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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
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사활적 이해를 걸고 국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지
만, 신기술이 고용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신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산업별 사례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간극을 메워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였
다.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
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
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
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는데, 미국은 선진 제조(advanced manufacturing)를 천명하고 각
종 지원책을 쏟아낸 바 있으며, 독일 역시 산업 4.0 개념을 중심으로 특히 디
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

으로 신기술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한
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발표 이후 1년만인 2021년 7월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1.0에서 사람투자와 고용안전망으로 표시되었던 영역
을 휴먼 뉴딜로 승격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사람과 사회의 능력 향상과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
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을 들이는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발을 맞추
었는데,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35년에는 제조업 강국의 중간 수준으
로, 2045년에는 제조업 강국 중 선두 대열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
다. 다양한 산업별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과 중점 영역 돌파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산학연 연계 방
식에 의한 추진 방식이 돋보였으나, 로봇 산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전히 많
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점 영역 돌파 방식은 전략적 산
업을 10개로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과 중첩되어 미중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향후 현장에서 정책 의
지대로 준수될 것인지, 준수가 된다면 기존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신에너지차 사례를 다루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
에서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솔린엔진을 중심
으로 한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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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
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에너지차와 탈탄소화, 그리고 그에 앞
서 진행되어 왔던 전자화 등은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
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경우는 탈탄소화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과 세제 혜택 등을 매개로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토대로 한 아이오닉5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에서 좋은 평
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기술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
나고 있지만,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에서는 엔진서브 공정이 없
어지는 것 이외에는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엔진서브 공정의 소멸과 엔진변속기 물량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
간 매년 2,000여명에 이르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전환배치를
통하여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기차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
듈조립업체인 MA사 사례, 배터리 셀 업체 L사, 이를 조립하는 배터리 팩 업
체 MN사, 그리고, 수소전기차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사슬
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기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일반론보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체와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무와
영역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일자리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그에 수반하는 전자화 등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탈숙련화와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유사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 기지이며, 소비처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등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차에 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왔다. 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에
너지차 부문에서도 세계 생산량과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터리 전기차 등의 선도업체들은 테슬라와 비야디(比亞
適) 등이며,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전통적 강자였던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

이나 광저우도요타(廣州豊田)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치폭스바겐이 돌진식 접근을, 광저우도요타가 점진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은 기존 고용관계와 생산방식의 연장선상
에서 전기차 생산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제품
기술의 급진적 혁신과 생산기술의 점진적 혁신이 대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두 기업의 대표적인 부품협력업체인 P사와 N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국의 네 개 기업 사례로부터 중국 고용관계의 특성들이 확인되었는데,
공회(工會,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기술훈련 등에서는 크게
발휘되지만, 임금이나 고용의 결정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민주적 선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
해왔던 N사에서조차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
에도 독일식, 혹은 일본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취해왔던 이치폭스바겐과 광
저우도요타의 경로의존적 전략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사와 N사에서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이 대
비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4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아직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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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정론을 넘어서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노동의 조
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4장은 섬유의류산업 사례이다. 섬유의류산업 내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
여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세계적으로 섬유의류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 사례와 한국 기
업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고용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은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 방직, 의류기업을 조사하였으며, 한편 알
리바바와 같은 IT기술을 이용한 의류생산 기업의 플랫폼화를 조사하였다. 한
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섬유, 의류 생산 기업
을 조사하였으며, 또 한 가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체계에서 맞춤
형 생산체계로 변화를 주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중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스마트화는 노동관계 관리에 적지 않은 변
화를 가져왔다. 생산 단위는 탄력적으로 변했고, 노동자와 기층관리자의 소득
은 현저히 높아졌고, 작업시간은 축소되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더 큰 직업
경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당 산업의 인력 육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노조·정부 각급 단위 부문·업종협회·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자에게 인재 육성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인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스마트화를 추진하였으나, 의류 제
작의 원재료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 과정을 기술과 노동이 함께 처리해야 한
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력감축에 대
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안정적인 노동관
계를 유지하여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원가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 경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며,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보면,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이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화, 정보화, 지능
화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이 아닌 자본집약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변
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요건이 상
승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지식과 기술 요건
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조건 상승
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재량권 상승 가능성도 보여준
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중국과 한국 모두 디
지털 기술의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결과 노동력에 의존하였던 산업이 자본과 노동력에
동시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화
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 단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섬유의류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한 산업 업
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는 투자되는 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한 통제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는 차이를 가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양국 모두 기능직과 기술직 근
로자들의 지식 및 숙련 요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지급하는 보상의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
련 산업 내 인력의 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으로 작업시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
이고 있다. 불량의 감소와 동시에 생산성의 증가는 초과근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동시에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사례
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지
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
을 자본과 노동이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 모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결국에는 사업체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
이 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5장은 플랫폼 노동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
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
이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과 배
달음식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
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기술발전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
구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저임금,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에 더해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배
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법적 측면, 사회보장 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과정, 향후 노사관계 전
망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주문플랫폼 기
업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배달 플랫폼 노

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인 배달수수료 문제, 할증요금,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AI 배차 시스템, 배달시간 제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음식주문플랫폼 기업 A사는 2020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였고
각 이슈들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
난해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안과 밖에서 각각 진행되어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산업 단위의 자율
협약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제회 방식의 상호
부조 활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의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발판을 다졌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플랫폼 경제는 디디추싱(滴適出行)으로 대표되는 교통이동
산업과 메이투안(美團) 및 어러머(餓了麽)로 대표되는 플랫폼 배달 산업이 이
용자 규모와 소득 비중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2020년
말 중국 음식배달앱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3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
추싱의 고용량만 계산해도 2019년 기준으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플랫폼 배달 산업 취업자는 하청(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의 두 가지 취업형태로 구분되는데, 하청배달원의 경우 플
랫폼이 제3의 용역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회사의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이며, 크라우드소싱은 플랫폼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
도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
하는 형태이다. 중국의 C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두 유
형의 배달원에 대해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성, 소득 수준 및 사회보장
가입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의 배달원들은 남성 위주의 ‘3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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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화, 저인적자본, 저사회적 자본)’으로 일컬어지며, 두 유형 간 소득수
준과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코로
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과 민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과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를 중국 정부
의 거버넌스 및 법률 규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플랫폼 경제
는 일련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독점 문제와 이용자 정보보안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각종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법체계
가 이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받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 노조와 사회
각계에서 함께 플랫폼 고용의 관리 규범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에
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특히 한국에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
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새
로운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
는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들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플랫폼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세
개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양분 또는 삼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 서비스 구조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

나는데, 한국의 경우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분리된 구조인데 반해 중국
은 대부분의 다른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라는 차이가 있다. 배달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0-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형 배달노동자는 전업보다 부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양국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들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 탈조직화와 탈고용관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기존
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에 대해 한중 양국 모두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차이점은 배달 노동자의 조직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 현황에서 발
견된다.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집
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 노
동자에 대한 공회 설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
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인파업이나 시위 등의 형태로 배달노동자들이 플랫
폼 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중국 당국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영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연구의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중
국이 한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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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돌입했다는 점, 따라서 양국 모두 신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이 민간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신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이 명시적 고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국
은 간접적, 사후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하여
전통적 숙련 노동자는 탈숙련화의 위기를 맞으면서 단순 오퍼레이터로 전락
하고 있다는 점, 관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점, 신기술에 조응하여 플랫폼노동이나 알리바바(阿里
巴巴)의 코뿔소(犀牛)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의 등장이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노조,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
향을 모색하는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공회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당과 정
부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규제력으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
기적으로 고용 감소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섬
유의류산업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외교적 리스크와 한국이 안고 있는 산
업기반의 약화와 같은 차별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거나, 탈
숙련화가 불가피하다거나 하는 기술결정론적 논의보다는 부문별, 산업별, 기
업별, 국가별로 신기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간 노동과 기술의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차 례

