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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한국정치의 民主化는 또한 利益集團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 

런데 이익집단이라면 이익집단으로서의 13者」라고 할 수 있는 經濟A團

體， 勞動者團體， 農民團體가 있고， 以外에도 종교단체， 학술단체， 지역 

단체 등 가지가지의 사회경제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고는 한국의 

노동자단체 만을 가지 고 한국정 치 의 民主化를 다루기 로 한다. 

1990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단체 라면 勞總(韓國勞動組合總聯盟)과 全

勞協(全國勞動組合盛議會)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과거사때 

문에 종종 「細用勞組」로 취급되고 후자는 87년의 16.29宣言」 이후 「노 

조의 民主化」라는 기치하에 조직 • 출현한 전국노조단체이으로 「民主勞

組」로 취 급되 고 있다1) 본고는 한국정 치 의 民主化라는 측면에 서 볼 때 

1) 정부는 全勞協을 現行法上 연합단체로 인청훨 수 없는 「非合옳團體」로 간 
주하고 있으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한노동자의식조사연구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韓國勞總 이외의 전국척 노조단체가 「필요하다」고 응담한 비율 
은 무려 81. 3%에 이 른다는 것이 다. 훌業zp.和特別對策班， Ii'急進勞動勢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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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은 노총에 비하여 進一步한 노조단체이지만 制限性을 지니고 있 

다고 주장하기로 한다. 이 주장은 최근 한국노조의 民主化 가능성을 부 

정하는 權威的國家組合主義理論2) 또는 新植民地國家獨러寶本主義理論 

과3)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重훨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 

겠다. 

본고는 모두 5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철은 한국의 勞總史를 다루고， 

제 3 철은 全勞協을 다루고， 제 4 절은 全勞協의 미래를 전망하고， 마지 

막으로 제 5 절은 본고에 대한 결론을 내려기로 한다. 

2. 韓團뺑Ib組合總聯盟史 

한국에서 1990 1건 1월 22일 全勞臨이 결성될 때까지 전국노조단체는 

大韓勞總(1946"-'6 1) 또는 韓國勞總(1961 ，，-， 90) r하나」뿐이 었다. 물론 해 

賣體와 對應論理~(인쇄소 및 발행 연월일이 表記되 어 있지 않으냐， 주간전 

국 노동자신문 90년 1월 26일 에 의 하면， 이 책 자는 90년 1월 20일 좁J.[臺 
에서 盧泰愚大統領의 주채로 「산엽평화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 
의」 후 컬성된 「산엽평화 특별대책반」이 마련한 것이라고 함)， p.26; 초의 
수， I전노협건섣과 조직활동에 대한 노용자의식 연구J ， 지역사회문제 자료 

연구실， l'지역과 노동~(서울 : 친구， 1990), p.201. 
2) Jang.Jip Choi, [;ηterest Coπflict and Political Control in South Control: 

A Study 0/ the Labor U，ηion η Manu/acturing lnd，따tries ， 1961~ 198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3); 崔章集， l'한국의 노 

동푼동과 국가~(서울 : 영음사， 1988). 
3) 이러한 주장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 이병천， “신식민치국가독첨 자본주 
의 의 이 흔적 구조"， <사회 와 사상)， 1988년 10월 호， pp. 186~208， 특히 
pp. 203~208; 이병천， “발전도상국 사회구성체론의 현단계와 신식국독자 
론 .. <大學新聞)， 1989년 3월 13일 : O. Darydoy(소련의 저병한 청제학자)， 
“남조선의 자본주의척 근대화 정치적 발전의 제국면"， <극동의 제문제〉 

(일역)， 1988, 제 3 호(國譯)， <현상과과학)， 1988, No.2, pp. 279~296， 
특히 p.288; S.S. 수슬리나(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주임연구원)， <냥 
한정 제 론)， 서 울， 솔 밭， 1989니 p. 12; C. Barone, “ Dependency, Marxist 
Theory, and Salvaging the Idea of Capita1ism in South Korea," Review 
0/ Radical Political Economics (Spring, 1983) , pp. 43~67， 특히 p.47; 
Hochul Sonn, Towards a Syηthetic Approach 0/ Third World Political 
Economy: The Case 0/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7), pp. 3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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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후에는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노총과 이보다 먼저 1945년 11월 

15일에 결성된 全評(朝解勞動組合全國評議會) 두 단체가 나란히 佛存하 

고 있었으나， 全評은 강경좌파노선을 표방하다가 美퍼領當局에 의해 不

法化된 바 있고， 또 1959년에는 大韓노총내의 파벌싸움으로 全國勞動協

議會가 分身設立되어 전국노조단체는 또다시 二元化되었었￡나 이 두 

단체는 1960 1건 11월 다시 統合되었으나， 그 統合勞組는 61년의 5.16군 

사쿠테타로 政黨 둥 거타 정치사회단체들과 함께 해산당하였다. 그러나 

이 해산당한 전국노조단체는 61년 8월 韓國勞總(韓國勞動組合總聯盟)이 

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되어 요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大韓노총·韓國노총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한국노조계의 지나 

간 40여 년간은 「勞動運動의 暗黑期」로 命名될 수 있다. 우선 해 방직 후 

의 노조운동사를 보면， 左派系統의 全評은 @ 노동자의 경제척 지위향 

상에 관한 사항，~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 일체의 기업을 공정위원회에 

서 보관하고 노동자의 관리권참가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요구，(3) 청 

치척 강령을 포함한 행통강령 동을 내걸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미점 

령 당국에 의 해 不法化된 것이 다 5) 이 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은 출범 당시 

부터 右派勞組인 大韓勞總에 의해 주도되게 된 것이다. 거커에 대한 노 

총의 제 4 대 위원장 錢鎭漢이 「全評타도의 공척을 인정받아J 1948년 제 

1 공화국 수립 시 初代社會部長官으로 발탁되 었는데 도 노조의 중앙기 관 

위원장직을 겸임함으로써 노조를 정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히 노조최고위원이 自由黨中央委員에 선임됨으로써 대한노 

총을 자유당의 기간단체화하는 현상도 빚었다 7) 그 후 제 2 공화국시 

절에 와서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의 갱치적 中立化」를 시도도 하였었으 

나 이러한 시도는 61년의 5.16 군사쿠테타로 短命으로 끝나 버린다. 

