 임금격차 감소

숙련향상 교육훈련

- 노사공동훈련
- 재직자 향상과정 및 신규자 양성과정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
산업안전 확립

-

편집디자인
인쇄능력향상과정
세미나 및 특강
인쇄관련 교육기관 연계교육과정

노사의 현장 안전교육 실시(유급)
매년 1회 건강검진
응급장비 비치
안전장비 지급

아니라 숙련체계 형성 및 산업안전 확립 등 공동의 집단재를 형성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
고 있다.

(2) 노사관계 형성
노사는 집단재를 형성하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
를 제고한다. 특히 비공식적 만남은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로 우상범․
임상훈(2014)에 따르면 노사는 다양한 비공식적 회의 등을 통해 이해를 조정하여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교섭기간 중 노사 교섭실무위원들 간
비공식적 만남은 갈등을 감소시키고 교섭을 원만하게 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구 인쇄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
는 최근에 단체교섭, 교육훈련 등 집단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화 되었고
노조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노조 내부적으로 조직 유지에 심각한 고민을 하였고 2017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해 40여명의 조합원들은 심도 높게
토론했다. 이들은 사무실, 상근자 등 여러 조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 노조 운영
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랜 논의 끝에 새 위원장 선출, 노조자료 정비 등 조직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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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각 직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으며 노조조직화를
확대할 재정적, 인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는 인쇄업의 경우 사양
산업이고 노조조직화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쇄업 노사관계에 개입할 여지
가 크지 않다. 사용자들은 중소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노사관계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 오히려 노사가 협력하여 열악한 중구 인쇄골목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정
부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2017년 말에 중구청은 정부, 서울시, 중구청이 약 349억원의 매칭펀드를 마련하여
2018-2022년까지 인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중구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구 인쇄산업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구청은 스마트앵커와 인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를 건립하여 중구 인쇄골목을 서울시 및 국내 인쇄 메카로 재탄생시킬 계획을 수립하였
다(중구청, 2017). 따라서 인쇄업에서 노사는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집단재를
형성하여 인쇄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가 높은 교섭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조 요구에 대응하도록 압박하지 않
는 한 현재의 노사관계는 큰 변화가 없고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합판업체에 대응하여 약자인 노사가 상호의존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협력할 여지
가 높지 않아 합판업체-영세인쇠업체-노동자로 이어지는 원하청 구조는 공고화 될 것이다.
특히 노조는 원래 설립 목적인 지역별교섭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하고 영세업체에서 근
무하는 노동자들은 현재와 같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는 2000년대 초․중반 win-lose 게임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
를 제고하려는 행동에 몰두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노조 파업은 장기화 되었다. 노동자의
경우 일용직이기 때문에 파업 일수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 사용자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원청과의 계약 기간 내 공사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 노사관계 불안정은 노사 모두의 이해
를 제고하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이에 광양지역 노사는 교섭에 적극성을 띠었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이해를 조정하였
다. 이런 결과는 전략적 협력 의사결정을 통한 공동의 집단재 형성으로 연결되었고 노사관
계에 영향을 미쳤다. 노사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노사공동훈련사업은 노사공동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특히 단체교섭이 다
가오면 사전에 노사 사무국장들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
을 시도했다. 이런 노력은 파업일수 감소로 나타났고 설령 파업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체
파업보다는 부분파업이 지배적이 되었으며 기간도 1주일 이내로 감소시켰다. 또한 노동위
원회의 조정신청도 파업의 목적보다는 상호 양보를 위한 암묵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예컨대 2011년에는 비계, 제관, 보온, 전기만 부분파업을 하였고 2012년에는 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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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그쳤다. 2013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 직전에 상
호 조정과 양보를 통해 교섭이 타결되었다(우상범․임상훈, 2014). 노사가 집단재를 달성
하기 위한 상호 이해는 노사관계 안정화에도 기여하여 노조에게 조합원들의 충성도 및 몰
입을 제고시켰다. 또한 꾸준한 노사공동훈련사업으로 재직자와 신규자 모두 교육훈련 참
여를 높였고 노조는 이를 신규자를 대상으로 조직 확대와 연계시켰다. 현재 광양지역 플랜
트건설에서 전동경서지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예를 들면 광양제철소 고로설치 및 보수
에 전동경서지부 조합원 2,000여명이 투입되어 추진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인쇄업의 경우 환경
을 보면 지역밀착형 업종, 지역노조, 원하청구조, 고숙련 직무, 정규직 중심의 업종 및 지
역 특성이 존재했다. 특히 원하청구조에서 노사는 원청에 비해 상대적 약자임에도 불구하
고 상호의존성 인식이 매우 낮고 그로 인한 노사 공동의사결정이 미약했다. 이로 인해 노
사는 집단재를 개별적으로 달성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예컨대 2000년 초중반
까지 노사는 교육훈련 등의 집단재는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다.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는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열악하며, 특히 노조의 경우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반면 플랜트건설업은 인쇄업과 비슷
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고용형태만 인쇄업과 달리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사
는 발주처와 원청에 비해 상대적 약자 인식이 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의존성을
제고했다. 강한 상호의존성은 노사가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에 협력하도록 동기부여했고,
이는 단체교섭, 숙련형성, 산업안전의 공동 집단재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또
한 노사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이룩했다. 특히 노조는 광양지역 건설업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표 9>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의 주요 내용 비교
환경