❙국문요약 ·····································································································5
❙제1장 서 론(조성재·장영석) ···································································27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28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30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30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산업적 표현, 플랫폼 ··························33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36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의 변화 ··················································36
2. 교육훈련과 노동보호정책의 필요성 ··················································41
제4절 연구의 방법 ···················································································45

❙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 ···· 47
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48
1.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한국판 뉴딜 정책 ···························48
2. 한국판 뉴딜 1.0과 2.0 ···································································49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52
1. 중국제조 2025 ···············································································52
2. 중국의 신경제의 발전: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60
제3절 소결 ·······························································································67
<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69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 ·········75
제1절 들어가는 말 ···················································································76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 83
1. 신에너지차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전기차 산업 동향 ···························83
2. 사례 연구 ·······················································································92
3. 한국편 소결 ··················································································127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133
1. 도입 ······························································································133
2. 신에너지차 산업정책과 업계의 발전 ··············································137
3. 합자·외자기업의 전략과 실천 ························································155
4. 토론: 자동차산업의 제조와 노동의 미래 ········································211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219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 ··· 227
제1절 들어가는 말 ·················································································228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231
1. 섬유의류산업 현황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 ····································231
2. 섬유의류산업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237
3. 기업 사례 분석 ·············································································245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275
1. 문제제기 ·······················································································275
2. 중국 섬유의류산업 현황 ································································278
3. 스마트화의 도입과 발전 ································································279
4. 정부의 태도 ··················································································280
5. 국제관계와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283
6. 기업 사례 분석 ·············································································284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319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 · 323
제1절 들어가며 ······················································································324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326
1.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 개괄 ···················································326
2. 한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332
3. 음식배달플랫폼의 인력활용과 노동과정을 둘러싼 쟁점 ··················347
4. 음식배달 플랫폼산업의 노사관계 ···················································352
5. 소결 ······························································································364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369
1. 도입 ······························································································369
2.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 개괄 ··············································371
3.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01
4. 중국의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407
5. 사례연구: 중국C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 423
6. 소결 ······························································································461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464
1.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 ······························································464
2.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특성 ·································466
3.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 조직화와 노사관계 ·······················469

❙제6장 종합결론(조성재) ········································································473
❙참고문헌 ·································································································481

표 차례
표 3-1.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 구매보조금 ··········································86
표 3-2. 주요 파워트레인 부품별 향후 시장 전망 ·····································89
표 3-3.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 ·················································90
표 3-4. 배터리산업 민관합동 2030 성장전략에 따른 국내 3사 투자계획 · 91
표 3-5. 현장 조사 개요 ··········································································92
표 4-1. 섬유의류산업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232
표 4-2. 섬유, 의류 수출입 현황 ····························································234
표 4-3.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자수) ···················235
표 4-4.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237
표 4-5. 조사 개요 ················································································247
표 4-6. 신입 직원의 현재 직업 선택의 주요 사유(2001년에서 2021년) · 300
표 4-7. AM 그룹 농민공 직원의 도시주택·자동차 보유 비교 상황
(2009년에서 2021년까지) ·····················································301
표 4-8. 두 표본 기업의 의류 생산 모듈의 직원의 월임금과 노동시간 비교
(2021년) ···············································································305
표 4-9. 스마트화가 섬유·의류업의 일부 생산공정 부문의 생산효율에 끼친
영향 (2021년) ·········································································311
표 4-10. 스마트화와 일선 생산 인원 규모의 변화 ··································· 311
표 4-11. 스마트화와 여성 직원 ······························································313
표 5-1. 플랫폼 노동 유형 ·····································································327
표 5-2.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도 ···························································328
표 5-3.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 ···························································329
표 5-4. 플랫폼노동 종류 ······································································329
표 5-5. 성별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주요 직업 ·········································330
표 5-6.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임금노동자 비교 ····································331
표 5-7. 플랫폼 노동자와 주·부업 비중 ·················································332

표 5-8.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일수와 시간 ············································332
표 5-9.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332
표 5-10.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 ··············································336
표 5-11.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2017~2021 ····················337
표 5-12.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2021. 4월 기준) ··························341
표 5-13. 배달대행앱 시장 현황(2020년 12월 기준) ································343
표 5-1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
(2020. 10. 22) 주요내용 ·························································354
표 5-15. 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 경과 ···················································357
표 5-16.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합의문 주요내용 · 358
표 5-17.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분야별 순위 ················375
표 5-18.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증가속도 분야별 순위 ··375
표 5-19. 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 및 배달 서비스 보급 현황 ·················377
표 5-20. 중국 각급 정부와 공회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정칙 및 의견 정리 ···394
표 5-21.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자 수 ·······403
표 5-22. 연구대상 기본 정보 ·································································424
표 5-23.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노동관계 상황 비교 ··········426
표 5-2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의사 및 실제 가입 일치도
분석 ························································································448
표 5-25. 하청 배달노동자와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비교 ···················458

그림 차례
그림 1-1. 제품의 주기와 각 생산요소의 중요성 정도 ······························37
그림 2-1. 한국판 뉴딜 구조의 변화 ························································51
그림 2-2. <<중국제조 2025>> 개념도 ····················································54
그림 3-1. 기술의 종류와 연구의 분석틀 ·················································80
그림 3-2. 자동차 내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84
그림 3-3. 자동차 내 친환경차 수출비중 ·················································85
그림 3-4. M사의 조직구조와 전기차 사업 ············································102
그림 3-5. 배터리 시스템의 조립 과정 ··················································111
그림 4-1. 분석의 틀 ············································································231
그림 4-2. 섬유의류산업 생산액 추이 ···················································233
그림 4-3. 섬유의류산업 부가가치 추이 ················································233
그림 4-4. 섬유의류산업 수출입 현황 ···················································234
그림 4-5.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수) ···················236
그림 4-6.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237
그림 4-7. 실시간 섬유의류 트렌드 분석 시스템 ····································241
그림 4-8.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 판매 운영 개요 ································242
그림 4-9. 개인 맞품형 의류 제조를 위한 스피드팩토어 전략 ·················242
그림 4-10. 스피드팩토어 개념도 ···························································243
그림 4-11. 5G기반 봉제생산 네트워크 구축 ··········································244
그림 4-12. 2018~2020년 정책 종합 섬유의류산업의 디지털화 정부정책
로드맵 ·················································································245
그림 4-13. 섬유의류 가치사슬에서 본 연구대상 ····································· 247
그림 4-14. 3D 바디스캐너 ····································································253
그림 4-15. 맞품형 제작(스마트오더)순서도 ············································253
그림 4-16. 스피드팩토리를 통한 생산과정 단축 ····································· 255
그림 4-17. 맞춤형 생산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생산과정의 변화 ··········257

