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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을과 을의 강력한 연대, 정치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

부여당은 당초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됐음을 사과

드렸습니다. 고착된 저임금 노동의 굴레를 벗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

성을 수 없이 역설한 저 또한 아쉬움과 함께 그 책임을 함께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소

득향상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율이 2018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7%였으나 2019년 1분기에는 –

2.5%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등 소득 향상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

도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서도 전년 동

기 대비 취업자수가 28만 명이 증가해 정부의 고용 정책 기조에 긍정적 신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자영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 여론은 쉽게 가

라앉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 경제 구

조 특성상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 소득이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성장에 더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까지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이

라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정부여당은 그 취지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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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지불여

력, 즉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영업,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으

로 자영업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해 최저임금 상승의 부정적 평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 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만 제 속도대로 간다면 소

득주도성장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같은 처지의 자영업, 골목상권의 소득으로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 해법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경제주체, 주로 재벌 대

기업만이 독점하는 불공정 구조를 바꾸는 공정경제이며, 이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입니다.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규정,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

급 계약, 혁신적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 등 불공정한 경제구

조를 바꾸지 않는 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민생 법률은 촛불 이전에 머물러 있는 국회 상황 속에서 제

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있고,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독자

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추진은 더딘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자영업, 중소기업 

부담만 늘어나는 최저임금만 작동하는 속에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

금 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점은 분명 정부여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그간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소득주도성장

의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켜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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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중심으로 민생현장과 소통하면서 최저임금 상승과 동반한 자영업 대

책을 발굴하고,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당대표

를 의장으로 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민생단체와 의제를 논의하고, 발

굴해 이를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와 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정청 을지로회의를 구성해 미진한 입법적 과제를 정부 행정으

로 해결하는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하도급 불공정 해소 

대책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 살릴 대체부품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본사-대리점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항력 강화, 도시계획 단계

에서 상권영향 분석, 골목상권이 밀집한 상업지역에서의 대형유통점 면적 규

제, 수제화, 봉제산업 적정단가 보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에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에게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사자인 

노동자와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손을 맞잡고 이들에게 ‘바보야, 문제

는 공정경제야’라고 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을(乙)과 을의 

대결이 아닌, 을과 을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를 지지해 다시금 

경제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뜁시다. 오늘 노동자·자영업자·민생경

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면서 본격적으

로 시작합시다. 지금 필요한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정치입니다.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위해 저부터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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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으로 결정됐습

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노총 소속 및 추천 최

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상의문제 등을 지적하며,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

금 결정안을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개선, 조세개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당이 합의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으

로 간주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실질적 최저임금 실질적 1만원 인상과 사회적 안전

망 강화등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불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

다. 재벌의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높여야합니

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공정 거래의 표본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문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대치된 사회,경제,정치적인 시스템을 더불어 상생할수 있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인 

99% 연대입니다. 99%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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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상생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노총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실천운동인 ‘제로페

이’ 활성화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천만 노동자가  제로

페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로페이의 전 국민적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제로페이 인증샷 캠페인’이 노

동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국회등에까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집담회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분 발제자의 냉철한 진단과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바램처럼,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

이 오늘 집담회를 통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하계휴가 기간에도 국회집담회에 함께 해주신 우원식의원님, 경제민주화네트

워크 김남근정책위원장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정책위원장님, 한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공동회장님,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24일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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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격랑에 휩싸였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시급 8,590원. 역대 3번

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해 최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중소상인자

영업자총연합회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

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료 자영업자들의 안도의 한숨을 

바라보며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몇 해간 꾸준히 노동자들과 함께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과정에 다른 자영업 단체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폭언이 섞인 협박성 전화도 심심찮게 걸려옵니다. 노동

자들과의 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올바른 선순환 경제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해도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결정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혜택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

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 소비의 중심에는 중소상인 자

영업자들이 아닌 유통재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이제는 대형마트의 수십 배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통해 전국의 상권을 장학

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가맹점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꼼수 

출점하고 있는 노브랜드샵은 겉으로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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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상 노브랜드샵은 상생의 모델이 아닌 살생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유통재벌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우

리는 영원히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99%의 사회적 약자들이 반목이 

아닌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4일 

한상총련 상임회장 방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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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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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문제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액>

  * 시급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 주 소정 근로 40시간 / 월 환산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 총평 

1) 실질적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참사 발생

   - 금번 2.87%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이는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의 합한 수치보다 낮은 실질임금 삭감 수준

으로,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특히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인상 효과는 크게 반감

2) 최저임금위원회의 리더십 부재 및 과정관리 실패

   -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체계개편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공익위원들이 전원사퇴하고, 경험이 

부재한 전문가들이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갑작스럽게 위촉되어, 위원회 심의과정 전반이 

미숙하게 운영됨 

   - 특히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하는 한편,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 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양산 

3) 노동정책 후퇴 및 노동법 개악 본격화의 신호탄

   -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개악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 

2019년의 경우 규모·업종 구분 적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

   -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규모·업종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제도 

개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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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의 위기 

   - 최임협상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좌초.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

서 공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전략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힘

   - 그러나 기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최임 결과에 대한 현장 불만이 누적

되면서, 향후 노정간 신뢰관계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 

2. 문제제기

1)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허구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

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제1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고 규정

▣ 2018년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상황,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중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등’이 거론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전면에 등장 

▣ 결국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법에 명시된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은 채, 소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백기투항한 결과를 낳음

   ① 최저임금과 경제상황

연도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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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의 영향(경제성장률 -5.5%, 물가상승률 7.5%)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2.7%를 기록. 또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반영(경제성장률 

0.8%, 물가상승률 2.8%)되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를 기록

      - 이에 반해 2020년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상승률은 1.1%로써, 거시경제지표의 합(合)은 3.6%. 2015년(3.5% : 경제

성장률 2.8%+물가상승률 0.7%), 2016년(3.9% : 경제성장률 2.9%, 물가상승률 1%)

의 경우 경제지표는 유사했으나, 최저임금인상률은 각각 7.1%, 8.1%를 기록

   ②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인상으로 부작용을 논하기엔 무

리가 따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두

해에 걸쳐 29%가 인상되어 OECD 중하위권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저임금계층이 줄

어들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정기상

여금 25% → 20% 제외 △복리후생비 7% → 5% 제외), 실질 임금이 오히려 삭감

되는 부작용이 발생 / 2018년 제1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2018.07.14)에서 발표된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잠식분을 1~7.8%로 인정

하고, 실질인상효과 감소폭으로 1%를 추가 감안함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합계액
전년 대비

임금총액 비중
임금총액 증감

2020(개정 前) 1,795,310원 200,000원 1,995,310원

2020(개정 後) 1,685,076원 200,000원 1,885,076원 0.8939 -10.6%

      -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이 전체적인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 (2019, 노동연구원, 김태훈). 또한 임시 일용직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

      - 편의점 개업 및 자영업자 수 감소의 경우, 대기업의 무리한 시장 진출,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상승, 납품 단가, 끼워팔기 등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경영 악화

가 핵심 요인 

   ③ 사용자의 지불능력

      -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협약 임금인상률

은 2018년만 하더라도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높았음. 지불능력이 없는데 협약 임

금 인상률이 상승하는 것은 모순되는 결과로 ‘지불능력은 충분하지만 주고 싶지 않

음’이 더 맞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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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협약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4.1%임에도 불구하고, 최

저임금은 2.87%밖에 인상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조사명 임금 종류 변화율 비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액급여 5.6%↑ 1인이상 

임금결정현황조사
임금총액 4.2%↑

100인 이상
통상임금 4.8%↑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8.6%(1Q) 9.1(2Q) 6.9(3Q) 

7.8%(4Q)

비농근로자기구 

근로소득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상임금 12.0%↑ 1인 이상 민간 전산업
(1535만명)시간당임금총액 12.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시간당임금총액 6.2%↑ 1인 이상 전체가구

(1962만명)

2018년도 임금 결정 동향 (2019.6. 최저임금위원회 분석보고서) 

      - 금번 최저임금위윈회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최종안에 대해 유사근로자 임금 포함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중 최소 6명 이상이 삭감안에 동의

함. 이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어긴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

이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음.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공익위원안(案) : 유사근로자 임금(임금인상 전망치 

3.8% 반영)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인상 효과 감소 폭 감안(1%) + 협

상 배려분 (대외변수 및 노사 주장근거 고려, 1.2%) + 소득분배개선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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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 노력의 부재

▣ 소득주도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과 동시

에, 이로 인한 중소영세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분

담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경제환경 조성’ 노력

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나, 추진되지 못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

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임 

   - 이를 위해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책임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우선 하청 협력업체의 저임금 저이윤에 기반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불공정거래를 타파하기 위해 대

기업과 하청협력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히 950조원에 육박(전년 대비 75조 증가)하는 30대 재벌사내보유금을 최저임금 인상 

비용에 부담하기 위한 재벌대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독립 자영업자(식

당, 소규모 유통), 종속적 자영업자(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수직적 전속거래기업 등 유형

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벌, 대기업 비용 분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위원회 내 최

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

성하여, 대기업 비용 분담 방안, 중소영세상공인 지원, 경제민주화 및 대-중소·원하청 간 

상생협약 구체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지속적

으로 제출 

   -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속도조절론’에 갇히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물

거품이 되었고,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역시 외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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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방향 및 과제 

1. 방향 

1) 정부 정책방향 

   - 2019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 경제활력 제고 △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경제·사회

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민간투자확대와 규제혁신 

등 기존 ‘재벌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으로의 회귀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는 대신, 경제민

주화 및 소득주도성장 등 초기 주요 정책은 일제히 후퇴함 

   - 특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보여진 정부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사

실상 폐기에 가까우며, 향후 △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존속 △ 공공성 훼손 △ 임금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

세제도 개혁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요원함 

2)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각 계층별 갈등의 심화 

   -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이 후퇴하고 재벌대기업 중심 성장으로 회귀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무력화 전략. 이와 함께 

△ 저성장 시대 △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 디지털전환 등 핵심적이며 중장기적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 문제는 2017년 대선을 전후로 우리 사회에 형성된 1:99의 프레임이 무너지면서 99%에 

속하는 각 계층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으로써, 이는 경제민주화 및 소득주도성장전략

을 무력화하려는 재벌대기업의 파상적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듬 

3) 99%의 연대를 통한 상생의 노력 필요 

   - 99%의 한국 사회 주체들은 상생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 특히 99%의 주

체들은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해야 함 

   - 또한 사회적대화를 통한 공론화 및 제도화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

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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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1) 1% 재벌대기업의 책임성 확대

   

   ① 납품 단가 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기업 책임분담위해 인상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하도급법 제 16조 2  납품가격 조정제도 –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협의제도)

      -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가격 조정 활성화

   ②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하청협력업체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분담

      - 재벌기업집단별 대중소 기업간 상생방안 후속작업 모니터링, 이행점검

   ③ ‘협력이익배분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 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 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

      - 이익 공유를 위한 집단교섭 상생교섭 활성화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 

2 :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 단체가 상생협약 하도록 보장, 하도급 가맹 대리점주들

의 교섭력 강화 방안 마련)

   ④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임대료 상한제 강화,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프랜

차이즈 본사, 원청의 대리점 갑질 타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규제, 재벌유통업체 과

당 출점 및 영업 규제, 과도한 물류비용 인하,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제, 가맹점 수수

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적극 시행 

   ⑤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 가맹점주 단체 의무화, 가맹사업자 협의권 보장, 러닝 로얄티 제도 확산, 유통폭리 근

절, 필수품목 지정안 마련, 협회내 불공정 거래 예방센터 설치, 보복행위 근절

   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고임금제’도입 확산 ( 일명 살찐 고양이법 )

      - 부산시의회 사례 (2019년 4월 의회에서 조례 통과 : 부산시 산하 기관장은 최저임금

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 임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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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의 연대 

   ①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 의제 활성화 

      -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 의제의 중요성 여론화 

      - 2020년 4월 총선에서 주요한 이슈로 선점하기 위한 협력 

         : <(가칭)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를 위한 주권자운동> 등 

      - 노동-중소상공인 연대활동 (입법 및 제도 개선 추진, 착한 소비운동 등) 

      

   ②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 추방 운동 전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등 

   ③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및 경사노위 활성화 추진 

      - ’17년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 경사노위 내 <(가칭) 상생과 협력위원회>, <(가칭)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가칭) 자동차산업연구회> 등 설치 및 운영 

         ※ <(가칭) 상생과 협력위원회>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

한 도급관계 개선 △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공평과제,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선 등의 의제로 설치 및 운영 제안 중 

         ※ <(가칭)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 양극화 해소, 공정거래, 동반성장, 일터혁

신, 연대임금, 다면적 교섭,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로 <양극화 해소와 고

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안 중

         ※ <(가칭) 자동차산업연구회> :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하청관계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일자리 질 

제고 및 우수인력 유치, 혁신 역량의 강화와 함께 노동자간 연대가 결합한 새로

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등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제안 중 

   ④ <(가칭) 99% 연대> 구성 

      - ’19년 하반기를 목표로 <(가칭) 99%의 연대> 구성

      -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양극화해소 의제 활성화 /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 추방 운

동 등 공동활동 전개 

      - 중장기적으로 1%의 책임을 높이는 가운데, 1-99 간 협력 관계를 통해 정의로운 경

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론화, 여론화 추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2019. 7. 17(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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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1. 이의 제기자 

   · 성명 : 김 주 영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 소속 및 직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 이의제기 대상 최저임금안 요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액>

  * 시급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 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환산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3. 이의 제기 사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안 고시’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

와 같이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적용 최

저임금을 재심의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제기함.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7월 12일 제13차 전원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함.

