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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Social Dialogues: Experiences of the
Dutch ‘polder model’”

Peter van Lieshout
(University of Utrecht 교수,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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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alogue
Experiences from the
Netherlands
Seoul
October 27th 2014

Long history
• Germany 19th century
– Nationbuilding
– Creating national unity

• 1870: first national system of social
security
– Pensions
– Handicaps
– Unemployment
– Child allowances, health care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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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work conditions
• Around 1900: government
– Child labour
–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 From 1900 - 1950: labour relations
– Legal position of unions
– Sectoral councils
– Work councils
– Collective agreements and bargaining

Different motives
• 1900-1945
– Government is weak
– Continuous fear for revolutions

• 1945-1960
– Overcoming WW II
– Increased necessity to cooperate
– Tripartite structure
•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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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n on: difficult
• 1960-1970
– Growth: no consensus

• 1970-1980
– Collaboration, by blackmail

• 1980-1990
– Collaboration, by necessity
• Famous period

• 1990 onwards: impasse

Problems
• Insiders-outsiders
– Flex, temporary workers, unemployed
• Diminishing role of unions
• Entitlements not confined to workers (Sweden,
Belgium)

• Limited scope
– Issues of general interests not covered
• Elsewhere: broadening of scope
– Ireland, Germany

• No view on innovation, just on distribution
– How to divide, not how to grow
• Education, innovation, knowledge neg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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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의
사회적 대화 방향: 한국의 시사점”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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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ϝѭ ࢝ݡˮ࣌ଙۭࡿ
ۉୠࢳ л୕ ،ବଛ˯ࡿ ࢷۉ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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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 ϝ˔ۉˀ
㷢 㬚ጫⴖ ᜶♪ኾኂ ᤶ

 ːѭ ʾࢼ࣌ଟ࣬ࡿ ર୕Ѷ ࢺ࣌ଟ࣬ࡿࢄ̘ࢳࢆ ̘߳ شϝ࣌̎ؽ

ࢺ୕

27

Latin Model

ϔ ࢄ୬

Italy

Rhine Model

Nordic Model

France

Germany

Sweden

ଛ˯ࡿ

Norway

ʾࢼ࣌ଟ࣬ࡿ

ࢴࢳࢆ
ଛ˯ࡿ

ࢺٵ୕


ʾࢼ࣌ଟ࣬ࡿ

USA

ٔࢵ୕

࣯ 383ROLWLFDO8QLRQLVP(3(FRQRPLF3OXUDOLVP
Page  4

Anglo-Saxon Model

ଟ୕

++ࢄࣵϝѭ ࡿ࢝ݡୀ˒ ݥ
㷢 ଛ˯ϝѭࣵࢄ ࡿ࢝ݡ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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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ϝѭ ࡿ࢝ݡୀ˒ ݥ

㣄⨀: ᷱ㥐䞐┍㢬Ạ㦤㇠ ⺴ᴴ㦤㇠, 2009.

 धЕ ࡧϝ࣌ȭл̘߳ȭࢺ̊ऍ खЯࡳԻ >̐ս@߾۰ &߾ ଥкଜЕ ֲٕࢇח
ࢇ खЯࡵ ࢝ݡऌ؎Ԭϝѭ࣌ଟ ؼࡅ˅ ୋ ̊ࢼࡿ ࣵࢳࢆ ؼୋծ ˅ ࢎВ ओЬࢎ
 ҂धЕ ࡧϝ࣌Ȯл̘߳Ȯࢺ̊ऍ ಗ ࡧϝ࣌ȭл̘߳ȭࢺ̊ऍ खЯࢎ
>̐ս@߾۰Е # $ %&߾ ଥкଜЕ ٕ ࢇ ֲࢇחखЯࡵ  ۿɼएࢂ  ࣸ ࢿ ̛ؿଜΟ
ࢇۘ߾ ࢂଥ ؿ؇ˈ Е खЯ߾۰  ءध खЯࡶ ࢿ࠹ଞ ʨࡳԻо̛߶ࡪϠ࣏
ࢽ̍ऐ ࣸ ࢶ߭Ѧ ଜΟ ӖЕ ҂߾ ܖଞ ̒ԻԻ۰ ءध ̐ՙؿЬЕ ̐ ࢽ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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ߟଜएփ ࢇࢺ ࣮ܶࡿ ؼୋծ ˅ ࢎВ ओЬࢎ

++ࢄࣵϝѭ ࡿ࢝ݡୀ˒ ݥ

㣄⨀: ᷱ㥐䞐┍㢬Ạ㦤㇠ ⺴ᴴ㦤㇠, 2009.

