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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and socio-spatia1 mode of surmounting 
unemployment in terms of regiona1 labor market 

Noh. Young Sun 

요약 : 1997년 외환위기 결과 이로 인해 나타난 실업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현상이 전 지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특 

성이 지역 실업발생에 반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지역의 성격올 구명하고， 이 

에 따른 실업양상 및 실업극복 양식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으며 울산지역 제조업 생산직올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과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국가 및 지역 사회 환 

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실업， 지역노동시장， 분절노동시장， 실업극복양식， 노동력재생산구조， 행동공간 

Abstract As a result of :financial crisis at the end of 1997. the unernployment of Korea has inαea않d， which has 

been one of the m∞t serious problerns in our mety. However. the unernployment pattem is not even throughout the 

regions without variation. That is, the r행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밍onal laoor market are 

reflocted in the rl행onal unernployment pattern. Aα::ordingly. this paper aims to iden뼈 the rl행onal c떠racteris따， 

the re밍onal unernployment pattem, and m여e of surmounting unernployment through an떠ysis of the r황onal laoor 

market. Through a 뎌se study of blue-ro11ar workers in ul잃n. this paper wi1l deal with the unernployment pat따n 

and the ~α려/spa떠1m여e of surmour띠ng unernployment occ띠피19aαording to the speci:fic regional laoor market, 

and the national and ~깅al 밍lvironrnent affe따19 thern. 

Key word unernployment, rl땅onal laoor market, 쩔men때 laoor market, m여e of surmounting unernployment, 

laoor reproduction structure, action 얄갱æ.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 

서， ‘완전고용’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에 따른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98년 실업율은 

1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으로 인한 사회 

적 푼제가 확산되어 왔다. 최근의 실업은 연속되 

는 금융기관의 퇴출과 합병， 고금리 • 고환율 동 

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및 정리해고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고실업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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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구의 경우와 같이 구조적 변화에 의해 지속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울산광 

될 것인지에 대해선 예측하기 힘들다. 역시 제조업 생산직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의 특 

서구 지리학에서의 실업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내 성에 따른 실업발생과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에서의 실업발생과 원인， 실업의 지역적 차이에 초 양식， 여기에 미치는 제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점을 맞추고 있으며 (Fiel버louse，1996; Mar미1，1997) .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지역경제발전 및 개발 전략과 연결시키고 

있다(Dunford. 1996). 여기서 실업과 지역 · 집단과 2. 연구대상 및 방법 
의 상관관계 규명은 지역노동시장을 기초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분절노동시장에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 분석 및 사례지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렇듯 실업에 관한 역 실업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관련 민 

논의가 지역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이유는 첫 관 실업대책기관 및 민주노총 둥 지역 노동관련 

째，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실업발생 정도는 단체， 울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둥이 

다르며， 둘째， 지역간 설업발생의 차이는 궁극적으 사용되었다. 문헌연구는 지역노동시장(노동시장) 

로 지역간 불균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의 형성과 작동과정 실업발생과 실업극복과정에 

한국에서 실업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금 

씩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과거에는 실업문제가 현실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문적， 정책적 논의 또한 실업 발생에 대한 

관한 논의에 관해 정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 

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과 울산지역 노동시장의 성격， 빠fF 

이후 실업의 특정을 고찰하였다. 

사례조사는 울산지역 제조업 생산직 실업자를 

거시적 해석에 치우치고 있다. 즉， 실업율의 증가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서비 

등과 같은 수치적 해석과 전체 국가 수위에서의 

분석에 머물러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업 정책 수 

립과 적용에 있어 획일성을 드러낸다. 

한편 실업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실업 

이후 실업자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스업으로 분류되나， 노동력의 업무 성격상 본 연 

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실업 유형별로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류상 ‘희망퇴직’ 

이지만 권고사직의 성격이 강할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점이다. 적웅과정은 노동력 수요조절이라는 외 노동시장을 성격에 따라 크게 1차 부문과 2차 부 

부적 압력에 대한 대웅이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 문으로 나눈다고 할 때， 1차 부문에서는 H자동차 

으로 지역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 울산공장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차 부문의 경우 

회학， 심리학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 실업자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실 

고 있지만， 지리학 · 지역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 시하였다.H자동차 정리해고자의 경우 전체 133명 

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부변화에 대한 인간의 중 45명이 설문에 웅해주었고， 2차 부문 실업자는 

적응은 그가 속한 지역의 사회적 환경 및 로컬리 약 11 ，OOO~12，뻐명 중 60명의 실업자가 설문에 웅 

티 o없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구흘， 구 해주었다 I} 2차 부문의 경우 총 72부 설문을 받았 

직 둥의 실업극복행위는 지역 내 사회 · 공간적 관 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실업자의 웅답이 

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포함되어 있어 12부는 연구분석에서 제외했다. 

1) 공식적으로 울산지역의 종사자 지위별， 기업 규모별 실업자수와 실업율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2차 부문 실업자(모집단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모집단을 인위적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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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역 ll. 문헌연구 

지역은 울산광역시이다. 울산광역시는 한반도의 1. 지역노동시장의형성과작동에관한논의 

동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1α)5k폐， 인구는 98 

년 현재 101만 2천 여명이다[그림 11 현재 울산의 D 지역노동시장의 정의와 구성요소 

행정구역은 4개 구(중구， 남구， 북구， 동구)과 1개 군 @ 노동시장의 정의와 구성요소 

(울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은 북으로 경상북 노동시장은 노동력 상품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도 경주와 청도， 서쪽과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밀양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시， 양산시， 부산광역시와 접해있다. 울산을 가로 질 매매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효수， 1983:5; 박원석， 

어 내륙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울산만에는 울산항 1990， 재인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시장’ 이란 

온산항， 방어진항이 이어져 수상교통이 편리하다. 용어를 사용하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일반상품 

과는 차별적인 특정을 지닌다. 

울산의 도시 발달은 6，7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PoIanyi (1957 ; P，잉ζ1996:24)는 “노동시장은 다른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1962년 1월 울산은 특정공 상품과는 달리 제도적 현상 이라 규정내렸는데， 

[그림 1] 연구지역도 : 울산광역시 

Peck(1996)은 이러한 제도적 토대의 성격， 목적， 

역동성이 노동조절의 문제와 연관되며， 이는 곧 노 

동 그 자체의 사회적 성격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고용관계 및 임금， 노동조건 들의 환경이 

상호 작용함에 다라 그 특정이 결정된다(박배균， 

1993). 노동력의 수요는 지역의 산업구성， 산업생 

산방식과 연관되고 노동력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취업경로， 기업 내 교육체계， 가족관계 및 거주지 

입지 · 분화 둥과 같은 노동력의 물질적 재생산과 

정과 기업 및 노동문화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재생 

산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김형기， 1988). 하지 

만 여기에 공급과 수요간의 관계， 국가(제도)의 

변화， 자본의 잉여가치 형성에 나타난 생산방식의 

변화， 노동주체의 정치력 둥의 영향력과 상호작용 

에 따른 노동시장 작동 방식에 관한 논쟁이 이루 

업지구로 결정되어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어지고 있다. 

공업도시로 성장한다. 둘째， 급격한 인구성장이다. 

62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가 85，082명 이던 것이 @ 노동시장 형성 및 작동 

74년 23，3916명으로 증가하였고 83년에는 50만명 노동시장 이론은 접근방식에 따라 세분화될 수 

이상의 중대형 도시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1α)만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 

인구가 넘어.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는 노동시장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시장원리에 입 

각해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전통적인 노동시장론 

혹은 단일노동시장론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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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단일화에 비판적 대웅을 보이고 있는 분단 

노동시장론이다. 

단일노동시장론에서， 이 입장의 학자들은 개인 

적 특성이 동둥하게 정의되고 완전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가정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은 사회구조적 

위치들 사이에서의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 

제로 한다(원동규， 1992:10). 단일노동시장론에 입 

각한 근대적 노동시장론의 초기 이론으로 신고전 

파 노동시장론이 있고， 이를 노동의 동질성 측면 

에서 완화한 것으로 인적자본론이 있다. 

반면 분절노동시장이론은 단일의 경쟁적 • 연속 

적 시장이 아닌 상당히 다른 속성을 지년 노동이 

적어도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단되고 또 상호 

간에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별개의 시장으 

로 보는 입장이다(박원석，l9~). 

현실에서는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인간은 존 

재하지 않으며， 또한 인적 자본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대다수 피고용자들이 노동시장의 형 

태와 작동에 대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전일적으 

로 제시할 수 있고 공간적 이동이 자유로우며， 이 

익획득을 위해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는 원리 

또한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신고전적 이론의 비현실성에 대웅하 

여 많은 학자들은 분절노동시장을 주장한다 

(Fisher & Nijkamp, 1987; Conti, 1989; Peck,]., 

1989}2). 이들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임 

금시장(wage market)보다는 직무시장(job market) 

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인종， 민족， 사회계충， 

성에 따라 직무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즉， 입직 

문)가 분절된다. 여기에 기술변화 둥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구조를 정신노동시장과 육 

체노동시장으로 더욱 더 뚜렷하게 극화시켜 놓는 

다(박원석， 199이. 

Peck(1996}은 이러한 분절노동시장 이론의 전개 

를 세 시기 (three generation)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표 11 

2) 노동시징에서의 공간 및 지역의 의미 

노동시장은 단순히 노동과 임금，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는 추상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조직과 제 

도， 사회적 환경에 의한 노동시장의 차이는 곧 공 

간적인 차이로 나타나며， 공간적 · 지역적으로 다 

표 1. 분절이론의 3서|대 

지배 모렐 혹온 
중심 학자 지쩍 기원 혁신 

접근 

체도주의 경째학 
1차， 2차 노동시장 개념. 노 

1써대 이중노동시장 Doeringer, 뀐ore InstitutiOI녀list 
동시장의 기본 인과정의 

econorm‘:s 
역사적 경향。로셔 분철， 노 

급진객 Edwards, Gordon. 
맑시즙 동시장구조와 노동과정(홍 2세대 

이중노동시장 Harrison, Reich 
제) 명령과의 연철 

다원인척 셜명， 
Michon, 뀐.cåo， 

후기체인죠주의， 맥락객 접근， 
3세대 분쩔론 Rosenl훌rg， 

네오맑시줌 조절·흉치·재도쩍 Rubery, Wilkinson 
다양성외 강조 

출처 : p，때J. 1됐.， rWork P없 : The social ~땅Jlation 따 Labor MarketJ, chapter 3, p.50 재구성 

2) Fisher와 Nij없mp(1987)은 분절이론의 적절성에 대한 주장하면서 공간적 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 국지노동시장의 조합 

된 set에 대해 주장했으며， Conti (l989)는 지리적 맥락에서 노동시장의 일반이론에 대한 가설을 위해 분절이론의 사용 
을 옹호했다. Peck (l989)은 기폰의 국지노동시장의 작동은 분절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 
했는데， 이는 통근권을 기반으로 한 국지노동시장의 내부웅집력에 대한 주장에 초기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P.S.Morrison, 1~.. ‘Segmentation theory applied to the local and spatial labour markets' , Progress in Human 
G∞，graphy， VoU4(4) , pp.488-52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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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발현 된다.3) (Peck,1996: 86) 

노동시장의 구성요소인 수요와 공급에 입각하여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수요의 차원에서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 

地理學論훌훌 第35號 (2000. 2), 39-72. 