그림 4-18. 디자인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로드맵 ····························263
그림 4-19.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염색 생산현장 모습 ····························265
그림 4-20. 행거시스템을 도입한 생산 효율화 ········································267
그림 4-21. 섬유·의류업 노동생산률의 국가별 비교 ································297
그림 5-1.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사업체 수 추이(2006~2017) ·334
그림 5-2.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매출액 추이(2006~2017) ··334
그림 5-3.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종사자 수 추이(2006~2017) · 334
그림 5-4.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 ··············································335
그림 5-5. 음식배달서비스 구조 ···························································338
그림 5-6. 배달 대행 구조 ····································································339
그림 5-7.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 변화 ········································342
그림 5-8. 2012~2019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372
그림 5-9. 2012~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액 ····························373
그림 5-10. 중국 도시주민 교통비 총지출에서 공유이동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378
그림 5-11. 2016~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와 기존 택시 운송량 비중 현황 ·· 379
그림 5-12. 2016. 12~2020. 12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 가입자 규모 및 이용률 · 380
그림 5-13. 2016~2020년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이 전국 외식업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381
그림 5-14. 2020년 중국 주요 영역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성장 현황 ······· 397
그림 5-15.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노동자 수 ···········401
그림 5-16. 2017~2020년 중국 총 취업자 수 ········································402
그림 5-17. 3대 주요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2019년 고용량 추산 ············403
그림 5-18. 중국 요식업의 2015~2020년 수입 ······································408
그림 5-19.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규모 ············408

그림 5-20. 중국 각 지역의 음식배달 주문량, GDP,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410
그림 5-21.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 ·······················412
그림 5-22. 2021년 제1분기 주요 배달 플랫폼 거래액 비중 ····················413
그림 5-23. 2015~2016년 메이퇀디엔핑(美团点评) 수입액 ····················414
그림 5-24.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음식배달 수입액 ·····················416
그림 5-25.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거래 이용자 수 ························417
그림 5-26.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가입자당 평균 거래 건수 ·········418
그림 5-27.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에서 활동한 상점 수 ·················420
그림 5-28. 2019~2021년도 어러머 수입액 ···········································422
그림 5-29.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표본 상황 ···············425
그림 5-30. 고용유형별 남성 배달노동자 비중 ········································432
그림 5-3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학력 차이 ········································434
그림 5-32.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호적 상황 ····································· 436
그림 5-3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거주기간 분포 ··································437
그림 5-3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결혼 상황 ········································437
그림 5-3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자녀양육 상황 ··································438
그림 5-36.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부모 상황 ········································440
그림 5-37.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가정 연간 소득 분포 ·························441
그림 5-38. 전업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가족부양비율과 월평균 주문량
상관관계 ·············································································441
그림 5-39.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월 평균 수입 분포 ····························442
그림 5-4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개인 성향 ········································444
그림 5-4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현황 ··························445
그림 5-42.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서비스 등급 평가 현황 ··················449

그림 5-4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평가 및 컴플레인
원인 ····················································································450
그림 5-4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낮은 서비스평가 및 고소에 대한 처리
방식 ····················································································451
그림 5-4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 수준 ······················452
그림 5-46.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가 부딪히는 어려움 및 문제 통계 ·······454
그림 5-47.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이 업무 중 받는 존중 수준 ·············455
그림 5-48.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이직 의향 ····································· 457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연구의 방법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
최근 기술발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
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권현지
외, 20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이러한 디지털 기술발달이 일자
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노
세리 외(2019) 등에서 다룬 바 있으나, 디지털 기술 이외에 배터리 기술
의 획기적 발전에 기초한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이 전통 제조업의 제
품 생산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코로나19으로 인하여 확산
속도가 빨라진 플랫폼 경제 및 긱(gig) 노동과 관련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신에너지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경제라는 세 가
지 주요 영역에서 기술발달이 비즈니스 조직과 구조조정, 그리고 일자리
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한국노동
연구원(KLI)에서 이루어진 많은 중국 연구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들과 중국 내 중국기업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조성재 외,
2016).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산업화 등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는 영
역도 발생하는 등 중국경제의 추격(catch-up) 양상을 넘어서서 추월
(leapfrogging)하는 측면도 포착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한중 비교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의 한중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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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차 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완성차업체 및 부품조달체계
(Supply Chain)의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양과 질 변동
2) 섬유와 의류산업이 알리바바 등 거대 IT 기업과의 결합, 그리고 로
봇 활용 증가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재편하고 있
는 양상과 그것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3) 플랫폼 경제가 한중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음식배달업을 통한 디지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례 연구