 -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이 전원이 참석하여 표결을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

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하여 최종 실질 삭감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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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함.

4. 이의 제기 내용

1) 내용상 위법성 -「최저임금법 제4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

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됨. 

   -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신문 인터뷰(중앙일보 7월 15일 자)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경제 상황’, ‘국민의 여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도개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하 EITC) 확대’ 등이 마치 결정기준인 듯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것은 현행 최저

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님. 따라서 위원장이 언급한 결정기준

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

 ① 경제 상황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기

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4페이지 [그림1]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성장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를 나타낸 것으로서 역대 최저임금 인상이 대체로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 및 물가

상승률)의 합한 수치보다 높았음. 그 이유는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는 임금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하기 때문임. 

  - 그러나, 경제위기 때인 1998년, 2009년은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음. 

1998년도 IMF 구제금융사태 당시 경제성장률은 -5.5%, 물가상승률은 7.5%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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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1998. 9월~1999.8월 적용 최저임금인상률은 2.7%를 기록함. 2009년 글로

벌금융위기 때는 경제성장률은 0.8%, 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하였고, 최저임금인

상률은 2.75%였음.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87%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경제 상

황은 1998년, 2009년과 완전 다름.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

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상승률은 1.1%로서 거시경제지표의 合은 ‘3.6%’임.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시기는 2015, 2016년임. 2015년은 3.5%(경제성장률 2.8% + 

물가상승률 0.7%), 2016년 3.9%(경제성장률 2.9% + 물가상승률 1%)였고, 최저임

금인상률은 각각 7.1%, 8.1%였음. 

  - 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이자 최저임금 결정안인 ‘2.87%’

는 경제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 간에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

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되어 최저임금 삭감이라 할 수 있음.  

<표 1> 연도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5.5 11.3 8.9 4.9 7.7 3.1 5.2 4.3 5.3 5.8 3.0

소비자물가 상승률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협약임금 인상률 -2.7 2.1 7.6 6.0 6.7 6.4 5.2 4.7 4.8 4.8 4.9

최저임금 인상률 6.1 2.7 4.9 16.6 12.6 8.3 10.3 13.1 9.2 12.3 8.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8 6.8 3.7 2.4 3.2 3.2 2.8 2.9 3.2 2.7 2.5p - 경제성장률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1.1p - 소비자물가상승률

1.7 4.8 5.1 4.7 3.5 4.1 3.7 3.3 3.6 4.2 4.1p - 협약임금 인상률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 최저임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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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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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2018년과 2019년 두 번의 인상으로 부작용을 논하기엔 무

리가 따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두해에 걸쳐 29%가 인상되어 OECD 중하위권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저임금계층이 

줄어들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가장 부정적인 효과로 거론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우에도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김태훈(2019)이 최저임금인상이 전체적인 고용률을 감소시

키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 또한, 임시 일용직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

라 불리는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

라서 최저임금과 고용의 경우 학계에 따라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 편의점 개업 및 자영업자 수 감소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단, 대

기업의 무리한 시장 진출,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상승, 납품 단가, 끼워팔기 등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더 빈번함.

 �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정기상여금 25% 

→ 20% 제외 △복리후생비 7% → 5% 제외)되어 실질 최저임금은 저하됨. 특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정하는 우리나라 임금결정체계에 미루어볼 때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을수록 삭감효과는 커지기 마련임.

  [예시] 月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이 지급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은 시급 8,590원,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으로 복리후생비 中 산입범위 제외 

5%분은  ‘89,765원’임.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20만원 中 110,23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월 인상액은 5만160원(=1,795,310-1,745,150)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삭감 가능액이 11만원(110,235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두 잠식하고, 기존 기본급까

지 잠식하여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는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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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산입제외액 복리후생 산입액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0,000원 122,160.5원 77,839.5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0,000원 89,765.5원 110,234.5원

<표3>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2020년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조정된 기본급 기본급 증감
산입제외액(5%) 산입액

1,795,310원 200,000원 89,765원 110,234원 1,685,076원 -6.1%

<표4>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인한 임금총액 감소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합계액 전년 대비임금총액 비중 임금총액 증감

2020(개정 前) 1,795,310원 200,000원 1,995,310원

2020(개정 後) 1,685,076원 200,000원 1,885,076원 0.8939 -10.6%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당시인 2018. 7. 14 제15차 전원회

의에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였는데 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잠

식분을 1~7.8%로 인정하고,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으로 1%를 

추가 감안한 공익위원안을 채택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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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할수 있는 근로자 대상 실질 인상효

과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2018. 7월)

[분석1] 1~3분위 대상(19만7천명) 최저임금 10%인상시 실질인상률 2.2%로 ‘7.8%’가 마이너스

[분석2] 2018년 최저시급(7,530원)이하 근로자(241.8만명)를 대상 최저임금 10%인상시 실질인상률 9%

로 ‘1%’가 마이너스

  ③ EITC (근로장려세제)

  -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EITC에 관한 연구를 언급하면 강병구 외(2009)는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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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 효과가 근로장려세제

보다 큰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황덕순 � 노대명(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빈곤층에만 초점을 맞춘 근로장려세제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을 강조한 연구 결과 존재.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근로장려세제가 저임금노

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하기 때문임.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를 개선하더라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직소득이 동일하게 인상되는 것은 아님. 

 

  ④ 사용자의 지불능력

  -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협약 임금인상률

은 2018년만 하더라도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높았음. 지불능력이 없는데 협약 임

금 인상률이 상승하는 것은 모순되는 결과로 ‘지불능력은 충분하지만 주고 싶지 않

음’이 더 맞는 해석

2018년도 임금 결정 동향 :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기인하여 임금이 근래 들어 가장 높게 인상됨

조사명 임금 종류 변화율 비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액급여 5.6%↑ 1인이상 

임금결정현황조사
임금총액 4.2%↑

100인 이상
통상임금 4.8%↑

가계동향조사 근로소득 8.6%(1Q) 9.1(2Q) 6.9(3Q) 7.8%(4Q) 비농근로자기구 근로소득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상임금 12.0%↑ 1인 이상 민간 전산업
(1535만명)시간당임금총액 12.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시간당임금총액 6.2%↑ 1인 이상 전체가구

(1962만명)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201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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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과 협약 임금 인상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최저임금인상률은 협약 임금 인상률을 상회함. <그림2 참조>

  - 특히,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협약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4.1%임에도 불구하고, 최

저임금은 2.87%밖에 인상되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유사 근로자 임금’을 배제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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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대표적인 결정근거로 유사 근로자 임

금을 활용※해왔으나 금번 최저임금위윈회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최종안에 대해 본 

건 포함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이 제시되도록 방조하였으

며,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중 최소 6명 이상이 삭감안에 동의함.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공익위원안(案)

유사근로자 임금(임금인상 전망치 3.8% 반영)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인상 효과 감소 폭 감

안(1%) + 협상 배려분(대외변수 및 노사 주장근거 고려, 1.2%) + 소득분배개선분(4.9%)

 

2) 절차상 하자_최저임금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 삭감안 방조

-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의 제도 취지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함.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할 의

무가 있고 더 나아가 위원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이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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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 주장을 거듭함.

     사용자위원은 제8차 전원 회의(2019. 7. 3.)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시급 8천원(-4.2%), 제10차 

전원 회의(2019. 7. 9.) 1차 수정안으로 8,185원(-2.0%)를 제시하였고, 제13차 전원 회의(2019. 

7. 12.) 최종안으로 8,590원(2.87%)을 제시하여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결정(사용자위

원 안 15 : 노동자위원 안 11 : 기권1)됨. 

[표5] 사용자위원 제시안 
(단위 : 시급, 원)

2019년

최저임금법

2020적용 최저임금 제시(안)

최초 1차 수정 최종

사용자위원 8,350원
8,000

(-4.2%)

8,185

(-2.0%)

8,590
(2.87%)

-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도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자위원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삭감안을 철회시키지 않음. 

특히, 최종 표결 절차 이전에 공익위원 조정안 또는 심의촉진구간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용자위원 최종안이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제4조 결정기준 등을 위반함. 

4. 결론

 1)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와 최저임금법 제4조 취지가 반영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심의요청서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

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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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

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는 사항임.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

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 (ILO 협약 제131호)  

  - 최저임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영위하는 정도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커녕 노동자

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므로,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요인 네 가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가 주요한 결정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정작 최종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등 가

장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핵심 요인이 전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음.

  -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함을 최저임금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킴.

 2)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

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지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 되어야 함. 따

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 3항에 의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재

심의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이의제기함.  끝.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과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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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책임분담과 

노상연대
김남근 (경제넷 정책위원장 / 참여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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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책임분담과 노상연대 

                                                             2019. 7. 24. 

Ⅰ.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와 대기업 책임분담의 필요성 

1.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와 대기업 본사가 저임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제조업 대기업 본사에 부품·소재

를 납품하는 거래구조에서 2,3차 이하 벤더(vendor)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본사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맹·대리점주 등의 자

영업자에 많이 고용되어 있음. 

2) 이러한 2,3차 벤더의 중소기업이나 가맹·대리점주 등은 대기업 본사와의 거래관

계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고가 물품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

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낮은 수익구조에 놓여 있어 임금 지급여력이 취약함. 

3) 대기업 본사와 납품거래구조 하에 있는 2,3차벤더 중소기업과 종속적 거래관계

를 가지고 있는 가맹·대리점주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대기업 본사가 하청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와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대기업 본사가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 

4) 따라서 납품거래 하의 중소기업과 가맹·대리점주 등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노

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2. 납품거래 구조 하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결정에 대기업 본사가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전속거래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는 산업에서 대기업들은 부

품을 생산하는 2,3차 벤더 중소기업들 노동자들의 노무비까지 파악하여 납품대금을 

원가 베이스로 결정하고 있어 이러한 전속거래구조 하의 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금에

는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정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매년 반복되는 납품대금 후려치기가 특히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상승기에 부품 발주물량이 늘어날 때는 납품대금 후려치

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으나 현대·기아차가 경쟁에서 밀리면서 부품 발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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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줄어들자 납품대금 후려치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음. 납품중단을 선언하고 

손해배상이나 공장인수 등을 요구하였던 2,3차 벤더 중소기업 대표들 10여명이 공

갈죄로 실형을 받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2,3차 벤더 부품 중소기업이 지속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

임. 

