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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이 나타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작동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의 원형이 나타났던 면방직업
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이념과 법제도에 의거 설명하였던 기존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시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방법론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차와 2차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고 삼자기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고 필요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해방 이후 1950년대에 걸쳐 면방직업에서는 초기업 교섭의 원형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초기업 교섭
의 원형은 1960년대 이후 대한방직협회와 섬유노조 면방분회에 의해 집단교섭의 형태로 제도
화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노사의 전
략적 선택을 고려함으로써 이념과 제도적 요인만을 상정하였던 기존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은 서구의 맥락과는 달리 성별 직무분리와 남성 중심
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별 노조에 대응하여 여성노동자들이 당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표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결을 도모하여 쟁의단을 구
성하고 전평과 협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는 1980년 이
후 기업별 단체교섭을 강제한 법제도 변화에도 면방직업에서는 집단교섭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은 환경적 요인이 아닌 성별차이에 따른
내ㆍ외부 노동시장의 분리와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
견한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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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형태인 산
업별 노동조합이 금융 산업, 금속산업,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수준에서도 건설일용노동자, 청소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일반노동조합 혹은 소업종 노동조합 형태의 노조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동조합은 초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고 일부 산업과 지역에서 초기업교섭
이 성공하면서 기업별노동조합과 기업별교섭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노사관
계체제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업노조와 교섭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
라의 기업별 교섭구조가 현재 노사관계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초기업
수준의 교섭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이주희, 2004; 조성재 외, 2009).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상황과 맞물려 노동시장 분절화
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초기업 교섭 연구의 당위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위적인 측면에서 초기업교섭이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많은 주
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초기업교섭이 형성되는 요인을 찾고
이를 이론화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은 언제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시초를 정치적 이유로 형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이 주
체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보거나, 19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도입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나타난 산별교섭을 초기업교섭의 기원으로 간주한다(이종구, 2010; 박영기ㆍ
김정한, 2004). 그러나 이러한 환경 구조적 요인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은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
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 이외의 요인은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
질 수 있다. 기존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초기업 교섭이 이념과 법제도에 의해서만 성
립되었다면, 노사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법제도와 이념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서 초
기업 교섭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업교섭의 원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즉, 초기업교섭이 나
타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작동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
지 공식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면방직업에 주목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다시 산별노조체제를 기업별노조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초기업교섭
이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비조사를 통해 면방직업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대각선교섭의 모습이 1960년대 이전에 나타났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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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교섭이 1960년대 초반 박정희정권이 기존 기업별노조와 교섭을 강제적으로 산
업별노조와 교섭으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난 것을 뜻한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이론에서 찾지 못한 변수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사례 연구라는 질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면방직업의 사례는 법제도나 정치경
제적 요인만으로 우리나라의 초기업교섭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새로운 변수의 등
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공업화과정은 면방직업의 발전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
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도 높은 사례이다(강이수, 1992; 김양화,
2009).
본 연구는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 시기 동안 면방직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고 운영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사
례 연구를 위해 1차와 2차 문헌,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경제적 환경과 법ㆍ제도
적 환경, 주체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 방직협회의 간행물, 노동조합 간행물,
관련 기업의 간행물 등 1차 문헌과 신문기사 및 연구서적 등 2차 문헌을 조사하였다.
아쉽게도 1950년대 이전 시기 상황을 설명해줄 피면접자가 상당한 고령으로 인터뷰
자료를 직접 구축하기 어려웠다. 다만, 다행히도 해방이후~1960년까지 면방직 산업
종사자들의 구술자료(서문석, 2006A;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3)가 남아 있어 이를
재인용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들 문헌은 삼자분석(triangulation) 기법으로 분
석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추가적으로 방직협회 관계자 인
터뷰와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초기업 교섭의 이념결정론과 제도결정론
한국 초기업교섭 형성에 관한 연구는 이념과 제도 요인에 치중해 수행되었으며, 산
별교섭이라는 외연적 형태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이념결정론은 한국 최초의 산별노조
가 미군정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전평이라고 주장하며, 좌익이념이 산별노조를 조직
하였고, 산별교섭을 이끌어 내었다고 주장한다(박세일ㆍ선한승, 1991; 송종래, 2004).
전평은 산업별 조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산하에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두고 있었
다. 전평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투쟁과 더불어 미군정을 반대하고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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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을 지원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다가 1947년 좌익단체의 불법화와 함께 조직
이 와해되었다. 한편 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1)이 결성되는데
이 단체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보다 반공, 반전평 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등 강한
정치성을 드러내었다. 이념결정론은 해방 이후 나타난 초기업 교섭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과 반공정치운동에 의해 노동조합운동이 이용되었고, 정부수립 이후에는 반공이데
올로기와 경제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 의해 어용화 되었다는 맥락으로 이어진
다(박세일ㆍ선한승, 1991). 이러한 시각은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 주체의 역할을 배
제하고 외부 요인인 정치경제적 요인만을 중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결정론은 5.16 군사정변 이후 형성된 산별노조에 주목한다. 박정희 정
권은 쟁의금지령과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내리고 1961년 8월 철도, 섬유, 광산 등 14
개의 산별노조와 그 결집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출범시켰다. 한
국노총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정치적 선택에 입각한
top-down 식의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별노동조합의 활동과 교섭
도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되었다(김용원, 1995). 이러한 제도 결정론적 시각은 법규범
에 의한 조직변화를 단정하여 실질적으로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간
과하고 있다. 예로, 법적으로 산별노조가 강제된 시기에도 우리나라 단체교섭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임영일, 1994). 이와 같이 교섭구조가 법제도
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의는 외연적 구조와 실제현장의 교섭구조가 괴리되는 현실을 외
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형성을 둘러싼 이론 구축은 미미한 실정
이다. 한국의 초기업수준 교섭에 대한 연구는 이념과 제도 속에서 노사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과 법ㆍ제도의 강제로 초기업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은 초기업 교섭의 실행과 그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선진국의 횡단적 노동시장 결정론과 교섭력 결정론
초기업 수준의 교섭구조 형성은 산별교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발달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Sisson, 1987; Salamon, 2000; Bean, 1994).
영국의 경우 기계 산업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타협에 의해 노사 간의
자발적인 단체교섭이 1898년에 성립하였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1) 이 조직은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으로 결성되었으며, 1948년 8월 26일 개편
하여 대한노동총연맹으로 재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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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정부가 강제하는 과정에서 산별교섭이 나타났다(Sisson, 1987;
Traxler, 1998).
이러한 유럽 나라들에서 나타난 초기업수준의 교섭에 대한 논리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횡단적 노동시장 결정론이다. 이 논의의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산
업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업교섭이다. 영국 고용주들은 1873년부터 계속된 대불
황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경영 합리화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고용주의 경영합리화는 미숙련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고 대규모 기계화에 맞서
미숙련 노동자들은 직종에 관계없이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산별교섭을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사용자에 맞섰다(Bean, 1994). 당시 미숙련노동자들은 숙련공과 같은 희소한 가
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사용자들에게 언제나 대체가능한 노동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 공급 통제를 통해 대응하였다. 한편 숙련 노동자들도 대규모 기계
화에 의해 생산과정의 탈숙련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숙련 근로자와의 동질성이 높아져
산별노조 설립에 나서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횡단적 노동시장 이론은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 노동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횡단적 노동시장 이론은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을 설명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후발 산업국가로 산업민주주의가 형성
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노사관계가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노동
조합 조직 및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대표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공산주의 이념
에 뿌리를 둔 전평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교섭력 요인이론이다. 교섭력 요인이론은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치열하
게 경쟁하는 사용자들이 파편화되어 있을 경우 자칫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업 수준에서 연대하면서 기업과 사업장 수준의 노사갈등을 외부화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론은 미국에서 의류나 호텔업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면서 발
전되었다(KatzㆍKochan, 2004). 독일의 경우도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2차 세
계대전 패전이후 독일 사용자는 미국의 산별노조주의 체제 도입을 강요받았고 이에 기
업과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산별노조의 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사용자는 기업과 사업장 수준의 종업원 경영참
가를 허용하는 대신 노사갈등의 외부화를 위해 초기업수준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하
게 된다. 그 결과 대규모 산별노조가 형성되었고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대
등한 교섭력에 근거하여 산별교섭을 수행하게 되었다(Sisson, 1987; Windmuller,
1987). 그러나 이러한 교섭력 이론을 우리나라 초기업교섭 형성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사용자는 초기업 교섭을 반대하고 있고,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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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용자는 원하청종속성을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조차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초기업교섭의 형성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한 연구는 발견하
기 어렵다. 다만 여성노동운동연구자에 의해 간헐적으로 초보적인 형태로 횡단적 노동
시장 요인 이론이 제기되었을 뿐이다(이옥지,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조차도 내부
노동시장과 기업별 노조가 가지는 반여성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을 뿐 초기업교섭의 형
성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3. 연구 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치 및 법제도
의 환경적 요인만으로 초기업교섭의 원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서구와 맥락
이 다른 우리나라에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ㆍ제도와 정치적 압력이 실질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부터 산업
별 노동조합 법제화가 이루어진 1961년 이전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초기업교섭의
원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초기업 교섭의 원형으로 추측되어 온 정치적 요인(전평)과 법
적 요인(산별노조 조직)을 배제한 후에도 성립되어 온 초기업 교섭의 형태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전평의 쇠퇴와 대한노총의 등장 이후 1961년
산별노조가 조직되기 전 면방직 산업에서 노사가 초기업 교섭을 수행하였던 사건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Kochan, Katz and McKersie(KKM, 1986)의
전략적 선택 모델을 논리적 서술 틀로 채택하였다. 전략적 선택 모델은 기존의 노사관
계시스템이론(Dunlop, 1958)의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노사관계의 과정과
성과가 환경과 주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논
문에서는 제도 환경적 변수와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노동시장 환경과 정치 및 법 제도의 변화가 노사주체들에게 어떠한 기회 및 위협
을 제공하였으며 그 속에서 노사는 왜 초기업교섭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에 노사정 주체들의 선택과 결정은 노사관계 시스템의 과정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KM(1986)은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
사관계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사 주체들이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수동적인 입장에 그
치지 않고,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제도와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
는 KKM(1986)의 모델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연구 틀을 도출하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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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을 살펴보는데 있어 정치적 상황이나 법ㆍ제
도의 환경적ㆍ구조적 요인 이외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은 경제상황 및 법ㆍ제도적 환경 속에서 노사가 전략적 선
택에 의해 해방 이후 초기업교섭의 원형을 만들었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에도 지속
되었음을 면방직 산업사례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그림 1> 한국 초기업교섭의 원형에 관한 연구 틀