4) 金묘植， r韓國勞總의 動態와 特性J ， 尹亨燮 • 申옮順， 11韓國政治過程論，nC서 
올 : 法文社， 1988) , pp.224-226. 

5) 위 의 논문， p.224. 
6) 위 의 논문， p.225. 
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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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공화국을 거 쳐 제 4"-'5공화국시 철의 한국의 노조사는 더 욱 더 위 

축되고 왜곡되어 갔다. 5.16군사쿠태타 이후 제청된 노동관계법은 @ 노 

조의 정치활동굽지규청을 강화하여 노총의 정치과청에서의 영향력행사 

를 거의 배제하고，(2) 또 노조의 결성에 있어서도 당국의 신고증을 받 

아야 결성을 가능하재 하는 「制限」을 두고，Q) 하나의 사업장 안에 하 

나의 노조만을 인청하는 둥 정부가 인정하는 조합 以外의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시켰다.밍 1971년에는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提置法」의 선포 

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행사는 사전에 主務行政當局의 조정을 받게 

함A로써 노동자의 단체교섭원과 단체행동권이 완전히 制約되커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維新政治體制 成立 후 197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조활동에 더 큰 제약을 加하였다는 것이다 9) 

그리하여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노동조합주의 반공노동운동노션 경 

제주의 노사협조주의 합볍주의 등에 국한되었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주의란 노총이 노동조합운동을 정부가 제한한 테두리 범위내에서 기껏 

해야 정부에 대하여 건의나 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청을 위한 청원에 머 

무는 일상적인 노동운동에 국한시켜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반공운동노 

선이란 남북대치상황을 과대 포장하여 노동운동을 하나의 반공우익운동 

으로 펀제시키려는 것을 가리키고， 경제주의란 노총의 운동법위를 경제 

투쟁에 국한시키고 행여나 청치운동에까지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집권여 

당펀중의 정치활동에 국한시켰다는 것을 가리키고， 노사협조주의란 정 

부나 자본가의 의사에 끌려다니는 노사협조를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합 

법주의란 노총이 法的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0) 

이상의 결과 한국노조의 조직율은 10"-' 17%라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 

게 되었고11) 조직의 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實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국노조단체인 노총이 산 

8) 黃鍾性， I國家와 組合主養統制J ， 尹亨燮 • 申옮順， 앞의 책 , p.483. 
9) 위와 같음. 

10) 한국사회연구소， IF노동조합조직연구jJ(서울 : 백산서당， 1989) , p.314. 
11) 黃鍾性， 앞의 논문，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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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거 

기에 한국노총은 86년의 14'13 護憲擔置」마저 지지하는 태도표명을 하 

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한국에 소위 「國家組合主義」

(state corporatism)가 강하게 作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조합주의 는 흔히 노동을 「無力化」시 키고， 궁극적 으로는 노동자렵 단을 非

活性化(deactivation)시 키 고 脫政治化(de-politicization)시 키 는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다. 

제 5 공화국말 시절까지의 한국노총사가 이와 같이 「暗黑期」를 결어 

옹 것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두가지 要因만을 보이겠다. 첫째는 한국의 分斷史이다. 전 

솔한 바와 같이 國土의 分斷으로 인한 이녕대립은 한국노조의 출뱀시부 

터 급진좌파의 全評을 不法化시키고 「反共」을 추구하는 大韓勞總만의 

存在」를 허용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조청책은 6.25戰爭 이후 더욱 

더 강화되어 갔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을 주도한 집권세력들은 아예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하겠다는 청책을 혁명공약 제 1 호로 내결키 

까지 하였다. 두번째는 한국의 歷代政權의 뿌리 깊은 保守王義이다. 우 

선 제 1 공화국정 부는 1948년 수렵 당시 부터 極右派의 李承뼈勢力과 韓民

黨系列 寫主로 구성 되 었고， 제 3""4공화국정 부도 朴正熙大統領의 사업 이 

념에 따라 당시 경제력에 있어서 北韓에 크게 뒤지고 있는 南轉의 경제 

력을 키운다는 것에 최고의 順位를 주었던 것이다. 제 5 공화국의 경우 

도 마찬가지였다. 全斗煥大統領은 19801건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경제력 

이 북한것을 크게 앞치 르게 되 차 이 번에 는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구호 

를 내결고 한국경제력이 선진국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제성장청책을 밀 

고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그 청책을 추진해 갔었던 것이다. 거기에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수출주도형의 청책이었다. 수출주도형이란 산업 

노동자의 엄금의 억제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 제 5 공화국 시절까치의 한국노총사를 간략히 살펴보았거니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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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화국에 들어 와서 한국노총사는 크게 바뀌 어 갔다. 그것은 87년 f6.29 

효言」이 제공한 새로운 정치환경 하에서 소위 「民主勞組」들이 우후죽순 

식 ξL로 出現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민주노조」들은 과거의 한국노총이 

산하노조들을 「어용노조화」시컸다고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의 法的 權威를 

거부하고 한국노총과는 별도로 民主的 전국노조단체가 結成되어야 한다 

는 돗을 表明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국노총 자체내에서 「改華」의 바 

람이 불었다는 것이다. 노총의 천체임원은 88년 10월 24일 총사퇴를 결 

청하고， 11월 9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케하여 개혁지향적인 朴鍾

根a: c섬유노련위원장)를 노총위원장￡로 당선시컸다. 신임 朴鍾根노총 

위원장은 노총사무총국의 實務陳에 ftE野勞動勢力」들도 영입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해 갔다. 88년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개청촉구 및 三星규 