4)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책임있게 분담하는 납품대금 조정 시스템이 

도이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대기업들 스스로 수직 계열화 된 부품 중소기업의 최

저임금 부담을 책임있게 분담하겠다는 상생노력이 필요.

3. 가맹·대리 점주들에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결정에 대기업 본사가 

미치는 영향 

1) 소규모 유통이나 식당 등을 영위하고 있는 독립자영업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소규모의 고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

맹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국 22만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90여만 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논쟁과

정에서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도 이러한 가맹사업 분

야임.   

2) 피자, 치킨, 빵집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는 과도한 필수물품 외의 고

가의 물품구입 가요 금지와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물류비용의 인하, 편의점 가맹점

주단체는 과당출점규제와 최저수익보장제, 자동차수리 가맹점주 단체는 공정한 수

리공임 보장과 고가의 OEM부품 매입강요 금지 등, 이동통신 대리점주 단체는 적합

업종 지정과 본사 직영점과의 차별철폐, 라면, 음료, 주류 등의 대리점주 단체는 밀

어내기 금지 등 각 업종마다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개선과 상생방안 

협약을 요구하고 있음. 

3) 가맹사업 중 대표적인 고용유발 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심야영업 유지 등을 거

래조건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대기업 본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과당출점 경쟁(일본이 10만  

명당 44개, 한국은 10만 명당 76개)으로 월 200만원 수준의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편의점주가 속출하거 있을 정도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점주들이 많아, 최저

임금 인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1)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 2019년에도 10.9% 인상되자 편의점주단체가 가입해 있는 



- 57 -

4)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가맹·대리 점주들이 대기업 본사와 분담할 수 있도록 표준 

가맹계약서 등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음.     

4.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개선과 대기업의 최저임금 책임분담의 필요성

1) 이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납품거래 하의 2,3차 벤더 중소

기업들과 가맹·대리 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

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내수경제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와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게 될 

수 있음.

2) 불공정행위 근절이나 공정한 거래조건의 개선 등의 정책이 부진한 상태에서, 최

저임금의 인상정책만 앞서가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공정경제 정책은 좀 더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속도를 조

절하여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 

3)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은 흔히 

정부의 공정거래, 노동 행정이나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만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개혁이나 입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

들의 단체들을 육성하고, 이러한 경제적 약자의 단체들 ‘사회적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경

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2)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주체 사이에 경제적 약자의 단체가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구성원들의 거래조건이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여 온 대표적 사례는 노동

조합과 사용자기업 사이의 단체교섭 제도일 것이나, 이와 함께 가맹·대리점주 단체

나 납품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 본사와의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상생협약 등을 체결하는 ‘사회적 교섭’
3)
 시스템도 활성화 하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최저임금인상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동

결을 주장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음.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실패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의 관념을 기본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교섭을 통한 공정한 거래조건의 실

현과 같은 조화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사회적 교섭’은 종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개별적 계약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가 약자들을 대표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추진하는 집단적인 교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 제조업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 협

의,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의 상생교섭 등 거래현장에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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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4)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재벌 대기업이 발표한 상

생협력 방안의 성실한 이행, 부품·소재 개발 시 이익공유제,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대기업 본사 사이의 상생교섭 시스템의 법제화 등이 검토되어야 함. 

Ⅱ.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분포 : 원·하청 구조의 2,3차 벤더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에 고용된 노동자의 저임금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 이

유

1. 납품거래 중소기업의 저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

1)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로도 크게 벌어지고 있으

나, 그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2) <표>에서 보듯이 1977년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의 77.3%를 차지

하던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17년 65.1%를 보이고 있음(노민선. 2017). 

3) 특히 “대기업 본사―1차 벤더―2차 벤더” 등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제조업 

전속거래구조 하에서는 원청 대기업 시간당 임금(성과급 포함)을 100으로 하면 1차 

벤더기업 54%, 2차 벤더기업 51%, 3차 벤더기업 42% 등으로 수직계열화 구조의 

밑에 있는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안

주엽. 2015).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용임금총액 격차(전산업) (단위: 천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중소규모(5∼299인, A) 1,344 1,775 2,426 2,834 3,351

대규모(300인이상, B) 1,739 2,629 3,744 4,424 5,145

A/B 77.3% 67.5% 64.8% 64.1% 65.1%

교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여러 경제주체 사이의 경제

적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집단적 협의 과정을 ‘사회적 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같은 용어를 표제

로 하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조직된 단체 사이의 집단적 교섭으로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폭 넓은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사회적 의제의 협의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대화’

와 ‘사회적 교섭’은 어느 정도 내포하는 의미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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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노민선(2017)

2)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수직계열화하는 정책

1) 이러한 정책은1)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완성품을 조립하
는 특정 대기업과만 전속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고착화시켰음. 

2) 이러한 전속적 거래구조에서는 대기업 본사가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원가구조를 파악하여 납품대금을 정하는 거래조건 결정방식이 형성됨으로써2) 중소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대기업 본사가 결정하는 통제시스템이 만들어져 왔
음(산업연구원. 2018: 11). 

3) 대기업 본사의 경쟁력이 부품·소재의 저가공급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납품대금 
인하가 수시로 일어나고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납품거래관계에 있
는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여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음. 

4) 따라서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특히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전속적거래 구조 하의 2,3차 벤더 중소기업 노동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3.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소상인들에 고용된 노동자들

1) 아래 <표>와 같이 고용인원 1∼4인 규모의 소상공인3)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의 임금은 미국과 비교하여 53.3%, 일본 대비 73.8%, 프랑스 대비 64.5%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3) 500인 이상 대기업이 경우 미국, 일본, 프랑스의 대기업과 비교하여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점과 비교됨.4) 

1) 이러한 수직계열화를 촉진하는 법률이 1975년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그 뒤 수직

계열화 보다는 대등한 상생협력이 강조되면서 법률의 명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로 개정되었으나, 수직계열화 된 거래구조가 대등한 상생협력구조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2)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원가)자료 요청

금지 위반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는 자영업자 등이 영위 하는 유통, 식품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4) 위 표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임금 비교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하여 

연장근로 등 많은 노동시간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자들 평균 노동시

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한국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자 임금 보다 높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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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맹사업은 자영업 중에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당한 고용을 하고 있는 분야이

다. 전국 22만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90여만 명

에 달하고 있음
5)

4)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서 대기업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적인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 독립 자영업자들을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가장 큰 부담

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독립 자영업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규모는 크지 않음.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은 과도한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함. 

<표 4> 종업원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단위: PPP 기준 US $, %)

구 분 한국
(2017)

미국
(2015)

일본
(2016)

프랑스
(2015)

미국
대비

일본
대비

프랑스
대비

1-4 1,990 3,731 2,655 3,083 (53.3) (75.0) (64.5)

5-9 2,945 3,071 2,962 3,321 (95.9) (99.4) (88.7)

10-99 3,490 3,450 3,257 3,503 (101.2) (107.2) (99.6)

100-499 4,267 4,029 3,506 4,164 (105.9) (121.7) (102.5)

500이상 6,097 4,736 4,079 5,238 (128.7) (149.5) (116.4)

전 체 3,302 4,200 3,504 3,811 (78.6) (94.2) (86.6)

환율: OECD stats. PPPs and exchange rates(2018. 10. 17 기준)

자료: 노민선(2018: 103)

4. 상대적으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종속적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

1)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최저임금 

반대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심야영업 강제 등 본사가 요구하는 

영업방식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의 아르바이트생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하기 때문임,  

2) 편의점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장을 본

사가 임대차하여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가

맹수수료가 35∼50%에 달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비해 매우 

5)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 가맹점 수와 종사자 현황” 2018.

    www.franchisee.kr/ 



- 61 -

낮은 수준임. 월 200만 원 정도로 자기 임금 수준의 소득도 확보하지 못하는 편의

점주들도 많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3)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독립 자영업자 

계층보다는 대부분 고용 노동자를 두고 있는 가맹점주들이나 대리점주 등이라고 할 

수 있음. 

4)가맹점주단체들은 최저임금이 평년의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가맹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기업 본사도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줄곧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개정된 표준가맹점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주단체가 가맹수수료 인하 등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표준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 가맹점 본사는 많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에게 표준가맹점계약서를 

채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Ⅲ. 최저임금 인상 시 대기업 책임분담에 관한 법제도의 활성화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1) 2018년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하도급법 제16조의 2

에 도입됨. 2018년 7월부터 시행. 하청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여 해당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2) 그 뒤 2019년 상생협력법에 하도급관계가 아닌 위수탁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제도 도입

3) 가맹점과 가맹본사 사이,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과 납품업체 사이에서도 표준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도입 

2.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납품대금 조정신청의 어려움과 공정거래위원

회 등의 역할

1) 중소기업 중앙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

소기업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 등이 해당 중소

기업들을 대변하여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역시 신청과정에서 해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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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임.

2)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고, 중소벤처부가 납품대금 조정신

청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체를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나 역시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는 하도급법에 있어 자기의 소관행정이 아니라

고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는 단속·조사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영세 중소

기업단체 지원이나 상생교섭 지원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 등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권한의 이양이 없다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더해져, 결론

은 아무도 책임지는 행정기관이 없게 됨. 

3) 초기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의 행정기관이나, 국회 

을지로위원회 등이 양측을 오가며 중간에서 거중 조정하는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분

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한 책임행정은 이상적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와

대, 국무총리, 여당 등이 노력하지 않으면 좀체 실현되기 어려운 관료구조. 그래서 

대중운동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

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의 저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 필요. 범정부 을지로위

원회 공약이 있었고, 현재는 당정청 을지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봉제업체의 경우 삼성, LG,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이 여전히 패션산업을 운영하

고 있으나 봉제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함. 일본은 주

머니 하나, 자크 하나 달 때마다 공임을 추가하는 형태로 납품대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함. 봉제업체와 패션대기업 사이에서 거중 조종 방식으로 납품대금 

조정 시도. 

3.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약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유통판

매수수료 수입 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교섭 추진

1)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팔리면 그 판매대금의 40% 이상이 대형유통

점이 판매수수료로 받아감. 실제 제화공 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판매대금의 10-15% 

수준.  

2) 제화공 노조는 대형유통점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제화공의 4대보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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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 있음. 

3) 이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점-브랜드 중견기업-하청 생산업체-제화공노조 4자간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인하디는 판매유통수수료를 상생기금으로 조성하여 제화공노조

의 4대보험료 지급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투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필요.

4)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중소기업 단체 등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노동조합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연대가 필요

예) 파리바게트 3자(본사-가맹점주-노동조합) 사이의 사회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

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가맹수수료, 구매협동조합 등의 거래조건 개선방안 같이 

논의

4.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인하의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조, 단조, 조선기자

재 등의 업종의 영세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원청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나서도록 금속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촉구하는 운동 등도 필요.  

Ⅳ. 원·하청 납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동

조합의 역할

1. 원청 대기업의 납품대금 원가분석 문제제기

1)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재료비, 노무비 등의 원가를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납품

대금을 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공정행위이고, 하

도급법 위반행위임.

2) 전속거래 구조로 묶여 있는 자동차, 조선, 가전 산업은 완성품 수출대기업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원가를 조사하여 납품대금을 정

하거나, 물량확대를 이유를 납품단가를 깎는 행위가 관행되어 왔음

3) 이러한 하청 중소기업의 원가구조 파악 과정에서 노무비를 일정수준 이하로 인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가능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함으로써 납품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고착화

4) 이러한 원청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원가자료 요구나 노무비 조사행위를 한국노

총 차원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불공정행위로 문제제기 하거나, 

노무지 책정수순의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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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1) 납품대기 후려치기, 기술탈취, 원가자료 요구행위 등 전속적 납품거래 구조 하에

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

2) 시민단체와 불공정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불공정행위 신고. 대기업 노동

조합의 경우에 그 대기업과 수직적 계열화 관계에 있는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

위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도 함.