 ցएւࡳԻ ءۿध खЯࡵ בϝ࣌ȭ̘ࣵ߳ܒȭ̊ࢺٵऍ ࢎ
ईהϠ࣏ࣸیࣗ ߾߶̛ܕଜЕ ̍ࢽٸऐ ̒ԻԻ۰ >̐ս@߾۰Е '߾ ଥкଜЕ ֲٕࢇח
ࢇ खЯࡵ ࢝ݡऌ؎Ԭϝѭ࣌ଟ ؼࡅ˅ ୋ ̊ࢼ ࣵ ߪА ଙΜࡿ ؼୋ̘ࢼѣ ʆऌ ׀ଙВ
ϝѭ ࡿ࢝ݡɹ࢝ ঽߜओЬࢎ
ࢄࣵϝѭ ࢝ݡˮۭ࣌ &ऌࠄࡿ ऌлˮɹ 'ऌࠄ̤ऌ ޮΜײծ ࢇࡰਾВ
ࠆܢˮۭ࣌ ٔۮѵߪߛऌ Ьܸட ࡰԸ ϝѭۺࠆࡧ ࢝ݡʾऍࡳۺ
ϟࡿଙВ ʥࡲ ˮ࣌ ࡿࢼהଣټ ࡳݧʴɹВ ʥ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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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ϝѭ ࡿ࢝ݡୀ˒ 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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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ϗٕਫ਼ ˈࡈؿଵ ٸɼоۘࢉ ˓ یˬ ࡕהҟࡵ ֻٗ߾۰ ࢿ࠹ଡ

Վ ˃ঐ ˁࢿѰࢉ˱࣏ٕ یɼ࣏ࡕ یՎ ɽ ࠉѦ ࡖ ࢇࢠࡕ  ߾۰ ࢢࢉ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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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ϝѭ ࡿ࢝ݡୀ˒ ݥ
㷢 ̘߳ ָ̊̏  ࣮ܶ̓ࢋ شԸݡ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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Վ ϠѰࠉ˱ࡕ ଞ˲ϠѰિσ࣏ی  ˈࡈϠѰٕ   ࢎ̖ʸ८ ҟ ࢎ̖˃ ࡪࠉ ࢵଥࡁࢉ ߇؏ـ̑ ߾۰ ࢢࢉࡈ
࣯ ֻҘ ࢎࣱ̖ܹࡵ ɽϗѦ יɼएܹԻ ҡଐԦࢇઝଞ ݨओࣱܹ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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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ϝѭ ࡿ࢝ݡୀ˒ ݥ
㷢 ቧ㰓ᢾ ⱒⴶኺ ቻḚ
̘߳ ָ̊̏ شԸ࣌ʟ ʵ५ ୖлࡿ ࠾ࢆ˒ ʾ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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㣄⨀: 㦤㉥㣠(2004)

++ࢄࣵϝѭ ࡿ࢝ݡୀ˒ ݥ
㷢 ㌚Ꮊⴖ ♪㱊 ᢾ㰒ⴖ ⵣ⬞ⱒⴶ
ȉϝѭ أળԴࠧ ϝѭࢌ ࡳأଛ ϝѭࣵࢄ ࢝ݡˮ࣌୕ ʅ୕
Æ Z]W㜠 ᵐ㢌 ⊬┍ⷉ㙼 ạ䟀 ᷸⪌ 譄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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ȉ⊬㇠㣄㡜⦐ ⱬ㥐䚨ᷤ㡸 䚔 㡔㢬㡴 ᵄ㋀䚌Ḕ ㇠ⷉ⺴ 䑄⥴⇌,
㢹ⷉ⺴ 㢹ⷉ⬀ ὤ␘⥘㉐ ⊬㇠䝅㾌 㜡⣽㡸 ⓸⫠㛨 ᵄ䌨㐐䇨!!!

