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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합 사회연대전략
한석호_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실행위원장

요 약
한국사회는 10대90 불평등 사회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점유하는 불평등 사회로
들어섰고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 상위 10% 안에는 자본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본
가의 숫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중에서도 상층에 포함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재벌과 정치 등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책임은 크든 작든 사회 구성원 모
두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요 몇 년 사이 양 노총 안에서 사회연대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양 노총은 코로나19 국면
에서 임금인상분 일부를 내놓겠다는 상생연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안했다. 시대 상황에
적합한 노동운동전략이다. 그것을 살펴보고 힘주어 주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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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노총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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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도 불평등하다
한국사회는 기회와 결과가 평등하지 않듯, 위기도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모든 사회 구성원
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집중되는 곳은 밑바닥이다. 구로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 등의 집단감염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밑바닥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당장 먹고사는 것에
집중하느라 코로나19 예방에도 취약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밑바닥 노동자는 해고와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
자리 축소로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 층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그 사실은 사회 전체가 줄기차게 경고하고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구구절절 통계와 사연을 나열하
지는 않겠다. 대통령, 여야 정치인, 언론과 교수, 노동운동 할 것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 위
기가 집중되고 있는 밑바닥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왠지 시원하지가 않다. 밑바닥 고통
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더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운동은 정부와 국
회를 향해 밑바닥 노동을 살리라고 더 세게 압박해야 한다. 투쟁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찜찜하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은 정부와 재벌(자본)에게 무엇을 어찌어
찌하라고 요구를 했다. 매 사안 정부와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도 얘기했
다.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사회적 책임은 정부와 재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그러함에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을 빠트린 것이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야 정부와 재벌에게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국민의 지지도 끌어 모을 수 있다. 다들 자기 몫은 단돈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며 꾹 움켜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만 내놓으라 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고 감동을 줄 수도 없다.
IMF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그랬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상생연대기금 제안과 민주노총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안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2. 한국은 심각한 10대90의 불평등 사회다
사회의 불평등 척도를 드러내는 공식으로 1대99와 10대90이 있다. 1대99는 불평등 상태를 상위 1%
대 하위 99% 구도로 좁혀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10대90은 상위 10%로 넓혀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공식은 사회의 부가 1%와 10%에게 집중되는 실제 현상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1대99와 10대90
은 부가 얼마나 적절하게 분배되는지 분석해서 사회의 건강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둘 다 의미 있는 분석
이다. 어느 지표든지 상황에 따라 국가정책, 여론, 사회운동 등에 활용하고 반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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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인할 것이 있다. 1대99와 10대90은 둘 다 자본주의의 일반 현상이기는 한데, 어느 측면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같은 자본주의라 해도 사회 건강성에 현격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점에서 보면 구성원을 더욱 고달프게 하는 것은 대체로 1대99보다 10대90이다. 10대90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그 사회가 1대3대6대90 또는 1대2대7대40대50 또는 그 어떠한 상태로 조각
조각 갈라져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 넓게 펼쳐져야 할 사회연대의 토대가 각 층위로 갈라져서 불평
등 개선을 어렵게 한다는 의미다.
10대90의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어두운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상위 10%는 자본가계
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노동자계급에 속한 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상위 노동자가 최상위
1%의 엄폐물이 되어 불평등 심화에 편승하고, 보수와 진보의 상위 10% 불평등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것은 이념과 정치 지형을 뒤틀어서 불평등 개선을 한층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

3. 노동이 두 계층으로 분단되었다
<표 1>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연봉 분위
별 노동자의 평균연봉 및 연봉하한액 추이’다. 이 표를 보면 한국노총 조합원이 어디에 속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상위 10%의 평균 연 소득은 9천931만 원이었다. 하한액은 6천950만 원이
었다. 즉, 2018년에 연 소득 6천950만 원이 넘었으면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것이다. 양 노총 조합
원 상당수가 여기에 속했다. 6분위, 그러니까 상위 50%의 하한액은 2천864만 원이었다. 양 노총 조합
원의 대부분이 상위 50%에 속했다는 의미다.