로 산업의 특성 및 기능이 다르고 생산환경이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체계， 노동력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 

(regional 1abor market) 내지 국지적 노동시장(local 

떠한가에 따라 수요 노동력의 특정은 다르게 나타 1abor market) 의 개념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연구가 

난다. 역으로 경제부문이나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으로의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박배균， 1993). 또한 지리적 공간은 지역간의 2. 실업의 정의 실업발생원인 재생산구조의 변화 
거리마찰， 정보의 차이 동으로 인해 공급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원동규， 1992). 즉 노동 

력의 공급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역노동시장이란 개념이 도 

출된 다. 지 역 노동시 장(re，밍onal 1abor merket) 은 다 

양한 산업에 걸치는， 노동력의 원천이 최소한 통 

합된 통근경계들까지 뻗히는 큰 고용자 집합 

(Morrison,1990) , 혹은 어떤 노동자가 자신의 주거 

를 이동할 필요없이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일걷는다(Fischer & Nijkamp, 

1987; 박배균， 1993:8-9). 

지역 및 공간의 개념은 노동시장 형성뿐만 아니 

라 조정 · 통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년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조정과 통제에 있어 지 

역간 • 도시간 전략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 

았다. ]onas(1996)는 지역노동 및 노동시장 통제레 

짐 (LCD, Labor market Control Regirne) 이 로컬 리 

티의 생산 · 재생산 · 소비의 부여된 실제적인 리듬 

에 의해 구조화되며， 지역적으로 특이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성과 작동원리가 전 

지역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지역별 

1) 실업의 정의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민간인구(즉 생산활 

동이 가능한 인구)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때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현재 노동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시장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이중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 

으로 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반 

면 실업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의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 

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일걷는다. ILO 기준에 

따라 실업자를 정의해보면 “실업자는 경제적으로 

활동가능한 특정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피고용인， 

자영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군인， 실업자를 모두 

포함)중 현재 일이 없고 일할 능력이 었으며 조사 

기간 내 최근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지 

칭한다(OECD， 1996:84). 따라서 실업은 노동자 개 

인이 자발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버린다던지 우발 

적인 사고로 실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인구가 

기회적 필요 고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적으로 객관화된 현상이다(경제학사전， 1988: 401). 

3) 천통적인 노동시장론의 경우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서 노동시장올 바라보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지역노동시 

장내에서 노동은 상호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지역은 단지 보면적인 과정을 위한 용기 (container)로 그려진 

다. 정통적 이론에서 지역노동시장은 추상적 경쟁이론의 회미한 지리적 반영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론화가 기 

반하고 있는 유사한 논법은 비공간적이며， 비역사적 분석 모두를 그 자체 도용하고 있다. 신고전 이론에 있어 ‘노동시 

장의 법칙’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우연성 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분절이론(여기서 분절이론이란 제도주의적 이중 

노동시장론을 일컬음)이 이러한 신고천 이론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지리적 우연성보다는 역사적 우연성 

에 분석 적 절 차를 부여 한다(Pock， 1996, rWork Place The S잉a1 Regulation of Labor marketJ, The Guilford Pr않， 
Ch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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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2) 실업발생원인 및 실업과 지역간의 관계 
@ 생산방식 전환과 실업의 발생 

구조적 실업에 관한 연구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재편에 따른 

실업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생산양식의 변화는 포디즘적 생산양식에서 

후기-포디즘(pæt-fordism) 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으로 대표된다. Piore와 Sabel의 ‘유연적 전문화’ 에 

서 ‘조절이론’에 이르기까지 원인규명은 다르지 

만， 일반적으로 포디즘적 대량생산방식의 위기와 

함께 직종， 학력수준， 성 동의 인적자본과 기업규 

모에 따른 실업발생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80년대 이후 서구의 산업구조재편 결과 가장 높 

은 실업위기에 봉착한 집단은 제조업종사자 그리 

고 이들 중 반숙련 · 단순노동력이었다. Green 

(1997) 은 70년대 이후 유럽의 고실업 상황에서 전 

통적인 반숙련기술자， 정식자격증이 없는 노동력 

에서의 실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및 실 

업에 있어 인종과 젠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 

전환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Benko & 장한다. 역시 Townsend (1983; Fieldhouse, 1996: 121 

Dunford ( 1991)는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재인용) 또한 1980년대 초반， 고실업의 위기는 제 

신기술， 유연적 전문화와 유연적 대량생산， 둘째， 조업 산업과 반숙련 · 단순기술 직종에서 일차적으 

통합과 네트워크， 셋째， 신기술과 산업조직의 변화 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과거 이들， 특히 상용직 

동을 들고 있다. Morris(199)는 포디즘적 경직성을 종사자들은 완전고용 제도 및 노동조합의 역할로 

넘어 기업은 점차 유연화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 고용을 일정 보장받았으나， 노동관계 변화로 안정 

며， 그 예로 다국적 기업의 지구적 지역화(glob려 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업위기에 봉착하 

loca1ization) 전략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게 된다.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대부분 비정규직 

전환는 노동관계의 변화와 대량실업을 수반한다. 에 한정된다. 기업규모별의 실업에 대해서는 경험 

노동관계변화와 대량실업의 형태와 요인에 대해 연구가 많이 된 편이 아니지만， 1980년대 이후 대 

정리하면 첫째， 기술의 발전과 기업조직 개편， 즉 규모 제조산업의 붕괴， 기술발전 및 하청화로 인 

합병， 인수 및 하청의 증가는 공장수준에서 노동력 해 대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이 오히려 불안정해진 

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데， 그 l단계로 노동력 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구조채편과 실업은 노동시 

를 대폭 감축한다(Bradbury，1989) . 둘째， 이러한 수 장의 형태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이른바 대도시 고 

량조절은 노동력 수요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는데， 용구조의 분단화와 관련된 것으로， 대량실업과 맞 

파트타임， 임시고용， 일시고용， 하청고용 둥이 증가 물려 고용이 발생하는 직종 및 기업의 특성에 관 

하며，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월동히 한 연구가 그것이다. Castell ( 1989)은 제조업을 중 

떨어진다. 셋째， 노동력 이직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심으로 한 반숙련 노동력의 실업이 급증한 반면， 

노동조합 가입을 저해하며 (C∞ke，1983) ， 조합의 결 고차 서비스와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전문직， 

속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동 경영직， 기술직 동 기술자들의 고용은 빠른 속도 

수요관계의 변화는 결국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데， 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M따마lelli & Schoenberger(l99l)는 80년대 미국의 

실업률이 급증한 이유가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과 노동 

자의 지위가 약화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 지역(노동시장)과 실업 발생에 관한 논의 

실업발생과 지역과의 관계， 특히 실업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논쟁은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준거 

틀과 관련이 있다. 

@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에 관한 연구 의견차는 지역간 격차 발생에 관한 문제에서 출 

최근의 전반적인 실업발생원인에 관한 논의와 발한다. 노동시장의 신고전모텔은 실업의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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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나타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 3) 노동력 재생산 구조의 변화와 실업극복양식 

적으로 균둥화된다고 제시한다(Fassman & CD 노동력 재생산 구조의 변화 
Meusburger,1997) . 이 모텔에 의하면 (지역)노동시 지난 십수년동안 산업 및 고용관계 뿐만 사회 

장간에는 ‘장벽이 없다’ (Hasluck.C. & Duffy,K..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실업 

1992). 즉 균둥화는 자유로운 노동이동에 의한 것 에 처한 이들의 재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며， 단기적으로 불균둥이 생기는 것은 노동력 Mingione(1996: 15)는 세계화와 서비스 산업의 중 

이동이 단시간내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대 거대 제조업 공장의 고용감소와 더불어 사회 

서 실업에 관한 신고전 이론적 해석에서 ‘지역’은 전반에 가구(household) 의 이질성 · 불안정성 증 

의미가 없다. 하지만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생산 대 인구학적 변화(지역과 혈연에 기반하여 뿌리 

요소의 지역적 상이성， 지역간 노동이동의 부분적 내려진 가족의 보호기능상실) 동 후기-포디즘적 

저해를 말하면서 지역간 균동화가 현실적으로 불 경제적 축적의 복합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가능하다고 주장한다(Fassman & Meusburger 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구에서 사회적 변화의 핵 

,1997). 즉 장기간의 실업은 지리적 편차가 존재하 심은 역시 정치체제의 변화로서， 이른바 대처리 

며 (Green， 1997) , 이의 이론적 기반은 Myrdal 

(1957: Fassm와1 & Meusburger, 1997) 의 ‘누적 적 

인과’ 에 소급된다. 따라서 지역간 실업과 발전의 

불균둥은 영속적으로 나타난다. 

분절노동시장에 입각한 실업논의에 있어서도 지 

역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몇몇 학자들은 실업에 

취약한 인적 자본(human capita1)이 어떤 지역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지역간 실업율의 편차가 나타 

난다고 주장한다( Green,1997) . 이는 지역은 단지 

노동력을 집수하는 ‘용기 (container) ’ 이며， 노동력 

의 특성 분석이 실업 연구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다. 하지 만 Fiell빼ou똥(1996; G였1，1997) 은 노동 

력의 특성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 또한 실업의 지 

역간 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는 

Peck이 주장한 ‘노동의 사회(공간)적 속성’ (Peck, 

1996)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실업의 불균둥한 위기 

즘， 레이거노믹스가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 적 경향의 출현이다. 신자유주의는 기 

업간 경쟁의 자유， 관료주의적 부담， 쇠약해진 노 

동시장으로 과부화된 (overloaded ) 복지국가를 공 

격한다(Giddens，A.，1994: 140). 김세균(1998) 에 의 

하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생산의 합리화와 노동관 

계 재편으로 대량실업을 불가피하게 발생해 냄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및 복지정책(실업대책) 둥의 

국가개입을 최소화시켜 계충간 불평동을 심화시 

킨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의 붕괴， 신자유주의적 정 

치구조로의 전환，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및 국 

민복지의 국가부담 축소 둥 80년대 이후 영국 · 미 

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후기 포디즘적 사회변화의 

징 후는 직 업 · 소득구조의 양극화( Sassen ,1986, 

Casteils,M,1989 )와 재생산 구조의 붕괴로 인한 장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기실업자의 증가， 도시빈곤의 증가(Mingione，1996 )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충격 

필요하다고 지적한다(Fieldhouse，1996) . 노동시장은 은 실업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동력의 태도에 영 

지역별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간에는 향을 준다. 

산업구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실업을 유발한 경제적 충격에 

지역별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역으로 고용율 

의 차이는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차이를 결정적으 

로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Dunford， M., 1996). 