탄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연 바 있으며 89년 2월 16일에는 전국대의 

원대회를 열어 勞動節을 3월 10일(大韓勞總 창립일)에서 세계적인 메이 

데이인 5월 l일로 바꾸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89년 11월 5일에는 서울 

보라매公園에서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궐기대회(노총사상 최초 

의 屋外集會)를 개최한 바 있다 12) 그러나 소위 「民主勞組」 세력들에게 

는 노총의 이상과 같은 「改華」만 가지고는 90年代， 더 나아가서는 21세 

기의 한국의 노조운동을 이끌어 가기에는 미흉하다는 것이다. 이들 民

主勞組勢力을의 노총에 대한 비판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세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는 노총이 자기의 운영권을 개혁파의 朴鍾根 위원장에 

게 넘겨주고 또 f6.29宣言」 이후 나름대로의 民主化 노력을 기울여 왔 

지만， 노총비판세력들은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뷰족하다는 것이다. 노총 

은 자거의 40여년사에 있어서 굳혀 온 「細用行뼈J ， 가깡게는 86년의 f4. 

13護憲」지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었￡며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지속 

되고 있는 정부와 자본가의 노조탄압에 대하여 「말」 이상의 뚜렷한 「行

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쩨는 노총의 조직 그 자체가 노 

12) 전국주간노동자신문(1990년 2월 9일). 



利益훌111과 政治g훌훌 : 全勞짧의 청 우 65 

총을 保守指向化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총온 초직상 路線이나 政策보 

다 ÁJ]![과 利權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로 굳혀져 왔다는 것이다. 노총은 

기본척 ￡로 20개의 훌業聯盟代表들이 동둥한 자격무로 참여 하는 代表者

會議에셔 청책 및 노선올결청하는集團指導體옮u롤 채택해 요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노총내에 파벌청치를 조장하고， 파벌안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노총위원장 선거시 당션자는 칩행부인사나 갱책수렵시 당시 파 

벌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1990년 2월 22일에 실시된 제 14 

대 노총위원장선거에서 개혁지향의 朴鍾根 후보는 310票， 보수지향의 이 

시우 후보는 290票를 얻었는데 14) 이 결과 당션된 개혁지향의 朴위원장 

은 노총내의 보수지향세력들의 發롬權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 

마지막 세번째는 노총의 財力에 관한 것이다. 財力은 노총의 活動올 

빼的으로 뒷받첨한다는 첨에셔 노총의 효융성을 명가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요소인 것이다. 外國의 노조의 경우， 그들은 각자 풍부한 財力올 

갖추고자 노력 해 오고 있는 것이 다. 예 컨데 美國의 AFL.CIO의 경 우， 

또는 英國의 TUC의 경우， 이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파엽이나 불경기롤 

극복할만한 財政力을 갖추고 있고， 뿐만 아니 라 특히 英國의 TUC의 경 

우는 勞動黨의 청치자금마저 후원할 수 있올 정도의 財力을 갖추고 있 

다는 갯이다 16) 한국노총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表 l은 1980年度의 한 

국노총의 財力관계블 보인 것이다. 表 1올 통하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당시 1백만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노총의 l년간의 채갱규 

모가 2억 6천만원 청도에 불과하였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 

은 1980年度의 수입금 중 약 35%에 해당되는 9， 100만원은 借入金에 의 

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자율생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13) 위의 신문(90'션 3월 2옐). 
14) 한국노총(90)d 2월 28일). 
15) 예컨페 90'컨 2월 20일의 션거 후유층의 컬과 李時雨 후보의 지지세력인 12 

개 산별노련(노총가맹 산벌노련옹 오푸 207~ )은 90'켠 7월 현재 연맹 벼 납부 
훌 거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朝蘇日報(90)d 7월 16얼). 

16) 옳묘뼈， 앞의 논문，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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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園뺑홉의 수입지훌혐톨(일반회계) (1979.9.1~1980.8.31) 

tι

T 

항 목 

업 치 

二n1 항 목 

162, 740, 576 맹비(국제맹비) 

1, 333, 694 인 건 비 

91, 000, 000 활 동 비 

여 비 

유 지 비 

섭 외 -님「 

사 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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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반제 

맹 비 수 업 

잡 수 입 

차 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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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액 

1, 052, 181 

87, 505, 532 
41, 459, 333 

4, 197, 400 
14, 067, 084 

31, 256, 273 

45, 176, 439 
11, 737, 475 
15, 000, 000 

255, 074, 270 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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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n U , 닮
 

n 
ι
 

計

資料 : 韓國勞總， n980'션도 훌業報告 부록 財政關係~ (서 올 : 韓國勞總， 1980), 
p.7. 

컷을 의미한다. 또 支버部分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노총의 현장관리비에 

充當되고 있고， 노총의 사업비는 노총 전체 경비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노총에게 커다란 기대를 부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줄團勞動組合協훌훌흩의 結成

1987년 당시 民正黨代表인 盧泰愚民에 의해 발표된 ，6'29宣言」은 한 

국의 政治界뿐만 아니라 勞動界에도 대변혁을 가져왔다， 대변혁 중 가 

장 두드러진 것은 量的 팽창이다. 1987년 6월까지의 한국의 노조조직율 

은 14.7%, 단위노조의 수는 2， 7257~ 였었는데， 이것이 88년말에는 3, 417 

개 가 증가하여 6, 142개 가 되 었고 89년 말에 는 각각 25%와 1, 2307~ 가 

더 증가하여 7， 380개에 이르게 된 것이다17) 

87년 이후의 노통계의 대변화는 置的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7) 전국주간노동자신문(90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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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質的무로도 대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크게 세가지 사실이 중요 

하다. 첫째는 노조의 구성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노조들은 생산직의 경우 主로 독정대재벨의 대공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한국노총 중심의 조직체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87년 이후에 출현한 노 

조들은 대기업체들에 연관되어 있는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체들을 중 

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동차 철 

강 커계 가전제품들을 다루는 금속제품분야라는 것이다. 한현 비생산직 

인 사무직과 전문 • 기솔직 부문의 소위 화이트칼러노조들은 87년 이전 

에는 주로 은행분야와 기타 금융권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87년 

이후에는 교직 병원 언론 출판 연구소 대학교 둥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작아지 는 형 태 의 화이 트칼러 노조들로 양상이 바뀌 었다는 것이 