첫 번째 신에너지차 산업은 친환경 및 전자화의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선택되었으며, 섬유의류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되었다. 플랫폼경제는 신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조
직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섬유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그리고 음식배달업은 전형적인 서비스업이기 때문
에, 각각의 영역과 유형에서 신기술의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비교
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표적인 산업들에서 유사한 기술의 채택이 한국과 중국이라
는 다른 제도적 맥락에서 일자리와 고용관계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신산업, 신업태의 확산과 배터
리 성능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전기차 시대의 본격 개시 등 기술혁신이
한국과 중국의 고용관계 및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고용노동정책과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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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우선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
털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술발달이
고용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그 뒤
신경제 부문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서 플랫폼 노동의 규범
화를 위한 정책들을 검토해 보고,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술은 1980년대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1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비재인 소니사의 CD 플레이어가 가전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출시되었고, 1998년에는 디지털 텔레
비전이 판매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전자제품의 디지털화가 획기적으로
추진되었다. 디지털카메라가 출시되었고, 애플은 아날로그 음악산업에
조종을 울리는 아이팟(iPod)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LTE,
5G 등 통신기술이 현저히 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새로운 정보
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전환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이 획
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우리 인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제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
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문화의 틀을 바꾸고, 사회 규범을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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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두브라박, 2017: 28)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고 있다. 이런 현상
을 두고 학계와 언론계는 “제2의 기계시대”, “산업 4.0 시대”, “제4차 산
업혁명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명으로 대
표되는 산업혁명이 인간의 물리적 능력을 증가시킨 “제1의 기계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면,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과학기술혁명은 신속하
게 전달되고 무한히 복제되는 정보를 기초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제고
시키고 있는 “제2의 기계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에릭 브린욜
프슨, 앤드루 맥아피, 2014)
“제2의 기계시대” “산업 4.0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개념의 핵
심적 내용은 산업경제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화의 발전이다.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혁명으로 딥 러닝(Deep Learning)과 지식 맵(Knowledge
Grap) 등을 대표로 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
다. 빅데이터(Big Data)의 실시간대 감지,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의 정보
집적·지능화된 모델 확립·분석 등을 통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工業互聯網産業聯盟, 2019)
산업경제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화의 발전은 기존 산업의 패러
다임에서 요구하는 노동의 성격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의 상당수는 물류, 택배, 웹툰 및 웹 소설
및 전문 프리랜서 종사자 등 온라인에 기초한 서비스업종의 소위 “플랫폼
노동”에 맞추어져 있거나(이승계, 2018, 2019; 김영선, 2017; 국가인권
위원회, 2019; 한국노동사연구소·서울연구원, 2019), 이론적 분석에 치중
하고 있을 뿐이어서(임운택, 2019; 홍찬숙, 2018), 제조업 노동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거의 공백 지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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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제조업에 기초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비교적 강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제조업의 제조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성격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는 문제는 향후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결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발전 경로는 산업과 업종에 따라 달라 제조 패러다임
의 변화도 산업과 업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필요로 되는
노동의 성격도 각기 다를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조 방식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고, 축적된 사례 분석을 기초로 제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
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문은 산업의 디지털화가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의 출현과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생산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노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
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상기의 문제에 접근
하고자 한다. 우선 신산업의 출현과 발전 양상은 각 국가의 산업정책과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이다. 그 다음, 전통적인 제조산업
은 산업별로 발전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제조산
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조
합하면 디지털 기술의 산업적 효과를 분석할 때 국가별, 산업별 접근법이
요구된다. 결국 본 연구가 어째서 한중비교와 산업별 비교를 씨줄과 날줄
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산업적 표현, 플랫폼
디지털 기기가 아날로그 기기를 대체하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의 요인은 다섯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즉, ① 컴퓨터의 성능 향상 ②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의 성장 ③ 인터넷 접속의 폭증 ④ 디지털 소비재의 급증 ⑤ 센서 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효과는 생산·유통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패러
다임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그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에 기인한다.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숀 두브라박, 2017: 44-47) ① 지
속적이다. ②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 ③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효율적이다. 데이터는 자신을 이해하고 전파할 좀 더 나은 방식,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⑤ 질서를 향해 간다. 검색
엔진은 혼란 속에 질서를 주입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⑥ 동적이다. 인터넷
등으로 정보의 흐름과 교환은 가속화되었다. ⑦ 무한하게 나눌 수 있다.
모바일 이동통신이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가 생산되
는 동시에 데이터의 포착이 이루어진다. 산업의 영역에서는 공급과 수요
를 파악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공급과 수요를 일
치시키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산업·업종의 영역에서는 이미 큰 변화
가 나타났다. 금융거래, 쇼핑, 배송, 택시, 게임, 주문 제작 등의 영역에서
는 비즈니스 모델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변화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제조
업(서비스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제조업의 변화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데 비해 비제조업(서비스업)의 변화는 아주 잘 드러난다.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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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배달, 택시, 주문 제작 등 공급과 수요를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대
응해야 하는 산업·업종이 주로 비제조업(서비스업)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
이다. 제조업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지능형 로봇과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산업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부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 유통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바로 플
랫폼(Platform)의 등장이다.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분석·사용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장치다. 수많은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하
면서 플랫폼은 여러 형태로 확대되고 있지만, 통상 우리가 ‘플랫폼 경제’
혹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과 다른,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떠올린다.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분석·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인식하게
되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 혹은 기업을 굳이 21세기에 등
장한 새로운 유형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 스르닉(Srnicek, 2016)은
플랫폼을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광고(advertising)
플랫폼이다. 검색엔진이나 SNS의 유저 정보를 추출하는 장치이다(구글
이나 페이스북). 둘째, 클라우드(cloud) 플랫폼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생
산·유통·소비·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치이다(AWS나 세일스포스). 셋째,
산업(industrial) 플랫폼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전통적
형태의 제조상품을 커넥티드 형태로 변환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치이다
(GE나 지멘스) 넷째, 상품(product) 플랫폼이다.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변환하여 렌트나 구독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장치이다(롤스로
이스나 스포티파이). 다섯째, 린(lean) 플랫폼이다. 소유는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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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노동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 공급을 통해 데이터를 추
출하는 장치이다(우버나 에어비앤비).
스르닉이 제기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의 플랫폼 가운데 광고 플
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플랫폼, 린 플랫폼은 여러 국가에서 가시적
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산업 플랫폼의 경우는 잘 감
지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산업 플랫폼은 전통적인 제조산
업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변
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이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기업’ 등 신산업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의 생산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20세기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주의
(platform capitalism)’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나고 있다(Srnicek, 2016;
Rahman & Thelen, 2019).
본문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서 등장하고 있는 산업 플랫폼에 대해서도 주목
하고자 한다. 산업 플랫폼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무엇
보다 한국은 그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여전히 제조업의 혁신
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상당한 기간 동안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
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정부의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
는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주체이자 국민경제의 지주산업이고, 국가의 안
전과 시민 행복의 장치이자 물질적 기초”라면서 제조 강국을 위한 다양
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國家製造强國建設戰略咨詢委員會, 2016), 그런데
산업 플랫폼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기반 위에서 구축되고 있고, 제조산
업의 발전 경로는 산업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업 플랫폼을 하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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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으로써는 설명할 수가 없다. 게다가 비교적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
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조차 여전히 탐색의 단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 플랫폼의 개념, 유형, 응용 장소, 기술적
특징, 산업 발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工業互聯網産業聯盟,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변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각 국가와 기업은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혁신해 나가고 있으며,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 있
다. 본문은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기초
한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대
응해 나가고 있는가? 신산업 출현 양상은 어떠한가? 전통적인 각 산업과
기업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가? 국가, 산업과 기업의 대
응에 따라 고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고용 환경 변화에 노동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의 변화
본 절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신산업”의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기술의 변화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프리만과 소에트(Freeman &
Soete, 199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제품의 주기를 초기, 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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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로 되는 기술의 성격, 자본의 집약
정도, 투입 핵심 인력, 수요 구조 등을 분석했다. 가령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투입 핵심 인력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과 엔지
니어링, 성장 단계에서는 관리, 성숙 단계에는 비숙련과 반숙련 노동이라
고 주장했다(Freeman & Soete, 1997: 278). [그림 1-1]은 각 제품 주
기의 단계별로 각 생산요소의 중요성 정도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 1-1

제품의 주기와 각 생산요소의 중요성 정도

자료: Hirsch(1965), Freeman and Soete(1997: 279)에서 재인용.