Ⅲ. 해방 후 1950년대 면방직업과 초기업 교섭 등장
1. 환경 분석
1)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
면방직업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가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원면을 활용하기 위해
조선에 면방직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공장체제로 바뀌었다(강이수, 1992).
191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면방직 공장인 조선방직 부산공장에 이어 1919년에는 한
국인 자본으로 경성방직이 설립되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자본은 세계대공
황의 여파와 더불어 만주사변 이후 군수의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병참기지화정책과 식
민지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생필품으로서의 커다란 잠재수요,
식민지의 특혜 등의 이유로 산업자본의 한반도 진출을 본격화하였다(김혜수, 1992; 정
안기, 2003; 김경남, 1996). 특히 면방직업의 진출을 매우 활발히 하여 鐘淵紡績 광주
공장(1935년), 경성공장(1936년)과 함께 東洋紡績 인천공장(1933년), 경성공장(1936
년) 등을 건설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9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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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 시기 면방직 시설이 대부분 남한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분단 이후
에도 대규모 면방직 시설은 해방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방이후 남한의 방적
시설은 1945년 8월 15일 당시 총 253,848추였으며, 1950년 6월 25일 직전 316,572
추로 15% 가량 증가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97, 80-81). 면사/면포의 생산량은 해방
을 전후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면방직업계의 조속한 조업재개와 미국의 경
제원조 등에 힘입어 미군정기 말에는 해방 전의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대
한방직협회, 1997, 82).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였지만 섬유
공업과 식품공업은 복구가 빨라 1953년에 이미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였다(박영기ㆍ
김정한, 2004).
면방직산업에서 근대적 공장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할 점은 면방직업
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줄어들고 대규모 사업체로의 재편이 일어난 사실이다. 이는 <표
1>과 같이 섬유/의복/가죽업에서 사업체수가 1943년 1,683개 였던 것이 1948년 541
개로 줄어든 반면, 총 고용인원을 사업체수로 나눈 사업체별 평균 인원은 36명에서 68
명으로 늘어난 데서도 알 수 있다(선재원, 2011). 이에 해방 이후 면방직업은 근대적
공장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산업사회의 노사관계 원형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게 되었다.
<표 1> 섬유/의류/가죽업의 사업체수와 사업체 평균 규모
사업체평균규모
(총고용자수/사업체수)