<표 1> 소득분위별 노동자 평균 연 소득 및 하한액 추이(2017-2018년)
연봉순위(상위%)
고 10분위(0~10%)
소 9분위(10~20%)
득 8분위(20~30%)
7분위(30~40%)
6분위(40~50%)
↕
5분위(50~60%)
4분위(60~70%)
저 3분위(70~80%)
소 2분위(80~90%)
득 1분위(90~100%)
전체

'17(만원)
9,620
5,714
4,365
3,548
2,967
2,507
2,140
1,801
1,416
656
3,475

평균연봉
'18(만원) 증감(만원)
9,931
311
5,893
179
4,528
163
3,701
153
3,105
138
2,639
132
2,290
150
1,988
187
1,562
146
689
33
3,634
159

자 료 : 한 국 경 제 연 구 원 (2 0 1 9 ), 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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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순위)
3.2%(9)
3.1%(10)
3.7%(8)
4.3%(7)
4.7%(6)
5.3%(4)
7.0%(3)
10.4%(1)
10.3%(2)
5.0%(5)
4.6

'17(만원)
6,746
4,901
3,900
3,236
2,720
2,335
1,950
1,652
1,080
72
-

연봉하한액
'18(만원) 증감(만원)
6,950
204
5,062
161
4,064
164
3,380
144
2,864
144
2,434
99
2,153
203
1,888
236
1,166
86
72
0
-

증감률
3.0
3.3
4.2
4.4
5.3
4.2
10.4
14.3
8.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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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증감률을 보자. 2018년도에 3분위(하위 30%)와 2분위(하위 20%) 연봉은 10.4%와 10.3%
증가했다. 그 계층은 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다. 16.4%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였다. 그
시기 상위 10%는 3.2% 향상에 그쳤다. 비율로만 따지면 그랬다. 그러나 액수를 따져보면, 상황은 확
달라진다. 하위 30%와 20%의 증가액은 187만 원과 146만 원이었다. 한데 상위 10% 증가액은 311만
원이었다. 상위 10% 소득이 더 많이 오른 거였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빚어
졌는데, 앞으로는 대폭 인상이 쉽지 않을 텐데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상상하는 것은 어
렵지 않을 것이다. 상위 10% 하한선과 하위 10% 상한선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상·하위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지는 악몽의 날도 올 것이다. 소득 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진다면, 그때는 노동계급
내 계층 분단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체가 분단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보면,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
는 비율은 2015년 49.65퍼센트에서, 2016년 49.79퍼센트로 상승하더니 2017년에는 급기야 절반을 넘
겨 50.65퍼센트가 되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머지 90%의 소득을 다
합쳐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극단으로 치닫는 한국의 불평등 상태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
하게 드러났다. 혹시 최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닐까 살펴봤다.
<표 2>를 보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다.

<표 2> 최상위 소득 비중과 소득 경계값(2015-2017년)
20세이상
인구
(천 명)

소득 비중(%)

총소득

소득 경계값(백만 원)

(억 원)

p100-99

p99-95

p95-90

p100-90

상위1%

상위5%

상위10%

2015

40,921

739,488

14.44

19.35

15.86

49.65

122.96

71.5

48.77

2016

41,363

769,796

14.54

19.31

15.95

49.79

128.44

72.2

50.03

2017

41,818

803,976

15.26

19.32

16.07

50.65

136.71

75.0

51.53

자 료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 0 1 9 ), p .6 4 .