프리만과 소에트의 도식에 따르면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
과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비숙련 노동보다 3배 더 중요하고, 성장기에
는 관리 노동의 중요성이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비숙련 노동보다 더욱 중
요하며, 성숙기에는 비숙련 노동의 중요성이 관리와 과학 및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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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보다 3배 더 중요하다. 다소 거칠게 정리된 프리만과 소에트의 이
도식은 기술의 발전으로 신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단계
별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
지만 구제품과 신제품이 시장에서 장기간 공존하는 경우 이 이론의 적합
성은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제품의 주기별로 한 기업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이들의 이론은 디지
털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과 제품 생산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생산의 글로벌 분업과 협업이 가능해진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 즉 고용의 파괴적 감소, 탈숙련과 노동의 강화, 불
안정한 일자리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제조업이 기존의 패턴과 완전히 다른 경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구축된 것인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업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변화
는 자동차산업과 같은 일부 통합형 아키텍처(intergrated architecture)
가 요구되는 제조업에서는 급진적인 파괴적 단절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경로 의존적 진화의 경향(path-dependent evolution trend)”을 보이고
있다. “산업 4.0” 혹은 “선진적 제조”와 같은 개념의 전면적 발전과 실행은
몇 년 단위가 아니라 몇 십 년 단위의 과정이 될 것이다(Pardi, Krzywdzinski,
Luethjie, 2020).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으로부터의 급진적 단절을 전
제로 ‘제4차 산업혁명론’의 고용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개하는 것
은 실증적 조사를 기초로 중·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에 기초한 객관적인
전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8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급진적인 파괴적 단절이 아닐지라도 제조업의 점진적 변화가 기업과
시장의 권력 관계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 고용 유연성 증가의 요구, 노동 강
도의 강화의 맥락에서 단체협상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은 노동자의
탈숙련화, 분절과 양극화(segmentation and polarization)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Pardi, Krzywdzinski, Luethjie, 2020). 이 점은
20세기 초반에 출현했던 포드주의 모델의 기업로부터 1980년대 이후 나
타났던 포스트 포드주의 모델의 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두
드러진 특징이고, 2000년대 이후 나타난 플랫폼 기업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버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주주의 가
치, 금융화, “노동의 분리(labor-shedding)”를 강조했던 그 이전의 사고
방식의 발전으로 촉진되었다. 이들 기업의 노동 전략은 1980년대 이후
출현한 계약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기업(NOC, Network of Contracts)
이 탐색했던 혁신에 기초하고 있다. NOC 기업은 아웃소싱을 추구했고,
임시직을 선호했는데, 플랫폼 기업이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플랫폼
기술은 노동자, 계약자, 플랫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의 기업을 좀 더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Rahman & Thelen, 2019: 182).
1980년대의 NOC 기업의 노동 전략이 20세기의 플랫폼 기업에서 잘
구현되고 있다는 라만과 씰렌(Rahman & Thelen)의 관점이 향후 NOC
기업의 노동 형태도 플랫폼 기업의 노동 형태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
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NOC 기업
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존의 노동관계가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플랫폼 기업의 노동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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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불안전성을 좀 더 안정성과 안전성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규율하려
는 다양한 정책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과 불
안전성의 실태, 이를 시정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는 좀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를 기초로 중국 플랫폼 노동의 형태와 성격을 간략하게 묘사한 뒤 플랫폼
노동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중국 정부와 공회의 정책을 간략
하게 살펴본다.
Zhou(2019)는 중국의 3개의 주요 웹 기반의 플랫폼과 1개의 지역 기
반 플랫폼에 대한 2019년 ILO 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
의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노동의 특징과 노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그가 밝힌 중국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중국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특징으로는 풀타임 노동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대량의 청년 남성 노동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고
용에서 비정형성, 즉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한
다는 것이다(Zhou, 2020: 13-16).
한편 중국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노동조건은 다음과 같다(Zhou, 2020:
19-24). 2017년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 연령 노동자의 전국 평균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높
다. 플랫폼 노동자의 주요 관심사는 소득 불안정성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은 장시간 노동, 기본급이 없는 개수임금 시스템을 통해서 달성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노동법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음식 배달 라이더의 13%만이 일일 8시간 미만을 노
동하고, 49.5%는 10시간 이상, 30%는 일주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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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한다. 산재의 위험이 높으나 사회적 보호 장치가 약하다. 베이징 음식
배달 라이더 가운데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에 가입해 있는 라이더는 각각
37.4%, 12.7%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가 취약
하다. 플랫폼은 플랫폼의 규칙 위반, 고객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 공급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
동조합 가입률은 대단히 저조하다. 전국총공회의 2017년 조사 자료에 따
르면, 풀타임 플랫폼 노동자의 2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2. 교육훈련과 노동보호정책의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
고 공유경제 등 신경제가 출현하면서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탈숙련화, 분
절과 양극화(segmentation and polarization)가 심화되어 노동의 불안
정성이 높아지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김철식 외, 2019; 김영선 2017;
이상호, 20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 2019),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자의 교육과 재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신경제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이승계,
2019, 2018; 이호근, 2020; 황덕순 외, 2016; Chen, 2019; Zhou, 2020;
Rahman & Thelen, 2019). 플랫폼 기업의 발전으로 과거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피고용자가 나타났지만, 이들 피고용자
의 권익을 보장할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법률
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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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關于促進分享經
濟發展的指導性意見)>(2017년), <<전자상무법>>(2018년) 등 플랫폼 경