3) 노동조합이 불공정행위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당 불공정행위 신고에 나

선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행위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 

3. 중소기업 사용자와 함께 납품대금 조정신청

1) 개별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운 실정. 

2)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산별노조들이 앞장서서 중소기업 사용

자나 중소기업단체들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운동

4. 가맹점주단체 등과 함께 가맹본사들이 가맹수수료, 물류비용 조정 등의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운동 

Ⅴ. 대기업들의 상생기금의 이행실적을 감시하는 활동

1.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노력

1) 삼성그룹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증액

하기로 하고, 100여개의 협력사에 대해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하

였다. 또한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현금지급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데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2) 현대·기아차 그룹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해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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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신

규로 조성하여 2·3차 협력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3) LG그룹

협력사 경영안정기금 8,581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이 중 1,862억 원을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지원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4) SK그룹

협력사 경영안정기금을 6,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2,3차 협력사도 추가

하였다. SK하이닉스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여 2차 이하 협력

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조건 개선에 필요

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5) 포스코그룹

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1.2차 협력사 저리대출 지원 및 벤처육성을 하

고,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외주비 증액·외주 

협력사 직원 임금 두자릿수 임금인상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수 협력사 직

원에 대해 1인당 40만원-1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하였다. 

6) 케이티그룹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주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상

생협력 펀드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7) CJ제일제당그룹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8) 네이버그룹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도급대금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공사도급 계약 시 1차 협력사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2차 협력사에게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네이버에 제출해야만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상생방안에서 나타난 최저임금의 분담 방안

1) 2018. 4. 6. 각 재벌그룹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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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6)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11개 그룹은 대부분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현금 지급비율 상향 등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무이자나 저리 대출을 하는 예년의 상생방안을 내놓음 

2) 직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해 총액규모의 기금을 출연한 경우도 있

음. 네이버는 처음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비 110%의 임금목표를 설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와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상생방

안을 보여주었음 

3) CJ제일제당 그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장기근속 지원 상생방안을 내 놓았다. 

재벌 대기업은 1차 협력사들로 하여금 2차 협력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

우가 많음. 

4) 네이버는 2차 협력사에게 정해진 목표의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야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목표한 대

금지급 없이 2차 협력사를 압박하여 확인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3. 상생방안 이행실적의 모니터링 

1) 재벌 대기업인 1차 협력사들로 하여금 2차 협력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

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음. 

2) 네이버는 2차 협력사에게 정해진 목표의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야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목표한 

대금지급 없이 2차 협력사를 압박하여 확인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네

이버의 사례를 적극 알리며 다른 대기업들이 말로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생을 

외치고 진실된 실천이 없었음을 비판.

3)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거래조건 개선이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지원을 

해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벌 대기업 본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조치가 필

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부당경영간섭이 될 것을 우려

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꺼리고 있음. 그러나 실제는 현대차본사가 2차 벤더기업의 

6)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의 절대적 요소는 상생”-성과 공유의 효과는 2차 

이하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까지 이어져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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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여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1차 벤더의 납품대금 결정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원도급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을 일정비율에 비례하여 2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업체들

이 적극적으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

4. 대기업 상생노력 분석보고서 발간

1) 2018년 4월 상생기금 출연과 2,3차 벤더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벌 대기업

의 상생노력의 진정성 부족, 2,3차 벤더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

계를 지적하고, 최저임금 갈등이 첨예화 되었던 2018년-2019년 상황에서 재벌 대

기업의 최저임금인상부담을 책임있게 분담하려는 상생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

2) 상생기금 출연과 최저임금인상 부담 지원 등의 약속의 이행하지 않은 재벌 대기

업들에게 책임있는 분담노력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3)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재벌 대기업의 최저임금인상부담 책임분담을 

위한 상생기금 이행실적 점검 분석과 촉구운동 등 전개..

Ⅵ. 중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착한 소비자운동  

1. 제로페이 사용 인증샷 캠페인 

중소상인들의 결제비용 부담을 인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사용 캠폐인에 노동

조합이 전면에 나서 제로페이 사용 인증샷 산별노조 본부에 보내기 운동,  

2. 지역상품권과 골목상권 이용 운동 

착한소비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사용 보다 전통시장, 

동네 중소마트 이용하기 운동

3. 보험사고나 고장사고 수리 시 대체인증부품 사용운동

1) 완성차 업체(또는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은 부품생산 업체들과 전속적 거래구

조를 확립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품업체들이 정비업체에 부품을 직접 거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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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사실상 관리를 하면서, A/S 부품도 전속적으로 납품받아 정비업체들에 순

정부품 이라는 명목으로 고가로 공급하고 있음7)

2) 부품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증기관으로

부터 대체인증부품으로 인증을 받아 부품을 완성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에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수입자동차 부품 외에 거의 인정되지 못

하고 있음.

최근 GM공장의 철수로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군산의 자동차부품회사들이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국내 대체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부품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

음.

3) 자동차사고 보험 특별약관에는 보험사고 시 소비자가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절감되는 부품가격의 25%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활성

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7건만 사용

미국의 경우 부품회사가 보험사고나 고장수리 등에 공급하는 부품거래시장에서 부

품회사가 직접 공급하는 비중이 35% 정도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이렇게 35% 

정도만 부품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연 28조의 시장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

어져8)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음

4)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고나 고장수리 시 지나치게 높은 수리

비용의 해결을 위해 대체인증부품 사용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음

노동조합들도 착한 소비자운동의 차원에서 보험사고나 고장수리 시 대체인증부품 

사용 운동을 전개하여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의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음. 

7) OEM(Original Equipment Materials)은 “주문자 생산방식의 부품”의 의미인데, 자동차완성차업체들이 이를 

“순정부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완성차 업제가 공급하지 않는 부품들은 마치 “불량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음.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이렇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순정부품” 등의 용어

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8)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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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노동연구 제38집(2019. 6) pp. 83∼120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교섭을 통한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 방안

9)김남근
*

요 약

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노동을해소하려는정책은저임금이구조화되어있는, 전속적거래구조하의 2,3차벤더

중소기업노동자와프랜차이즈, 대리점등의종속적자영업자에고용되어노동자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문제는저

임금노동자들을고용하고있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은대기업과의거래조건이나경쟁력이취약하여만성적

인낮은수익구조에놓여있다는점이다. 전속적거래구조에서는원청대기업은중소기업의재료비, 인건비등의원가

를조사하여최소한의이윤만이남도록납품대금을결정함으로써중소기업의임금인상여력을취약하게만들고있다.

대기업과의거래조건개선과거래관계에서의지위향상을위해서는사회적교섭이활성화되어야한다. 최저임금인상

에따른부담을대기업과본사도함께분담하도록납품대금의공정한조정이나가맹수수료의조정교섭, 편의점업계

의 최저수익보장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물류구매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교섭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어 : 사회적 교섭, 최저임금, 납품대금조정, 협력이익공유제

I. 서론 :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정책 추진의 불균형

최저임금인상에영향을받는저임금노동자는제조업대기업본사에부품·소재를납품하는거래구

조에서 2,3차이하벤더(vendor)에 위치해있는중소기업이나대기업본사의영업표지를이용하여유

통·판매업을영위하는가맹·대리점주등의자영업자에많이고용되어있다. 이러한2,3차벤더의중소기

업이나가맹·대리점주등은대기업본사와의거래관계에서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고가물품구

입강요, 판매목표강제등불공정한거래조건으로인하여낮은수익구조에놓여있어임금지급여력이

취약하다.

불공정한거래조건의개선이나거래관계에서의종속적지위를대등한경제적지위로향상시키는개

혁이부진한상태에서, 최저임금의인상정책만앞서가는경우, 최저임금인상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

심화될수있다. 2018년적용최저임금이16.4%인상된데이어, 2019년에도10.9%인상되자, 중소기업

중앙회와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최저임금인상동결을주장하며반발하고있다. 따라서중소기업이

나가맹·대리점주들과대기업본사사이의거래조건과거래관계에서의지위를개선하는정책이균형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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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추진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계속적인거래관계를맺고있는경제주체사이에경제적약자의단체가구성원들을대표하여구성원들

의거래조건이나경제적지위를개선하여온대표적사례는노동조합과사용자기업사이의단체교섭제도

일것이다. 이글은납품거래, 가매사업거래, 대리점거래등대기업본사와종속적거래관계에놓여있는

중소기업이나점주들도단체를구성하여사회적교섭을통해거래조건과경제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는

지여부를그동안의사례를통해분석해보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이 글에서 ‘사회적교섭’은종속적거래관계에있는경제적약자들이개별적계약이아니라단체를

구성하여단체가약자들을대표하여거래조건개선을위한추진하는집단적인교섭의의미로사용하고

있다.
1)2)
불공정한거래조건을개선하고경제적약자의지위를향상시키는정책은흔히정부의공정거

래, 노동행정이나국회에서의입법을통해추진되어야하는과제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

이지속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행정개혁이나입법을통해서뿐만아니라, 경제적약자들의단체가

그들을 대표하여 공정한 ‘사회적 교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3)

이글의목적은이러한 ‘사회적교섭’의발전가능성을분석하고, ‘사회적교섭’이더나아가중소기업

과가맹·대리점주등의자영업자에많이고용되어있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이나근로조건향상하는

데기여할수있는지를검토하는데있다. 이를위해먼저, 2013년점주단체의구성권과교섭권이법적

으로보장되어사회적교섭이활성화되고있는가맹사업분야의사회적교섭의실태를분석해보고,

법적내지정책적으로도입되어있는“납품대금공정조정제도”와 “협력이익공유제”가 ‘사회적교섭’의

유용한 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맹사업 분야의 사회적 교섭 실태를 통해 본 사회적 교섭의 발전 전망

1.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과 사회적 교섭의 발전

2013. 8. 13. 법률제12094 호로개정되어2014. 2. 14.부터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한다)”에가맹점주들이단체를구성할수있는단체구성권이도입된이

래50여개의가맹점주단체가결성되었다. 그중 34개가맹점주단체2만여명의가맹점주들이“전국가

맹점주협의회”를구성하고있고, 그외에도업종별가맹점주단체로“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전

1)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 제조업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 협의,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의 상생교섭 등 거래현장에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단적 교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여러 경제주체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집단적 협의 과정을 ‘사회적 

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같은 용어를 표제로 하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조직된 단체 

사이의 집단적 교섭으로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폭 넓은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사회적 의제의 협의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교섭’은 어느 정도 내포하는 의미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실패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의 관념을 기본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사회적 교섭을 통한 공정한 거래조건의 실

현과 같은 조화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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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 “대한외식가맹점주협회”, “전국화장품가맹점주협의회”가결성되어

있다.
4)

<표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사업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10미만 10∼30 30∼50 50∼100 100∼200 200∼500 500∼1,000 1,000 이상 합계

영엽표지 수 2,784 768 294 272 140 95 33 20 4,40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개 정보공개서, 2016. 10. 23.

공정거래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500개이상가맹점수를보유한본사
5)
가 53개인점에비추어보면,

대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2013년은박근혜정부의초기에대통령선거공약으로제시한경제민주화정책이이행되던시기인데,

그영향으로가맹사업법제14조의2에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상생교섭권이도입되었다. 2013년편의점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 정관장 등에서상생교섭을통해상생협약
6)
이체결되었다. 그러나 2018. 8.