다.삐 87년 이후 출현한 생산직과 비생산직의 노조의 특성에 있어서 특 

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조들이 중소업체들을 중심￡로 하여 조직되었 

다는 것이다. 예컨데 87년 이전의 노조들을 옹호하고 있는 한국노총산하 

의 기업별노조들의 명균 조합규모는 483명인데， 87년 이후에 출현한 소 

위 「民主勞組」들의 평균조합 규모는 222명(생산직의 경우 314名 비생산 

칙의 경우 64名)이라는 것이다 19) 

두번째는 87년 이전에는 한국의 노조들이 대부분 기업별노조라는 한 

계를 벗어나지 옷하고 있었는데， 87년 이후 출현한 노조들은 그 한계롤 

박차고 뛰어 나와 지역별 업종별로 마구 연대운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의 노조협의회의 경우그 시초는 87년 12월 14일 馬山·

昌原지역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이다. 그 이후 이와 같은 地勞協(地域勞

動組合協議會)은 전국의 주요 公團지역에서 결성되어， 89년 7월 현재 그 

수는 무려 17개 에 이 르고， 그 산하의 노조는 모두 6287~ , 이 노조들에 

加入되어 있는 노조원은 모두 245， 79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펀 기업 

별의 단위노조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연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18) 한국사회 연구소， w노동조합조직 연구~(서 울 : 빽 산서 당， 1989), p.337. 
19) 위의 책，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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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業勞路(業種別勞動組合휩훌훌훌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비생산 

직의 화이트칼러노조들간에 결성된 연대의 폴로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87년 11월 27일 제 2 금융권조합들이 기존의 金顧勞聯을 탈 

피하여 결성한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시작으로 하여， 또 88년 5월 

청부와의 갖은 충돌 끝에 결성된 全敎組(全國敎聯職員勞動組合)를 포함 

하여， 89년 7월 혐재 전국의 업노협은 모두 11개(병원， 사무금융， 연구 

전문， 출판， 언론， 대학， 교직원 둥)이며， 그 산하의 조합은 모두 925개 

이 며 , 노조원은 모두 144， 200명 에 이 른다. 다시 말하면， 89년 7월 현재 

地勞臨과 業勞協에 소속된 조합의 수는 1, 5527~ 이 며 , 그 산하의 노조원 

의 수는 343， 990명으로20) 이것은 89년 6월 현재 집계된 한국의 전체 노 

조의 수 7, 159개 의 21. 7%에 해 당되 며 , 전체 노조원의 수 1 ， 825， 000명 의 

18.8%에 이른다 21) 과거의 기업별노조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와 같이 짧 

은 커간 중 다수의 地勞協 業勞協이 형성된 것은 한국노동운동사에 있 

어서 획기적인 사실엄에 롤렴없다. 왜냐하면， 후솔하겠거니와， 이들은 

비교적 급진노션을 표방하고 있꺼 때문이다. 이들의 勢가 더 증대할 것 

이냐의 興否는 한국인의 관심사임에 툴립없는 일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路線上의 차이이다. 87년 이전의 노조을의 표방노선 

이 「勞使路調的 企業別組合主훌훌」이 라연 871칸 이 후의 소위 民主勞組들의 

표방노선은 「戰關的 企業別組合主養」라는 것이다. 우션 노조의 이념은 

전자의 경우 노사협조주의와 종업원중심주의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계급 

연대주의이고， 노조조직의 목척은 전자의 경우 개별커업 내부의 종업원 

들만의 이익올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별노조의 한계 

정올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롤 추구하는 것이고， 노초조직 

통합의 기준도 87년 이전의 노초의 경우에는 노동자사회 전체보다는 종 

업원사회 중심주의인데 87년 이후 출현한 노조의 경우에는 노풍자사회 

전체의 政治·社會的 가능성울 지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의 유지방 

20) 위의 책， p.399. 
21) 천국주간노동자신문(90'd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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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87년 이전에는 주로 국가권력과 자본가의 勞便짧調요구에 順應하 

는 것이었다면 87년 이후에는 노조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에 對立하고 새 

로이 정치사회적으로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22) 

이 상 87년 r6.29이 후」 출현한 「민주노조」들간에 형 성 된 地勞協과 業

勞協과 그들의 노선을 보았거 니 와， 이 들 「민주노조」들의 다음 단계는 이 

들 조칙의 全國化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전국노조단체인 全勞協(全

國勞動組合協議會)을 컨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 

은 全勞協건설작업이 순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민 

주노조」들 또는 급진노조세력들이 전국척으로 조직되고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投入하고， 임금안상투쟁 노통악법개갱투쟁 둥에 있어서 

「共關」가 형성되면 기존의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 청치질서 전반에 大훌 

華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制度團政治」가 社會民主主

養를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급진노조세력들의 청치경제적 요 

구를 융통성있게 조철하여 수용할 수 있으련만 제도권정치는 당시 保守

指向的인 4黨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全勞짧의 건설과정은 청부 및 

홈本家의 탄압올 유발하였고， 그 결과 「민주노조」들의 對魔노력도 강화 

되어갔다. 

87년 r6.29효言」 이 후 출혐한 소위 「民主勞組」들 간에 형 성 펀 지 노협 

과 업노협은 89년 상반기에 와서 자커들의 투쟁목표훌 크게 두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89년도의 엄금인상투쟁을 「共簡」로 천개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수행을 위하여 88년 12월 22일 전북 전주에서 절치한 것이 「地

城 • 業種別 勞動組合 全國會議」이다 23) 이 전국회의는 그 산하에 「全國

勞動法改定 및 寶金引上簡爭本部」를 두고 89년의 엄 투를 전국척 조직의 

결성￡로 이어가커로 한 것이다 24) 두번째는 89년 2월 23일 경기도 성 

남에서 개최된 제 3 차지노협 • 업노협전국회의에서 결청된 사실인데， 그 

22) 한국사회연구소. 11"노동조합조찍연구J. p.402. 
23) 위의 책. p.405. 
24) 위의 책. p.406. 