제의 발전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 문건을 내고 있지만, 이들 정책 문건
은 공유경제의 발전과 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존
의 노동법에서 노동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을 회피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2019년에 발표되었던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라고 함)>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플랫폼에 참
여하는 종업원의 사회보험 정책을 더욱 완비하고, 직업상해(職業傷害,
occupational injury) 보장의 실험을 전개하며, 직업기능훈련을 강화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견”은 플랫폼 노동의 노동관
계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상(工傷,
work injury)”이라는 개념 대신 “직업 상해(職業傷害, occupational injury)”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Zhou, 2020: 39).
2015년에 발표되었던 <인터넷 예약 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網約豫約出租汽車經營服務暫行辦法)> 초안은 “인터넷 예약 자동차 경영
서비스 회사는 플랫폼에 등록한 운전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
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교통운수부 등 7개 부서의 명의로
발표되었던 <인터넷 예약 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인터넷
예약 자동차 플랫폼 기업은 … 유관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의 시간,
서비스 빈도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운전자와 다양한 형식의 노동계약 혹은
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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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초안에서 명시된 “노동계약”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형
식의 노동계약 혹은 협의”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비평가들은 인터넷 예약 자동차 플랫폼 기업과 운전자 사이의 노동
관계의 성격을 애매하게 바꾸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Zhou, 2020: 39).
2018년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전국 정협’이라고 함) 13기 1차 회의
에서 전국 정협의 한 위원은 공상(工傷, 산재) 보험제도는 안정적인 노사
관계의 기초 위에서 확립된 것이고, 신업태(新業態)는 유연한 노동관계의
성격이 강하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상보험제도의 적용이 힘들다고 지적하
면서 “신업태 취업 군체(群體)의 권익 보장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 고용의 분류에 기초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대답했고, 2019년
2월에는 신업태 종업원의 공상보장 문제와 업무 실천 가운데 노동쟁의가
발생하기 쉬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보험조례>>를 적절한
시점에 재수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라는 개념 대신
“종업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공상 보험의 적용 대상을 노동자에
서 종업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Zhou, 2020: 40).
2021년 7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 8개 부서가 연명으로
발표한 <신취업 형태 노동자 노동보장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라고 함)>은 그간 신취업 형태 노동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책 문건이다. 지
도의견은 신취업 형태의 노동자의 수가 대폭 증가했고, 노동자의 권익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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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관련 내용이다. “노동관계 확립에 부합하는 경우”와 “노동관계 확립
에 불완전하게 부합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를 확립해야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노동자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
정하도록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플랫폼에 의탁하여 자주적으
로 경영활동을 하고,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법에 근
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지도의견은 플랫폼 기업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
다. 우선, 노무파견 등 “합작 노동 사용 방식(合作用工方式)”을 채택하여
노동자가 플랫폼 업무를 완수하도록 조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 경우
플랫폼 기업은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하고, 노동자 권익
보장 상황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
은 법에 의거하여 노무파견 노동 사용 단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 다음, “외주(外包) 등 기타 합작 노동 사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 경우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따라서 상응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도의견이 발표된 후 지도의견을 연명으로 발표했던 정부의 각 부
처의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관계 확립에 불완전하게 부합
하는 경우”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
문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 사장(司長)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설명했다. ① 이런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의 보장 범
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②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평가
지표를 제정할 수 없고, 노동자의 권익에 직접 관계되는 제도 규칙과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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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계산법을 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자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충
분히 들어야 하며,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직업상해보장
(職業傷害保障)을 강화하고, 상응한 실험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
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회(工會, 노동조합)는 지도의견 관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국총공회 법률공작부 책임자
는 공회 가입 촉진,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언급한 뒤 “소양 능력
건설 강화(加强素質能力建設)”를 언급했다. 즉, 직무기능 훈련, 직업 기능
대회, 법치 선전, 심리건강교육 전개 등을 전개하여 노동자의 직업적 소양
제고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제4절 연구의 방법
이상에서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
게 되었는데, 이를 참조하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여 신기술의 발달과 신
업태, 신산업의 등장이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제대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다. 새로 부상하는 기술과 업태의 경우 통계분석을 할 만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질적 사례분석은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과 정
책 환경 속의 역동적인 고용관계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한중간의 본격적인 비교 분
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섬유의류산업과
음식배달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노동이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
구방법이 동원되었다. 우선 한중 양국의 기술발달 및 신산업화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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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고용노동정책의 비교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구체적인 영역별 비교 연구로서, 중국 사례의 경우 신에너지차 사례는
광둥성(廣東省), 섬유의류산업은 베이징(北京)과 장쑤성(江蘇省), 배달업
종은 주로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사례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영역별 비교에
서는 해당 산업 및 관련 기술의 특징, 산업발달과 관련한 정부의 산업정
책 개요, 기존 업태의 변화 양상, 기술 및 업태의 변화가 고용(고용량, 채
용과 이직 혹은 고용조정), 노동과정과 숙련구조, 보상(임금과 복지), 노
사관계 혹은 사회적 대화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코
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국 출장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4월 중순과 6월
말, 8월 말 세 차례에 걸쳐 전체 연구진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세가지
영역별로는 한중 연구자간에 수시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연락함으로
써, 한중 비교의 의미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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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
1.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은 산업정책에 힘입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세세한 자원배분이
나 가격 메커니즘에 대한 과도한 개입, 혹은 대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 등
을 지양하면서 주로 과학기술과 무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방식
과 소프트한 접근을 통한 산업정책이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세계적인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기
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주로 한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게 될 것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 걸
치는 정책이며, 세부 영역별로 나름대로의 지원책들이 일정한 주기로 업
데이트 되면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신에너지차,
섬유의류산업, 플랫폼 경제 등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하 3~5장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기술개발지원 및 산업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세가지 축으로
시작하여,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확장하였다. 그러한 점에
서 본다면 한국판 뉴딜은 산업정책의 범주를 뛰어넘어 환경정책과 고용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큰 틀의 국가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또
한 이를 달리보면 미래의 산업정책은 환경 문제와 노동문제를 빼고서는
성립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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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여러 준비작업들이 진행된 바 있다. 우선 2020년
4월 22일은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단을 준비”1)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20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
임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중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하였다.2)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뉴딜 정책은 한국의 신기술과 신산업 정책이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2. 한국판 뉴딜 1.0과 2.0
한국판 뉴딜 1.0은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되었
는데, 경제의 패러다임전환(저성장, 양극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표는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구조변화에 선도적 대응,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되었다.
특히 그 구성요소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디지털 뉴딜은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 확산에 대
응하기 위한 것이며, 디지털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필요성 역시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2726625738744&mediaCodeNo=257&OutLnkChk=Y
2)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1010554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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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빠르게 증대해왔는데, 친
환경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선점 등 저탄소 그린경제 가속화를 통해 성장
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②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③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구
체적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되어 일
자리 창출 효과가 190.1만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발표였다. 세부
적으로는 ①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
출, ②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③ 안
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된 1년 후인 2021년 7월 14일 다시 한
국판 뉴딜 2.0을 발표한다. 정부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 2.0이 필요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저탄소·친
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애초 예상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전환된 것이다([그림 2-1] 참조). 즉, 1.0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밑에서 받쳐주는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였는데, 2.0에서는 사람투
자에 대한 필요성 더욱 증가, 불평등·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정의 결과 재정 투
입의 증가가 필요해졌는데,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160조원에서 220조원
으로 늘리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이에 따르는 고용창출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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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시의 190만개에서 2.0에서는 250만개로 60만개가 추가되었다.
그림 2-1

한국판 뉴딜 구조의 변화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1, 「한국판 뉴딜 발표자료」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산업정책은 한국판 뉴
딜로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산업이나 부문의 전문적 정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다보니 정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
기 때문에 아직은 학술적 평가를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다만, 언론
의 동향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측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기대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
섰으며,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는 제조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보적인 논자들은 그린 뉴딜의 컨텐츠가 부족하여
환경 문제를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1930년대 미국의 뉴딜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회협약의 정치(deal)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념적 분포와 무관하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고용
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도외시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갖는 비현실성을 꼬집기도 하였다. 다행히 1.0 발표 당시
제기되었던 비판들 중 일부는 2.0에서 일정하게 반영하고, 수정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자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이후 2.0에서 휴먼뉴딜 가운데 구조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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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신기술과 신산업 정책은 2020년과 2021년에 연속으
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의 투자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한 디지털 뉴딜, 그
린 뉴딜, 휴먼 뉴딜의 세가지 축을 분명히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이 전자
화,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혜택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
가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집권 중반 이후에 이러한 비전이 발표
됨으로써, 이후 정권에서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당’을 끌어들여 공동 프
로젝트로 가져가고자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
을 끌었던 한국판 뉴딜 2.0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
1. 중국제조 2025
중국 정부가 앞장을 서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
제조 2025>>가 제정되었다. 2014년 공업정보화부가 앞장서고,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과기부, 재정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
驗檢疫總局), 공정원(中國工程院) 등 20여 국무원 유관 부문이 50여 명의

원사, 100여 명의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중국제조 2025>>를 제정했다.3)

3) “蘇波就《中国製造2025》答中外記者問.” 工信部門户網站(2015년 4월 2일); “陸琦. “中国製造2025” 的背
後…….” 《中国科學報》(201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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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조직 체계도 확립했다. 국무원
판공청은 2015년 6월 16일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를 건설하는 데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조장은 국무원 부총리인 마카이(馬凱)가, 부조장
은 국무원 부비서장, 발전개혁위 부주임, 과기부 부부장, 재정부 부부장
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제조강국건설영도소조는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
문위원회(國家製造强國建設戰略咨詢委員會)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 주
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루융샹(路甬祥)이, 부주임
은 중국공정원 원장 저우지(周濟)가 맡고 있다.
다음은 <<중국 제조 2025>>의 개념도이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제조 능력을 3단계 발전을 거쳐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의 대열로 진입하고, 2045년에는 제조 강국의 선두 대열로 발
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전략적 임무’와
‘전략적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적 임무는 9개인데, 그 내용은 중
국의 관련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계속 채워져 나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제조 2025>>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각 영역별 산업정책을 추적하면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업은 아주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본문은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내용이 되는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 ‘중점 영역 돌파’의 방식, 제1장 서
론에서 언급했던 “산업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이다. 공업신식화부는 2016년 <<제조업창신
중심 건설 공정 실시 지침(2016-2020년)>>과 <<제조업창신 체계를 완전히
하고, 제조업창신중심 건설을 추진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한 후
<<성급 제조업창신 중심의 국가 제조업창신중심으로의 승급 조건>>(2017년),
<<국가 제조업창신중심 평가 관리 방법>>(2018년), <<국가 제조업창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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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영역의 총체적 배치>>(2018년) 등 일련의 정책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공업신식화부의 정책 문건들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15개 전
후의 국가제조업창신중심을 건설하고, 2025년까지 40개 전후의 국가제조
업창신중심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립하고 있다. 제조업의 36개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의 국가제조업창신중심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6개의 국가제조업창신중심이 건설되었는데, 동력전지,
정보광전자, 센서, IC, 디지털 설계, 경소재 형성 기술 및 장비, 희토류,
의료기기, 지능형 자동차 등 영역이 다양하다. 이들 국가제조업창신중심은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遼寧), 베이징(北京),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 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2-2