사업체 수
년도
섬유/의복/가죽

1943(1) 1943(2)
1,810

1,683

1948

1955

1943(1)

1943(2)

1948

1955

541

889

36

36

68

58

자료：선재원 2011 재인용. 조선총독부,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결과보고”, 1943년판; 남조선과도정
부노동부통계실, “남조선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 1948년판;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합병호.

면방직업의 근대적 공장체제로의 변화는 노동시장 규모를 확대하였다. 일제강점기
근대 산업화 진행과정에서 토지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가 도시로 흘러들면서 노동시장
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방직공장의 경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인천, 영등
포,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근에 설립되었다(강이수, 1992). 1930년대 중반 이후 대
규모 방직공장이 한꺼번에 설립되면서 일부 방직공장에서는 여공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2) 경성방직은 모집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여자종업원 모집을
꾀하였으며 실제 지방파견 모집원들에게 특별상여금까지 주며 모집성적을 올리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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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경성방직주식회사, 1969, 176-180). 이러한 해방 전 시기 면방직업의 모집
난은 경성방직 뿐 아니라 종연방적, 조선방직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강이수, 2011).
그러나 해방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면방직업은 공업운용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였는데,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술 분야는 심각했는데 일제 강점기 공장에서는 일본인 기술자를 고용했고 조선인 기
술자를 양성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3) 이에 해방 후 면방직업의 조
업재개에서 중요한 것은 공장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이 떠
난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였다. 해방 후 일본인 기술자가 떠난 빈자리에 국
내외의 고등공업학교 이상을 졸업한 기술자들이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장에서
OJT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던 남공 중 일부도 일본인 기술자의 빈자리를 채웠다(서문
석, 2006A, 196-206; 서문석, 2010). 1950년 후반에는 소개모집이 아닌 공개채용방
식의 모집채용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경성방직, 1969, 176-180). 면방직 기업
은 한국인 기술자 양성을 통해 면방직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다. 일제강
점기에 한국인은 중간관리층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일본인 관리자와 기
술진이 일본으로 돌아간 해방 직후 일부 공장들은 생산을 재개하였고 이때 실제로 기
계를 가동시키고 상품을 생산한 사람들은 한국인 남성 기능공들이었다(서문석, 2010).
이에 면방직 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남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제도와 급여인상체계 등을 갖추었다(경성방직, 1969, 180-186).
해방직후 면방직업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대한방직협회가 조사한 소속 공장들에 대
한 인력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해방이후 1960년까지의 대규모 면방직회
사의 인력현황을 나타낸다. 직원을 제외한 공원 등의 생산인력을 집계한 재적인원의 성
별비중을 보면 남자의 비율은 1948년 약 30%에서 1957년에는 약 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자는 1948년 약 70%에서 점차 상승하여 1957년에는 약 82% 정도로 증
가하였다. 이는 면방직업에서 여공의 임금통제가 면방직업의 인건비 지출의 큰 감소를
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2>에서 직원은 사무종사자와 기술종사자를 포함한다. 사
무종사자를 제외하고 기술종사자로 직원에 포함된 기술 인력들은 두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업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은 인력이며 다른 하나
는 일제시기부터 장기간 근무경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이다(서문석, 2010). 직원은 전체
5~6%정도의 인원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남성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직공 부족 시대 출현’(동아일보, 1935. 11. 10.), ‘방적여공 모집에 응모자가 희소’(동아일보. 1936.
2. 22.)
3) 일본기업에서 근무한 조선인고급기술자는 조선방직에서 근무했던 김규선이 유일하다. 김규선은
김연수의 권유로 1935년에 경성방직으로 이직했는데, 이때 조선방직에서 김규선 휘하에 있었던
조선인숙련공들도 경성방직으로 이직했다(매일경제, 197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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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방 후~1950년대 까지 면방직 산업 인력현황
(단위：명/%)