28. 재벌총수들과의청와대회동이후박근혜정부는경제활성화의기치를내걸고재벌대기업들이투

자의전제조건으로요구하는각종규제의철폐를국정우선과제로선정하면서경제민주화정책은크게

후퇴하였다. 하지만이러한분위기에서도가맹점주단체들의거래조건개선을위한상생교섭요구는

계속되어 2014년 더풋샵, 멕시카나, 아리따움, 편의점 세븐일레븐, 2015년 미스터 피자, 본죽, 피자헛,

홈플러스365, 투디퍼런트 등에서 상생교섭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박근혜정부에대한민주화요구가높았던2016년에는상생교섭요구가폭발적으로증가하여바르다

김선생, 설빙, 봉구스밥버거, 피자에땅, 뽕드락피자, 파리바게트, 브레인스쿨, 뚜레쥬르, 롯데리아, 편의

점 CU, GS, 세븐일레븐등에서상생교섭이진행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공정거래위원회가소극적인

방임정책에서전환하여적극적인상생교섭중재를추진하여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정관장, 롯데리아

등 대기업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단체 사이에 매년 상생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하고경제민주화정책에대한요구가높았던2017년과 2018년에는르노삼성자동

차서비스, 한국지엠자동차서비스등자동차정비업종, 호식이두마리치킨, 피자나라치킨, 비에이치씨, 비

비큐등치킨업종,까페베네, 할리스커피, 커브스코리아등커피판매업종, 튼튼영어,브레인스쿨등영어

강습업종등그동안상생교섭을둘러싼분쟁이없었던새로운업종으로상생교섭과상생협약체결운

동이확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초기에가맹점주단체를구성하였다가본사와의분쟁과정에서조

직이사실상와해되었던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더페이스샵등의화장품업종에서도상생교섭요구가새

로이 제기되고, “전국 화장품 가맹점주 협의회” 등 새로운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되었다.
7)

4)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가맹점주단체 구성현황”, 2019. 6. www.franchisee.kr

5) 프랜차이즈(가맹)거래는 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가맹수

수료를 받는 거래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맹본사의 경우 영업표지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영업표지의 수와 본사의 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6) 상생협약은 가맹사업법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단체협

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있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구속적 효력이 

있으나, 상생협약에서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원이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점주에게 상생교섭 위임을 받아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위임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에게 구속적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7)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2013∼2018 가맹점주단체 및 단체교섭 현황”, 2019. 6. 위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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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가맹점주단체를구성한가맹점주들은상생교섭을둘러싼분쟁을통해, 상당부분상생협

약을체결하고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파악하고있는집단분쟁과상생협약체결현황에따르

면 2016년 15건의집단분쟁에 13건의상생협약, 2017년 15건의집단분쟁에 10건의상생협약, 2018년

에 18건의집단분쟁에 12건의상생협약을체결하였다. 그리고정관장,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리바게

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편의점 GS, 편의점세븐일레븐등대기업가맹본부영업표지를중심으로매

년상생협약을체결하고있다. 상생교섭과상생협약도정기적으로교섭과협약을갱신하는방식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 사이에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교섭 요구에

기인한분쟁뿐만아니라, 개별가맹점주와가맹본사와의분쟁도크게증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접

수된가맹사업분야분쟁조정접수현황에의하면, 2008년 357건에서 2018년 805건으로 10년동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공정경쟁조정원, 2018).

2.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간 사회적 교섭의 의제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개별적인 분쟁내용은 2014∼2015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가맹거래의 시작단계에서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가맹점주들

이 가맹본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가맹사업이 포화되면서 초기의 

가맹점주들과 달리 많은 투자에 비해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매출이 적게 나오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본사들이 가맹사업 포화로 변화된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사업 초기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매출액을 공시하는 방식의 영업이 분쟁을 야기한 것이다. 그 뒤로는 주로 고가의 

점포환경(인테리어) 개선요구, 심야영업 요구, 광고비 부당전가, 부당한 계약거절,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문제가 분쟁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표 2> 공정위원회에 접수된 주요 분쟁 쟁점

(단위: 건)

위반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맹금 예치 3 2 11 10

정보공개서 제공 114 129 75 44

허위과장 정보제공 33 23 28 10

가맹금 반환 36 28 26 2

가맹계약서 교부 4 3 2 1

불공정행위 111 93 45 178

기타(과태료부과) 0 0 108 0

합계 301 278 295 245

자료: 공정경쟁조정원(2016, 2017, 2018). “가맹사업거래 가맹분야 분쟁조정 처리현황”.

회가 진행했거나 파악한 집단교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상생교섭 사례가 더 존재할 수 있다. 

www.franchisee.kr



- 73 -

가맹점주단체가집단적인상생교섭에다루고있는분쟁내용이나상생협약의주된내용은가맹본사

가관행적으로해오고있는불공정행위의근절과그에따른피해구제문제이다. 특히한국의가맹거래

사업의주된업종을이루고있는피자, 치킨, 조리음식판매등의외식가맹사업분야에서가맹본사가

부당하게물품구입을강요하고있는불공정행위가핵심분쟁이슈를이루고있다. 프랜차이즈거래는

가맹본사가상표, 상호, 로고등본사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영업할수권한을부여하는대가로가맹점

주로부터브랜드사용료등의가맹수수료를받는거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의프랜차이즈본사

들은시중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물품을시중가격의 2∼3배의고가로구입하도록강요하여이러한

물류비용에서 주된 수익을 실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브랜드가치가체화(體化)되어있는필수물품외의물품구입강요행위는가맹사업법에핵심적인불공

정행위로예시되어있고, 공정거래법에서도구입강요행위는불공정행위의전형적인유형으로규정되

어있다. 또한가맹본부가과도한광고판촉비를징수한후수령한광고비를광고판촉비용으로사용하

지 않고 다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자주 분쟁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가맹점주단체들이속속구성되면서가맹본사와상생교섭을둘러싸고갈등이심화되자, 가

맹점주단체의임원들에대해계약을해지하는등의보복행위와불이익제공행위가집단분쟁의주요문

제로제기되고있다. 노사관계와비교하자면, 부당노동행위나부당해고에해당하는문제인데, 가맹거래

법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처럼가맹점주단체의상생교섭요구에대하

여정당한이유없이응하지않으면부당노동행위로처벌하는규정이아직도입되어있지않다. 최저수

익보장제등을요구하며2018년말부터2019년에걸쳐 200여일이상계속되고있는CU가맹점주단체의

본사 앞 농성에서 나타나듯,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대부분소비자들을상대로서비스를제공하는가맹사업의특성상브랜드이미지관리가중요하여

불공정한갑을관계요구를요구하는사회적여론에힘입어상생협약을체결하고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관계를고용관계처럼계속적거래관계로규율하지않고, 10년간갱신청권을보장하는형태

로규율하고있다. 대부분의가맹사업이 10년이상지속되어오면서 10년지난후계약갱신을거절하

여그동안사업을해오며축적한영업망이나투자금을상실하게된다. 특히가맹점주단체를이끌고

있는임원진들에대해서는다른점주들과달리가맹계약갱신을거절하여가맹거래를단절하는경우

가 빈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조항까지있으나, 이러한보복행위를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처분을하거나형사

고발을 한 사례는 없다.

<표 3> 2013∼2018 가맹사업거래 집단분쟁 주요쟁점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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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피
해
구
제

위약금 감면 1 1 0 0 3 5

손해배상 1 3 3 1 1 9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3 2 2 5 6 3 21

제
도
개
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0 2 2 4 8 6 22

광고 판촉 0 2 3 4 2 6 17

10년차 이후 계약갱신 거절 0 0 3 2 5 2 12

협력업체 선정 시 리베이트 등 문제 0 2 3 3 1 0 9

점포환경개선 0 0 3 0 1 1 5

영업지역(온오프라인) 0 1 3 1 1 3 8

단
체
활
동

가맹점사업자단체 인정 2 5 4 4 5 4 23

단체교섭(거래조건협의 요청) 거부 3 4 5 7 3 8 30

상생협약 미 준수 0 0 0 2 2 2 6

단체활동방해 5 3 8

상생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해태하거나거부하는경우부당노동행위에관한규율과유사하게불공

정행위로규율할필요가있다. 가맹점주단체임원활동을이유로계약갱신거절등의보복행위를하는

경우, 철저하게조사하여반드시과징금부과나형사고발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가맹점주단체의정당

한활동과사회적교섭을보호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점주단체의등록제도를신설하여공신

력을높임으로써, 가맹점주단체의교섭요구를가맹본사가임의단체라는이유로해태하는일이발생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분담을 위한 사회적 교섭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소상인
8)
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저임금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래

<표 4>와같이고용인원 1∼4인규모의소상공인들에게고용된노동자들의임금은미국과비교하여

53.3%, 일본대비 73.8%, 프랑스대비 64.5%로매우낮은것을알수있다. 500인이상대기업이경우

미국, 일본, 프랑스의 대기업과 비교하여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점과 비교된다.
9)

<표 4> 종업원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

(단위: PPP 기준 US $, %)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는 자영업자 등이 영위 하는 유통, 식품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9) 위 표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임금 비교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하여 

연장근로 등 많은 노동시간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자들 평균 노동시

간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한국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자 임금 보다 높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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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2017)

미국
(2015)

일본
(2016)

프랑스
(2015)

미국
대비

일본
대비

프랑스
대비

1-4 1,990 3,731 2,655 3,083 (53.3) (75.0) (64.5)

5-9 2,945 3,071 2,962 3,321 (95.9) (99.4) (88.7)

10-99 3,490 3,450 3,257 3,503 (101.2) (107.2) (99.6)

100-499 4,267 4,029 3,506 4,164 (105.9) (121.7) (102.5)

500이상 6,097 4,736 4,079 5,238 (128.7) (149.5) (116.4)

전 체 3,302 4,200 3,504 3,811 (78.6) (94.2) (86.6)

환율: OECD stats. PPPs and exchange rates(2018. 10. 17 기준)

자료: 노민선(2018: 103)

가맹사업은자영업중에서다른업종에비하여상당한고용을하고있는분야이다. 전국22만여개의

프랜차이즈가맹점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수가90여만명에달한다.
10)
그중편의점업계의가맹점주들

이최저임금인상에가장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고최저임금반대여론형성에주도적인역할

을하고있다. 심야영업강제등본사가요구하는영업방식때문에최저임금에미달하는저임금의아르

바이트생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가맹사업의경우가맹점의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제외하고도매장을본사가임대차하여제

공하였는지에따라큰차이가있지만, 가맹본사가가져가는가맹수수료가 35∼50%에달하기때문에

가맹점주의영업이익은매출액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월 200만원정도로자기임금수준의소득

도확보하지못하는편의점주들도많아아르바이트생들의최저임금인상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등에서대기업본사의영업표지를사용하지않고, 독자적인상호로영업하고

있는독립자영업자들을최저임금인상정책에가장큰부담을안고있는것처럼보도되고있으나, 독립

자영업자들은본인또는가족노동에의존하고있어고용규모는크지않다. 자영업자들이생계의어려움

에처해있는것은과도한자영업자증가로인한과당경쟁, 경기침체로인한매출부진, 온라인판매증

가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이렇게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받고있는대표적인계층은독립자영업자계층보다는대부분

고용노동자를두고있는가맹점주들이나대리점주등이라고할수있다. 가맹점주단체들은최저임금이

평년의인상률을상회하는수준에서결정되면가맹수수료조정등을통해대기업본사도부담을나누

는방안을줄곧요구해왔는데, 이러한요구를반영하여2017년 12월개정된표준가맹점계약서는최저

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분담하기위하여가맹점주단체가가맹수수료인하등의협상을할수있는

권리를부여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새로운표준가맹점계약을체결하고있는가맹점본사는많지않

다. 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본사에게표준가맹점계약서를채택하도록행정지도를하는방식으로는한계

가 있다.