<<중국제조 2025>>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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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이 국가제조업창신중심이 “기업+연맹”이라는 조직 형식
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산(産)·학(學)·연(硏)이 주주가 되는 기업
의 형식으로서 제조업창신중심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창신중
심의 건설 방식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국가로봇창신중심(國家機器人創新中心) 설립 사례이다. 국가로봇창신
중심은 2018년에 자본금 2억 위안으로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설립되었
다. 국가로봇창신중심은 중국과학원 선양자동화연구소가 선양지능로봇국
가연구원유한공사(瀋陽智能機器人國家硏究院有限公司)의 위탁을 받아서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교, 신쑹회사(新松公司) 등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립되었는데, “기업+연맹” 모델로 운영된다. 국가로봇창신중심은 국내의
대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연구기지 등 14개 주주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로봇창신중심이 중국 로컬 로봇제조기업의 제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양 신쑹
(新松, SIASUN), 안후이 아이스둔(埃斯頓, ESTUN Automation), 상하
이 신스다(新時達, STEP), 장쑤 후이보(滙博, Huibo Robotics), 광저우
수콩(數控, GSK) 등 중국 로컬기업의 로봇 제조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다.4) 공업정보화부가 2013년에 발표한 <산업용 로봇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장치 기계
의 수요는 100만 대에 도달할 전망인데, 세계 최대의 산업용 로봇 시장
으로 성장하고 중국으로 산업용 로봇 제조 다국적기업들이 속속 몰려들
고 있다. ABB는 상하이에 총부를 설립할 예정이고, 야스카와(安川), 화낙
(FANUC, Fuji Automatic Numerical Control), 쿠카(KUKA, Keller

4) 王哲祿, 2019, “‘中國製造2025’ 戰略下的工業機器人技術人才分析及培養路徑創新硏究”, 『生産力硏究』 No.1,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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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Knappich Augsburg)는 이미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 설립을 마쳤
다. 그런 가운데 독일계 기업인 쿠카는 중국 전자기업인 메이더(美的)에
매각되었다.
그 다음, 중국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중점 영역 돌파’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중점 영역 돌파’가 필요한 전략적 산업을 10개로 선정하고 있다.
①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② 고급 NC선반과 로봇 ③ 항공항천장비 ④ 해
양공정장비와 하이테크 선박 ⑤ 선진 궤도 교통 장비 ⑥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⑦ 전력 장비 ⑧ 농기계 장비 ⑨ 신재료 ⑩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가 그것이다.
이 전략적 산업은 미국의 선진제조 전략의 영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미
중 간의 무역 마찰이 심하다. 이들 전략적 산업 가운데 하나인 신세대 정
보기술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신세대 정보기술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은 반도체, 5G로 대표되는 통신기술 및 장비, 보안 시스템 등이다. 반도
체 영역의 돌파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4년 9월에 국가IC산업투자기금(國家集成電路産業投資
基金)을 설치했다. 국가IC산업발전영도소조와 판공실 산하에 국가IC산업

투자기금주식유한회사(이하 기금회사)와 화신(華芯)투자관리유한책임회
사(이하 관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했고, 이들 기업이 사실상 국가급 IC산
업창업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국가IC산업발전추진
강요>5)가 제기한 목표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회사는 프로젝트
를 심사·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관리회사는 투자 결정, 투자 후 관리·

5) 2014년 6월 국무원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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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금은 제1기 모집 자금 규모
는 1387.2억 위안이다. 19개 단위의 주주가 있다. 중앙재정, 지방 정부
가 출자한 기업(대형 국유기업, 민영투자기구, 대형 정보통신 서비스 기
업 대형 전자정보기업 등)을 포함한다. 투자 승인이 난 금액은 1004억
위안으로 총기금의 75%를 점하고, 실제 출자한 금액은 676억 위안으로
총기금의 49%에 달한다.6)
<<중국제조 2025>>는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 지향적이며, 정부·산
업·학계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제조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제조 혁신을 위한 정부의
조직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지 않다. 정부의 이
같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중국 내부의 연구기관이 내리고 있는
진단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전자신식산업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사이디 전망(賽迪展望)>>7)
은 국가로봇창신중심이 직면한 4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정밀 감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등 핵심 부품의 품질 안정성과 대량 생산 능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경영 압력이 비교적 크다. 디지털 제어기 공급상인 화낙(FANUC),
서보모터 공급상인 야스카와전기(安川電機) 등과 비교했을 때 기술과 비
용의 비교우위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은 주로 중저가품을 공급하고 있기

6) 國家製造强國建設戰略咨詢委員會, 2017, “國家集成電路産業投資基金:以市場化手段實施國家戰略”, 『製
造强國硏究』 第18期 總第32기期(2017년 11월 1일).
7) “2019年中國機器人産業發展形勢展望”, http://www.impcia.net/Uploads/report/2019-08-28/5d665
58c71dd3.pdf(자료 검색일: 202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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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영업이익의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의 부족
이다. 현장에서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고, 조작과 운영을 관리할 응용형
인재 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인하 ‘인사부’라고 함), 공업신식화부가 2017년
2월 14일 연명으로 발표한 <<제조업 인재 발전 규획 지침(指南)>>에 따
르면, 고급 NC선반과 로봇 영역에서 중국의 인재 부족의 정도는 2020년
300만 명, 2025년 450만 명에 달한다. 넷째, 검사 및 측정 인정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로봇검측평정(評定)중심, 국가로봇창고(創高)중심,
중국로봇산업연맹, 기타 부문이 표준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있지만, 중국
은 로봇산업의 업종 기준과 인정 규범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반도체산업의 실패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의 하나인 칭화유니(淸華紫光)의 채권자 중 하나인 휘상
은행은 2021년 7월 “칭화유니가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모든 채무
를 갚기에 자산이 충분치 않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칭
화유니는 2020년 11월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첫 디
폴트(채무불이행)를 냈고, 12월에는 4억 5000만 달러(약 4880억 원)의
외화표시채권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했다(조선일보, 2021년 7월 12일).
마지막으로, 산업 플랫폼 건설과 관련된 정책이다. <<중국제조 2025>>
발표 이후 개최되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제조의 중국 창조로의
전환, 중국 속도의 중국 품질로의 전환, 제조대국의 제조강국으로의 전
환”을 제기했고, 중국 정부는 2016년에는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2017년에는 <“인터넷+선진제조업” 심화로
산업인터넷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을 발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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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플랫폼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 문건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정책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었던
산업 플랫폼은 두 가지 형태이다. 우선, 대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산업 플
랫폼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기업인 하이얼(海爾)은 사회로부터 혁신
적 아이디어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하이창후이(海創滙)”라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에 모인 사회적 아이디어와 자원을 기초로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 다음, 중소기업이 운
용하는 산업 플랫폼이다. 위의 지도의견은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
조업 부문의 산업 플랫폼 건설을 통해서 기업 간의 경계를 넘어서 기술·
설비·서비스를 공유하고, 수요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제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于鳳霞, 2019).
중국 정부의 산업 플랫폼 건설 구상은 공유경제8) 건설 구상과 맞닿아
있다. 공업정보화부 등은 연명으로 2019년에는 <공유 제조의 새로운 모델
인 신업태를 빠른 속도로 육성하고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서비스형 제조 발전을 진일보
하게 촉진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 정책 문건에서는 “공유
제조(共享製造)”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
정보센터의 한 간부는 “공유제조는 서비스형 제조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 자원 배치 방식이자 공유경제 시대에 적응하면서
발전된 신업태이며 새로운 제조업의 발전관이다. 공유제조는 제조공유,
제조자원공유라고도 하는데, 공유경제의 생산제조 영역에서의 응용이자
혁신이다. 분산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에 부