@ 실업극복양식 : 실업 주체의 노동력 재생산 

전략 

대량실업과 사회변화에 대처， 실업자 각각은 저 

마다 실업극복양식을 지니고 었다. 이는 수요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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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에 대한 실업자의 주체적 대웅이며， 새로운 재생 처했을 경우 숙련 · 기술노동자들에 비해 사회적 

산 구조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집단주의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실업위기에 쉽게 봉착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Morris(1993)는 실업자들의 실업 이후 태도에 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실업극복의 집단적 특성에 관 연구에서 장기실업에 처한(혹은 처할) 노동력의 

한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험적 실증 경우 안정고용자나 1차 부문 실업자에 비해 구호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품이나 선물에 보다 의존적이며， 자발인 관계형성 

설업극복은 크게 개인의 주체적인 극복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한 극복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업 

극복 연구의 핵심은 실업자의 지역간 이동이며， 

이는 가장 적극적인 극복양식이라 할 수 있다. 주 

된 내용은 어떤 집단에 의해 이동이 이루어지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는 다시 앞에서 언급한 실업의 지역간 차이와 

지역노동시장 재편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라 할 수 있다. 

Martin ( 1997)은 실업 이후 지리적 이동의 선택 

성을 주장하면서， 균둥이론을 비판한다. 즉， 이동은 

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기술이 뛰어난， 즉 지리적 

이동이 용이한 이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며， 이러한 선택적 노동이동은 지역의 실업차를 

실제로 영속화시킨다(Maπin，1997:245). Fassman 

& Meusburge (1997) 역시 대 량실업 이후 실업자들 

의 지역간 이동은 선택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동의 특성에 의해 유출이 많은 지역의 경제 쇠 

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실업극복은 지역이동이라는 극단적인 행위 

이외 기존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도 형 

성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들은 역시 실업에 처한 

동료와의 네트워크 둥으로 격리되는 경향이 었다. 

따라서 심리적 · 물질적 문제 동을 도움받는 사회 

적 지원체계가 매우 취약한 편이다( Gallie ,D. , 

Gershuny.J.& Vogler,C.,1994: 263) 하지 만 이 러 한 사 

회적 관계 또한 실업자의 인적 특성과 소속된 집 

단의 성 격 에 따라 다르다. D.Gallie & C. 

Vogler(1994) 는 비숙련 · 단순노동자들이 실업에 

을 통한 실업극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숙련 · 기술 노동자라 할지라도 기업 정 

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 고용인지 여부， 노동조합 

둥 기업사회의 문화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어떻 

게 형성되어있는지에 따라 실업 이후 사회성의 정 

도와 태도는 다를 것으로 보여， 보다 심층적인 연 

구가요구된다. 

1lI. 효박의 노동시장 구조와 실업 

1. 효k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구조 
실업발생은 국가 혹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정 및 

형성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각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실업발생의 원인과 정도 

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노동 

력 ( 인적 자본，human capita1) 의 특성 에 따른 임 금 

구조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구조 및 고용관계 · 

근로환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시장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4) 

1) 노동력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 

@ 성별， 교육수준별 임금수준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남성노동력과 여성 

노동력의 임금이 입직단계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 

며，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이의 정도가 심 

해지고 있다. 한편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면 고졸 

노동력의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교 

4) 여기에서는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노동시장을 제외한 민간부문에 국한하여 분석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 
리 평생고용이 보장되어 있으며， 임금 산정기준과 근무조건이 민간과는 구별된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민간기 

업 노동시장과 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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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 · 학력 · 근속년수별 임금구조(1996년) 이상으로 노동력(인적 자본. human capi때)의 

(단위: %) 특정(성， 학력， 직종)에 따른 임금구조에 대해서 
성밸 학벽 < 1년 1-2년 3-5년 6-8년 9-11년 12년〈 

중졸이하 99.6 94 .1 89.0 88.8 85.8 80.2 

。~난 u 자 ‘ 
고 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초대쏠 114.4 112.8 112.7 116.0 118.3 115.3 
二nl 대쏠이상 144.5 141.0 145.2 154.6 158.6 154.3 

구 증졸이하 87.9 81.9 76.7 75.6 67.9 64.7 

5:.ζ 여자 고 쏠 100.0 1ωo 100.0 100.0 100.0 100.0 
초대쏠 119.0 124.6 121.3 133.7 129.2 110.9 
대졸이상 172.31 163.21 165.4 179.0 168.3 160.3 

주 : 고졸 임금을 100이라 두었올 때， 학력별 임금올 백분율로 환산 
한값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육수준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별 임 

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직종에 따른 임금추이와 취업구조 

다음으로 직종에 따른 임금 추이에 대해 살펴본 

다. 해당 직종의 성격은 노동력의 교육수준과 일 

정 상관관계를 지닐 것이다. 직종대분류별 임금 

추이를 보면， 고위전문가 및 관리자， 전문가 동 비 

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기능원， 단순노무직에 비해 월둥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학력수준이 낮고， 별다른 기술을 지니 

지 않은 단순기능직인 경우 임금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에게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임시 · 일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압고우|일끽원 및 관리자 

.전문까 

디기술공 및 준전문가 

디사무직 

-서비스 

m 기능원 

.강 ""1 기계조작원 

口단순노무진 

그림 2. 직종대분류별 임금추01(1996년) 
자료 :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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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학력별 · 직종별 임금 

수준의 비교만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을 파악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동일한 학력， 동일한 직종 

을 가진 노동력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소속되어 있 

는 기업의 성격 및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임금수 

준 · 노동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며， 노동이동(이직)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수준， 노동조건 및 

이직 

@ 근로시간 및 임금구조 

사업체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중소 

업체와 대기업간의 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정상근 

로시간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길게 나타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소규모 사업장의 정상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 

나며， 총 노동시간은 100-299인의 중규모 기업에 

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500인 이상의 기업 

은 정 상노동시 간은 가장 짧게 나타나나， 초과근로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노동시간이 대기업에 비해 길게 나타남에도 불구 

하고， 임금은 매우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경향이 었다. 

한편， 97년 사업체 규모별 임금 구조를 살펴보 

면[표 3],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70% 내외 

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10-29명 정도 영세 

사업장의 임금을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비 

교해봤을 때 65.2%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들 

사업장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에 비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500인 이상 기업 생산직 

임금의 6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조건 및 기술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임금 수준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동복지 수준과 기술교육에도 차이가 나 

타난다. 1인당 노동비용을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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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업체 규모벌 임금구조(1997년) 

주: 중소기업(S . M) - 1O~299인， 대기업(L) - 300인 이상 사업장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J， 각호" 한국노동연구원， 1998, KLI 노동통계 

보면[표 4], 대기업의 급여 외 노동비용， 특히 복 

리비 및 현물지급 등 노동복지비용이 중소기업에 

비해 월둥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훈련비용의 격차 

인데，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인력의 기 

술훈련 투자가 월둥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교육훈련비의 지출은 내부 노동력의 숙련화 

를 높일 것이며， 이는 대기업 노동시장 내부화의 

증거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결성 여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 

한다. 실제로 앞서 지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수준 및 노동환경의 격차와 노동조합의 결성 

정도는 일정 상관관계를 지닌다.1990년 사업체 규 

모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표 5], 49인 미만 영 

세사업장의 사업체 조직률은 0.9%, 노동력 조직률 

표 4. 기업규모벌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전산업， 1996년) 

@ 이직 

이러한 임금구조 및 노동조건의 차이는 사업장 

별 노동이동(이직)에 영향을 미쳐， 사업체의 규모 

별로 노동이동의 차이로 나타난다. 1996년 사업체 

규모별 이직율을 살펴보면， 1O~29인의 소규모 사 

업장에서 이직율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1O~잃9인 이하 사업장을 중소기업， 300인 이상 사 

업장을 대기업이라 했을 때， 중소기업의 이직율은 

12.1%, 대기업의 이직율은 6.9%로 나타나 중소사 

업체의 이직율이 대기업에 비해 2배 정도 높음을 

알수 있다. 

은 0.1%에 머물러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의 경우 노동력 조직률은 60.0% , 사업체 조직률은 

55.4%를 보이고 있어 사업체 규모별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노조가 독점적 효과(monopoly effect) 와 집단이 

익 대변효과(빼때ve voÍce effect)를 갖는다고 한 

다면(Freeman & Medoff, 1984) ,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상 독점적 효과는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사업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비조 

직화된 사업장 간의 임금 및 복지혜택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이재열 · 권현지， 

1996; 이재열， 1998:70-71) 즉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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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체규모벌 노동조합 조직률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발달은 오히려 기업간 규모 

에 따른 노동력의 근로조건에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한국노동시장은 크게 기업간 규모에 

따라 분절이 나타나며， 여기에 성 · 교육수준 · 직 

종 등 노동력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성격지울 

수 었다. 즉 임금수준， 근로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으로 노 

동시장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조직 내부에 

서 성 · 교육수준 · 직종에 따른 분절이 각각 나타 

난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이 전 지역에 걸쳐 동 

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IMF 구제금융시대， 한국의 실업발생 원인과 
양태 

1) 90년대 말 한국의 실업발생 원인 

@ 대량 실업의 발생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분 

명 대 량 ‘실 업 ( lli1employment) ’ 발생 이 다. 실 업 발 

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비단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업에 처한 개인의 상실감과 함께 

사회 ·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량실업사태에서 우려되는 점은 단기적인 

설업률의 변동， 경기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 

인 마찰적인 실업보다는 사회 · 경제의 구조적 요 

인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실업률의 변동， 구조적 실 

업변동에 있다. 즉 현재의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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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진정될 것이지만， 이 

러한 설업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져 장기화될 가 

능성이 높다.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 변 

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생산합리화와 기업조직 개편을 모색해왔다. 이러 

한 경향은 해당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에 국가 정 

책이 편승하여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현 이후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어 기업 합병과 

매각， 아웃소싱 (out-sourCÏng) 둥으로 급격한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대량실업 

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이며 마찰적인 실 

업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부 

문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구조적 실업이 한 

국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한편 실업은 노동시장 분절별 ·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경제위기라는 충격에 의한 

반응의 결과， 노동력 개개인별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각기 다르듯이 이러한 노동시장 특성 별로 

대량실업시대 처한 위치 또한 각기 다를 것이다. 