+++ ʾࢼۉୠࢴϝࡒࢺۉୠ

Sourc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http://www.esdc.go.kr/eng/en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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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ʾࢼۉୠࢴϝࡒࢺۉୠ
㷢 ᜶ᦗⷓ㈃ ቮⷓⴖ ⰶ⌾ⵎ ⇮ⷚ㯓 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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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५ ϝѭ࢝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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㣄⨀: 㦤㨴⯜(2013)

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ϟࡿ ،ݢ

Synchronized Snowball Deal
ȉ५ࠧ ५ ϝѭ ࢝ݡʋି ֦Њࡿ ѭ ݡϟࡿٔܒգ ֊
ϟࡿɹ ଔ࠾ଞ
ȉࡲ ۺːۉԴծ snowball ଙࠃ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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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ণ ؿл ণϝѭࡿ ࢄٔ ࢳأϟࡿ ࣵЬ
  ࡲؿʅ ϝѭࡲ ߜࡿ ࢄٔ ࢳأˀԺࡲ ˒ʝ ۼлࡿ
ࢄѓࠝԸ̘ࢳࢆ ६ݡୀࢋە
ߜࢆ  ࡿ࢝߳ۉۼࠏ ߳ࠏ ؿʾࠏ ѣ ʅࢆ
ϝѭ ː̘߳л̘߳ࡿ ࢇْ ϝѭ࣌ଟ ѣ ࠏ߳ Ҝ˒ ʈࡲ Щߣଛ
ˀࢄ ϝѭ࢟࣎ ࢝ݡଞ
 ѣնߪ ʅࢄֱۭ ߜࢆ ʥঅԝ ࢝ଙࠃ ۉୠࢳࡰԸ ऌлˮծ
ଙВ ପծ ʾˀଢߛ 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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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㬚ጫ㯓 Ⳟ⮮⬆ⷓ⛯+Flexicurity,
 ࡧࠆ߄ࢺ ۺflexicurity ֱۭѣ ࢴ˯ Ь ϝѭˀВ ࡧࠆؼߣ ࡳۺଙ˅
ࢼ ࡳۺࢺ߄ ࡲؿːଙВ ণ ˒ؿণϝѭ лୃࡿ ،ࡆ ࡲݢնࡿ ϝ˔ۉˀ
ୀۭݥВ ٖɹЙଙЩ˅ ળЬѵ֯ ୃѵ߶Щ˅ ଢѣ ࢺܶୃ ࢳۉ
̍ ː ࢄی

 ५ ϝѭ࢝ݡВ flexibility for employment creationࡳ
५ ϝѭ࢝ݡВ stronger safety netࡳ ˮলଢߛ ଞ

 ५ ϝѭ ࡿ࢝ݡʾࠏऎ˒ ࢺ̊ऍࡿ ࢄࢅࡳ ъߪ
५ ϝѭ̏ ࢝ݡԸ ࢄࢅࡳ ѣָଙ̘ ଛ ࢼѣ˽ࡿ ˮࢳࢆ ϝԬࢄ ଔ࠾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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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ːࢺʾࢧʅ୕ࠧ Ѥࢷࣵ ߳یʷ̘߳ ࡨۺ
 ːࢺ ٔ ۮҩիֱ Ѥ˒ࢷˮ࣌ ࡧऌ ࡰࢳࢴ ࡲ߳یԸ ْܸɹɹࡲࡪٵ
Ϧࡲ  ֱR&D  ࡪٵଢ࠶ʋ،ѣВ Ω˅ έܶओࣵѣВ Ϧࡵ
 ࣬࠾ Ѥ˒ࢷˮ࣌ ࡧऌ  ߳یୀ

Վ ̡о   ęϠѰ ࣏˱ࣸࢇ ࢠݤʎୂ ߭ӊʯ ଟ ʨࢉɼ"Ě ϠѰੵ ॺࢽ̖ࢎ ࣏ࠪ˱ࣸࢇ ࢠݤԽୣ ؈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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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ːࢺʾࢧʅ୕ࠧ Ѥࢷࣵ ߳یʷ̘߳ ࡨۺ
 х ਹ ࢼהВ ࢄԙଛ Ѥ˒ࢷ  ࢄ߳یʋր ̍В ʥࢄ ߂Пӿ ଛ˯ࡿ ࣬࠾
ۭהْ߳یѣ ஏଙЩВ ʥࢋ ̞лୋ 
ȉ Ğࢴ̘˱˱ɹܶ˱ݘѣ ࡈܶ ،ؼ˱̓ ݣܛଲ߳ğ Ҝ ̊ࢼ ߳یୌࡲ ːːْ ࢄהл૯ࢳ