항목

1948
남

1950
여

남

1951
여

남

1954
여

남

1957
여

남

여

재적인원 5,099 11,869 3,464 12,723 1,449 5,382 3,472 15,483 3,262 15,024
비율

30.05 69.95 21.40 78.60 21.21 78.79 18.32 81.68 17.84 82.16

직원

835

90

1,005

104

397

17

965

62

비율

90.27

9.73

90.62

9.38

95.89

4.11

93.96

6.04

1,049

153

87.27 12.73

출처：섬유년보 각년도

2) 정치 및 법제도 환경
해방 후 남한의 산업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당시 면방직 귀속기업체의 생산은
재고원면의 소진 이후 발 빠른 미군정의 원조원면의 공급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관리인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배석만, 2001). 미군정은 특히 면방직 공업
귀속기업체에 대해 심한 통제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조업계에서 면방직 공업이 유일
하게 대규모화 되어 있었으며, 몇 개의 귀속기업체만 통제하면 생활필수품인 면제품의
통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6월 ‘방직공장 운영부’라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귀속기업체 관리인의 임명권은 현역 미군 대위가 총괄 하였다. 직
접적으로 미군정은 미군 장교를 관리인으로 파견하여 경영하거나 또는 한국인을 관리
인으로 임명할 경우 미군 장교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경영을 통제하였다(배석만,
2001). 미군정은 공장에 있던 기존의 자치위원회와 자주 충돌을 일으키고, 주로 투자
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던 상업인 출신 보다는 기술자 출신을 관리인으로 더욱 선호하
였다. 이는 기술자 출신 관리인이 원래부터 공장에 연고가 있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공장을 재건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서문석, 2006B). 당시 고급 기술자의 수는
100여명 정도로 그 수가 적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기술
을 교류하거나 직업을 소개해주는 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서문석, 2010).
기술자가 관리인이 되는 과정에도 역시 이러한 인맥이 작용하였다(서문석, 2006A,
46). 그런데 미군정의 바람과 달리 기술자들이 관리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어지러운 시대상황으로 이권에 밝은 상업인들이 관리인 자리를 차지하
고자 하였기 때문이다(서문석, 2006A, 46-71). 미군정 당시 한국인 관리인은 기술자
출신 관리인과 상업인 출신 관리인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기술자 출신보다 상업인 출
신 관리인이 2배가량 많았다(이혜숙, 2008).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국전쟁 전까지 제조업은 ‘남북교역의 단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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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의 송전 중단, 대규모 공장(귀속업체)들의 휴업, 농지개혁 실패’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퇴보하였다(김기원, 1990). 6.25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 상황에서 이
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자본가 계층을 육성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전쟁물자 조달과 인플레 진정을 위하여 귀속기업체의 불하를 실시하
였다. 1949년 12월에는 귀속재산처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쟁 중에 불하가 시작
되었다. 1950년 12월 대구메리야스공사4)를 시작으로 면방직업에 있어서는 경성방직
등 몇 개 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기업이 1950년대에 불하가 완료되었으며, 이들
기업체를 불하받았거나 재인수한 사람들은 대체로 1950년대의 대표적인 자본가들이었
다(류상영, 2002).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의 노동정책은 초기업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유리하거
나,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군정은 공산주의 세력을 남한에서
저지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미군정은 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배격하는
대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와 단체교섭 중심의 노동운동을 조성하려고 했다(박영기ㆍ
김정한, 2004). 초기의 미군정은 귀속 면방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
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이든 산별 조합이든 간섭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정은 전국 각지에서 공장자주관리가 진행되어가고, 노동운동
이 전체 노동대중의 권익신장과 이익을 위한 정치투쟁의 모습을 보이자, 점차 전평 주
도의 노동운동을 배제하고, 대한노총 주도의 노동운동을 확립해나갔다(이성균, 1989).
미군정은 실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동의하면서도 노조가 전평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재조직하라는 등, 그 단위노조의 쟁의를 지원하는 상급노조가 전평이라는 이유로 노동
자들의 진정에 선뜻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정해구, 1989).
법제도의 측면에서, 미군정은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 노동관계법 등을 공포하였는데,
이러한 노동법은 형식적으로 나마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개
별 근로관계법규는 법조문이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것이어서 법령이 제
대로 준수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법규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어 사실상 사
문화되었다. 집단노동관계법을 통해 본 미군정의 시책은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파업
이나 조업중지를 초래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쟁의행위
는 금지하는 정책이었다(박영기ㆍ김정한, 2004).
195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노동법이 제정되자 노동조합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
에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통해 설립 가능한 단위노조의 조직형
4) 이 공장은 1941년 2월에 朝鮮紡織 大邱分工場으로 설립되었다가 1949년 4월에 대구메리야스공
사로, 1955년 9월에 내외방직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음.

- 115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2호(통권 86호)

2018. 5. 31, pp. 105~132.

태를 기업별 노조로 제한하였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단위를 기업별로 제한하여 노조활
동과 기능을 기업 내로 한정하고, 정치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산별노조 활동을 제약하
였으며 노동조합의 목적을 경제주의 노동운동에 한정시켰다(손낙구, 2010).

2. 면방직업 노사의 상황과 전략적 선택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 면방직업의 사용자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에서 미군정
기 ‘미군관리인’ 및 ‘기술자/상업인 출신 한국인 관리인’을 거쳐 이승만 정권기 ‘상업인
출신의 자본가’로 변화하였다. 한편 노동자계층 역시 변화하였다. 일제 강점기 노동자
는 ‘한국인’ 반숙련ㆍ미숙련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해방 이후 미군 정기에는 일
본인 기술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극소수의 한국인 기술자 차지하였고, 여전히 미숙련의
남공과 여공이 존재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기에는 기업 내 숙련을 통해 양성된 기술
자들과 그들을 보조하는 남공 그리고 전체 인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공으로 변
화하였다(<그림 2>).
미군정은 귀속공장에 관리인을 두어 유휴상태에 빠져있는 공장을 조속히 가동 재개
하고자 하였다(김기원, 1990). 그런데 상업인 출신 한국인 관리인들은 적산기업의 관
리권을 이권으로 생각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물자를 이용해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에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생산성 향
상’, ‘근로조건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다. 상업인 출신 관리인은 당시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관리인 반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였던 전평(산업별 노조)에 대해서 노
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전평 소속의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남성 노
동자를 포섭하여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조직하게 하는 등 노조를 어용화 하려는 전략
을 취하였다.
기술자 출신 관리인 또한 기업별 노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인이 된 기술
자들은 ‘공장 가동’, ‘생산성 향상’, ‘애국’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자 출
신 관리인들은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였으며, 외부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노력
했다(서문석, 2006B). 기술자 관리인의 사업목적은 해방 전부터 남아있던 공장 노동자
들의 ‘자주관리운동’ 내지는 ‘자치위원회 활동’과 맞닿아 있었다. 한 예로 한 기술자 출
신의 관리자였던 이덕기씨는 개성의 송고실업장과 밀양의 조선모직(주) 2개의 사업장
에서 남성 기능공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공장가동과
생산성 향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전평)으로부터 공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었다(서문석, 2006A, 127-128). 기술자와 기능공은 업무적으로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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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며 숙련향상과 장기근속을 근거로 기업별노조를 선호하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타지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나게 된 기술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해온 기능공으로부터 실무적인 노하
우를 전수받고, 업무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능공은 전문지식과 견문을 가
지고 있는 기술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기술을 전수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서
문석, 2006A, 196-206, 239-241). 결국 기술자 출신 관리인은 공장을 위협하는 좌익
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성 숙련 기술자 및 기능공과 결탁하여 기업별 노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해방이전-정부수립기 면방직업 사용자와 노동자 구성 변화