또한 실업발생은 지역적 경제 ·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실엽의 형태와 노동력 지위별 · 산업별 실업 

현황 

@ 실업의 형태 

이작 이유를 보면 98년 11월 현재 일거리가 없 

어서， 사업경영악화 (38.9%) ， 직장 휴 · 폐업 

(11.1 %) 등 경기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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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비율(50.0%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 

이는 IMF 구조금융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로 인해 

업체가 심각한 경영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초졸 이하를 제외한 중 

졸 · 고졸 이하 노동력의 실업이 대졸 노동력의 설 

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그림 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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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업 사유(1998년 11 월) 
자료:통계청，매월고용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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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력벌 실업율 
w쟁년 하반기， 7월 -11월) 

자료 : 통계청， 매월고용동향자료 

@ 직업 및 종사상 지위별 실업 

직업별 실업자 수 및 구성을 보면， 98년 11월 현 

재 기능 · 기계조작 · 단순노무직이 전체 5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 판매 

직이 23.0%,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직이 11.7% , 사 

무직 10.2%, 농림어업직이 1.7%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5]. 비숙련 · 단순 노동자들은 전문직 · 관리 

직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실업률를 기록하는 경향 

이 있다(Fieldhouse， 1996; Green, 1997) 비숙련 · 

단순 노동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대부분이 전 

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일 실시할 경우 1차적 

인 해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종사상 지위별로 실 

업현황을 살펴보면， 임시 및 일용직이 62.9%로 가 

장 많이 차지했고， 상용직이 22.5% , 자영업이 

14.9%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결과로 나타난 생산제조업체의 경영악화·부도와 

건설업체의 대량부도로 인해 이들 일용 · 임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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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매월고용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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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업별 실업(단위: %) 
자료: 통계청， 매월고용동행자료 

@ 사업체 규모별 실업 

사업체 규모별 실업을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 

업에서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해 

고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추 

이[표 6]를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를 중소기 

업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중소기업 출신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업체에서의 실 

업발생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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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실업발생과 원인 많은 실업자를 배출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건설 

1998년 11월 현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업은 한 개의 종합건설업체에 여러 개의 하도급업 

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76.1 %) 이중 체로 구성되어 있어 모기업의 부도는 수많은 하청 

도소매 · 숙박업이 2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업체의 연쇄도산을 이끈다. 또한 일용 및 임시직 

의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표 6.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 주이 것 또한 대량설업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도 · 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경기에 매우 민 

감한 부문으로， 전반적인 경기악화에 소비력이 급 

격히 떨어져 휴 · 폐업과 실업이 증가했다. 한편 

은행 · 금융 · 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은행 

퇴출 등의 영향을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나，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1991년에 시작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 

은 비율의 남성실업을 기록한 것은 은행과 금융부 

문이 었다(Fieldhouse E.A. 1996). 

주 : 1)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통계는 임의가입 사업장에 관한 

자료임 
2) ( )안의 수치는 전체 수급자수에 대한 비중임 

자료 : 1998년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1/4분기) p.21 재구성 

건설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다. 광공업， 특히 

제조업의 전직실업자는 통계청 추산 27만 2천여명 

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7]. 농림어업의 

경우 2.5% 로 전달(98년 10월)에 비해서 다소 상 

승하기는 했지만 전체 산업간 비교를 볼 때 IMF 
이후 경기악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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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산업벌 실업현황(1998.1 1) 

자료:통계청，매월고용동향자료 

이러한 산업별 고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998년 8월 현재 건설업에서의 실업은 전체 실 

업인구 중 26.4%를 차지하고 있어 IMF 이후 가장 

地理學論議 第35號 (2000. 2) , 39-72. 

@-2 제조업 

제조업은 경기악화와 동시에 실업이 급격히 증 

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한국의 제조업은 그 생 

산과 판매， 고용체계 등에 있어 선진 자본주의 국 

가와는 달리 아직도 경직성을 유지하고있기 때문 

에 경기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현상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에서의 실업발생과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97년부터 본격화된 대기업체의 부도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 실업을 들 수 있다. 

한국 경제악화의 원인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다. 97년에 한보사 

태를 출발로 이어진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이들 기 

업에 무원칙한 신용대출을 일삼아온 금융권의 위 

기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IMF 이후 정부는 이러 
한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 

으며， 정부개입으로 인한 기업조직개편 및 경영합 

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경쟁력 강화’ 

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고용조정으 

로 대량실업 발생 등이 우려된다. 

둘째， 대기업의 붕괴와 구조조정은 이들 기업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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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관계로 존재기반을 유지해 왔던 한국 대다 경제발전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설업이 잠복 

수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및 고용조정으로 이어지 하는 저 수지 이 기 도 하다 (H.Fassman & P. 

는， 이른바 실업 도미노 현상을 유발한다. 대기업 Meusburger, 1997). 

의 부도와 고용감축은 자연히 대기업과 1 .2차 하 다음 [그림 8J은 97년부터 98년 11월까지 광역 

청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중지 및 고용 행정구역의 실업율이다. 

감축으로 이어진다. 

하청에 의존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체의 비중은 

1969년 11.6% 에 불과하던 것 이 1988년 이 되 면 

55.5%로 크게 늘어났다. 타 업체에 대한 간접수출 

및 유통업에 대한 주문 판매까지 감안하면 1990년 

현재 하청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체의 비중은 

75.8%에 달한다(윤진호 1994:165) 그리고 종업원 

수가 적은 업체일수록 하청(하도급 혹은 재하도급 

포함)의 비율이 높은데， 하도급업체의 비중은 종 

업원 수 5~9인 규모의 경우 43.1 %, 종업원수 

20~49인 규모업체는 42.8% 종업원 수 50~99인 

규모업체는 34% , 종업원수 100인상 규모업체는 

25%으로 나타난다(박삼옥， 1998: 102). 

따라서 우리 나라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 재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수직계열화 되 

어있다(정영무， 1998)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경 

영악화에 직면했을 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기업 또한 영향을 받아 최악의 경우 연쇄 부도에 

이르는 상황에 놓인다. 

걷뽑 

휠캘P 

5α뼈 5c(뼈 1α뻐;0 15αXXl 

실업률(평균) 

E그 < 3.4 
麗靈 3.5-4.9
톰뿔뿔 5-6.4 

톨.6.5-7.9 
톨톨 ) 8.0 -

그림 8. 실업률 

(전국광역행정단위， CJ7 -98. 11) 

qI 

98년 한해동안 광역시(대도시)의 실업률이 농가 

3) 지역별 실업율과 지역노동시장 비율이 높은 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 

앞에서 실업은 산업 특성， 노동력 지위에 따라 며， 그 격차는 경기 악화 이전에 비해 매우 크게 

다르게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산 벌어졌다. 

업 구성이 다르고， 지위별 노동력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업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비 

록 경기악화는 전 지역에 걸쳐 높은 실업을 유발 

하나， 각각의 지역이 독특한 산업구조와 노동력의 

특정， 즉 지역노동시장의 특정에 따라 지역의 실 

업율은 결정되며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부산， 대구， 엔천 등과 같은 쇠퇴 제조산업 

및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지방대 

도시 지역에서 실업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서 

울의 경우 80년대 중반， 90년대 초에 걸쳐 제조업 

에서 고차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에 

따라 타 대도시에 비해 실업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2, 3차 산업의 비율이 낮은 지역(농가비율이 높 나타나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실업위기는 지리적 

은 지역)은 실업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 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서로 다른 

타나는 반면 대도시지역의 실업율은 10% 대에 지역 내 노동력을 형성하는 개개인으로부터 파생 

육박하는 고실업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대도시는 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산업구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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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사회맥락이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난다 상이지만， 종사자 수에 있어선 각각 18.7%, 14.3% 

(Fieldhouse, 1996: 120). 로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제4장 울산지역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 

1. 울산지역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특징 

울산의 도시산업구조는 제조업 편중적이며，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업 및 3차 산업 발 

달이 미약하다. 제조산업 중에서도 기계조립， 화학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주를 이루며， 섬유 · 식품 

등과 같은 전통적 경공업과 첨단산업은 상대적으 

로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산업발달과정에서 

도 잘 나타나듯이， 울산지역의 제조업은 대형 제 

조산업과 장치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 

이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 

소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수 모두에서 타 대도시 

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지역노동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울산지역 산업구조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 경제구조의 불균형 심화 : 제조업 중 

심의 산업구조 

@ 제조업 편중의 산업구조 

울산은 전체 산업에 대한 제조업의 비중이 지나 

치게 비대하여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울산지역 산업대분류별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사업체 수에 있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수 비율에서 전국은 11.2% , 울산은 7.7%로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종업원 수를 볼 때 

전국은 26.8% , 울산은 46.5%로 전체 산업 대비 제 

조업 종사자 수에 있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보면， 업체 

수는 전국이 35.6%, 울산이 36.3%로 전국평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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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조업 편중 지역 경제구조는 98년 울산 

지역 취업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 

년 2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전국 평 

균이 20.7%인데 반해 울산은 41.7%로 전국 평균 

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전국 평균이 69.0% 에 

비해 울산은 이보다 훨씬 낮은 56.3%로 나타나고 

있다(이재기， 1998:5) 

울산지역 산업 불균형의 원인은 울산이 한국의 

공업화 전략에 입각，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흥도시 

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도시역사는 한국 산업발전 

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울산지역은 1962년 국 

가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인해 특정공업지구로 지 

정되며， 이 시기 건설된 울산 공업단지는 정부계 

획주도형으로 건설된 국내 최초， 최대의 임해국가 

공업단지이다. 따라서 울산지역 산업의 제조업 편 

중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산 

업중심의 구조는 실업 발생시 타 산업으로의 고용 

흡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울산이 제조업 편중의 산업구조를 지님과 동시 

에， 제조산업 내에서도 경공업 비중이 낮고 중화 

학공업 비중이 월둥히 높은 불균등현상을 보인다. 

1996년 전 제조업체들 가운데 중화학 관련 제조 

업체가 전체 93.0%인 994개사인 반면， 비중화학관 

련 제조업체들은 7.0%인 7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난다[표 7J. 
울산지역에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울 

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60 

~70년대에 집중적으로 투자 · 개발되었고， 이곳에 

주로 입지한 산업이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과 같 

은 대규모 조립 · 장치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침체국면을 맞고 

있고 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구조조정 되고 있 

어 지속적인 고용불안정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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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울산의 중화학관련기업과 비중화학관련기업의 분포(1996년) 의 비율은 25.1%인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49인 

(단위: 개， %) 이하가 9.6%에 불과하나 500인 이상 사업체에 종 

사하는 노동력의 비율은 68.7%에 달한다. 서울특 

별시와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울산지역은 

노동력의 대규모 사업장 종사비율이 월등함으로 

알수있다. 

대기업의 고용비율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울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경기에 따라 고용의 기 

회와 지속성 등이 결정되어 경기안정기에는 불이 

익이 없지만，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대기업 중심의 집적 현상이 가져다주 

는 불안요인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원준， 

구분 
중화학공업 기업 경공업기업 계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대기 기업 55 78.6 15 21.4 70 6.6 
업 종업원 91,075 85.6 15,379 14.4 106;454 70.6 
중소 기업 935 94.1 59 5.9 994 93.4 
기업 종업원 40,808 92.0 3,548 8.0 44,356 29.4 

기업 990 93.0 74 7.0 t064 100.0 
계 종업원 131,883 87.41 18,927 12.6 150,810 100.0 

자료:울산상공회의소 

2) 대기업 주도 경제구조와 기업간 수직적 하 

청관계 

@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H그룹 및 기타 대기업의 분공장이 거 

의 지역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용면에 있어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 

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많은 편이다. 따라 

서 기업 규모간 불균등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97년 7대 광역시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9]과 같다.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을 볼 때 전국 

평균이 40.6% ,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1997:10).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청관계 

울산지역의 대기업 주도 경제는 지역 내에서 생 

산활동을 하는 중소업체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 

는데， 울산지역에 입지해 있는 중소업체 대다수가 

대규모 산업체에 부품 등을 납품동}는 하청업체이다. 