 ࢄԛ  ࢄߴ ࠶ࠓ ࡲהْ ߳یଙВ ࢇ ٵଢ ̏Ը࣌ʟࢄ ֍ࡆ Ϧ˅ ߄ࢺࢳࢄ֯
лԸ ʅԬଛ ϝ࣌ɹ ࣎࢟ଞ
 ҩӿۭ ࢄҗ ٖ ߳یːࢺʾࢧ˒ гଟࢳ ϝ˔ۉˀ ੲߣࡳ ࢼʝଙ˅
ːࢺʾࢧ˒ ːࢅ ̘ࠃଙВ ϝ˔ۉˀծ ۺଢ Μɹߛ 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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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ːࢺଛ ࢋ̓ˀ ˮল
 ߳ࣔشԸ ːࢳ ऍ ࡿבɹࠧ ːࢺଛ  ەؼлଛ ࢋ̓ୃߜ ઞࡳ ːѭࡰԸ
ʋଙ֯ ߳ࣔ έ ٖଟնଛ ࢋ̓ʵ५ɹ ݧɺଛ ߳ࣔ лଢ ߳ࣔࡿୃ شծ
ˮۺଙࠃ ࢄ࢝ࡒ  ࣌ࡰࢳࡪ  ࢟ۺԸ ʵ५ծ ࣯ࢄԫВ ϝԬ˒
гԺࢄ ଔ࠾ଞ
ȉ ߳ࣔ شऍ ߜୃ̓ࢋ ̔בઞࡿ ʋࡲ ࡆ۱ࢳࡰԸ ऌࠄشࣔ߳ شԸ ʾଲࢄ লࢳѶ
ˏْۭਜ਼ ݡଙ˅ л̘߳˒ ࣵ ̘߳ܒɻ ̏Ը জࢋْۭਜ਼ ऌΜʬ ʵ५ɹ
ߪؠऌऌ ߆ѣԹ ࣌ࢺଙВ ، ݢҜࡳ ࠏ
ȉ ࢋ̓ʵ५ লܒծ ଛ ߳ࣔࡿୃ شࡿ ˮࡆ ࡲۺ۱ࢳࡰԸ  ࡿ࢝ݡѤ˒ࢷ ऌծ ϹնВ
л̘߳җْਜ਼ ଙୃԬ̤߳ऌ ૣଞଛ ࢋ̓ʵ५ লܒ،߄ࡳ ѣଙ˅ ࡪࢳࡰԸ
ݡପଙВ ،߄ْਜ਼ ݡଙѵ নܒଛࡿ ̏ ࢳأʝծ րғВ ʥѣ ʣੲѷ ܶ ࢎࡵ
ȉ ୡࢇࢳࢆ ،߄ ࡲݢѵ֯ ࡪࢳࢆ Щߣଛ ϟࡿ، ࢄݢଔ࠾ଞ ۉέଙѣ̔ ۭૣਜ਼ऄ
ةվ˒ ϝѭࢼ ࢆ࠾ߒ࢝ ەأ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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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㷢 ːࢺଛ ࢋ̓ˀ ˮল
 ѭ५ ߳ࣔࡿ ࠓ ࣌  ߄ࢼ ࢟ۺঅԝ Щߣଙ˅ ܶࡅ ۺϦࡲ ߳ࣔ شછۺ
֊ ߄ࡳ րҗߪ ؼВ ঽऌࢋ
ȉ ࠓৱл ੲ࠾ ѭ५ࡿ ʾࡆ ةхҗ ୃࡿۭ ˮ֍ Ьɹ ࢆࡿୃ ࡳەଙВ ، ݢҜѣ
ةվ ଜ ܶ ࢎ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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Վ ࣏   ࠹ ࢢ۽Ѱ८ ࢂ߶ۏѦ̗˱࣏ࠪ ˈࡈ˗˃ࢂ ˃۽߾۰ ࢢࢉࡈ