가맹점주단체들은본사와의상생교섭을통하여표준가맹점계약서를채택하는교섭을할수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서가맹점주단체들은가맹사업법제14조의2를근거로가맹점주단체구성권과상생교섭

10)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 가맹점 수와 종사자 현황” 2018.

    www.franchis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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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실질적보장을요구해왔는데, 가맹본사들이소속된연합단체인“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공정거

래위원회와협의를통해2017. 10. 27. 가맹점주단체의상생교섭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도록하는

자정실천방안을발표하였다. 자정실천방안은1) 100개이상가맹점주가있는가맹본부의가맹점주단체

의무화, 2) 가맹사업자협의권보장, 3)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제도확산, 4) 유통폭리근절-필수

물품 지정안 마련, 5)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해 보복행위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대리점거래 등으로 사회적 교섭의 확대

자동차, 이동통신, 우유, 주류, 식료품등의판매대리점주단체는가맹점주단체보다더일찍구성되

어있고, 본사와사회적교섭의경험도더많았다. 소위 “갑을(甲乙)관계”의심각한불공정문제를사회

에알린 “남양유업”사건도그주체는남양유업대리점주단체였다. 자동차판매대리점주협의회, 이동통

신대리점주협의회등업종별대리점주단체연합회도이미구성되어있다. 그리고각지역별유통상인

단체들과이러한대리점주단체들이주축이되어“한국자영업자상인총연합회(약칭 “한상총련”이라고

한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가맹점주단체들이가맹본사와사회적교섭을통해사회적협약을체결할

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으나, 그뒤같은취지의내용으로추진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대리점법”)”이 2015. 12. 22. 법률제13614호로제정될당시, 가맹사업법과같은사회적교섭과

사회적협약에관한내용은반영되지되었다. 그결과같은자동차정비업체협의회내에서도현대, 기

아자동차정비업체협의회는가맹점주단체로인정받고있으나, 르노, GM자동차정비업체협의회는

가맹점주단체가아닌대리점주단체로취급되고있다. 문재인정부의공정거래위원회는대리점법의경

우에는 대리점주 단체구성권만을 우선 도입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거래와대리점거래에서점주에대한보호에수준에서상당한격차가벌어지자대기업본사들

은가맹점거래를회피하려는편법을동원하는경향이늘고있다. 프랜차이즈본사의영업표지즉,브랜

드를사용하는공식적인가맹점수수료는받지않고, 점주가필수적으로본사로부터공급받아야하는

물건의가격을시중가격보다높게책정하거나광고비등다른명목으로수수료를받으려하고있다.

이렇게본사가점주로부터받는수수료를명목이나구성내용에따라보호의범주를달리하면, 이러한

가맹사업법의규제를벗어나기위한탈법적계약이더늘어나게된다. 무엇보다대리점의경우에도전

속대리점이나50%이상을특정본사에서공급하는물품의판매에의존하는대리점과같이사실상가맹

점과본사와거래의종속성이가맹사업과동일한대리점거래에대해서는대리점주단체구성권과교섭

권 등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가맹·대리점사업분야에서지금까지는점주들의단체구성권이나교섭권이법적으로보장되어있는

수준이낮고, 이들의교섭요구는오히려대기업본사에대한담합행위, 업무방해등의불법행위로취급

되기도하였다. 하지만가맹거래관계에서는최근에 50여개가넘는가맹점주단체가구성되어점주단체

가점주들을대표하여거래조건개선을위한집단적교섭을통해일정한규범력을가지는협약을체결

하는거래문화가정착되고있고, 대리점주단체들도법외단체이지만소위“甲乙관계” 개혁에대한사회

적지지여론에힘입어사회적교섭을통해거래조건개선에관한협약체결로나가는 사례가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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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II. ‘납품대금 공정조정 제도’등 사회적 교섭 제도의 발전전망

1. 납품거래 중소기업의 저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효성

노동시장의양극화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고용형태별로도크게벌어지고있으나, 그와함께대기업

과중소기업노동자사이에서도큰격차를보이고있다. <표5>에서보듯이1977년대기업(300인이상

사업체)평균임금의77.3%를차지하던중소기업(300인미만사업체) 노동자의평균임금은2000년대이

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2017년 65.1%를보이고있다(노민선. 2017). 특히“대기업본사―1차벤더―2

차벤더” 등으로수직계열화되어있는제조업전속거래구조하에서는원청대기업시간당임금(성과급

포함)을 100으로 하면 1차 벤더기업 54%, 2차 벤더기업 51%, 3차 벤더기업 42% 등으로 수직계열화

구조의밑에있는하청·협력업체노동자의저임금실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안주엽. 2015).

<표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용임금총액 격차(전산업)

(단위: 천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중소규모(5∼299인, A) 1,344 1,775 2,426 2,834 3,351

대규모(300인이상, B) 1,739 2,629 3,744 4,424 5,145

A/B 77.3% 67.5% 64.8% 64.1% 65.1%

자료: 노민선(2017)

수출대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중소기업을대기업의수직계열화하는정책은
11)
부품·소재를생산하

여납품하는중소기업들이완성품을조립하는특정대기업과만전속적으로거래하도록하는거래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전속적거래구조에서는대기업본사가납품거래관계에있는중소기업의원가구

조를파악하여납품대금을정하는거래조건결정방식이형성됨으로써
12)
중소기업노동자들의임금을사

실상대기업본사가결정하는통제시스템이만들어져왔다(산업연구원. 2018: 11). 대기업본사의경쟁력

이부품·소재의저가공급에크게의존하다보니납품대금인하가수시로일어나고이러한불공정한거래

조건으로인하여납품거래관계에있는중소기업의임금지급여력이지속적으로저하되었다. 따라서저

임금노동을해소하려는정책은저임금노동자를주로고용하고있는특히자동차, 전자, 조선등전속적

거래구조하의 2,3차 벤더 중소기업노동자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11) 이러한 수직계열화를 촉진하는 법률이 1975년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그 뒤 수직

계열화 보다는 대등한 상생협력이 강조되면서 법률의 명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로 개정되었으나, 수직계열화 된 거래구조가 대등한 상생협력구조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다. 

12)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원가)자료 요

청금지 위반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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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다면적 ‘사회적 교섭’ 의 필요성

‘시간당최저임금1만원’과같이법정임금의인상목표를정해놓고지속적인인상을추진하는정책은

저임금노동자의증가로인한근로빈곤층의확대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느정도보편적경향을띠고

추진되는정책이라할수있다. 미국의경우저임금노동자가많은캘리포니아주와뉴욕주등은주법

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고 있고,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15%인상하여이미15달러의최저임금을시행하고있다. 대처정부이래최저임금

인상을억제해왔던영국의보수당정부도최저임금과별도로25세이상의노동자에게는“국가생활임

금제도”를도입하여, 2020년까지 9파운드의목표를향해법정임금을인상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법정최저임금제도가없었던독일도비정규직일자리증가로저임금노동이늘어나자최저임금제도

를도입하였다.
13)
미국과영국등의경제규모를고려하면15달러나9파운드

14)
는한국의최저임금1만원

과동일한수준이라할수있다. 저성장의늪에빠진세계경제의출구전략으로 ILO등의국제기구들에

서도권고하고있는정책이고, OECD 등에서제안하고있는포용적성장도그궤를같이하고있다.

앞서검토해본바와같이최저임금인상정책이지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 저임금노동자를많이

고용하고있는납품거래관계의2,3차벤더에위치해있는중소기업이나본사와종속적거래관계를맺

고있는가맹·대리점주들이본사와의거래조건이나거래관계에서의지위를향상시키는정책이병행되

어야한다. 특히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중소기업이나점주들의단체가본사와의거래조건개선

을위한 ‘사회적교섭’의틀에서대기업본사와분담할수있어야한다.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

대기업이함께부담하도록하는대표적인교섭구조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

“)” 제16조의 2에있는납품대금조정제도이다. 하도급법상의납품대금조정제도는종전에원재료가격

변동이있을경우납품대금을조정할수있도록한제도인데, 2018년 1월법개정으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변동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5)

인건비가하도급계약금액의 10%이상을차지하고최저임금이 7%이상인상되는경우개별중소기

업이나중소기업단체가납품대금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018. 1. 6. 발표된표준하도급계약서는체

결하여원도급업체가지원받은금액을일정비율에비례하여2차하도급업체에지급하도록하고, 2,3차

협력업체들이적극적으로납품대금조정신청을하도록하고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보급하여2,3차

협력사들이 1차협력사와최저임금인상에따른납품대금조정을신청하도록하고재벌대기업본사들

이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교섭을 중재하거나 지원하도록 교섭할 수도 있다.

또한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원사업자와하도급사업자사이의하도급거래에서뿐아니라상생협

력을기본으로하는상생법상의수탁기업협의회도납품대금조정을할수있도록“대·중소기업상생협

13) 흔히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7.5달러에 불과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비교하곤 하는

데, 우리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도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 뉴

욕, 시애틀 등 대도시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유의미한 비교 기준이 될 것이다. 영국도 이제 20세에서 24세의 청년

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되는 국가생활임금이 우리의 최저임금과의 비교에서 유의

미성을 가진다.

14) 1파운드는 2018년 환율기준으로 1,470원 정도이다. 

15) 2017.12.29., https://goo.gl/s9r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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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상생협력법“)”에도하도급법제16조의2와같은제도가도입되었다. 2018년

2월기준으로대기업본사와 1차협력사간수탁기업협의회는 160개, 1차협력사와 2,3차협력사간수탁

협의회는 300개, 수탁기업협의회 소속사는 약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이러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대기업본사가분담하는교섭의필요성은백화점, 대형마트

등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사이에서도요구되고있다. 2018년 1월개정된대형유통점과납품업체사

이의표준납품계약서에는최저임금인상등으로인해공급원가가상승하는경우, 납품업체가대형유통

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6)

그러나중소기업이나중소기업단체들이납품대금조정신청이나불공정행위신고에쉽게나서지못하

는것은대기업의납품거래단절이나단가인하등의보복조치가두렵기때문이다. 납품대금조정제도의

경우에도납품대금조정신청을하였다가대기업의납품계약단절등의보복조치를우려한중소기업의회

피로사실상작동되지못하고있다. 사회적교섭의틀로서의“납품대금공정조정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

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납품대금조정신청에따른보복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철저한조사와

검찰고발등의제재가뒤따라야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8a). 공정거래위원회(2018a)는가맹, 하도급등

에서의보복조치에대해서는10배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하겠다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집행체계개

혁 TF 논의를바탕으로공정거래법전면개정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확산하겠다고하고있다.

3. 대기업들의 자발적 상생노력과 사회적 교섭의 틀로의 제도화

2018년 4월 6일각재벌그룹별로최저임금인상에따른대중소기업상생방안발표가있었다(공정거

래위원회. 2018b).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등11개그룹은대부분1차협력사가2차협력사의최저

임금인상이나현금지급비율상향등거래조건개선을위해기금을조성하여무이자나저리대출을

하는예년의상생방안을내놓고있다.직접최저임금인상에따른보전을위해총액규모의기금을출연

한경우도있다. 네이버는처음으로하청업체노동자의최저임금대비 110%의 임금목표를설정하고

그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1차협력사와하도급대금을정하는상생방안을보여주었다. ‘CJ그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장기근속 지원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대기업들의최저임금인상에따른책임분담상생노력은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회적갈등의

심화에대기업들도책임분담을해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에힘입은바크지만, 제도화되지못한한계

도분명하다. 실제로정부의책임분담노력권고에맞추어종전에집행을앞두고있었던하도급업체

금융지원을최저임금인상에따른자금집행으로용도전환을한사례도많았다. 또한대기업본사들과

직접거래관계를맺고있는1차벤더기업들보다는최저임금인상부담이큰 2,3차벤더에본사의상생지

원이집중되어야하는데, 대기업본사는1차협력사들로하여금2차협력사노동자의최저임금인상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네이버’그룹은 2차협력사에게정해진목표의대금지급을하였다는확인서를제출해야만 1차

벤더협력사에게중도금과잔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상생지원정책의실효성을높이려하고있다. 대

16) 2018. 1. 8., https://goo.gl/My15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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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본사들은 1차 협력사들에대한부당경영간섭이될수있다는이유로이러한 2,3차 벤더에 대하

직접적인지원의역할을회피해왔다. 2018년 7월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1차협력사로하

여금 2차이하협력사와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해계약을체결하도록독려하는행위, 공정거래협약

을체결하도록하는행위, 1차협력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비용을지원하고, 그지원범위

내에서2차이하협력사에게동일한지원을하도록독려하는행위는불공정행위로보지않는다고명시

하였다. 대기업본사와1차벤더기업, 2,3차벤더기업이한자리에모여사회적협약을통해본사의상생

지원정책이직접 2,3차벤더저임금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인상에지원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4. 중소기업 강국전략과 ‘사회적 교섭’의 활성화

독일의중소기업카르텔은구매공동체와판매공동체가있는데, 중소기업은납품등에있어컨소시엄

을구성하여공동으로대기업에납품함으로써협상력을높이고있다. 1990년대에는약 1,500개이상의

업체가180여건의공동행위에대해중소기업카르텔로승인받았다(위평량. 2010: 8). 독일은우리공정

거래법제19조의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금지하는취지의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카르텔

금지규정있고2005년 EU의카르텔규제지침에따라카르텔금지범위가확대되었으나, 여전히중소기

업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는경우에는공동행위를허용하고있다(제3조). 독일은연방중소기업경제

협의회(BVMW) 등의중소기업협의체가있어각지역별, 업종별로조합설립을지원하는데, 40여개분

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가입되어있다. 15개 주별로 200여개의지역협의회도운영하고있다.