미군정기 상업인 출신 관리인과 기술자 출신 관리인 모두 기업별 노조를 선호했음에
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방식에 있어서 뚜렷하게 기업별 교섭을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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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면방직업은 여성 노동자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임
금경쟁이 치열한 편이었다(서문석, 2006A, 241-243). 따라서 관리인은 임금 표준화를
통해서 임금 외 부분에서 경쟁하고자 하였고, 임금문제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사
업장 밖에서 해결되는 상황을 수용하였다. 당시 면방직업의 여공 임금은 최저 생계비
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김낙중, 1982), 관리인들은 전체 생산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공들의 임금을 현재보다 더 낮추어 이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고,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했다. 또한 해방이후 1947년 12월까지 방직공업에서만 노동쟁의가 75건
발생하였는데(이성균, 1989), 이에 관리인들은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했으며, 전평이 세력을 넓혀가며 쟁의단을 구성한 여성노동자들과의 결탁을 통한 힘의
결집에 대처해야 하였다. 이에 사용자측인 관리인은 노사 간 갈등이 사업장 단위를 넘
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전평과 여공 쟁의단의 교섭요구에 응하는 전략적 선택을
취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면방직업 사용자가 임금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파괴된 면방직 공장의 복구는 사용자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정부는 전후 경제 복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자 보다 자본가 중심
으로 적산불하를 추진하게 되었고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자본가는 기업 소유관계에서는 소유자로서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로 역할을 하였
다. 이들 사용자는 투자한 비용을 조속히 회수하고 외부에서 차입한 부채를 정리하여
야 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에 기업의 존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용자는 미군정
기 기술자와 달리 생산의 유지 보다 이윤의 확보에 더욱 몰입하였고 비용 감소는 이윤
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그런데 비용 감소는 임금억제를 동반한 것이어
서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후 복구를 위해 생산 유지 중요성을
기업에 강조하였고 기업은 생산 유지를 위한 노사 간 갈등을 외부화할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시기에 면방직 기업의 사용자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시
기에 들어서 점차 기술자의 역할은 감소하였고 대신 소유주와 이들을 대신한 경영자가
본격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김양화, 2009).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사
용자의 이해를 대변한 ‘대한방직협회’ 회원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회원 가입기준에 설
비기준을 두면서 협회는 대기업의 이해대변 조직으로 차별화 되었다(이정은, 2008).
면방직 대기업들은 이윤 확보를 위한 임금 억제를 위해 노동자 집단의 이원화와 ‘노사
갈등의 외부화’ 전략을 취하였다. 이들은 면방직업의 성장과 대기업의 지불능력의 강화
와 맞물려 남성 노동자들을 내부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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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산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 사
이에 체계적인 직급체계와 연공급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5) 이에 반해 면방직 대
기업은 여공의 임금을 억제하여 비용 감소를 통한 이윤 확보에 나섰다. 극히 일부의 여
공을 제외하고는 여공은 초보적 형태의 내부노동시장에서 제외되었고 사용자는 임금
억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들의 반발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을 외부화 하고자 하였
다. 당시 풍부한 여성 노동의 공급을 고려할 때 외부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
이 면방직 대기업에게 유리하였던 것이다.
한편, 초기업 교섭의 원형을 찾아내는데 해방 후 면방대기업의 인적 구성에 주목하
여 노동자의 전략적 선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남성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소수 고급기술자 밑에 중등학교와 실업학교를 나온 기술자와 초등학교
를 마친 기능인들이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서울시사편찬위
원회, 2013, 92-119). 나아가 남성 노동자들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로 한 기업에서
오래 근속하여 경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임금과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기업별 노동조합
과 기업별 교섭을 선호하였다. 반면, 여성 노동자들은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기 어려웠
고, 기업 내부에서 승진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3, 244-248).
1950년대 여공은 결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으므로 실제 총 근
속년수는 길어야 5년 정도 였다. 또한 여공의 직급체계는 양성공-본공-조장-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공들이 공원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준사원 제도 등을 통해 사원으로의
승진경로가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여공들이 담당한 직무 자체도 실을 잇거나 도핑을
하는 업무로 최대 3년이면 숙련이 완성되는 업무라는 것을 사용자 뿐 아니라 여공들
또한 인식하고 있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에 따른 임금 인상이나 직급상승이 정
합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일신방직 김종태 인터뷰, 2018). 이에 여성노동
자들은 기업 내부에서 개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다수 노동자의 힘
의 결집을 통한 산업전체의 임금인상을 추구하여 짧은 숙련기간에 대해서 보상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다(서문석, 2006A, 241-248). 1957년 기준 면방직 종사자의 80%가
량을 차지하는 여성 중 90% 이상은 여공이었으며(<표 2>),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에 놓
여 있었다. 이들은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표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결과 노동조건 개선
에 유리한 초기업 수준의 교섭 전략을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직공장이 모여있는
대구, 영등포 등지의 면방 대기업의 공장장들은 여공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노동쟁의를

5) 사사가 편찬된 경성방직(1969), 동일방직(1982), 전남방직(1984), 대한방직(1997) 등을 통해 파
악해 본 결과 해방이전에도 직급체계가 존재했으며, 625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사업이 정
상화되는 1950년대 중반부터 사원-주임-계장-과장-부장 등의 직급체계가 자리잡혀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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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여 사업운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기적인 회동을 가지며(대한방직협회,
1968), 본공의 채용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임금을 담합하는 비공식 협정을 맺었다
(경성방직 양낙섭 인터뷰, 2018).
해방 후 면방직업 산별노조는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기업별 노조는
관리인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전평 산하의 산
별노조에 속해있던 50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서 여성의 수는 약 25%에 해당하였다(전
현수, 1993). 전평 산하에는 광산, 금속, 철도, 출판, 통신, 섬유, 토건, 화학, 봉급인,
식료, 목재, 전기, 조선 총 13개의 산업별 단일노조가 조직되어 있었다(송종래, 2004).
그런데 산업부문 중에서 섬유, 식료 부문정도만이 여성근로자 종사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섬유산업노조에 속해 있는 여성의 수가 월등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6)