최근 울산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연구보고서(울 

산상공회의소，1997) 에 따르면， 조사 응답 업체 59 

개사 중 69.1%가 단순하청 납품 생산체계를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자판매의 생산체계를 

지역 

(0% 20% 40% 60% 80% 100% 

그림 9. 제조업 사업체 규모벌 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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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업체는 30.9%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를 포함한 기계류 업종과 1차금속류 업종에서 

단순 하청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가 가장 많았으며(각각 75.0% , 70.0% ), 독자 판매 

地理學論護 第35號 (2000. 2) , 39-72. 

2) 대기업， 중소기업의 분절 심화 

산업구조가 사업체 규모에 있어 뚜렷이 양분되 

어 있는 울산은 지역노동시장 또한 이에 따라 확 

연히 분절되어 있다. 이러한 분절구조가 어떠한 

의 생산체계를 지녔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지 H자동차와 2차 부문 실업자들 

업종은 석유화학분야(55，4% )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기업과 하청 거래를 하는 중소업체는 

대기업 중심의 거래관계 형성으로 부당하게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간 

의 가격경쟁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려 하기 때문 

에 하청업체는 어쩔 수 없이 납품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어음결제 지연과 같은 대기업 

의 일방적인 대금지불 연기 등으로 도산하는 사례 

가급증하고 있다. 

2. 울산 지역노동시장의 특징 

울산지역노동시장은 앞에서 지역산업구조의 특 

정에서 나타났듯이 여타 대도시와는 달리 제조업 

중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리가 명확한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노동시장 또한 이를 기반으 

로 형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울산지역노동시장 

의 특징을 제조업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남성노동력 줌심의 노동시장 형성 

울산은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 

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노동력 중심의 노 

동시장을 형성하고 었다. 제조업 노동력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의 노동력 성비(性比)가 

68.2 대 31.8 인 반면， 울산은 85.7 대 14.3으로 나타 

나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타 대도시에 비 

해서도 남성노동력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다‘ 이는 노동시장 형성에 있어 양성관계 (gender 

re떠디on) 가 뚜렷이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 노동시장 진입과정， 노동력 수급의 지역적 

범위 및 노동이동 

Q)-1. 교육수준의 차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상용고의 경우 노동력의 학 

력수준 및 기술수준이 중소기업 종사자나 일용 · 

임시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학 

력의 차이가 노동시장 진입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대기업 출신 실업자와 2차 부문 

실업자 학력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표 8J과 같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기업 규모 

에 따라 학력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표 8. 실업자의 학력수준 

H자동차 2차 부문 

정리해고자 실업자 

국졸 혹은 종퇴 1 (2.2) 6 (10.0) 

증졸 혹은 고퇴 o (0.0) 19 (31.꺼 

.J2 ε Eε 38 (84.4) 29 (48.3) 

대 졸 6 (13.3) 5 (8.3) 

대학원졸 o (0.0) o (0.0) 
기 타 o (0.0) 1 (1.끼 
합 계 45 (100.0) 60 (100.0) 

자료·설문조사 

이유는 생산직의 경우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반숙 

련 ·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의 분포’을 보면 대기업은 고졸이 일방적으 

로 많고 기타 학력이 거의 전무해 평준화되어 있 

5) 울산지역 생산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유는 첫째， 울산지역이 생산직 중심 지역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가 생산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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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수 있지만， 2차 부문은 고졸 이하 학력이 고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 및 기술교육을 수행하기 위 

루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해서는 울산 인근 공업계 학교와의 연계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00-2. 노동시장 진입과정 및 지역적 범위 
가. 노동시장 진입과정 

대기업 직영 생산직 종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기업 생산직의 입직은 주로 기업과 공업 

계 고등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 

2차 부문을 살펴보면 역시 영남지역이 많이 분 

포한다. 하지만 H자동차에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H자동차와는 달리 막연히 취업을 목 

적으로 울산지역에 진입한 노동력이 이들 부문에 

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결과 두 부문 모두 영남지역 출신이 가장 

다. 대기업은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울산지역 제 

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기본적으 조업 생산직의 노동력 수급의 공간적 범위는 그리 

로 회사와 학교 혹은 교육기관과의 공식적인 노동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력 채용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졸 생산 

직 사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구조의 차이 

반면 2차 부문은 더욱 비공식적으로 채용이 진행 기본급을 보면 입직 당시 약간의 차이를 보이 

된다. 전단 혹은 벽보를 통해， 직업알선소를 통하 나， 기간에 지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기 

며， 기존 종사자들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 간이 지남에 따라 중소업체의 임금 수준이 높게 

우도 많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나타나는 것은 숙련노동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 

2차부문 십 업 자 

H 자동차접리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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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H자동차 정리해고자와 2차 부문 실업자의 고향 

자료:설문조사 

직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채용이 많은 편이다. 

나. 지역적 범위 

실업자 설문을 통해 노동력 수급의 지역적 범위 

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0J. H 

자동차의 경우 부산，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난다. 

영남 이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는 

데， 이는 취업경로와 일정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해서라고 유추할 수 있다(이재기， 1998). 하지만 

기업규모별 상여금 지급율을 보면[표 9J.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많이 벌어짐을 알 수 있 

다. 대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본급의 

600% 이하가 한 사업장도 없는 반면， 300인 이하 

기업의 상당수가 600% 이하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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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울산지역 기업규모벌 상여금 지급률(1997년) 
(단위: %) 

감깊렛흔 200-299 300-399 400-499 500-599 ω0-699 700-799 800이상 계 

1000인이상 - 56.3 43.8 100.0 

5아999인 - . 18.2 36.4 45.5 100.0 

300-499인 . 깅.2 11 .1 66.7 100.0 

200-299인 - 12.5 62 .5 25.0 - 1애.0 

1따199인 6.7 6.7 40.0 26.7 20.0 100.0 

50-99인 8.3 8.3 25.0 12.5 33 .3 12.5 - 100.0 

20-49인 
L--

10.7 8.9 30.4 19.6 19.6 5.4 5.4 100.0 

자료 : 울산상공회의소. 1998. 1997년도 울산지역 제조업큰로자 모델별 임금조사 보고서 

@ 이직 

앞에서 한국과 울산지역 생산직 종사자들의 임 

금 · 근로환경이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반환경의 격차로 인해 2차 

노동시장 부문 종사자들은 1차 부문에 비해 월등 

히 높으며， 최근까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인력부 

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울산지역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업 전 

근무지에서의 근속년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 [표 11J과 같다. 

표 10. H자동차 정리해고자 근속년수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5년 6 7 0 0 13(28.9) 

6-10년 2 23 0 0 25(55.6) 

11-15년 0 4 0 0 4(8.9) 

16-20년 0 2 1 0 3(6.기 

20년 이상 0 0 0 0 0(0.0) 

계 8 36 1 01 45(100.0) 

자료 : 설문조사 

H자동차 출신 실업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712%(32명)이 근속년수 6년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2차부문 실업자의 근속년수는 응답자의 55.4%(31 

명)이 5년 미만이었다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근속년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응답자 중 30대의 근속 

년수를 보면， H자동차 실업자들은 6~1O년 근속이 

가장 많고 심지어 11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36명 중 

6명이나 되는 반면， 2차 부문 30대 실업자들의 경우 

1~5년 근속이 가장 많이 나타나 이직이 상대적으 

로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별 이직의 차이는 첫째， 대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노동조건이 중소업체 

에 비해 낫고 평생직장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내부훈련 및 강화를 통해 내부노동시 

장 형성하여 기업 차원으로 노동력의 이직을 최대 

한 억제해왔다. 둘째， 중소업체 종사자들의 이직율이 

표 11. 2차 부문 실업자 근속년수 

(단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계 

1-5년 1 20 5 5 31(55.4) 
6-10년 0 7 4 1 12(21.4) 
11-15년 0 2 4 0 6(10.끼 

16-20년 0 1 0 1 2(3.이 

20년 이상 0 0 2 3 5(8.9)1 
계 1 30 151 101 56(100.0) 

자료 설문조사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대 

기업의 하청 혹은 재하청을 담당하고 있어 대기업 

의 주문물량이 생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며(한 

국도시연구소， 1995) 또한 채용 당시 고용기간을 명 

시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미결성에 따라 사업주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박명준.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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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울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정은 남성노 없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l차 노동시장은 사측 

동력 중심의 노동시장이며， 대기업 · 중소기업이 과 노동조합의 협의구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뚜렷이 양분되는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 때문에 고용 및 임금 조정 시 노동조합의 저항은 

의 분절이 뚜렷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 불가피하다. 셋째， 따라서 종사자 수 조정에 있어 

생산직 노동시장의 각 분절별 특정을 정리하면 다 사측의 목적을 그대로 관철하기 힘든 구조를 지닌 

음[표 12]와 같다. 다. 앞에서 나타났듯이 사측이 주장하는 원래 고 

표 12. 울산지역 생산직의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특징 

1차 노동시 장(H자동차 직 영) 2차 노동시장 부문 

노동력의 학력 대부분 고졸 고졸(중졸 이하도 상당수) 

노동시장 진입과정 공식적 비공식적(수시모집) 

노동력 수급의 지리적 범위 영남중심(부산 · 경북 • 경남) 영남중심이나 전지역에 고루 분포 

임금 및 상여금 기본급 격차는 심하지 않으나， 상여금 둥의 격차가 심함 

입사전후 기술교육 안정적 실시 미실시 혹은 불안정 

노동이동(이직) 거의 없옴 활발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연구자의 작성 

v. 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과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1.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생산직 종사자의 실업 
및재취업구조 

1) 1차 노동시장의 실업과정 및 특징 :H자동 

차울씬」밍장를사례로 

IMF 이후 대기업에서의 실업은 기업의 도산으 

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정책 후은 기업경쟁 

력 강화의 일환인 구조조정(고용조정)에 의해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 

정은 계열사 매각 및 아웃소싱 (out-sωrcing) 동의 

기업조직 개편， 기술개발 및 자동화， 인력감축 등 

의 고용조정 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H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1차 노동시장 고용조정 

의 과정과 특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 

수시장 불황 둥으로 인한 경기악화 극복과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대기업은 비용절감， 유연성 확보 

를 위해 고용조정을 강화한다. 둘째， 이러한 고용 

조정 전략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용조정안이 몇 차례 파업을 통해 대폭 축소 · 수정 

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국가는 1차 노동시장에 

서의 갈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결론적으로 대 

기업에서의 실업은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 

되기보다는 노동조합과의 협상과 국가의 개업을 

통해 조절되는 양상을 띤다 할 수 있다. 

2) 2차 노동시장의 실업과정과 특징 

반면 중소업체 및 일용 • 임시직 둥 2차 노동시 

장 종사자들의 실업과정은 1차 노동시장과는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그 과정 또한 다른 형태를 

띤다. 