70 특집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것은 이 전국회의 산하에 임 투본부와는 별도로 「全勞協準備小委員會」를 

두기로 한 것이다 25) 민주노조들이 자기들의 전국노조단체를 설치하여 

향후 각종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共關를 制度化해 간다는 뭇이다. 그 이후 

政治圍과 資本家뼈rr의 對魔은 公權力을 발동시 키 는 것이 었다. 89년 4월 

4일 정 부는 안기 부， 보안사， 검찰， 경 찰， 노동부 등을 중심 ￡로 「公安

合同握훌本部」를 發足시키고， 그 산하에 12개의 지역공안합수부를 설치 

하였다. 이 와 함께 노동부는 「勞便분규特別對策本部」흘 발족시 키 고， 노 

동부의 국장급으로 6개의 지역별대책반과 8개의 업종별대책반을 구성하 

였다. 그리고는 정부는 89년 4월 26일 당시 zp:民， 民主， 共和黨의 야당 

총재들도 노사문제에 있어서 단위사업장의 이해조정의 차원을 넘어 제 3 

자가 介入하여 정치투쟁화시키는 것은 反對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 26) 그 이후 정부는 公權力을 發動시키기 시착하였다. 

우선 89년 상반기 중에 현대중공업 럭키금성사 지하철 풍산금속 둥에 

公權力介入이 있었다. 한펀 89년 6월 21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 7 차 

지역별 • 엽종별 전국회의자료에 의하연， 정부는 全勞協結成을 「총체적 

단압」으로 입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전국투본상황실장이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 확고히 하고 말겠다 

는 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연 구체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한다. 정부 

는 총체척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산척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청은 7， 8， 9월 염청나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노협을 건설할 것인가라는 의지의 表明이 필요하다. J271 

한펀 지역 •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는 89년 11월 23"-24일 울산의 현 

대자동차 노조사무실에서 제 12차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보고자료 

에 의하면， 당시 정부와 자본가 그리고 한국노총 등은 전노협건설저지 

블 위하여 「탄압과 와해책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89년 10 

25) 위와 같음. 
26) 위와 같음. 
27) 지 역 • 엽종별노동조합천국회의， r제 7 차전국회의회의록J.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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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일서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있었던 「탄압과 와해책동」이다. 우선 

政府는 산업펑화조치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생 

산현장의 폭력， 탈법쟁의를 엄단하기로 하고， 1국민임금위원회(후에 노 

사안정위원회로 바꿈)와 산업평화 범국민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업종별 노사교섭을 추진키로 하고， (주)동일 마창노련 부천， 안양， 연 

천， 서울 둥 전국 각지에서 노조대표들을 연행 구속하거나 파업장에 공 

권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펀 자본가들은 경 

제 6단체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경협 J(전국경제협의회)을구성할의 

사를 밝히고， 30대재벌의 임원과 80여개 업종별협회대표 등은 전경협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11월 5일 「노동법개 

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궐기대회」를 갖커로 하고， 국민경제사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28) 

이상과 같이 「전노협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탄압 •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전국회의측은 關爭方針을 다음과 같이 마 

련하였다. 

Q) 우선 전노협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전노협건설 추진사업 

을 중심 에 두고， 투쟁 의 후름을 파악한다. 

@ 노동법개정투쟁의 공식적 마무리는 12월 17일 전노협준비위 발족식 때로 

하면서 노운단투쟁올 전면에 배치한다. 노운탄투쟁의 내용은 외자철수반대투쟁 

및 구속자석방투쟁 등 투쟁당사자을을 중섬으로 중앙투쟁으로 배치하면서 대중 

적 전개는 전노협건설 일정에 싣는다. 

@ 경제 6 단체장회의 등 전노협건설에 따른 정부， 자본가들의 공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노운단투쟁과 함께 전노협건설 방해책동에 대 

한 저지션을 구축한다. 

@ 이상을 종합하연， 정치， 경제적 대응 및 노운단투쟁 등을 통하여 탄압저 

지션을 구축하고， 대중적￡로는 전노협건설을 위한 강연회， 요금공연， 교육 및 

컬의 등올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이를 전노협건설의 주요 일정으로 결집시켜 낸 

다 29) 

28) 지역 •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제 12차전국회의자료J ， pp.1-2. 
29) 위 의 자료，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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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차지역 • 업종별전국회의는 이어서 천노협건설의 주요 일청을 다 

음과 같이 잡았다.11월 25일 -12월 16일에는 전노협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조합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하여 일청콩 

유 및 모금 퉁올 결의하게 하고， 전노협건절올 위한 대중적 분위기확산 

대책￡로 강연회 모금콩연 토론회 둥을 징중배치시키고 선봉대활동을 

척극척으로 결합시키고， 12월 17일에는 전노협준비위원회 발족식올 갖 

고， 12월 18일 -(90년) 1월 21일에는 전노협 창립준비의 일환으로 89년 

關爭成果를 정려하고 歸鄭指針올 마련하게 하고 營光90年新年會를 갖게 

하고， 지역 • 업종별로 대의원대회 및 총회를 통해 전노협파견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고， 강령 • 규약초안 검토회와 파견대의원 간담회 동을 갖게 

하고 바지막으로 (90년) 1월 22일에는 옥내에서 천국대회를 열어 전노 

협 창렵대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30) 

전노협창립대회는 예정대로 90년 1월 2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천노협은 정부의 

저치의사가 대단히 강한 상황하에서 출법하였다는 것이다. 청부의 저지 

의사가 대단히 강하였다는 것은 다음 세가지 사실로 알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전노협창랩대회 이틀올 앞둔 l월 20일 청와대에서 盧泰愚大統領

주재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청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전노 

협 추진세력을 「階級關爭과 勞動解故理念아래 暴力華命路線을 추구하는 

不法集團J ..2..로 규정하면서 전노협창립대회를 원천봉쇄키로 결정하였다 

는 것이다 31) 두번째는 전노협창립 당일인 l월 22일의 정부의 대책이다. 