2017년 기준,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5.26퍼센트에 이르렀다. 매우 많았다. 그런데 상위 1% 미
만부터 상위 5%까지의 소득 비중도 19.32퍼센트로 많았다. 상위 5% 미만에서 10%까지의 소득 비중도
16.07퍼센트로 많았다. 그리고 상위 10%의 점유율 50.65에서 최상위 1%의 점유율 15.26을 빼니
35.39퍼센트가 나왔다. 상위 10% 내에서 최상위 1%를 제외한 9%의 소득이 35.39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다. 소득이 최상위 1%뿐만 아니라 상위 10% 모두에게 집중되고 있다. 1대99 못지않게 10대90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는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등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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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1억3천671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최상위 1%에 진입한다. 7천5백만 원이면 상위 5%에
진입하고 5천1백53만의 소득을 올리면 상위 10% 안에 든다. 표1의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와 비교해 보
자. 분위별 노동소득 하한선이 더욱 높다. 노동자의 소득이 재벌과 전문경영인을 제외한 다른 계급계층
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를 하나만 더 보자. <표 3>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 통계다. 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10% 노동자의 월 임금 격차다. 이 격차는 상위 10%의 하한선과 하위 10%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석
한다. 상위 10%의 평균과 하위 10%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상·하의 평균으로 분석
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어쨌든 2019년 임금 격차가 5.39배다. 양 노총이 하후상박 연대임금의 사회
연대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가 밑바닥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가 6
배를 넘길 수도 있다.

<표 3> 상위 10%와 하위 10%의 월 임금 격차(2014-2019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00배

5.25배

5.63배

5.63배

5.04배

5.39배

자 료 : 김 유 선 (2 0 1 9 ), p .1 8 .

4. 전태일의 풀빵정신을 부른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 50주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태일재단, YMCA 등을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사회 각계각층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를 구성했다. 50주기 운동의 핵심
기조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범국민 제작 운동을 펼
치고 있고, 국제학술대회와 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전태일다리에
서는 50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태일이 분신항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근로기준법의 준수
를 촉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하자는 취지로 진행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사회연대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진행한다. 캠페인의 첫 주자는 블랙머니의 선 굵은 영화배우 조진웅이었다. 조진웅은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평전을 낭독했다.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이 분단된 상황, 거기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절박
하게 끄집어내야 할 것은 전태일의 풀빵정신이다. 평화시장의 청년 전태일은 재단사였다. 당시 재단사는
임금을 많이 받았다. 지금으로 치면 중심부 정규직 상위 10% 노동자였다. 재단사는 조금만 노력하면 사
장이 될 수 있는 위치였다. 사장 대신 공장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태일은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자신보다 아래 위치한 미싱사와 시다의 고달픈 처지를 봤다. 그러면서 자생적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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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은 시다라고 불리던 열서너 살 또래 어린 여공들이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도 배곯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전태일은 자신의 버스비를 털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곤
했다. 그러고서는 자신도 1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 상태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심신으로 밤 12시가
다 돼서 걷고 뛰며 퇴근했다. 당시 전태일의 집은 창동의 판잣집이었다. 그러니까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창동 집까지 무려 12키로 넘는 거리였다. 그 먼 거리를 휘청휘청 걷고 뛰다가 야간통행금지에 걸려 파
출소에서 쪼그려 자기도 했다. 매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생활을 3년이나 했다. 어떤 날은
미싱사들에게 국수를 사주고 자신은 굶은 적도 있었다.
전태일 이름 앞에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태일은
지금으로 치면 정규직인 자신의 임금이 아니라, 중규직 미싱사와 비정규직 시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해 싸우다가 산화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5. 사회연대전략이 정답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말 그대로 사회와 손을 잡자는 전략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이전부터 사회와 연대했다.
단어 자체로만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사회연대전략은 내용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전의 사회연대는 노조가 사회를 향해 우리 어려우니까 손을 잡아달라고 요
청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었다면, 지금의 사회연대는 노동조합이 노조 바깥의 어렵고 힘든 사회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런 차원의 것이다. 이전의 사회연대가 사회로부터 받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사회연대는
사회를 향해 내놓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조합의 생존전략이다. 중심부 노동이 특권인 시대가 되었다. 중심부 노동은 대부
분 노조로 조직되었다. 밑바닥 노동은 싸늘한 시선으로 노동조합을 바라본다. 그들이 양 노총을 향해 귀
족노조라고 비판한다. 노동조합은 제 임금과 고용과 노동조건‘만’을 위해 싸우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
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한데, 마냥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들은 자신의 임금과 고용에
만 집요했다. 노조 바깥의 밑바닥 노동 문제에 소홀했다. 그런 사이에 임금 격차는 걷잡을 수 없는 지
경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태에서는 노조가 탄압을 받고 해고되어도 사회는 싸늘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조합운동의 추락한 사회적 영향력과 신
뢰도를 회복하는 방안이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조합의 운동전략이다. 노동운동의 본령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노동자가 보다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노조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
드는 것이다. 노조 바깥의 밑바닥 노동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사회를 바꾸려면 그들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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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은 미래세대의 삶의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파편화시키고 있다.
중심부 노동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자식 세대가 닥칠 앞날이다. 미래세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플랫폼 등 주변부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미래세
대의 절대다수는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회연대전략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첫째, 지역생활연대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직접 지역사회에 결합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를 하고 밥상 모임을 하는 등 생활 속 다양한 연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
게 활동하는 대표 사례는 희망연대노조다. 둘째, 기금연대가 있다. 희망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
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철도희망재단 등과 같이 노사, 또는 노동조합이 기금을 모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임금연대다. 그것은 하후상박 임금
교섭전략이다. 임금이 낮은 직군의 임금은 더 후하게 인상하고, 임금이 높은 직군의 임금은 그보다 낮게
자제해서 인상하는 방안이다. 금융노조가 16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저임금 직군의 임금
을 정규직보다 2배 안팎으로 더 인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
다. 2018년 현대자동차노조는 원청 정규직보다 하청 노동의 임금을 더 높게 인상했다.
넷째, 고용연대가 있다. 대표 사례는 부산지하철노조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4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
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천만 원 이상 양보했다. 해당 연도 공공부문 임금 가이드라인이 1.8%였
는데 그것도 0.9%로 양보했다. 임금을 양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쟁취하려고 이틀간 파업까지 했다. 노동
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다섯째, 복지연대가 있다. 금융노조가 사례다. 금융노조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파견노동자와 함께 사용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에게만 사용되었다. 그 기금
에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의 땀방울이 함께 녹아있는데도 정규직 임직원만 사용했다. 금융노조가 비정
규직과 함께 사용하는 모범을 열었다.
사회연대전략의 최고점은 세금복지연대와 투쟁연대다. 노동자가 먼저 제안하고 나서는 증세를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세금복지연대다. 투쟁연대는 말 그대로 사
회와 손잡고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연대의 핵심은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보 투쟁이다. 그래야 지금의 중
심부 정규직도 퇴직 후에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굳이 임금인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세
상이 되는 것이다. 미래세대가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다.