2차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은 사업장의 휴폐업 및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IMF 이후 울산지역에서 2차 노동시장 부문 노 

동자들의 실업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직장의 휴/ 

폐업으로 인한 실직한 사람이 31명 (51.7%) 에 이 

른다[표 13J. 즉 최근 중소업체 종사자들 실업의 
주된 원인이 회사의 부도로 인한 폐업임을 여실히 

알 수 있으며， 정리해고 · 명예퇴직 둥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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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차 부문 실업자의 실업원인 

직장의 휴/폐업 31 (51.끼 

정리해고 8 (13.3) 
명예퇴직(비자발적) 5 (8.3) 

회망퇴직(자발적) 10 (16.7) 

연평퇴직 2 (3.3) 
T디 -g- lj; 닙L 4 (6.끼 
합 계 (fJ (100.0) 

자료.설문조사 

로 적게 나타난다. 희망퇴직을 한 경우는 전체 실 

업자 중 16.7%(10명)로 그리 높은 비율은 아니었 

으며， 희망퇴직 또한 권고사직의 성격이 강하다. 

부도로 인한 불가피한 실업과 더불어 2차노동 

시장에서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납과 같은 부당노 

동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민주노총에 의하 

면 1998년에 전국적으로 6，500여 건 부동노동행위 

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100인 이하 중소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부천 · 인천지역에서 2000여건 이 

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지역의 경우에 

도 98년 5월부터 9월까지 민주노총 울산지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만 133건에 이른다. 하지만 

2차 노동시장부문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동 

자 조직의 대웅 및 제도적 장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우선 이들 중소업체의 노동조합 결성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존 

재하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조직적 기반이 탄탄하 

지 못하여 사측과의 협상력이 매우 취약한 편이 

다. 제도적으로는 고용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서’ 를 사용자， 피사용자 모두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 특히 50인 이하의 영세사업 

地理學論護 第35號 (2000. 2) , 39-72. 

장 대다수와 건설일용직 90% 이상이 관행적으로 

작성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당노동행 위 를 사 

용자 측에서 행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 

는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울산지역 2차 노동시장 부문의 실업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휴 • 

폐업으로 인해 실업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해고 · 임금체불 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증가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 

도 2차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개별 사 

업장 별로 노동조합이 제대로 결성되어 있지 않으 

며， 고용계약당시 ‘근로계약서’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를 거의 관례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부문의 실업과정은 조절과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높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울산지역 제조업에서의 

대량실업은 대기업의 생산감축과 고용조정， 여기 

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 

다. 이는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불균둥과 분절심 

화라는 울산지역노동시장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생산직 노동시장 

별 실업발생원인과 여기에 둘러싼 집단， 제도 및 

정치 · 사회적 환경을 정리하면 [표 14]과 같다. 

2. 실업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실업극복의 사 
회·공간적양식 

실업은 비단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를 

표 14. 울산지역의 생산직 노동시장 분절별 실업발생원인과 정치 · 사회적 환경 

1차 노동시장(H자동차 직영) 
2차 노동시장 

(증소기업 r 일용 · 임시， 대기업 사내하정) 

실업발생의 주원인 
경기악화와 기업유연화 전략에 경기악화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로 인한 

의한 정리해고/ 회망퇴직 기업의 휴/폐업， 부당노동행위 

노동측 조젤 노조를 통한 고용조정 협상 노조 미결성/노조활동 취약 

국가 개입 직접적 간접적(법활적 개입) 

제도적 고용보호 확보 취약(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료: 설문 및 연담조사， 각종 자료를 통한 연구자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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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넘어， 새롭게 노동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상쇄시 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실업 이후 하루하루 생계 

킨다. 따라서 실업극복과정은 실업자 뿐만 아니라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업별 · 종사자지위별 불 

실업자들은 작게는 실업자(주체)와 가정， 동료 균등이 실업대책제도의 적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둥과의 관계를 통해， 크게는 지역사회， 국가와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업 이후 생계유지에 관한 

직 ·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 설문 결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J을 보 

을 마련한다. 또한 실업자의 적극적 대응으로 지 면 H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은 주로 실업급여나 친 

역노동시장을 이탈， 타 지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절 

에서는 실업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실업극 

복과정’ 이라 보고， 울산지역 생산직 실업자들의 

사회 · 공간적 실업극복양식을 구명해보자 한다. 

2차부문실 
업자 

H자동차정 
리해고자 

인척의 도움， 저축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 

2차 부문 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48.3%가 일용노 

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실업급여 (4 

명， 6，7%)나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 

는 경우(8명， 13.3%)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J)일용직 노돔 

빼저축， 퇴직금 

口친인척의 도움 

口배우자， 자녀의 

서
익
 

그
 
닙
 

α
 닙 어
 닙
 

스l
 시
E
 

m뼈
 

띠기타 

0% 20% 40% 60% 80% 100% 

그림 11. 실업 이후 생계 
(자료: 설문조사) 

D 실업 이후 생활의 변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들이 재취업 전까지 생계 

실업 이후 일상생활과 환경의 변화는 노동시장 를 유지하고 자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1995 

구조 중 공급영역(재생산 영역)의 상태 변화이다. 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98년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이는 지역 내 사회적 존재 특성의 변화라 할 수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 

있으며， 설업 이후 개인의 사회 · 공간적 행동과 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 실시하고 있다. 

인적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균 

등하게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생계유지 방식 

실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극심 

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게‘ 된다. 특히 중소 

기업 및 임시 · 일용직 등 2차 부문 실업자들은 퇴 

직금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은 앞 

의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 또한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부문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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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수가 은행 대출이나 실업자 대부 또한 받 

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 등의 

생계유지 모색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업자들의 창업 및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자 대 

地理學論護 第35號 (2000. 2) , 39-72. 

는 곧 가정체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동자의 고용조 

건 변화는 많은 가족들에게 높은 경제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증가된 가족 불안정성을 

부 또한 이들에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왜냐 하 반영하는 것이다 (Fox，G.L. & Chancey ,D. , 

면 500만원 이하 생계대책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1998:725). 조사 결과[그림 12], H자동차 응답자의 

인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천 만원 이상 창업 대 

부를 받기 위해선 물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차 부문 실업자는 보증인을 세울 

수도， 담보를 맡길 재산도 거의 없다. 재산보유 정 

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가 37 

명 (61.7%)으로 가장 많으며， lOOO~3000만원이 11 

2차부문실 

업자 

H자동차정 

리해고자 

0% 50% 

13.3%(6명)， 2차 부문 응답자의 21.7%인 13명이 

이혼 ·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1998년 경기악화 이후 이혼 · 별거한 것으로 보이 

며， 기혼자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 

부싸움이 매우 잦아졌다고 응답해 실업으로 인한 

가정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100% 

짧미혼 

훌훌결혼， 유배우 

口。|혼，별거 

口사멸 

그림 12. 혼인여부 
(자료: 설문조사) 

명(18.3%)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 

택소유여부를 살펴봐도 자가인 경우는 5.0%에 지 

나지 않으나， 전세 및 달세가 85.0%(51명)를 차지 

하고 있어 담보를 통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H자동차 생산직 실업자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며 이러한 대출 제도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고 

실업급여 또한 6개월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는 아니다. 

@ 가정의 변화 : 이혼 및 주부 경제활동의 확대 

현대사회에서 실업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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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 
적양식 

본 절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력한 대기업 

생산직 (H자동차 울산공장)과 그렇지않은 중소업 

체 종사자， 일용 · 임시직 실업자 등 2차노동시장 

생산직 실업자들의 실업극복 양식은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극복양식 1 : 지역이동을 통한 실업극복 경향 
@ 지역이동 경향 

거주지 이동과 타 지역노동시장 진입은 실업극 



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복의 가장 적극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98년 4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 

월 이후 울산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전출이 급증 의 연령， 가족관계， 주택문제， 이동에 필요한 경제 

했다. 이들 전출 노동력의 지역이동을 ‘지역간 경 

력직 노동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표 

15], 98년 한해동안 울산지역 외로 노동이동을 해 

취업이 된 경우가 전체 23，606명 중 31.2%로 나타 

난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출인구 현황을 비교해볼 

때， 서울 · 부산 · 대구 동 상위 대도시보다는 노동 

력의 지역 외 전출이 많으나， 타 지역에 비해선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울산 지역 외로 전출하는 사람들은 어 

느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가? 

인터뷰 결과 전출 희망자의 대부분이 서울 • 부 

산 등 상위 대도시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었으 

며， 농가비율이 높은 시 · 도로의 이동은 거의 고 

려하고 있지 않았다 6) 이는 노동부 자료[표 16] 에 

도 잘 나타난다. 

그렇다면 실업자들의 지역간 이동에 미치는 요 

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적 여건 둥의 변수는 실업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거주지에서의 구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H 

자동차 정리해고자의 73.3%(33명)， 2차 부문 실업 

자의 56.6% (34) 이 ‘그렇다’ 고 한 반면， 13.3% , 

16.7% 만이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웅 

답했다. 즉 현재 울산지역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IMF 이후 지역이동이 늘어나긴 했지만，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의사가 강하지 않다. 

현 지역(울산)에서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실업자 

들의 의사결정 이유는 설문결과 H자동차 정리해 

고자들의 경우 ‘일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서 

(22.2%)’, ‘주택구입문제 (20.0) ’， ‘친척 • 친지가 현 

지역에 많아서 (13.3) ’ 둥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2 

차 부문 실업자들은 ‘자녀교육문제 (23.3%) ’， ‘일 

자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서 (13.3% )’, ‘주택구 

입문제 (11.7%) 둥의 순으로 나왔다. 

표 15. 경력직 노동력 전출 현황(전국" 1998. 1. 1-98. 12. 31) 

자료 : 노동부 종합고용정보관리소， 1됐고용보험 통계연보』 

@ 실업자의 지역간 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 이동， 특히 지역간 이동은 기존의 노동 

시장을 이탈하여 타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동은 단순히 실업자 개인의 

결과적으로 ‘주택구입’ 과 ‘자녀교육문제’ 가 실 

업자들의 지역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 

나며， ‘단순기술직의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 

는 울산지역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강하게 작용한 

다. 서구에서도 주택문제는 거주지 이동 결정에 있 

표 16. 지역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현황(울산， 1998. 1. 1-98. 12. 31) 

자료: 노동부 종합고용정보관리소， 1998, r고용보험 통계연보」 

6) 타 지역 이동을 희망하고 있는 H자동차 응답자(총 6명) 중 3명이 부산， 2명이 서울， 1명이 경북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 

했다.2차 부문의 경우 총 10명 중 4명이 서울， 6명이 부산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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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영국의 경우， 

주택시장의 탈규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임 

대주택의 부재 둥이 실업자의 지역이동을 저해하 

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Stan따19.G.，l986) . 

地理學論護 第35號 (2000. 2). 39-72. 