다융은 東亞日報의 보도내 용이 다. 

청찰의 집회불허 방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채야단체회원플이 22일 오후 

예정된 전노협창렵대회률 강행키로 해 이흘 저지하혀는 갱찰과의 충돌아 예상 

된다. 청찰은 이날 요후 1시 셔율대에서 열릴 예청인 갱노협창립대회를불법집 

회로 규갱， 원천봉쇄키로 하고 大홈街와 公團周邊 都心地 둥 서울시내 곳곳에 

30) 위의 자료， p.3. 
31) 果亞日報(90'션 1월 20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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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훌 1187~ 중대， 1만 8천여명올 배치， 대회저지에 나섰다. 특히 대회장소인 서 

울대 주변에는 지난 20일 오전부터 전청 167~ 중대， 2천4백여명올 집중배치， 검 

운검색융 실시하는 동 외부인의 교내출업을 막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주변 

둥에도 전청을 배치해 노동자들이 장소률 옮겨 대회플 강행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 한펀 전노협건설준비휘측은 「전노협건성은 시대척 당위」라고 주장， 
「서울대가 봉쇄된다면 제 2， 제 3 의 장소에서라도 창렵대회흘 강행하컸다」고 밝 

혔다 32) 

마지막 세번째는 1월 22일 당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의 정부의 

탄압대책이다. 청부는 전노협창립대회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대회 

가 열리자 뒤늦게 경찰을 투업시켜 대회를 무산시키고자 시도했다. 경 

찰진입을 예상한 주최측은 예정보다 앞당긴 12시 40분부터 대회를 시착， 

段炳浩위원장이 入場한 오후 1시경에는 「전경 • 백골단J 15개 중대가 성 

균관대에 진업해 대회장 밖에서 대회를 호위하던 노동자· 학생선봉대흘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경찰투입 소식이 알려지자 段위원장은 대회장올 

신속히 빠져나가고 1시 25분경 만세삼창과 함께 대회가 폐회되자마자 

「백 골단」은 대 회 장에 홈L入해 136명 을 연행 하고 다른 참석 자들은 해 산시 

컸다는 것이다 33) 

이로써 전노협은 88년 12월 22일 전주에서 열련 제 1 차 지역 • 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에서 전노협결성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꼭 l년 l개월 

만에 출뱀하게 된 것이다. 전노협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노협에는 

14개의 지노협과 2개의 업종협(민주출판노조협의회와 시설관리노조협의 

회)이 가입해 있고， 가입노조수는 574개이고 조합원 총수는 19만여명A 

로 이논 한국의 전체노조수(89년 6월딸 기준 7， 159개)의 약 8%, 조합 

원총수(89년 6월말 기준 1백 82만 5천명)의 약 10%에 해당되는 규모 

이다 34) 

32) 東亞日報(90'건 1월 22일). 
33) 천국주간노동자신운(90'견 1월 26일). 
3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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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줄國뺑Ib組슴協톨훌훌의 末來

바로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90년 l월 22일 전노협결성 당시 전노협 

에 加入된 노조의 수는 한국의 전체 노조수의 8% 정 도에 불과하고 노조 

원의 수도 약 10% 정도로， 전노협이 한국의 노동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자본가 

측은 전노협의 결성과정과 그 이후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이고， 때로는 과잉반응을 보여왔다. 가장 단적인 예는 16-29宣言」의 民

主主義精神과는 결맞지 않게 盧泰愚政權은 物理力을 동원하여 전노협을 

不法團體化시키고 그것을 壓死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근 

거는 전노협이 내걸고 있는 급진노선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부/자본가의 전노협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전노협은 소위 「民主勞組」들의 전국노조단체로서 그 勢를 증가시킬 것 

인가 아니면 위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리기로 한다. 

다음은 90년 1월 22일 전노협 이 결 성 될 당시 의 「創立宣言文」에 서 발 

훼한 것인데， 그것은 전노협의 급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f(우리 노동자는) 단위 사엽 장에 서 노동조합을 조직 하고 투쟁 속에 서 지 노협 

과 엽종협을 결성하였으며 마칭내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전노협으로 컬접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땅의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정제， 사회， 정치척 지 

위를 향상시키고 자본과 켠력의 탄압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갖게 되었음을 선언한다. 전노협의 건젤로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 

의와 어용척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척인 노통운 

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척 주체가 탄생하였 

음을 밝힌다. J35l 

이 발훼문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발훼문의 내용대로 

35) 전노협의 「創立효言文」과 「網領」은 다음 文厭에 실려 있다. 韓國現代政治
思想~究所， 自 由實體市民運動本部 : W전노협 을 해 부한다 : 급진노동운동의 
실체 J (l990年)，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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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勞協이 수렵되어 노동대중에게 뿌리를 내린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과거의 노총중심의 단위 사업 장별 또는 기 업 별 勞使짧調主義와 「어 용적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서 벗어나， 지역별 업종별 연대투쟁， 더 나 

아가서는 전국척 수준에서의 연대투쟁이 가능한 그러한 양상으로 바뀐 

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펀 전노협의 創立宣言文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 

용도 담고 있다. 

「우리는 광범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척 이익실현올 위한 투쟁￡로 

대중척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함a로써 우리의 조직과 의식융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척a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 

여 투쟁 해 나갈 것이 다 36)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노협은 앞으로 노동운동을 한국사회를 노 

동자 짧主의 사회 로 개 혁 (소위 勞動解放이 라고 함)해 가고， 아울러 서 諸

民主勢力(勞農敎쏠學， 즉 노동자 농민 교사 반민 지식인 동을 가리컴)과 

의 연대투쟁을 통하여 「민주화 자주화 명화통일J(최근 在野운동권의 政

治口號)이라는 정치투쟁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다. 