6. 양 노총의 연대기금 제안을 환영한다
필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노동계의 선제적 임금동결 선언을 제안했다. 그렇게 주장
한 핵심적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2018년의 임금 격차 때문이었다. 최저임금을 16.4%나 대폭 인상했
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10%의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됐다. 임금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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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서 밑바닥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일자리와 일거리를 유
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상태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일자리라도 지키라고 하면 차라리 해
고해 달라고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급휴직 또는 축소된 유급휴직을 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액수가
더 많아 당장의 생계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임금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
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가 부채가 쌓이고 있어서다. 결국에는 민간부문 중심부 노동의 임금만 정식으
로든 편법으로든 오를 텐데, 그러고 나면 사회 불평등과 노동의 분단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 후과가 양 노총 조합원의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심각한 걱정이었다.
상층 노동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의 시각점, 그러니
까 내 시각의 출발점은 밑바닥 노동이다. 그래서다. 돌팔매 맞을 각오로 노동계의 선제적 임금동결을 제
안했다. 그래야만 재벌과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밑바닥 노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야만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금동결분으로 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 극복에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금동결은 하후상박의 최고 수위 전
략이다.
비록 임금동결까지는 아니었지만, 한국노총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내놓겠다는 상생연대기금 제안을 환
영한다. 상생연대기금을 결의한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경의를 표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공동근로복
지기금 제안도 환영하며 그것을 결의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경의를 표한다. 양 노총의 연대기금 결의
와 제안은 올바른 길이다. 재벌과 조중동은 양 노총 제안을 파탄나게 하려고 다양한 수를 쓸 것이다.
양 노총이 슬기롭게 잘 관철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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