ǭࢄࣵϝѭ ࢝ݡˮ࣌ʋିࡳ ଛ ϟࡿ ،ବ
 ̍ɻ ʋିࢄӿВ ɻળࡳ ʡ˅ ۉୠࢳ ଟࡿΜ ࢺࢳ ʹЬࢄ ࢄՑߪࣉЩ˅В
ଙऌր ࢺ ५ ϝѭݒࢄ ࡿ࢝ݡВ ऎࢺ ࡳۺɹऌ˅ ЩՑߪऌऌ ׀ଙࠎ˅ ५
ϝѭ̘ ࢝ݡҔ˽ ʹ ࡿܶۉԺࡰԸ ࢄߪऌВ ʾବࢄ ցߎࡵ

 ࢄࢼ ٖ ۭ࢝ݡଔ࠾ଛ ̊ࢼծ ࠩ୕ଙ˅  ࢳۉծ ୖлଙѵ ५
ϝѭ ࡿ࢝ݡଣ ࢆݒࢄ ݧনࢲࢋ̓˒ ɻࢸ˅ࡅ ̍ն˅ ˅ࡅ ঽߜˀࡿ ːࢳ
ۉୠ߄ࢴ։ ࡿଛ ؼୋ ୖл  ʅ୕ Ҝ ५ࠧ ५ ɻ રʵࢳࢆ л˩ୗࢄ
ࢄՑߪऌ˅ ࢄծ ːԺ୕ଜ ଔ࠾ ࢄۺʅ࣌Ѹ

 ϝѭࣵࢄ ࢝ݡˮ࣌ ଙ ࣎࢟ଙВ ओЬ̏ شԸ࣌ʟࡳ ˩ٵଙ˅ ָПਜ਼սଙ̘
ଙࠃ ̘জࢺ ؼˮল߳˒ ݥऋࠆˮծ ୕ۺଙ̘ ଛ ،߄ࢄ ଔ࠾ଞ
Labor Market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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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㷢 Labor unions in Korea
 Peaked in 1989 and trending downward
 maintained strong influence eve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wields a considerable ppolitical ppower despite
rate of 10%
p the union participation
p
p
Unionization rate and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in Korea

3,749

Labor dispute

25

Union rate(%)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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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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ȉDue to media coverage of a few notable labor dispute cases,
the actual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field are still hos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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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㷢 The labor-management model in Korea
 Transition from economic unionism to fragmented political unionism

political

27

Latin Model

'EQPQOKE2QNKVK
ECNDNGPFGF
WPKQPKUORQUV


nonpolitical


Italy

Rhine Model

Nordic Model

France

Germany

Sweden
Norway

-QTGCğU
VTCFKVKQPCN
'EQPQOKE
WPKQPKUO

Anglo-Saxon Model
USA

fragmented

unionized

note) PU: Political Unionism, EP: Economic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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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㷢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Page  5

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Regular Workers (A)
56.82%

Unionized(B)
24.99%
Regular
Workers
Unionized
Big
corporations

(D) 7.56%

Big corporations (C)
12.20%

Non - regular
Workers
(E) 37.99%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pplementary Surveys. 2009.

 First, the area D is the group that has a labor union, belongs to large corporations, and
consists of regular workers: the D is protected by multi-layers of market power, labor union and
labor protection law
 Second, the A+B+C areas excluding the D is the groups that fulfill one or more conditions
above, excluding the group that fulfills all three (group D); these groups are protected by a
certain degree of protection but weaker than D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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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Dual structure of the Korean labor market
Regular Workers
(A) 56.82%

Unionized(B)
24.99%
Regular
Workers
Unionized
Big
corporations

(D) 7.56%

Big corporations
(C) 12.20%

Non - regular
Workers
(E) 37.99%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pplementary Surveys. 2009.

 Last, the third group (the area E) belongs to SMEs, has no unions and are non-regular
workers: this group is most vulnerable and is under no protection of market power, labor union
nor labor protection law

Thus, ripple effect of the labor market must prevail in the
stratified labor market
Page  7

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㷢 Wages by employment type and work conditions
Monthly average total wage
Work hour per week
3,000

Total Regular Non-regular
46

44.2

90

2,500

82.2

80.3

80
44
70

70.4

69.9

66.5

61.2

42
2,000

42

1,500

40

60
50

2,460
2,104

1,000

45.5
39

40
37.7

38

1,393

42.7

30
20

36

500

10
0
(KRW1,000/M)