전노협의 좀 더 구체적 행동지침은 「網領」에 나와 있다. 모두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다음 3항목이 전노협의 급진성을 말해 

주고 있약. 

1. 우리는 주44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직종， 남녀， 학력간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통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1. 우리는 제민주세력과 균게 연대하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37) 

전노협의 급진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노협의 임금가이드라인에도 

나타나 있다. 統計에 의하면， 87년 16.29효言」 이후 한국의 임금상송률 

36) 위와 같음. 
3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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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업생산성 증가옳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전자는 87년 11. 6%, 88 

년 19.6%, 89년 상반기 23.8%인데 후자는 87년 11. 0% , 88년 12.9%, 

89년 상반기 7.1%에 불과하다 38) 그리하여 90년 임금상송률을 정부당 

국은 한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하키로 하였고， 노총은 산하노조틀에게 

17. 3"-'20. 5%를 시달하었는데， 천노협은 23.3%를 시달하었다는 것이 

다 39) 정부와 사용주 측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최근 한국이 당 

연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노조의 급진성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 나 「民主勞組陣營」은 좀더 구조척 인 문제 점을 근거 하여 이 상의 사 

실을 공박하고 있다. 즉 1천만 노동자의 임 금인상분(인상률을 20%로 

가정시)은 7조 2천억원에 불과한데， 89년의 경우 土地價格 上昇에 따른 

不勞所得은 무려 68조원에 이 르고，:f*價 上昇에 따른 不勞所得은 33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쩨 전노협은 또 87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커엽의 

엄금격차가 惡、化一路에 있다는 것도 지척한다. 89년의 경우 30대채벌 

계열업체들의 평균 인상률은 20.3%인데， 이것은 전체산업 인상률보다 

2.64%가 더 높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41) 

전노협의 이상과 같은 곱진성에 대하여 政府와 使用主 측윤 전노협을 

「左寶暴力勢力」으로 취급하고 각종의 구체척 인 대 응방안을 마련하여 집 

행해 오고 있다. 첫째는 전노협 가엽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원의 發動이 

다. 청부는 90년 2월 1일 이후 전노협가입노조 160깨 노조에 대하여 업 

무조사권올 발동하여 조합비집행과 노조운영 풍에 대해 업무조사를 실 

시하였다. 노조들의 태도는 원래 이 조사권발동에 不廳하는 것이었으 

나， 청 부는 노동조합법 제 30조에 의 거 不魔하는 노조대 표들을 구속 • 수 

배해 오고 있다. 전노협이 발행한 f901건 상반기 노동운동 한압백서」에 

의 하면， 지 난 5월말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364명 , 수배 는 134名， 고소 • 

38) 위의 책자， p.6. 
39) 朝群日報(90'견 7월 16일). 
40) 전국노동자협 의 회 H990 엄 금인상투쟁 지 칭 서 ~(서 울 : 배 산서 당， 1990), 

p.14. 
41) 위와 같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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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자는 224名에 달하고， 또 6월 중에 는 구속자만이 400名에 이 른 

다는 것이다. 구속된자 중에는 전노협위원장 段炳浩民도 포함되어 있 

다 42) 

두번째는 전노협의 운동이념을 비판하는 論理를 개발， 이롤 弘報하기 

위한 각종 책자를 대량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예컨데 韓國現代政

治思想맑究所와 自由實錢市民運動本部가 90년 2월 12일 펴낸 『전노협올 

해부한다』라는 책자에 의하연， 한국의 급진노동운동은 70'건대의 都盧

(도시산업선교회로서 성경과 기독교교리롤 左碩的 시각에서 해석하는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파를 가리킴)이 뿐린 씨 앗에서 싹이 렀고， 801건 

대에 들어와서는 운동권 학생 및 젊은충들에게 都훌의 이론을 學習시키 

고 이들을 위장취업자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 「다락원」에서 그 뿌리를 내 

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43) 한펀 901건 l월 20일 좁효훌會議 이후 결성된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이 펴낸 「急進勞動勢力의 實體와 對廳論理」라는 

책자에 의하면， 전노협은 운동의 궁극척 목표를 「勞動解放」에 두고 있 

￡며， 노동해 방이 란 정 부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가 主A이 되는 사 

회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44) 한펀 노동부는 90년 2월 25일 『노 

동 3권의 행 사에 대 한 올바른 이 해 』라는 책 자를 「노사관계 교육자료」로 

펴냈는데 이 책자에 의하연， fC헌법제 33조 제 1 항에 보장된) 노동 3권 

은 私有財훌制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히려 이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것」올 강조하고 있다 45) 이 

상 전노협의 운동이념을 비판하는 논리들을 보았거니와， 이러한 노력은 

확실히 非急進勞組勢力 및 다른 한국인들에게 천노협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흐로 끌고 갔을 것이다. 

42) 주간전국노동자신문(1990'견 1월 26얼과 6월 15일). 
43) 韓國現代政治思想lifF究所 • 自 由훌훌훌市民흘Ib本部， w전노협 율 해 부한다.!l pp. 

8-11. 
44) Ji'急進훌動勢力의 •• 와 활鷹짧理.!l(이 자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윤 註顧CD

을 창조할 것)， p.12. 
45) 위의 자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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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회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90년도 상반커의 임투의 경우 住居安定問題가 크게 부각되었었 

다는 것이다 46) 예컨대 전국경제단체연합회가 139개 會員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연， 노조의 88%가 주거안정요구를 내세웠고 이 가운 

데 80%가 주태수당이나 주택자금융자， 사원주택건설 등에 勞使가 합의 

하었다는 것이다 47) 그리고 최근의 신문보도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大

宇그룹은 玉浦조선소 아파트단지에 150명의 주부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봉제 工場을 8月 중에 完工한다는데 48) 노동자에 대 한 회 유책 으로서 는 

理想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 전노협과 급진노조에 대한 정부·사용주 측의 물리적 탄압， 理