상호의존성과
주체의 전략적 선택

성과
집단재

노사관계

인쇄업

- 지역밀착형 업종
- 지역노조
- 원하청구조
- 고숙련 직무
- 정규직

- 약한 상호의존성
- 원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사
- 전략적 선택 미작동

- 노사 개별 형성
- 일시적․제한적

- 불안정
- 노조 생존 위협
- 약한 지역 영향력

플랜트건설업

- 지역밀착형 업종
- 지역노조
- 원하청구조
- 고숙련 직무
- 일용직

- 강한 상호의존성
- 발주처 및 원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사
- 전략적 선택 작동

- 노사 공동 형성
- 지속적․확대적

- 안정
- 노조 조직화 확대
- 강한 지역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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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집단재 형성을 통해 다른 노사관계를 보여준 서울 중
구 인쇄업과 광양 플랜트건설업을 비교했다. 이들 두 업종은 비슷한 환경적 조건에도 불구
하고 광양 플랜트건설 노사는 강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의사결정을 통해 노
사 공동의 집단재를 형성했으며 이는 노사관계 안정화와 노조조직화 확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지만 서울 중구 인쇄 노사는 그렇지 못했다. 상호의존성은 주체의 전략적 선택,
집단재 형성, 안정적 노사관계 등에서 두 업종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
호의존성은 주체가 자신의 과업들을 완수하기 위해 자원이나 원료 등에 서로 의존하는 것
을 의미한다(Thompson 1967; Daft, 2013; 임상훈․우상범, 2017).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
해를 제고하는데 상대방 자원의 필요성을 인지할 때 협력한다. 인쇄업과 플랜트건설업의
원하청구조에서 노사는 원청에 비해 상대적 약자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원청과의 수직․
종속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상대방의 자원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인쇄
업 노사는 상호의존성 인식이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자원을 활용한 반면 플랜트건설업 노
사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했다. 예컨대 플랜트건설업 노사는 상호 자원을 극대
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보면 첫째 기존 KKM의 전략적 선택론인 작업장-사업장-기업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라는 초기업 수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서 전략적
선택론이 미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 예컨대 국가, 산별, 지역 수준에서 노사정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사관계 주체들은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이며 자신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를 넘어 협력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KKM의 이론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집단재 형성론이 기존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뿐만 아니라 노사관계학에서도 주요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사관계
에서 집단재는 개별보다는 노사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밝힘으
로써 Olson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노사가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공동
의 집단재를 형성하는 것이 노사 갈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사는 공동으로 집단재를 형성하도록 정책적 활동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집단재는 노사가 개별적으로 달성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노사 이해를 공동으로 제고하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규직들도 노조를 조직하여 집단재를 형성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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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 업종, 직종일수록 비정규직 노조와 사용자간의 공동의 집단재 형성은 강할 것이
다.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이 정규직의 1/3 수준인 3% 미만이다. 따라서 양대 노총
혹은 산별노조들은 상호의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업, 업종,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
여 비정규직의 노조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쇄업
원하청구조에서 원청인 대기업 혹은 합판업체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노조와 중소영세업체
는 정부 개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합판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는 최저가로
인해 불공정하고 혼란스러운 인쇄시장을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비교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례
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에 대한 문
제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비교함으로써 자료를 축척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사에 초점을 맞춰 전략적 선택과 집단재 형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해외사례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초기업수준에서 집단재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등 서유럽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분석한다면 풍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
존의 KKM이 제시한 작업장-사업장-기업수준에서의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확장하여 작업
장-지역-국가수준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KKM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플랜트건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
사의 전략적 선택과 집단재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양(혹은 포항)과 당진(혹은 군산)을
비교한다면 지역수준의 KKM이론을 확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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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trategic Choice and Collective Goods of Trade
Union-Employer on Industrial Relation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Printing Industry and Plant Construction Industry
Sang Beom Woo
Korea’s union density is very low and continues to decrease. Therefore, trade union
accomplished various of polices and strategy, but outcome is very insufficient. Especially,
union density of non-regular workers is less than 3%. Finally, worker or trade union
should consider strategic collaboration to increase interest between trade union and
employer instead of conflict each other.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jointly collective
goods formation of union-management as strategic collaborative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is paper find that trade union and employer do strategic
choice and make collective goods through comparative case of printing industry and plant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this article shows that joint collective goods influences
industrial relations and survival of trade union.
As result research, two industries exist strong inter-dependence for supply chain of
contract-subcontract but main agents of these industries selected other approaches. First
of all, union-employer of printing industry in Jung-gu, Seoul did not recognize
inter-dependence to overcome the supply chain structure and strategic choice but
developed collective good individually. On the other hand, agents of plant industry in
Gwang-yang developed strategic choice based on strong inter-dependence to get over
supply chain of contract-subcontract and they made joint collective good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skills formation and industrial safety. These difference of two
industries influenced stabi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survival of trade union. For
example, printing trade union faces survival risk.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suggested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Keywords : printing industry, plant construction industry, inter-dependence, strategic
choice, collective g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