Total
ࢷ

Regular
ࢽ̍ऐ

Non-regular
̍ࢽٸऐ

34
(Hour/w)

0
(%)

National
Pension
˲̖ࠉ

Nationalʢʈؿଵ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ˈࡈؿଵ

Note: 1) total wage (monthly aveg.) is calculated by averaging the wages between June and August; work hour per week is work hours under
normal circumstances
2) excluding civil servants and teachers, who are exempt to unemployment insurance
Sources: recit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pplementary Surveys. Le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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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㷢 Wage level and work hour by firm size
Units: KRW10,000; hour
㇊3HUVRQV

㇊3HUVRQV

㇊3HUVR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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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PSOHVL]H













/QPVJN[CXGTCIG
YCIG

㇊3HUVRQV ㇊3HUVRQV

$ERYH

Source: Korea Labor Institut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1998-2008
Note: all wage levels are real levels deflated by the price index of the each year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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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㷢 Widening disparity: Channel
Widening disparity in work conditions by firm size

Subcontract structure
and division of labor
(intra-industrial,
inter-corporate network)

Big corporation’s
cost burden
passed on to
SMEs

High cost of
big corpor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Employment conditions disparity widens
by firm size
Fragmented labor market
(Inter labor market of big
corporations)

Mainstream-centric / weak-exclud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Page  10

Source: Ch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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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labor
management relations
(vulnerable leadership of
headquarters, fragmented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system
(Restructuring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II. Current issues of the dual labor market
㷢 Current obstacles to social dialogues
ଖ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s strengthened through labor law
cases and labor legislations
Æ About 360 labor-related bills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ssues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 dismissal requirement
Shorten work hour

The labor Standards Act

Widen the scope of general wages
The Fixed-term Act
The Dispatched Workers Act
Law on Intra-firm Subcontracting

Protect non-regular workers
Improve labor-management culture

The Labor Union Act

Set minimum wage level upward

The Minimum Wage Act

ଖ reduces incentives to voluntarily seek solutions within firms;
weakens the labor-management competency or capability by relying on
decision and legal interpretaion too much on the judiciary/legislative bodies
Page  11

III.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Sourc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http://www.esdc.go.kr/eng/en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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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㷢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labor policy: Outsider-exclusion
structure
Vulnerable grou
groups (women, non-regular
ular workers,
workers, SMEs,
SMEs non-labor unions)
Primary
labor
excl
lud
ded
d
areSecondary
excluded
market

labor market
omen
women
Non-regular
workers
SMEs
Non-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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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 (2013).

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Methodology

Synchronized Snowball Deal
-need synchronized, simultaneous discussions on reform item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labor markets; sector-specific tailored
discussion are needed
- Snowballing small successes catering various sector needs

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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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Stop dichotomizing total capital vs. total labor
 Dichotomous (and hierarchical) discourse of the ‘capital-strong; laborweak’ logic is an ideological illusion of the past

 Diverse strata exist in the labor market, such as weak capital and strong
labor (some labor unions of public enterprises/big corporations such as H
motor Co)

 Be wary of rent-seeking behavior of the ‘strong’ in disg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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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Korean Flexicurity
 In terms of flexicurity, the grand bargain of ‘total capital, total labor’ in which
national labor unions concede flexibility, while capital offers stability is infeasible in
Korea’s current labor-management relations; if a compromise is possible, the odds
are that the compromise is nothing short of a political rhetoric
 Primary labor market: flexibility for employment creation
 Secondary labor market: stronger safety net
 Specific and goal-oriented efforts from the institution is required to promote the
interests of the secondary labor market workers, by sharing benefits of the
management and regular workers of the primary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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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Strengthen fair competition and foster med-sized firms
in monopolistic sectors

 In an FTC analysis,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sectors in general tend to have a
high net value added ratio and high domestic concentration rates, while R&D ratio
and openness to overseas markets are low
 Major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sectors of Korea
Industries

CR3

Ave.shipment
amount

Net value
added ratio

%, KRW 1Billion, 2010
Openness to
external markets

Domestic
concentration

Refinery
Automobile
Freight
Tobacco
Floor glass
Sugar
Beer
Fertilizer
Coffee
Whisky
Monopolistic Ave (47industries)
Tot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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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m (2014)