論攻勢， 그리고 회유정책 등은 최근 한국이 당연하고 있는 경 71 침체와 

복합작용을 하여 90년 상반기의 노동운동을 小康狀態로 몰아왔다. 우선 

임금협상관계를 보면 7월중순 현재 협상완료업체는 4， 451개인데 명균 인 

상률은 8.8%라고 하니 정부가 의도했던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작년의 18.7% 절반도 안되는 수치이다. 또 노사분규로 모두 

262건 발생하였다는데， 이것 역시 지난해 같은 커간의 1 ， 171건에 비해 

78%나 감소한 것이다. 한펀 전노협의 勢도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전노협은 지난 l월 22일 結成 이후 주어진 不利한 조건 하에서 4 

월말 現代重工業파업시 또 5월 l일 메이데이 때 「파업투쟁」을 선언하여 

165개의 노조로부터 전면파업을 얻어냈고， 127개 노조로부터는 부분파 

업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결성당시 4567~ 노조에 

달했던 전노협가입노조는 현재까지 1167~ 노조가 이탈하여 나갔다는 것 

46) 예컨데 지난 4월말 발생한 現代重I業勞組 파업시 일부노조대표들은 公權
力介入에 항의， 地J:: 84m의 골라앗 크레인에 피신하여 그곳에서 항쟁을 
별였는데， 이 째 이들이 크레인에 내 건 플레카드에는 「투쟁 : 단체협상 송 
리하여 내집마련 쟁취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 전국노동자협의회， 가자 ! 
총파업의 불길을 몰고 파업에서 해방으로 ! .ll(1990.5) , 제일 뒷장. 

47) 朝蘇 日報(90년 7월 16일 ). 
48) 東亞日報(9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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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얘) 

그러면 앞으로 전노협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그것 

은 정부의 不法化擔置로 끝내는 과거 해방직후의 全評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렬 것인가， 아니연 위축된 상태로나마 정치생명을 유지해 갈 

것인가? 전노협의 이와 같은 장래는 결국 정부 • 자본가와 전노협 양자 

간의 力動的 關係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본다. 본고에서 보인 바와 같 

이 정 부 • 자본가는 전노협 을 不法團體視하고 物理力으로 탄압해 왔는데 , 

이 탄압이 전노협을 「完全한」 不法化까지 몰고 갈 청도의 것이냐 아니 

면 전노협의 「급진노션」을 「온건노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탄압청도에 

불과한 것이냐에 관하여 현재 견해가 兩分되어 있다. 만일 前者라면 그 

것은 「國家組合主義J (state corporatism)와 유사하고， 後者라면 그것은 

改良主義와 유사하다. 본고는 정부·자본가는 후자의 태도흘 취하리라 

고 전망한다. 우선 현재의 6共政府는 다수의 執權者들이 5共A플로 구성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노조의 노골적인 탄압 둥 民主主義에 遍行

하는 자세를 보이고있a나， 6共政府는 근본적으로 5共 또는 4共 政府와 

는 다르다고 하겠다. 가장 단적인 예는 6共政府는 수렵 그 자체가 「국 

민이 원하는 大橋領直選制選塵」와 「국민이 원하는 國會議貴小選훌훌區制 

에 의한 選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최근의 3黨合黨2..로 출 

현한 民自黨도 특청인플의 청권연장음모의 所옳으로 매도되고도 있￡나， 

과거 民正黨 寫主의 정부시절에 비해 民自黨政府의 노선은 民主化 쪽으 

로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고 명가해야 할 것이다. 

한펀 전솔한 바와 같이 전노협도 90년 1월 結成 당시에는 큰 威勢를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청부의 物理的

단압으로 그 勢가 날로 위축되어 왔다. r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 

마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만일 국내에 혁신계정당이 있다 

면， 전노협은 그것에 救빼를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청당들이 없다. 따라서 전노협이 그 동안 구제요청을 해 온 정당은 「保

49) 이상 여러가지 수치는 朝解日報(90년 7월 16일)에서 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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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政黨으로 분류되 고 있는 平民黨이 었고이 바로 그런 이 유때 문에 별 지 

원을 받아내지 뭇하였다. 그러 나 90년 7월말 현재 ~民 • 民主 • 在野 3 

者鏡合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이 範合이 성사되면 전노협에게는 도 

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불만 하다. 단 전노협도 과거의 「노동해방J ， 

「계급투쟁 J ， r청치투쟁」 동의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노선을 온건화시켜 

야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는 노조단체가 될 것이다. 

5. 結 總

본고는 최근 한국청치의 民主化를 이익집단의 主훨集團의 하나인 노 

조단체， 이 중에서도 全勞짧을 가지고 보았다. 본고가 주장해 온 것은 

이익집단이란 정치체계의 下位體系이기 때문에 갱치체계 전체가 성격변 

형올 일A킨다면， 그것은 결국 이익집단인 노조단체에게도 성격변형을 

유발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構造機能主義理論家들의 주장이다. 본고 

의 집필이 끝나는 90년 7월말 현재 한국의 6共政治는 非民主的 요인들 

올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4共 5共政治와 비해서 民主化

의 방향으로‘ 進一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物理的 탄압 

에도 불구하고 全勞짧은 自生力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며， 만일 政權

이 현재의 民自黨에서 최근 통합의 움직엄을 보이고 있는 鏡合新野黨￡

로 이행한다면 전노협의 청치척 키반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50) 예컨데 주간천국노동자신문(901견 3월 9일)에 의하면， 갱부의 段炳浩천노협 
위원장 풍 잇따른 구속융 호소하기 위하여 전노협중앙위원고문단 및 지도
위원 퉁 60여명은 3월 3""5일 여의도의 ~民훌舍에서 「단위원장 퉁 구촉자 
씩방」융 요구하며 철야농성율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노협이 5월 14일 
발행한 「狀況室홉料 p.70J(油引物)에 의하연， 서울한국야쿠르트 명택공장 
파업 인원 120名은 4월 19일 ""5월 13얼 파업 중 5월 7일부태 ~民賞舍에셔 
농성 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