3. 초기업교섭 원형과 성과
미군정기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단체교섭은 실질적으로 초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 사례로 1946년 메이데이를 전후하여 나타난 동양방적7)의 교
섭을 들 수 있다. 교섭 당사자로써 노동자 측으로 전평(상부노조)과 동양방적 노조(산
별지부)가, 사용자 측으로는 동양방적 관리인이, 사용자 또는 중재자로는 미 군정청 노
동국이 협상에 임하였다. 구체적으로 1946년 5월 당시 동양방적 쟁의는 인천공장 직
공 800여명이 (1) 일을 마친 다음에 외출을 마음대로 하게 해 달라, (2) 기숙사 방과
방 사이를 마음대로 다니게 해 달라, (3) 최저임금 2월 50전을 15원으로 올려 달라,
(4) 후생시설을 해 달라는 등의 열 가지 요구조건을 공장당국에 제출하고 노동쟁의를
실행하였다. 이후 5월 26일 동양방적 쟁의단은 군정청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
알선을 요청하였다(자유신문, 1946. 06. 10). 이에 회사 측은 30일 원만한 해결을 약
속하였다. 그러나 돌연 29일 공원대표 16명을 해고하였다. 반발한 직공 400여명은 강
제해산을 피하여 경성 본사와 직접 교섭을 하고자 사용자(관리인)인 최남씨와 교섭을
시도 하였다. 1946년 6월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군정청 상공국 노동
국장, 군정고문, 섬유과장 등 4인과 동양방적 전무 등 사용자 측 1인, 전평 측 3인과 쟁
6) 여성이 전평 지도부에 포함되었다든지, 전평 계열의 노조지부에 여성들이 지부장이나 임원으로
또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이성균,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인지의 측면이 취약하고, 남성중심의 기술로 인한 한계이며, 제사공장, 방직공장 등 여성 사업
장에서의 쟁의 주체가 여공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언급 없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
시의 쟁의가 모두 여성들의 노동운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옥지, 2001). 또한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1946년 6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동양방적 인천공장 쟁의에서 직공
대표가 최경현이라는 여공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7) 동양방적은 1955년 동양방직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동일방직의 전신이다.

- 120 -

조현민ㆍ이영윤ㆍ임상훈

한국 초기업교섭 기원의 탐색-1960년대 이전 면방직업 사례를 중심으로

의단 여공 대표인 김정애 신흥례 2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자유신문,
1946. 06. 14). 이때 사측은 쟁의단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락하였다. 당시 미군정 정
책은 전평에 대해 일관적은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던 것은 아니며 실리적인 측면에
서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을 육성하면서 예전 소유자들을 쫓아낸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공장을 제대로 조업할 아무 계획도 갖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가들을 솎아내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Cummings, 1986). 이에 1946년에 나타난 동양방적의 노동
쟁의에서 나타난 교섭은 상부노조와 산별지부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대
각선 교섭의 형태로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시기에 나타난 교섭은 초기업교섭 형식의 하나인 대각선 교섭이
었다. 이러한 초기업교섭의 형태는 전평 산하의 면방직업 산별노조가 축소되고 대한노
총 산하의 면방직업 기업별노조 산별연맹이 늘어나면서도 그 기틀을 유지하였다(한국
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미군정기 대한노총 산하 연맹이 지역단위로 조직되는 현상
을 보이기도 하지만, 산업별 연맹은 존속하였는데, 이러한 산별연맹 체제는 사용자 단
체를 교섭에 즉시 이끌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우리나라의 초기업교섭체계의 기틀을 마
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남성 기능공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이를 지도하였던 상
부 연맹이 가졌던 작업장 장악력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과정을 통해 면방직업에서 기업
별 노동조합이 정착되어 갔다(이종구, 2010). 그러나 이는 때때로 여성 노동자들의 강
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대한노총 섬유노동조합연맹 안에서도 어용 화
된 노동조합에 대한 반성으로 심각한 내부갈등이 있었다. 1952년 조선방직의 노동쟁
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서문석, 2014). 조선방직을 불하받은 강일매 사장은 부임 후
‘해고’, ‘임금 미지급’ 등으로 대한노총 및 조선방직 소속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
음에도 ‘기존 노조 탄압’, ‘대한노총 정화위원회 구성’, ‘새로운 어용노조 구성’ 등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대한노총은 파업을 결의하였다. 당시 계엄령 하에서 1,000여명의 공
권력이 투입되었고, 어용노조는 불법적 폭력을 자행하였다. 기존 노조간부들이 내란죄
로 구속되거나, 노조간부들이 은신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평조
합원 신분의 여공은 6,000여명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들만의 힘으로 파업을 수행하였
다(김낙중, 1982).
1950년대에도 미군 정기 나타났던 초기업교섭의 형태인 대각선 교섭이 유지되었다.
다만 전평대신 대한노총이 상부노조로서 쟁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금협상에도 개입하
였다. 당시 노동법은 단체교섭의 범위를 기업 내에 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한노총이 주도하는 대각선 교섭 방식을 통하여 초기업 교섭의 기틀이 유지되었다. 예
로, 1954년 내외방직 교섭에서 이러한 특징은 뚜렷이 나타났다. 1954년 2월 섬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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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맹의 1차 대의원대회는 내외방직사건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면서
내외방직쟁의에 적극개입하고 직접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송종래, 2004). 대각선 교섭
의 관행은 이후 면방직업에서 산업별 교섭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서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산별교섭
과 같은 형태의 초기업 교섭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노동
관련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노동쟁의가 즉흥적으로 일어났고, 노조 조직화
-단체교섭-노동쟁의 간에 명확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노사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초보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섭의 결과로 인해 남녀 간 노동시장 분리현상은 고
착화 되어 갔다. 한국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해방 이전인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되
어 왔다는 연구결과(박용철ㆍ임상훈, 2013)를 바탕으로, 면방대기업에서도 남성노동자
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경성방
직의 경우 직급체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제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업사사를 통
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경성방직, 1969). 내부노동시장에 속하지 못한 여성노동자
들은 초기업 교섭을 선호하여 실행하였고, 이에 남녀간의 임금차이, 근속기간의 차이
등이 지속되었으며, 직무분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우선, 해방 후 면방직업에서 남녀의 임금 격차는 계속 되었다.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는 1951~1954년까지 서울, 부산 지역의 산업직종별 노동임금 통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섬유공업에 관해 1953년과 1954년 두해 조사되었는데, 직무와 성별로 구분 조사되
었다. <표 3>에서 1954년 서울 지역의 섬유공업 직종별 1일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여
러직종 가운데 미숙련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면사준비여공의 경우 215환으로 가장
낮으며, 일정정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면직포여공의 경우에도 284환에 머물렀다. 반면,
면가공남공의 경우 여공과 같이 미숙련임에도 불구하고 376환을 받았다. 이는 면방직
산업에서 힘이 많이 드는 직무에 남성노동자가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고도 높은 임금격
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숙련 남공과 여공의 임금 격차는 남성들은 남성중심의 내
부노동시장 형성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한 반면 여공은 외부노동시장에 남겨진 상태
에서 초기업 교섭 필요성이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수리남공(600환)과 원동남공(755환)의 경우 방직산업 전체의 해당인원이 반영된 것으
로 한계가 있지만, 여공에 비해 2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당시 섬유공업에서 가
장 발전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고용한 업종이 면방직업임을 고려할 때 면방직업에서도
기술이 요구되는 수리나 원동의 업무에서 남성노동자들은 기업내부에서의 임금인상과
승진이 이루어진 반면, 여공들은 숙련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이
에 임금인상과 승진이 남공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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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54년 서울의 섬유공업 직종별 1일 평균임금
(단위：환)