적관계가 두터운 편이며， 근무지 안정과 경제적 

여유로 거주지 이동이 빈번하지 않아 지역 내 주 

민들과의 교류 또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울산지역을 벗어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근황을 

특히 한국은 임대 계약제도가 서구와는 달리 기본 알 수 없는 이들 이외 H자동차 정리해고자들 중 

2년 계약인 ‘전세’제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 상당수가 노동조합이나 친척 · 친구들을 통해 구직 

료되지 않으면 거주지 이동이 힘들거나 손해를 보 

게 된다. 여기에 타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과연 지 

금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한 불안감 또한 작용한다. 자녀교육은 한국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자녀들의 잦은 전학과 교육환경 변화가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 

이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거주지 이동에 강력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한다. 

2) 극복양식 1 지역사회 내 실업극복의 사 

회 · 공간적 관계 형성 

@ 개별 실업자 인적 관계망과 사회성 (soc때ity)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실업 이전보다 대인관계 

가 협소해진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상실， 개인적 자괴감에서 

정보 및 생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H자동차 정리해고자가 노조 및 친지들에 

국한하여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생계대책위 상 

근 근무자를 제외한 55명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 

담을 받기 위해 공공실업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 지정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일용노동 

에 참여하여 불연속적인 2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2차 부문 실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 

분이 공공기관을 찾거나 정보지를 보는 퉁 개별적 

이며， 간접적인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 반면， 동 

료 직장인들과 의논하거나 노조 동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1차적 관계 

망이 매우 취약해진 반면， 공공기관 둥과 공식적 

관계가 매우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2차 부문 실업자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들은 1차 부문과는 달리 2차부문 실업자들은 주로 공 

역시 실업에 처한 동료와의 네트워크만을 유지하 공기관， 정보지 둥을 통해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 

는 둥 격리되는 경향이 있다(G때ie.D .. Gershuny.J. 

and Vogler,C.,1994:263). 하지만 이 또한 실업자 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조건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울산지역의 실업자들은 그들의 인적 관계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 부문， 2차 부 

문 실업자들의 인적 관계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1차 노동시장 :H자동차 정리해고자 

실업 이후 사회성은 실업전에 소속되어 있던 조 

직의 특성과 고용조건， 경제적 여건과도 연관성이 

높다. 즉， 대기업 출신의 실업자들은 최소한 5년 

이상 중장기 근속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 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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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노조나 직장동료들 

의 도움은 적게 받고 있었다. 

실업 이전의 노동지위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실업 이후 사회성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G때ie .. D 

& Vogler.，C(1994)는 비숙련 · 단순노동자들이 실 

업에 처했을 경우 숙련 · 기술노동자들에 비해 사 

회적 집단주의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 

안정성， 소속 집단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 1차 노동시장 . 2차노동시장 생산직 실업자 

들간 인적 교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생산직 실업자들 

간의 교류는 조직 및 인적 특성 등의 구조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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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로 인한 의식 · 태도로 인해 제약당하게 된 

다. 울산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첫째， 실업 이전에 이들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 

지 않았다. 동일한 작업장에 있더라도 직영과 하 

청간에는 동료의식이 형성되거나 상호교류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가 임금 및 근무환경 등 환 

경이 서로 다른 작업장에 종사했기 때문에 재취업 

및 생활전반에 관련된 관심사가 각기 다르며 각자 

갖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노동시장， 즉 대기업 

직영 실업자들의 의식에는 ‘대기업 직영’이었다는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로 

인해 의식적인 관계형성은 미진하다. 

노동력의 사회적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 노동시 

장 지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노동력이 분절되고 이 

들간의 전통적인 단결력 (solidaristic attitude) 이 훼 

손되는 방식에 몇몇 학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G때ie.D. & Vogler,C.,1994). 울산의 경우에도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분절화된 노동시장간 

경제 · 사회 · 제도적 장벽이 실업자 개개인간의 인 

적교류에 반영된다 볼 수 있다. 

@ 조직을 매개로 한 실업자와 지역사회간 관계 

: 과정과 관계형성의 특징 

(2)-1. 1차 노동시장 실업자 : 실업자 주도의 실 

업대웅과 사회적 관계 형성 

가. 노동조합의 주체적 대응 

대기업 노동조합이 공장 노동자들의 실업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H자동차 울산공 

장의 경우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정리해고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 부 

여하고 있는 점이다. 회사측에 의해 집단적으로 

정리해고 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운영규 

정 9조 6항)，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정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 

년 8월 정리 해고된 277명 중 144명의 경우 노동 

조합에 의해 공장 내 6개 식당에 고용승계가 이루 

어진 상태이다. 노조는 6개 구내 식당의 운영권을 

정리해고 협상 당시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영 

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정리해고자 생계대책위원회를 건설하 

여 정리해고자들의 고용 및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용승계된 144명을 

제외한 133명의 생계해결， 고용대책을 위해 정리 

해고자 생계대책위원회를 건설하여 정리해고자들 

을 조직하고 있다. 

나.H 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조직과정과 활동 

내용 

- 정리해고자 생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목적 

H자동차 정리해고자 생계대책위는 정리해고자 

들이 자주적으로 모여 스스로의 생존권을 모색하 

고， 고용을 창출하며， 창출된 노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금으로 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이다. 생계대책위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정리해고자들을 위한 취업 알선 

등과 같은 단기적인 사업과， 둘째， 정리해고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입안하여 설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을 상정하고 있다. 

- 생계대책위원회의 장기적 활동계획 : ‘노동자 

생활협동조합운동 제안’ 

H자동차 노동조합과 생계대책위는 정리해고자 

들의 생계해결과 고용승계를 위해 ‘노동자생활협 

동조합’ 이라는 공동체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생 

활협동조합 운동은 서구， 특히 일본에서 발달한 

공동체 운동으로 지역주민 및 공동체 성원들이 공 

동으로 지역 및 커뮤니티 개발에 참여， 자체 수익 

을 올리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 

조합과 생대위에서 추진중인 생활협동조합의 초기 

형태는 노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내 식당에 식 

자재 납품을 생계대책위가 직접하는 것이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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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H자동차 회사측에서 정리해고자 고용안정기금 자 과반수 이상 참여하에 H자동차 생계대책위원 

의 명목으로 책정한 20억원을 이용하여 추진할 계 

획이다. 

- 생계대책위와 정리해고자들간의 갈등 

노동조합과 생계대책위가 정리해고자들을 원활 

히 조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간에는 정려 

해고 협상과정과 이후 노조의 대응을 둘러싸고 갈 

등이 발생한다. 갈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리해고자들은 근본적으로 98년 8월 정리해고 

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은 앞으로 이를 관행화 하는 계기를 마 

련한 것이라 주장한다. 둘째， 정리해고자들은 노조 

위원장이 협상당시 회사측 지원금 20억원의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이라 알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고용안정 

기금으로 책정된 것이지 정리해고자들의 생계비용 

을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으 

며， 노조 또한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생계유지가 힘겨운 정리해고자들은 현금지 

급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졌다. 셋째， 생계 

책위원회의 사업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정리해고자 

들의 고용창출과 수익분배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 

해 대다수 회의를 품고 있었다. 더 나아가 생대위 

원장과 간부틀의 사기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도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 직후 생대위 참가가 100여명이 

상 이던 것이， 현재는 현재 60-70여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결합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원상복 

직’ 에 대한 희망，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비천이 없 

어， 중소업체 취업과 노조원 자격 포기 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리해고자들은 당분간 노동 

조합을 매개로 실업극복 대안을 수립할 것이며， 실 

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이 지나고 향후 활동 성과에 

따라 정리해고자들의 행동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생계대책위원회의 활동 

비록 결속력은 강하지 않지만 미취업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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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98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 

동은 98년 12월 김장물품 판매， 2월 설날 용품 판 

매 등 작은 사업에서 출발하여 99년 3월， H자동차 

내 6개 식당을 대상으로 식자재 납품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99년 4월부터 직접 납품을 결정， 

진행 중이다. 

정리해고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실업극복 활동 

을 공식화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생계대책위원회는 

정리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식자재 전문 법인체인 

‘평등세상’을 설립했다. 이 법인체가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전신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첫째， 우선 생활협동조합의 추진 목적에 따라 

이 법인을 정리해고자 공동명의로 둥록했어야 하 

나， 현실적으로 생계대책위 위원장 단독명의로 둥 

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등록자 전원은 취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에서 고용안정기 

금으로 책정한 20억원이 아직 조합에 전달되지 않 

는 실정이어서， 노동조합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대상 

- 사회적 관계 1 : 실업극복 주체형성 관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기관과는 연계가 

없다. 이는 국가와 한국 노동계와의 기본적인 관 

계에서 기인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조합주의 

( corporatist) 적 협 의 구조와는 달리 한국은 노동계 

와 국가가 항상 대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노총 울산지부 등의 지역 노동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와는 정보 교환 등과 같은 소극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사업 추진 등의 적극적 관계 형성은 매우 미 

흡한 편이다. 

- 사회적 관계 2 : 지역사회와의 관계 

H자동차 노동조합의 강력한 역할과 조직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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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활동주체 포섭범위 및 활동범위가 

전 지역 실업자와 주민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지 많 

다. 주체의 경우 H자동차에 종사했던 사람 중 정 

리해고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대 

상 또한 H자동차 노동조합과 정리해고자 개개인이 

포괄할 수 있는 H자동차 종사자와 가족， 그들 생 

활권의 주민이 된다. 98년 12월 김장특판과 99년 2 

월 설특판은 주로 H자동차 종업원과 가족， 그리고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하였다. 하지만 식자재 납품을 전 지역적 차원으로 

들이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구호 

기관과 실업자들간의 직접적인 연계로서 의의 뿐 

만 아니라， 이들 조직을 매개로 하여 지역의 개인， 

단체， 지역공동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실업대책단체의 연계망은 점차 광 

역화되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제반 시민단체 · 종 

교단체 등이 결집하여 ‘실업극복 국민운동’을 건 

설했으며， 중앙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 

확대하려는 웅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울산지 는 단체가 부산， 울산 등 11개 단체에 이른다. 이 

역 전역 식당과 유치원 등과 같은 대량급식소를 각각의 지역단체 또한 지역 민간단체들의 공동협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점차 관계망을 확 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하고 있다. 정리하면 [그림 13J과 같다. 