도요타의소위“3:3:3”이라는성과공유제방식
17)
도토요타의일방적인납품단가인하의불공정행위로

만귀결되지않고원가절감의성과의일부를중소기업에일부귀속시키는방식의합의에이르게된것은

납품하는부품중소기업들이협동조합을통해집단화되어있기때문에활성화될수있었다. 일본의중소기

업협동조합의수가47,207개이고조직률이70.5%에달한다. 일본의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의대부분이

공동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그중형태자체가사업조합인협동조합이37,755개로80%가넘는다.
18)
그러

나한국에서는중소기업협동조합단위로대기업과납품대금에관하여사회적교섭을하는것은공정

거래법 제19조의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제19조 단서에중소기업경쟁력강화의필요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인가를받는

경우공동행위가허용될수있으나공정거래위원회가이러한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를인가해

준경우는지금까지없었다. 과거레미콘업체들이대형건설사들을상대로레미콘단가인상을등을요

구하다공정거래위원회의담합행위처벌경고에집단행동을단념한사례도있다. 독일의경쟁제한방지

법에서는중소기업의공동행동은담합행위의적용을규정하지않고사후적으로가격담합등경성담합

에해당하는경우에만규제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일본도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동에대해서는

17)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

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수립.

18) 2015년 6월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의 수는 927개이고, 회원사는 70,775개. 전 산업의 조

직률은 2.14%, 제조업 조직률은 9.47%에 불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조합은 357개로 30%에 

불과하고, 사업조합의 공동사업의 내용도 단체수의 계약이 공동관계사업의 94%임. 단체수의 계약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 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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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적용을제외하고있다.독일이나일본과같이중소기업단체가거래조건개선이나경쟁력향상

을위해추진하는공동행동에대해서는담합행위사전규제를제외하고, 가격담합등에해당하는경우에

만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서중소기업이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서도공동기술개발, 공동투자, 공동교섭, 공동

브랜드가격등다양한중소기업단체들의공동행위가이루어져야한다.독일이나일본등중소기업강국

처럼중소상공인단체가거래조건개선이나경쟁력강화를위한공동행위는담합행위에서제외하여이

러한중소상공인단체가대기업들에게공동교섭, 공동브랜드사용, 필요하면공동가격정책을추진하는

등경성담합의수준에이르지않는한다양한방식의공동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IV. 사회적 교섭을 통한 이익공유제의 실현

1. 이익공유제의 의의와 유형

대기업친화정책을표방한이명박정부는대기업들이기대와달리적극적인투자와고용증대에나

서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심화되자 집권 후반기에는 ‘공정사회’를 표방하고

2010년 12월동반성장위원회를출범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주로대기업과중소기업단체의자율협약

을통해위한중소상공인의영위하는적합업종에대기업의진출을자제하고이미진출한대기업의사

업이양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국무총리를역임한당시정운찬위원장은2011

년초 ‘공정사회’로가는방법으로적합업종보호와함께초과이익공유제를제안하였다. 대기업과협력

업체사이에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초과하는이익을공유하는동반성장협약을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당시전경련회장이었던이건희삼성회장은전경련회장단회의에서이익공유제에

대해공산주의국가에서쓰는말인지모르겠다고비판하는등재계가크게반발하였다. 그뒤이익공유

제논의는구체적추진방안을찾아가는것이아니라, 도입자체를둘러싼이념논쟁으로흐르며진전되

지 못하였다.

정운찬위원장은당시에초과이익공유제를설명하면서삼성전자는목표이익을달성하면임원들에게

수백억의성과를배분하고있는데, 이러한성과배분제를하도급업체들과도시행하자는취지로설명한

바도있다. 삼성전자는연초설정한목표이익을초과하면그 20%를재원으로 50%까지임원에게배분

하는성과배분제를실시하였고, 2010년과 2011년 1조원이상을배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당시

에는2009년세계적인금융위기이후원자재가격이급등하였음에도이를납품대금에반영하지않아협

력업체들이납품대금원자재가격연동제를요구하고있었고, 경기침체에따른부담을납품단가인하

등으로협력업체에전가하는현상이강화되고있었다. 대기업들이얻는초과이익에는이러한협력업체

들의희생이포함되어있다는문제의식이있었고, 이러한초과이익의일정비율을적립금으로적립하여

협력업체의기술개발이나임금인상지원등에사용하자는취지로초과이익공유제개념이제기된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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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는추상적인담론수준의개념이아니라, 현실에서다양한유형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

이다. 영화산업의경우에는영화배우, 배급사, 제작사사이에영화수익에서제작비용을제한순이익을

배분하는순이익공유제나관람관객수가일정한수이상이면추가로수익을배분하는이익공유제가일

찍부터발달해왔다. 이렇게순이익공유제는참가한협력업체들사이에총수입에서총비용을뺀순이

익을공유하는제도로 1920년대 할리우드영화산업뿐아니라, 미국패스트푸드가맹사업(도미노피자

등)과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건설산업등에서시행하고있다. 스포츠중계방송이나게임산업, 인

터넷콘텐츠업계등에서도광고수입이나조회수에따라수익을배분하는이익공유제가보급되어있다.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광고수입 공유제, 인터넷 마케팅 사업 제휴협정 등이다.

제조업의경우에도성공가능성을확신할수없는신상품을출시하려는대기업의입장에서신제품의

부품·소재를조달을위해부품설계와금형제작등신규투자를해야하는협력업체와실패에따른위험

을 공유하는 대신, 성공하는 경우 그 판매수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 방식의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

1970년대영국의항공기제조업체인롤스로이스는차세대항공기엔진생산을위해협력업체이러한판

매수익공유제협정을체결하여사업을성공시킨바있다. 이러한이익공유방식을“판매수입공유협정”

이라고하는데, 새로운신제품, 새로운서비스를출시하는대기업과그협력업체들사이에서 “실패에

대한위험”과 “성공에 대한수입”을함께 공유할필요성에서추진되고있다. 미국의 자동차생산업체

크라이슬러나, 에어컨제조업체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다나코퍼레이션등도이러한이익공유제

방식으로협력업체와부품·소재혁신을유도하고있다. 이러한“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대기업과협력

사들이연초목표이익을설정하고그목표치를달성하면그초과이익을배분하는제도이다. 국내에서도

인터넷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등), IT, 제조업일부에서이러한이익공유제를일부시행하고있

다(곽정수. 2011).

문재인정부는대·중소기업간상생협력의방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를 추진하면서, 이익공유제가

다시논의되고있는데, 아래에서는이익공유제유사한모델로서도입되거나도입이시도되고있는외식

가맹사업분야의구매협동조합모델과편의점분야의최저수익보장제모델을검토해보고, ‘사회적교

섭’을 통한 이익공유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외식 가맹사업 분야에서 구매협동조합 모델

피자, 치킨, 김밥등외식가맹사업에서제기되고있는가맹본사와점주단체사이의가장핵심적인

분쟁이슈는가맹본사가영업표지의사용대가로가맹수수료를받는사업방식이아니라시중에서가맹

점주들이쉽게구할수있는물품들을시중보다몇배비싸게독점공급하여물류공급에서발생하는

초과이익으로사업을영위하려한다는점이다. 특히가맹사업이점점포화되면서가맹본사는가맹점

출점이될때마다물류판매등으로수입을늘리고있으나가맹점주는과당출점경쟁으로수입이줄어

든현상이심화되면서가맹본사와가맹점사이에분쟁이격화되고있다. 브랜드가치가체화되어있는

필수물품외의물품을구입하도록강요하는행위는 ‘끼워팔기’나 ‘구입강요’와같은공정거래질서를해

하는불공정행위에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가맹거래관계에서의특수한불공정행위로이러한필수물

품외의물류구입강제행위를불공정행위로규율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필수물품리스트를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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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외의물품강요나필수물품도시중보다지나치게고가로구입하도록강요하는행위를단속하겠다

고 하고 있으나, 가맹본사들의 반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의본고장인미국의경우에도외식가맹사업이포화상태가되면서, 가맹본사가가맹점을늘

려매출을더이상늘리지못하고, 가맹점주에대한물류비용인상으로수익을늘리려하면서가맹본사

와가맹점주사이에갈등이심화되었는데, 1980년대맥도널드,버거킹, 도미노피자등미국의외식프랜

차이즈산업계는필수물품외의물품은가맹점주들이구매협동조합을만들어구매할수있도록함으로

써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파리바게트본사와가맹점주단체들은신제품을개발하여대중화에성공하는경우그제

품판매로얻어지는이익의일부를가맹점주에게배분하기로하는성과공유제를시행하기로한바있다.

특히가맹본사오너의사회적으로비난받는행위와가맹점에대한갑질행위로브랜드이미지가실추하

고, 가맹본사와가맹점주단체사이에갈등이격화되었던미스터피자에서 2018년 7월서울시의중재로

가맹본사와미스터피자 가맹점주연합회사이에 구매협동조합을설립하고 20여개의 물품에대해서는

이러한구매협동조합을통하여공동구매하기로합의한바있다. 미스터피자사례나 1980년대미국의

외식가맹업체구매협동조합사례와같이사회적교섭을통한상생협약을통해이익공유내지비용절

감을 위한 거래조건의 사회적 교섭 틀로서 구매협동조합 모델은 의의가 있다.