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Strengthen fair competition and foster mid-sized firms
in monopolistic sectors
 Bigger issue is that these monopolistic/oligopolistic firms are common throughout
the key industries of Korea (Kim, 2014)
ଖ commonly found in the regulated or public sectors, such as electric/gas/water, transportation,
broadcasting & communication, and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Without an exception, these industries feature a very high level of work conditions
relative to workload, stability, and strong labor unions in general
 Eliminate grounds for the unfairly competitive and collus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build the relations that contribute for fair competition and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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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Build a fair wage structure
 Joint development of the wage agreement framework for the value of common duty
and fair compensation by industry; Formation of a consultative group by industry
for the industries that have a serious irrational wage disparity (Lee, 2014; Cho
sungjae, 2014); voluntary efforts and discourse are required to narrow the gap

ଖ Development of the wage agreement framework by industry should begin with
firms that have a high level of accumulated by regions and sector; mediate in such
ways that minimize the entry-level wage disparity between big corporation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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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Build a fair wage structure (continued)
ଖ Consultative group for wage differentials by industry should consists of big
corporations, sub-contracting and affiliated firms and should primarily draw wage
gap solutions from all strata, begin with measures for voluntary implementation and
consider establishing a minimum legal basis.

ଖ voluntary and diverse discussions--not ‘one-size-fits-all’ method--are necessary;
benchmarking of the supporters for infra-subcontract workers, elimination of labor
law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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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㷢 Build a fair wage structure
 As in the automobile sector (suggested by Cho Sungjae, 2014), the goal is to create a
diverse and sector-specific plan
ଖ For instance, benchmarking of Toyota’s case in which unit price increases are discussed by
the consultative group of the vendors is possible.
Wage negotiation guideline
High wage workplace
Æ Low rate of increase
Low wage workplace
Æ High rate of increase

Widening disparity
in
payment capability

Emergence of firms with higher
payment capability
Fund for Wage
Standardization gap

Welfare Fund

Unit price adjustment
Transform corporate welfare
Æ Social welfare

Narrow wage gap

Tripartite councils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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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te councils by industry

Source: Cho, et al. (2004)

ญ. Tasks for the dual labor market reforms
 Although some forms of social consensus or political decisions have been made
under the name of reforms, the secondary labor market issues have been neglected,
while most discussions have led to preserving vested interests of the primary labor
market.
 Deregulations or regulatory reform of the market and expansion of private
autonomy are required; the time is ripe for discussions of an unprecedented grand
tradeoff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s as well as enlarged and
enhanced protection of vulnerable labor group’s social safety net are discussed and
publicized.
 In order to compare and monitor different work conditions by group existed under
the dual labor market, measures for collecting basic data and promoting empirical
studies are necessary (Big Data in the Dual Labor Market; Economic Council of
I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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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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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준모 교수님의 “이중노동시장 구조하에서의 사회적 대화 방향: 한국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에서 출발한다. 왜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 문제인가? 학술용어로서 일찍부터 탄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
노동시장(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필자는 기업규모, 노동조합 유무,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라는 3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대기업-정규직-유노조] : [중

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가 양극단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
중구조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소득격차/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차 노동시장의 사회적 약자는 노사정 위원회를 비롯한 노동정책결
정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그간 노동시장 개
혁이나 사회적 대화과정에서 2차 노동시장의 이슈는 진정성 있게 다루어지
지 못했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도 1차 노동시장의 기득권 사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돌이켜 보면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관
련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 주변의 임금을 받는 근로
자들과는 무관한 논의라는 비판들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
인다.
이중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유연안정성의 논의도 총노동-총자본이 아니라 1차 노동시장에는 유연성
을 (지나치게 유연한) 2차 노동시장에는 안정성을 제고(사회안전망 제고, 최
저임금 인상, 간접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 노사의 이익을 덜어내어 2차 노동시장으로 환
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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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에 공정경쟁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을 육성해야 한다.
3)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직무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
히 초임금의 사회적 규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4) 이중노동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1차 노동시장
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비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labor