(1) 실엄극복 주체 형성관계 (2) 집단 및 찌역사회와의 관계 

E그 주도집단 

그림 13. 조직을 매개로 한 실업극복 사회적 관계 

(H자동차 정 리해고자) 

@-2. 2차 노동시장 실업자 : 민간실업대책기관 

주도의 실업대웅과 사회적 관계형성 

가. 울산실업극복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과 실업 

자들의 참여 

2차 부문 실업자들은 인적 관계망이 취약하고 

결속을 주도하는 자체 조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구호기관의 역할은 2차 부문 실업자 

나. 주요사업 및 대상 

- 생계지원 및 결연사업 

단기적인 생계대책 활동으로 실직가정 겨울나기 

운동을 펼쳐 울산지역 저소득 실직가정 500세대에 

쌀 20kg과 김장김치 10포기를 지원했으며， 영세실 

업가구 450세대에 한해 99년 1월 현금 10만원， 2월 

에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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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자는 우선 상담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 표 17. 울산실업극복지원센터 취업관련 상담(98월 12월) 

는 한편 각 동 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실업 

자 가운데 의료보험료 19，900원 이하， 재산 5，아)()만 

원 이하의 실업자가 된다. 또한 수혜의 공평성을 

위해 구별로 저소득 밀집지역을 선정， 각 시민단 

체들이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을 실시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울산지역 실업극복 지원센터는 실직가정돕기 범 

결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결연운동은 각 단체 및 

상담내용 

재취업상담 

생계문제상담 

설업자대부 

인금셔l 볼 및 부당해고 

섣엽급여 

기타 

자료 - 울산실업극복센터 내부자료 

상담수 

105 
79 
24 
12 
10 
19 

개인과 저소득 실직가정을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대부분을 차 

연결해 줌으로써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자활해나갈 지한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결 

연의 형태는 단체 혹은 개인과 실업자 가정이 직접 

연결되어 1:1의 지원관계를 형성하거나 성금이나 

현물을 기탁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 상담 및 기타 활동 

울산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는 취업상담을 중심으 

로 가정 생활상담을 요일별로 진행하고 있다. 취 

업상담의 경우 센터의 주된 상담업무라 할 수 있 

는데， 민주노총 울산지부에서 파견나온 2인의 상 

근상담원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재취업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 

지만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인력 

은행 혹은 구인업체와 직접적인 네드워으로 형성 

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팩스 

로 구인정보만 받아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취업관련 정보확보와 구인 

업체와 연계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나 집 

행에 있어 형식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 

효성이 없는 반면， 민간기관은 구인정보가 풍부하 

지 않으며， 집행의 공신력이 떨어져 실제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에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98년 12월 현황을 보면 법률상담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의료상담 및 주택상담7)등의 순으로 

다. 참여 실업자의 인적 특성 

울산실업극복 지원센터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센 

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는 실업자 

와 설직가구는 제한적이다. 첫째， 의료보험금 월 

19,900 이하의 도시 영세실업자로 수혜 대상을 제 

한했다. 둘째， 센터의 운영내용은 울산지역 전 실 

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중소업체 및 일용 · 임시직에 종사하다 

실직 당한사람들이다.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나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성이 존재 

하므로， 민간단체는 공식적인 사회적 안전망에 혜 

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실업자 집단에 지원 

을 집중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 퇴출된 관 

리직， 심지어 생산직의 경우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마련한 실업극복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시영세실업 

자들인 관계로 의식적인 측면에서 참여를 꺼려하 

며， 대기업 생산직 출신 실업자들은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업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7) 주택과 관련된 상담내용의 대부분이 ‘전세금 상환’문제라고 한다. 즉 지역을 떠나거나 보다 싼 주택을 얻기 위해 전 

세금을 뺑려고 하나， IMF 이후 경기악화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울산지역 내에서 빈번 
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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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차노동시장 실업자들을 둘러싼 실업극복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특정 

- 사회적 관계 1 : 실업극복 주체 형성의 관계 

·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시민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 정부기관과 민간시민단 

체는 ‘실업극복’ 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지 못 

하여 활동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 및 공 

공기관의 경우 각 부서별로 기능이 분화되어 실업 

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특히， 실업극 

복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ONE-STOP 서비스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재 

정열악， 정보의 부재， 전문성의 결여로 실질적인 

해관계가 없다. 둘째， 실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이 귀농교육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마련되 

어 있지 못하다. 셋째， 지역 내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관， 

민간간의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울산전 

역으로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내 신문 

이나 정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곳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실업 

자의 경우 개별적인 인적 정보망을 통해 주로 오 

고， 대부분이 상근자들의 방문 혹은 연락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진다. 

- 사회적 관계 2 : 지역사회와의 관계 

실업극복지원센터의 매개로 실업자와 지역사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간의 사회적 결연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 

민관협력체제가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단 한 비조직적이며， 일시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울산 

체들 또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 

니다. 울산지역은 민간차원의 종합적 사회적 안전 

망으로 ‘실업극복지원센터’를 건설， 사회적 협조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자체 실무능력이 

부족하여 각 시민단체들은 이름만 올라와 있는 형 

편이며， 시민단체들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제 

대로 형성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울산지역 

경실련， YMCA 둥 시민단체의 청년회원들을 중심 

으로 지역정보유통， 업무분담 등의 공조체제를 이 

지역에서 결연을 희망하는 가구는 1000가구가 넘 

고， 그중 45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지 

역 내에서 결연을 통해 실직가정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은 매우 적게 나타난다. 현재 울산지 

역에서 결연을 희망하고 있는 단체는 20여개이며， 

우편엽서와 전화문의로 개인 20여 명이 신청을 하 

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는 3 

개에 불과하고， 개인은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센터의 운영과 센터 · 실업자들간의 

루려고 하나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다 관계는 조직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형태를 띠 

근본적인 원인은 울산지역 시민운동의 특수한 상 고 있다 8) 정리하면 [그림 14]와 같다. 

황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발달 

해온 울산지역은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해 시민운동 3) 설업극복 사회적 관계망의 공간적 범위와 

이 타 지역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정 

· 민간실업대책기구와 실업자와의 관계 

대기업 실업자들의 주체적인 자활활동과는 달리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실업자들은 단순 수혜자로서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과 조 

합원이었던 정리해고들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지만 시민단체와 실업자들간에 직접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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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부문 실업자(H자동차 정리해고자)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범위는 H자동차 종사자와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 

는 경향이 있다.H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일정 H자동차 종사자들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울산광역시 북구과 중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표 181 북구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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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부주체 

(1) 실업극복 주쳐| 형성관계 (2) 집단 및 지역시회와의 관계| 

E그 주도정딘 

그림 14.2차 부문 실업자의 실업극복 사회적 관계 

자동차가 입지해 있는 행정구역(북구 양정동)이며 

이 곳 아파트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거 

주하고 있다. 중구는 북구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며， 

H자동차와의 접근성이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식자재 납품업체 ‘평등세상’ 의 사무실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북구 화봉동과 공장이 입지 

해 있는 북구 양정동에 설치했다. 또한 지난 검장 

및 설 특판 장소도 H자동차 문화회 관 앞과 H자동 

차 사원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북구 화봉동 사 

무실에 차려 H자동차 관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다. 

특정 대기업 사원의 집단 주거지역 형성은 기업 

의 내부노동시장화 전략과 연관된다. 대기업은 사 

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원후생복지를 매우 강화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장인근의 사원아파트， 기숙사， 문 

화시설이다. 이는 영역적 노동력 재생산구조 

(territorial labor reprl떠uction structure) 이 며 , 독특한 

행동공간(action space)을 형성한다 할 수 있다. 울 

표 18. H자동차 정리해고자의 거주지 분포 

지역 명 

울 중구 30 

산 
북구 41 

지 
동구 17 

남구 13 
역 울주군 3 

타 부산 4 

지 
대구 1 

7J-5l- 3 
역 전주 2 

미파악 19 

채 133 

자료:H자동차 노동조합 정리해고자 인적사항자료 

산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징이 여타 시도에 비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울산의 동구와 북 

구는 세칭 ‘현대시’ 라 지칭될 정도로 H그룹 사원 

중심의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백화점 

등과 같은 상가와 심지어 학교， 학원 둥 기타 편 

의시설이 H그룹 주도하에 만들어 졌다. 따라서 H 

자동차 직원의 영역적 재생산구조와 행동공간은 

실업 이후 정리해고자들의 사회 · 공간적 관계 형 

8) 예외적으로 귀농교실의 경우 다소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계 및 재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귀농에 관련된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및 이후 뀌농지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16명 정도가 1주일 

에 한차례 정례적인 모임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 69 



지역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실업발생 및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양식 

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부문 실업자 

울산지역 단체들 간의 네트윈미비와 홍보 부족， 

참여 실업자의 특정은 실업극복 지원센터 활동의 

공간적 범 위로 나타난다. 

상담 요청 실업자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센터’ 

가 위치해 있는 중구지역 실업자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활동범위가 울산 전역으로 확대되지 못하 

고， 입지 지역으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구지역 실업자의 상담 건수가 많은 

데， 남구 달동주공아파트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 

(생활보호대상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소결 

본 연구는 위와 같이 노동시장 내 분절간 실업 

이후 사회적 관계와 그 공간적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나는 이유를 노동조합의 형성과 내부노동시장의 

강화에서 찾는다. 앞에서 H자동차 노동자들의 경 

우 튼튼한 노동조합과 영역적 재생산공간이 형성 

되어 있어 실업 이후 이를 기반으로 실업극복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기업의 내부 

노동시장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이 

러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실업 이후에도 각 분 

표 19. 울산시 각 구벌 실업자 상담건수 분포현황 
(단위: %) 

9181월년 98월년 
12 99년 1 월 99년 2월 939월년 평균 

남 구 28.0 30.9 31 .8 29.4 15.9 27.2 

동 구 8.0 5.4 9.3 8.9 5.8 7.5 

분 구 14.4 4.9 10.9 14.3 7.2 10.3 

중 구 28 .8 42 .5 37.5 38.4 55.2 40.5 

울주꾼 8.8 10.9 9.1 7.3 10.1 9.2 
기 타 12.0 5.4 1.4 1.7 5.8 5.3 
합 계 1어 O 100.0 100.0 100.0 100.0 1애.0 

자료. 울산실업극복지원센타 내부자료 

절 간 구분되는 실업극복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H자동차 정리해고자와 울산지역 2차 부문 실업자 

들의 설업극복 사회 · 공간적 관계를 정리하면 다 

음 [그림 15J과 같다. 

VI. 결론 

지금까지 지역노동시장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실 

업발생과 실업자들의 실업극복양식에 관해 살펴보 

았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구체적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라 실업발생의 원인은 다르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대기업 중심 경제인 울산은 대기업의 경영상 

그림 15. 노동시장 분절에 따른 실업극복 사회 · 공간적 S씩의 특성 

(H자동차 정리해고자와 2차 부문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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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고용조정에 따라 지역의 고용구조가 변화하 

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노동시장 내 

각 분절들， 즉 대기업 중심의 1차 부문과 중소기 

업， 일용 · 임시직의 2차 부문 간에는 실업발생의 

원인과 실업 이후 생활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이는 노동력 개개인의 차이와 기업의 특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력，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제도 등이 관계된다. 둘째， 이러한 양 

상은 실업극복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각 분절의 특 

정에 따라 실업극복의 사회 · 공간적 관계는 다르 

게 나타난다. 특히 1차 부문의 내부노동시장 형성 

에 따른 직원 집단주거지역의 형성은 실업 이후 

사회 · 공간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산업 전반에 대한 

고려와 지역노동시장의 수요구조(실업 및 고용) 

및 재생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회 · 공간적 원인 

에 대한 심충적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노 

동시장의 성격이 다른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지 

역적 특정이 어떻게 실업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연 

구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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