3. 편의점 업계의 최저수익보장제

편의점은프랜차이즈가맹점업계에서도본사에대한종속성이가장강한분야이다. 판매상품이대

부분본사가지정하는상품이고, 해당상품에대한판매가격과이익, 진열방식이나판매방식등이이미

본사에의하여지정되어있다. 판매수익에서본사가가져가는수수료도매우높은편이다. 매장인테리

어나영업시간등도본사가지정된방식에따라야한다. 이러한종속적거래관계때문에일본의노동위

원회는편의점주단체가본사에상생교섭을요청하였는데, 이를거부한것에대해서편의점주단체가노

동조합에해당할수있다며편의점주단체의교섭요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

과당출점으로편의점가맹점수가늘어나면본사는매출액이늘어나고매출액에비례하여일정한

가맹수수료를받을수있으니이익이계속늘어나지만가맹점주들은생존의위기에몰리게된다. 가맹

점계약전에해당지역에서예상되는매출액등에관한정보를공시해야하는데, 해당편의점가맹점이

출점하면매출액이얼마나줄게되는지, 그리고그뒤다시새로운타사편의점이더출점하게되는지에

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않으니출점하면서이미예상매출액이나오지않고, 다시타사가맹점이

인근에출점하면생존의위기에몰리게된다.
19)
그래서편의점본사와편의점가맹점주사이의사회적

교섭의핵심쟁점도편의점본사의과당출점제한하는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였다가박근혜

19) 2013년 3월 경남 거제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던 청년이 적자에도 24시간 운영을 강요당하는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대기업 본사와 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 문제에 주

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11월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편의점주가 한 달 수입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당

시 월166만 8,329원)에도 못 미치고, 제때 본사송금을 못해 연 10%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현실에서 이를 비

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경향신문, 2015.11.1. “편의점 대책 쏟아냈지만. 또 ‘을’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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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규제완화정책의일환으로폐지했던편의점사이의거리제한을다시고시하는것도하나의

문제해결방식이될수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편의점을새롭게출점할때마다본사도그에따른책임

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점에서편의점가맹점에대해최저수익을보장하는일본의사례는편의점업계의사회적교섭

에의한상생모델로참조할만하다. 일본의경우에도비록우리에비할바는아니지만과당출점과편의

점의낮은수입, 과중한업무등이사회적문제가되었고, 편의점본사와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

제”라는방식으로상생방안을찾았다. 우리편의점업태가일본의편의점업태를그대로모방하여수입

한것에서알수있듯이, 편의점매출수익의분배방식은일본과한국이유사하다. 가맹점주는계산대

POS시스템을통해각매장이상품판매및매출액정보가본사에모이고매출액총액을전부본사에

송금하는데, 이러한총매출액에서상품원가와가맹수수료를빼면 ‘1차매출수익’이나온다. 일본의편의

점본사들은 ‘1차매출액’에대한 “최저보증제”를시행하고있다. 1980년대가맹점출점경쟁이치열했던

시기에 상생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일본도한국과마찬가지로본사가점포를제공하여가맹점주가월세를내지않는타입(FC-cn)과가

맹점이월세를부담하는타입(FC-bn)이있는데, 편의점로손은 FC-cn타입에서 1차매출이익으로연

간 1,860만 엔(1억9천만 원), 매달 155만 엔(1,580만 원)을 보장한다고 한다. 가맹점주가 월세를 내는

FC-bn타입에서는최저보장액이더높아편의점세븐일레븐의경우, 연간보장액이2,200만엔(연2,400

만원)을보장하고있다. 편의점가맹점주는1차매출수익에서아르바이트생급여, 전기·가스비,떨이판

매손실, 소모품비등의매장영업비를등을공제해야하는데, 편의점로손은떨이손실일부와전기료

일부를지원하는방식등으로이러한매장영업비를공제한순이익을월 45.8만엔(486만원)을보장하

고 있다.
20)

KTX를운행하는코레일의자회사로각역사의편의점인 “스토리웨이”를운영하는코레일유통은

2018년운영수익금이낮은매장에근무하는직원에대해서도최저임금을보장하기로하였는데, 매출액

이낮은매장에대해서도최저수익보장을하는방식을통해최저임금지급능력등을확보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민간부문에서도 CU가맹점주단체가최저수익보장제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본사에서 장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4. 사회적 교섭을 통한 이익공유제 실현과 저임금 해소에 활용

이익공유제는법으로강제하는정책이아니라, 상생협력법제8조의성과공유제와같이본사와가맹·

대리점주단체내지중소기업협동조합등이사회적교섭을통해협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추진될수

있는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21)
를한국형 ‘이익공유동반성장모델’로중소기업의경

영혁신, 기술력향상, 근로자임금격차해소등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추진

방식에대해서는대기업옥죄기아니냐는비난을지나치게의식한탓인지, 주로세제혜택등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20) SBS 뉴스. (2018.7.26.). “[월드리포트] 일본 편의점은 19억 매출 중 얼마를 남기나?”

21)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 배분제”를 “협력이익 공유제”로 부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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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1월국내·외기업들이실시하고있는협력이익공유사례를확산을위해

소위 “세제 3종패키지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중치(3),

수·위탁정기실태조사면제, 동반성장평가우대, 공정거래협약평가우대등)” 인센티브정책을추진

하겠다고발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세제혜택등의인센티브제공정책만으로이익공유제를

도입할대기업이얼마나있을지의문이다. 오히려가맹·대리점주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이대기업

본사와사이에서거래조건개선과경쟁력향상을위한방안의하나로이익공유제모델을교섭할수있

도록지원하는방안이더효율적일수도있을것이다. 이와유사한내용으로파리바게트가맹본사의

경우가맹점주들이제안하거나추천한제품이성공적으로판매에성공한경우에는그이익의일부를

나누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등의공기업들은부품납품업체들과부품의국산화개발등에성공한경우에는

그성과에따른이익을나누기로하는성과공유제협약을체결하고있다. 한편플랫폼경제를이끌고

있는구글,애플, 아마존등은오히려이러한이익공유제등을통한수많은콘텐츠생산업체와의네트워

크협력체계구축이사업기반이되고있다. 융합기술이중심이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대기업과

협력업체관계가수직적종속관계가아니라수평적협력관계가되어야한다. 대기업과하청중소기업들

이부품의모듈화, 소재의다양화등협력적인기술개발사업을추진할때, 이러한기술개발의성과를

공유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안으로도 이익공유제를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회사와임원들사이에서추진된초과이익배분제는연초설정한목표이익을초과하는

이익이발생한경우그20%를재원으로하여임직원들에게최대연봉의50%까지배분하는시스템이었

다. 2010년초와2011년 1조원이상을배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정운찬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등

이제기한이익공유제논의는위와같은사내유보금이나목표초과이익을대주주에대한배당이나임

직원에대한성과급으로만사용하지않고원청대기업과하청중소기업사이의협약을통하여이익공

유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으로적립하여그적립금중일부를현금으로배분하고나머지

를 2차협력사의기술개발이나인력지원금으로사용하자는취지도반영되어있었다(홍장표. 2012: 18,

19). 이익공유제는현재대·중소기업격차를해소하기위해대기업과하청·협력업체사이에이익의목

표를설정하고목표를초과하는이익에대하여중소기업노동자임금인상기금이나중소기업기술지원

기금 등을 만들어 하청·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임금인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19년 5월에는제화공노동자들이 4대보험에도가입하지못하고있는자신들의경제적조건을향

상시키기위해구두주문생산하청업체사장들과함께구두를최종판매하는홈쇼핑이나백화점등에

서의판매수수료를인하하는운동을벌이고있다. 전체구두가격에서판매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이

35~40%나되니원재료가격등을제외하면원청이나하청업체도이익의규모가적어제화노동자들의

4대보험가입이나임금인상등이어렵다. 제화공노동조합이이러한구두제품의생산-유통구조의근

원적문제점을파악하고, 과감하게유통독과점구조에서의독과점초과이익의시정을요구하고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나민주당을지로위원회등은이러한제화공노동조합의판매수수료인하운동을계기로대

형유통점, 구두브랜드원청회사, 하청회사, 제화공 노조 4자 사이의사회적교섭을통한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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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있다. 노동조합이당장의교섭상대인하청업체사용자와의단체교섭에만매달리지않고복잡

한유통거래구조전체의상황속에서다면적사회적교섭형태를통한문제해결에나섰다는점에서

의미가있다. 4 당사자사이의사회적교섭이추진된다면과도한독과점유통구조에서의초과이익의

일부를기금으로조성하여우선적으로제화공노동자들의 4대보험가입비용이나최저임금보장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

V. 결론 : 정형화된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교섭이 활성화 되어야

노동조합과단체교섭제도에비하면중소기업단체나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등의조직력은낮

은상태이고, 다양한사회적교섭이축적되고있으나거래조건이나거래관계의지위가획기적으로개선

되는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 그래서이글에서강조하고있는사회적교섭을통해납품거래관계의

중소기업이나가맹·대리점거래관계의자영업자들의거래조건을개선하고, 더아나가그들에고용되어

있는저임금노동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는방안이실현가능성이떨어지고선언적수준에머물것이라

는비판도제기된다. 재벌기업집단이시장을독점하고하청중소기업이나노동자와이익을나누는데

인색한한국의현실에서독일이나일본등중소기업강국에서나타나는중소기업단체의거래조건개선

을위한사회적교섭, 공동행동이나더나아가대·중소기업노동자간의임금격차해소노력은먼나라

얘기일 뿐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지금은가장보편화된사회적교섭의틀인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의단체교섭도150년전에

는노동력의가격인임금을담합했다하여, 공정거래법위반으로처벌받는사회적으로불법행위로간주

되기도하였다.
22)
그뒤노동자들의근로조건개선과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치열한투쟁과, 임금교섭

을통한소득의재분배가내수경제활성화등의효과를통해사회공동체전체의이익에도기여한다는

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어, 단체교섭은합법적지위를획득하고, 한국의경우헌법상기본권의지위로

까지격상되어있다. 사회적으로외면받거나불온시되었던사회적교섭제도가발전하는데많은시간

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사회적교섭의발전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장기간의투쟁을거쳐미국의

1980년대가맹사업상생모델로정립한물류구매협동조합결성을합의하여물류비용부담을낮추고있

는미스터피자사례나, 본사와가맹점주단체, 제빵사노조가3자합의로제빵사노조의활동을인정하고,

가맹점주가제안한제품이정착한경우그이익의일정부분을나누기로하는파리바게트사례, 가맹본

사들과가맹점주단체사이에보이는정례적인상생교섭을구조적으로정착시키고있는롯데세븐일레

븐, 뚜레쥬르,파리바게트등의사례, 최저수익보장제확보를위한CU편의점가맹점주들의200여일이

넘게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각 영업표지브랜드별가맹점주단체구성을거쳐업종별, 전국적인가맹점주단체의연합조직결성

등노동조합의단체교섭처럼점주단체나중소기업단체들이낮은수준이나마사회적교섭을통해거래

22) 미국은 과거에,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셔먼(Sherman)법 상의 카르텔 금지

조항 위반으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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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개선이나자신들이처한경제적지위를향상해나가려는운동은발전해가고있다. 불안정한

비정규직고용이일상화되어있는유통산업노동자들을조직하고있는서비스연맹노동조합과대기업

의사업진출로인한생존의위기에몰린유통상인단체들이최저임금인상이나카드수수료인하등의

현안에서상시적으로연대하는등위와같은사회적교섭을지지하는사회적관심도높아지고있다.

20세기에급속도로성장해왔던노동조합과단체교섭시스템은21세기에들어와침체에빠지고있는

반면, 새로운경제구조가배태한양극화와근로빈곤의문제를타개해보려는경제적약자들의노력은

다양한방식으로표출되고있다.플랫폼경제가발달하면서이러한플랫폼대기업과종속적거래관계를

맺고있는독립사업자들의지위는그보호의정도에있어서는노동조합에의해보호받고있는노동자

들에비해더열악한지위에놓이는경우도많다.
23)
플랫폼과의거래구조에종속화되고있는독립사업

자들의거래조건이나사회적·경제적지위보호의측면에서도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의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교섭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문제도하청중소기업과노동조합사이의단체교섭뿐만아니라, 중소기업과대기업

본사사이의사회적교섭이병행적으로추진되어다면적사회적협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해결해야

할수도있다. 아직은익숙하지않아외면하고비관적으로바라볼수도있을것이나, 그래도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교섭의 시도와 축적되는 사례들이 변화의 시작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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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olving the Low Wage through

Social Bargaining between

Major Company and SMEs

24)Kim Nam-Geun
*

The policy to eliminate low-wage labor through the minimum wage increase should focus on

low-wage workers of SMEs, especially secondary or third vendors locating in exclusive deal

structure with major company. The another focus should be on workers hired by

self-employed people, such as franchisees, agencies. The problem is that SMEs and

Self-employed are under a chronic low-income structure because of poor trade terms with

large corporations or low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he exclusive trading structure, large

corporations investigate the cost of raw materials and labor costs of SMEs and determine

the payment amount so that only the minimum profit is left, thereby weakening the wage

hike of SMEs. Social bargaining must be promoted in order to improve the terms of trade

with large companies and to improve their status in trading relationships. Various social

bargaining should be promoted such as fair adjustment of delivery price, bargaining

negotiation of franchise fee, minimum profit guarantee system of convenience store industry,

and logistics purchase cooperative association of restaurant franchise industry so that large

companies share the burden of minimum wage increase

Key Words : Social bargaining, Minimum wage, Adjustment of delivery price, Cooperative

* Attorney, Law Firm “For the People”, Adjunct Professor, Law School, Korea University, The Chairman 

of the Seoul Economic Justi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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