면사준비여공

215

면가공남공

376

면직포 여공

284

수리(修理)남공

600

원동(原動)남공

755

출처：한국 통계연감(1954), 서울, 부산 산업직종별 노동 임금 및 노임 지수, 한국은행 조사부
주：“평균임금은 기본임금(정규작업에 대한 임금 기타수당) 및 실물급여(동월同月의 서울특별시 및
부산도매 가격으로 평가)의 1일 평균액을 의미함.”
“원자료에는 섬유공업의 업종별 남녀 임금이 조사되어 있음. 면사준비여공, 면직포여공, 면가
공남공은 면방직에만 고용되는 인력이고, 원동남공과 수리남공은 면방직과 다른 섬유분야에
모두 고용된 인력임. 그리고 제사여공, 제조여공, 견사준비여공, 견직포여공, 메리야스여공 등
은 섬유분야 내의 다른 부문의 인력임.”

서구를 중심으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핵심 기능과 목적은 노동조합이 임금의 상향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의 임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taking wage out of
competition)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을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은 교섭력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여성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남성중심의 기업별 노조와
결탁하고 여성노동자들을 교섭에서 배제하고 임금차별과 임금억제를 하려는 데에 대해
저항해야 했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들은 여공을 중심으로 한 쟁의단을 구성하고 반
집행부 남성조합원과 더불어 들고양이파업(wild-cat strikes)와 같은 쟁의를 할 수 있
었을 뿐이다. 그 결과 산별노조가 아니라 상부 연맹체가 기업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원형은 서구와 다르게
내부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사용자와 남성노동자의 이해 일치를 통해 남성노동자만이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임금 격차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임금 억제에 저항하기 위해 대규모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한 노동쟁의에서 나타난 대각
선 교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면방직업에서 남자 노동자는 기능공 또는 직원(사원)으로 입사하여 장기근
속 하였으나, 여성근로자는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이희영,
2008; 일신방직 노조위원장 인터뷰, 2018). 1956년 당시 경성방직에 재직하고 있던
여성노동자의 최고 근무연한은 6년이었고, 1년 미만부터 3년 이하 근무자가 74%에 달
했다. 남자의 경우는 3년 이상 근무자가 75% 이상이었다(이정은, 2008). 1954년 대한
방직협회에서 발간한 「방직기술자 및 기능자 명부」를 보면 개별공장의 기술자와 기능
자들을 수록해 놓았는데 남자는 20개 회사의 643명이었으며, 여자는 4개 회사에 37명
이 수록되어 있다(서문석, 2010). 이는 당시 면방직 공업 전체 재적인원의 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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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원이며 남자의 경우 전체에서 약 18%인데 반해 여자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수치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까지 남녀 차이에 따른 직무분리가 나타나면서, 남성은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여성은 이에 배제되었다. 당시 면방직업
의 직제는 사무직 ‘사원(社圓)’과 생산직 ‘공원(工圓)’으로 양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 여공, 남공이라는 성별을 중심으로 한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남성의 경우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소수 고급기술자 밑에 중등학교와 실업학교를 나
온 기술자들이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초등학교를 마친 남공은 기능인으로 성장하여
‘준사원제도’를 통해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내부노동시장에 편입되었다(경성방직,
1969, 186; 경성방직 양낙섭 인터뷰, 2018). 남공들은 작업의 준비과정이나 제품이동
기계수리 등 교육과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 근속하였다. 반면, 여공은 조
방, 정방 등의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통 2주~3개월이면
더 이상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업무였다(강이수, 1992). 또한, 여성은 결혼
전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이 중 30~40%는 몇 년 후 다시 공장에
취업했다(서문석, 2006A, 244-24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3, 143-147).