market

big data 구축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조교수님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사회적 대화는 ‘1차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의 파격적 대교
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간 “임금자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복지/사회안전망 강화”라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는 1차 노동시장의 양보와 유연성 제고와 2차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간의 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주장
하지 않았지만 조교수님은 사회정책 형성과정이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2차
노동시장 actor들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의 주장에 대해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유연성=경쟁력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통합 공동체의 유지도 동시에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시스템 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원하청간, 원청과 사내협력업체의 공생만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는 도구적
차원에서도 조교수님의 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과 관련해
서는 논의나 토론이 필요한 점들이 보인다.
첫째,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결국 생
산물시장/제품시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만일
대중소 기업 간 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는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문제이다. 관련해서 산업정책 차원
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어 보인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중후장대형 장치/설비산업들이고 이는 대기업에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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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하청-계열화 되었다. 반면 숙련노
동자와 장인정신이 필요해서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계․부품․소재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고 주로 외국(일본)에 의존했었다.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적합한 기계․부품․소재산업에서 강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면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나아가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
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노동시장, 주변부 노동시장, 비정규직이나 간
접고용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노동사회정책의 형성에 있
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이스(voice)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보
인다. 주변부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노동
조합을 통한 보이스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노조이익대표 기제를 활성
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수준에서는 노사협의회 그리고 초기업수준
에서는 다양한 이익대표 기구들이 작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주변부 노동시장 문제
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 그러나 주변부 노동시장 참여자들
의 발언기제 확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셋째, 직무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통해 대중소, 정규-비정규직간 (직무
가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과도한)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직
무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
인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나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교수님이 지적한 신규학
졸자 초임수준은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노사가 합의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1 -

토 론 문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 대화‘에 대한 단상
○ 현황 : 신뢰가 부족한 노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미흡한 정부 역할
- 신뢰가 부족한 노동과 자본 : 총노동과 총자본의 신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내부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신뢰 부족
․노동과 자본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상호
투쟁하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주류를 형성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 전략과 대기업·정규직의 이해
과 일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ㆍ대기업 : 세계화 및 경쟁심화에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 전략을 채택하면서
하도급이 확산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등으로 고용 격차 심화
ㆍ핵심 업무는 정규직 채용으로, 비핵심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응
ㆍ정규직 :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임금․노동보호
제도의 이익을 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제하는 측면 존재
- 정부 역할 미흡 : 노사정의 대화 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부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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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특징 >

자료

:

이준협

○ 노사정 대화에 대한 단상
- 비전 제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관계 비전 제시
ㆍ5개 경제주체의 목적함수를 바꾸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노사 간 신뢰
가 구축될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생 가능
ㆍ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생 및 격차 축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ㆍ자본과 노동과 공생 :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 이는 ‘공유가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일맥상통
ㆍ여기서 공유가치란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공유가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려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하기 어려움
ㆍ구체적인 공유가치로는 경제성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노사
이익의 동시 추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ㆍ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
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경영(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란 전통적인 기업활동 목적인 경제적 가치(기업의 이익)에 사회적

- 23 -

가치(공공의 이익)를 결부시킨 것으로서, 이를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
․이는 사회발전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주체로서의 노사정 :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을 제시하고, 그 주체로서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5개 경제주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필히 사회
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사회적 협의기구 확대 및 상설화 : 참여하는 노·사·정의 범위를 넓히고 시
민단체와 전문가, 국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상설화
․사회적 협의기구의 기능 및 권한 강화 : 합의사항 체결뿐만 아니라 집행, 평
가까지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협약 기구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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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장홍근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오늘날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등
장한 상황에서 이 컨퍼런스는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을 제
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Peter van Lieshout 교수의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 경험에 대한
발제와 조준모 교수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한국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한 발제는 매우 두 분의 수준 높은 통찰력과 분석, 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발표내용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귀중한 발
제를 해 주신 두 분에게 경의를 표함

◯ 본인은 우리 노동시장이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1
차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조교수의 분석에 동
의하며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토론에
대신하고자 함.
- 첫째, 기본적으로 현 고용노동시스템의 현실과 구조적․중장기적 문제점
에 대하여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의 폭을 최대한 넓히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다시 말해 길게는 1987년 이래 더 짧게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
형성된 현 고용노동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이르렀고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노동시스템을 목
적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여 일할 기회를 늘
리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며, 노동이동의 장벽을 완화하여 노동시
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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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의 고용유
연화, 임금체계 개선, 일터혁신 등의 수단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 정년연장의 정착, 실근
로시간의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아울러 담보하는 수단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넷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노동시장
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용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
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상생 발전(win-win)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한 패키지 딜의 모형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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