4. 1960년대 이후 초기업교섭의 정착과 지속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61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전국섬유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국섬유노동조합 면방
분과위원회(면방분과)는, 면방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주장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97).
사용자 측은 1965년 7월 대한방직협회 내에 ‘노동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
회는 회원사의 근로조건 분석과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한 타결방법 및 방직공
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률의 시정 등을 협의 검토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97,
249-258, 426-427). 마침내 1966년 9월 전국섬유노동조합과 방직협회 회원사간에
‘방직공업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여기서 노사 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임금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임금인상 문제를 초기업 수준으
로 가져가 면방직업의 통일임금체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방직협회, 1997,
426-427; 전국유통섬유노동조합, 2002). 이후 1967년 8월 전국섬유노동조합 면방부
회와 회사 및 대한방직협회 3자간에 ‘방직공업 중앙협정서’를 체결하고 생산성 향상 문
제, 임금수준 문제, 근로조건의 개선 및 노사분쟁 조정 등 노사 공동문제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1968년 8월에는 대한방직협회와 전국섬유노동조합 면방부회
간 ‘면방공업 중앙노사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 조정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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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대한방직협회, 1997, 426-428).
1971년 국가보위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제약으로 사용자측은 일방적으
로 중앙노사협정을 파기하기도 하였으나, 1983년에 다시 집단교섭으로 변신한 후 초
기업교섭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이원보, 1997). 그리고 면방 각사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노사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하여 중앙 조정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정례화 되어 오고
있다(전국유통섬유노동조합, 2002, 430-443).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에서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시기동안 나타났던 초기업 교
섭의 원형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초기업 교섭 형성에 관한 연구는 미군정 시기 전평에
의해 초기업 수준에서 나타났다는 이념 결정론적 시각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화된
산별교섭에 주목하는 제도 결정론적 시각으로 나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범
위인 노사관계 환경과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과 제도의 틀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노사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기업 수준의 교섭구조 형성은 산별 교섭을 중심으
로 노사관계가 발달한 유럽나라들에서 횡단적 노동시장결정론과 교섭력 결정론을 중심
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초기업교섭의 형성은 유럽 노사관계의 맥락을
대입해 보는데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논리를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해방 이후 면방직업은 대규모 공장체제가 자리 잡았고, 노사가 경제적 실리주의를
채택하면서 초기업 교섭의 가능성이 열렸다. 면방직업 사용자들은 노무관리 전략에
있어 남성노동자는 내부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는 반면, 여성노동자는 외부노동시장에
서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는 남녀분리전략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남성노동자는 관리
직과 기술직의 직위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임금과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단결된 힘을 통한 기업별 노조ㆍ교섭을 통한 이익을 추구
하였다. 사용자들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억제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에 여
성노동자는 한 기업 내에서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
웠다. 여성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임금억제 전략에 대해 기업 사이를 이직하면서 직무
에 대한 숙련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하였다. 결
국 사용자와 노동자의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난 노동자 계층의 분화와 남성 중심의 내
부노동시장 형성은 임금이나 훈련에 반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 안에서 교
섭방식의 선호도 달라졌다. 해방 후 1950년까지 기간 동안 면방직업의 교섭은 대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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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나 기업별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섬유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이었다. 이는 사용자들이 우위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업별노동조
합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업종수준의 외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억제하는 상황을 타계
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이기도 하였다. 면방직업에서 초기업교섭의 원형은 1965
년 대한방직협회와 섬유노조 면방부회간의 공동교섭을 거쳐 1980년대 이후에는 집단
교섭으로 제도화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업교섭은 법이나 이념 등 외부적 요인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980년 기업별 노조로의 법제
도 변경 속에서도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정치적 이념과 법ㆍ제도만으로 설명하
였던 초기업교섭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여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새로
운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데 가장 큰 이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1950년대를 다루고 있어서 자료 접근의 한계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교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대
한 인터뷰가 불가능하였고 그들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역사적 맥락화
와 제3자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탐색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을 탐색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초
기업교섭이 서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정치경제적 환경이 제약된 상황 속 내부노동시장
으로 편입되지 못한 여성근로자들이 초기업교섭의 주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는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사관계로 인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되고
있으며, 내부노동시장에 속하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의 일자리는 더욱더 열악해 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원형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최
저임금 인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역량을 전
체적 시각에서 상승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초기업 교섭이 환경의 변화와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맥
을 이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노사 모두에게 주는 일정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사례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
반화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면방직 산업이 시대나 사회를 관철하여 존
재하였다는 점에서 보편화 가능성을 가진 산업이기는 하더라도 면방직 산업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가 시대 전체나 사회 전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교섭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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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선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타업종
사례연구, 면방직업과 타 업종간의 비교연구, 1961년 전후를 기준으로 한 시대 비교연
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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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the Origin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the Case Study of the
Textile Industry during 1945~1960
8)

Hyun-Min Cho*ㆍYung-Yoon Lee**ㆍSang-Hoon 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es, background,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we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textile industry that has taken the lead in such a
phenomeno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1950’s (post-liberation), as
multi-employer bargaining cannot be as easily explained by the existing argument
based on ideology and the legal system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carry out
the case study via a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ach, we used primary and
secondary literature and interview data, secured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Triangulation technique, and conducted additional interviews when necessary.
In the 1930s, the Korean textile industry was introduced to the factory system
and was able to grow rapidly upon liberation,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 stemming from US military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In terms of
politics and legislation, the US military regime did not have much influence on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hee government, a favorable political and legal system environment was created
for workplace-level unions to emerge. The vacancy of Japanese engineers after
liberation was filled by Korean technicians,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 for
male workers gradually expanded in this manner. Meanwhile, female workers
were generally placed in unskilled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periphery, and
due to the conventional marriage customs of the time, their length of
employment was often cut short.
In this environment, textile industry employers tried to cooperate with male
workers through workplace-level unions and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at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level, they enacted a strategy to curb the wages of
* Dissertat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 Maste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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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factory workers and to externalize industrial conflicts through the
industrial relations framework. In light of this, the organizational response and
strategic objectives among male and female workers in the textile industry have
been differentiable. Male workers have adopted a strategy of sticking to the
typical workplace-level bargaining framework, bolstering their internal labor
market that guarantees long-term employment growth through technical
education/training, wage increases, and job promotions. Women workers have
opted for a different negotiational approach, focusing on increasing solidarity of
workers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nd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multi-employer bargaining, textile industry, division of labor by
sex, strateg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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