8)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를 분향경제(分享經制) 혹은 공향경제(共享經濟)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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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새로운 모델의 신업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張新紅, 2020).9)
<서비스형 제조 발전을 진일보하게 촉진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은 중
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유제조의 중점 임무는 플랫폼, 클러스터, 생
태환경, 기초 4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공유제조
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측면에서는. 산업 클러스터
에 의거하여 공유공장 건설을 탐색하고, 공공기술센터를 발전시켜야 한
다는 것이다. 생태환경의 측면에서는 신자원의 공유 메커니즘을 형성하
고 신용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유제조 발전의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하고, 공유제조
발전의 디지털화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 발표 이후 “산업 플랫폼” 개념은 공유경제 건설의
한 축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서비스형 제조 발전
을 진일보하게 촉진하는 데 관한 지도의견>은 조건을 갖춘 대기업은 수
직적인 업종 공유제조 플랫폼을 건설하고, 중소기업은 기존의 공유제조
플랫폼을 활용하여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생존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
다고 지적하고 있다(張新紅, 2020). 중국 정부의 산업 플랫폼 건설 정책
은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에 기초하여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의 유인 정책에 제조기업이 얼마나 호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2. 중국의 신경제의 발전: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는 2000년대의 산물

9) 장신홍(張新紅)은 국가정보중심 정보화연구부 주임, 공유경제연구중심 주임, 국가 정보화 백인회 비서장, 정보
사회 50인 논단 교번(輪値) 주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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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국 등 서구에서도 신경제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입안되기 이전에
먼저 발전했고, 정부의 산업정책은 이들 신경제가 발전한 뒤 그 발전을
촉진하거나 규범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
이다. 중국에서 신경제가 출현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중국의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의 발전은 대략 3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맹아단계(2008년 이전)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Craigslist, Napster, Zipcar 등 공유경제 플랫폼이 등장했고, 이것을 경
험한 일부 인사들이 귀국하여 중국의 인터넷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상호 문답하는 지식 공유 웹사이트가 등장했고, K68, 웨이커
중국(威客中國), 저팔계(豬八戒) 등과 같은 플랫폼이 나타났다.10) 두 번
째 단계는 스타트 업 단계(2009~2012년)이다. 외국에서 공유경제가 발
전하면서 중국 국내에서도 디디추싱(滴滴出行), 홍링창투(紅岭創投), 런
런다이(人人貸), 천사회(天使滙), 개미단기임대(螞蟻短租), 도가망(途家網),
새끼돼지단기임대(小猪短租), 얼러머(餓了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
제가 대량으로 출현했다.11) 세 번째 단계는 고속성장 단계(2013년 이후)
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대중
적 참여가 이루어고, 대량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일부 영역의 대표적 기업
의 영향력이 신속하게 확대되었다(信息化硏究部, 2016).

10) 중국의 첫 번째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는 k68.cn(k68威客)는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플랫폼의 개발
자는 플랫폼 노동을 호혜적인 교환(beneficial exchange)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웨이커(威客)”라는
말은 “지혜의 열쇠(the key of wisdom)”을 뜻한다(Chen, 2021: 61). 웨이커중국은 2006년에 설립되었는
데, 지금은 “시간재부(時間財富)”로 바뀌었다. 저팔계는 2006년에 설립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크라우드 소
싱 플랫폼으로 지식 교환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예를 들면, 저팔계는 로고 디자인,
웹사이트 건설, 지적재산권 관리, 금융,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한다(Zhou, 2020: 12).
11) 디디추싱은 2012년 설립되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다. 홍링창투, 런런다이, 천사회는 각각
2009년, 2009년, 2011년 설립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다. 개미단기임대, 도가망, 새끼돼지단기임대는 각
각 2011년, 2011년, 2012년 설립된 민박 예약 플랫폼이다. 어러머는 2008년 설립된 음식배달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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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는 그 형태가 아주 다양
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
만, 스르닉은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 비즈니스 솔루션에 따라서 플랫폼
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연
구한 Zhou(2020: 8-9)는 플랫폼 경제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기초하여
3가지 형태의 플랫폼 경제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 자영(平臺自
營) 모델이다. 기업은 자신의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과 직접 대

면하고 있다(B2C). 둘째, 플랫폼을 통한 프랜차이즈 운영 모델이다(加盟
合作). 플랫폼은 제3의 작은 기업들을 모집하여 집적의 효과를 만들고,

고객의 수요에 대응한다(B2B2C). 셋째, 클라우드 소싱을 통한 공유 모델
이다(新型共享)이다.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텅, 기타 인터넷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노동자, 기술, 생산 소재, 기타 자원을 동원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고객, 사회의 수요에 대응한다. 전통적인 “기업+피고용자” 모델과 다른
“플랫폼+개인” 모델이다(C2C). 이에 반해 중국의 국가정보중심(國家信
息中心)이 발간하는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는 공유경제의 형태를 공

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기초하여 교통운행, 공유주택, 지식기능, 생활
서비스, 공유의료, 공유사무실, 생산능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절에서
인용된 공유경제와 관련된 수치는 국가정보중심(國家信息中心)이 발간하는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중국의 초기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의 발전은
중국 지도자의 신경제에 대한 긍정과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14년 국제공정과학기술대
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는 정보산업이 이끌어가는 신경제 발전의 시
기에 접어들었다며 처음으로 “신경제”라는 말을 사용했다.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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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는 뉴라운드의 과학기술혁명, 산업 변혁이 스마트제조,
인터넷+, 공유경제(分享經濟) 등 신과학기술, 신경제, 신업태의 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 등장한 것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였다(周躍輝, 2019). 중국 지도자의 이 같은 인식은
중국의 국영 미디어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통신사인 신화사(新華
社)는 중국에서 공유 자전거가 등장한 2015년 공유 자전거를 중국의 “신

4대 발명”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한 바 있다(나머지는 모바일 지불, 전자
상거래, 고속철도이다).
중국 정부는 신경제가 제조업 위주의 경제를 서비스업 지향의 경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를 매년
40%씩 증가시켜 공유경제의 GDP에 대한 공헌도가 2020년에는 10%,
2025년에는 20%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Larmer, 2017). 중국 정
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인큐베이터에 자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을 위한 싱크탱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경쟁 대상의 참여를
배제했다.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를 긍정하자
수많은 투자자가 신경제에 참여했다. 텐센트(騰訊)와 알리바바(阿里巴巴)
가 출자한 모바이크(Mobike, 摩拜單車)와 오포(Ofo)는 각각 10억 달러
의 벤처캐피털을 모집했다. 디디추싱은 2016년 우버의 중국 업무를 인수
하면서 55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는데, 중국 각지에 4.5억 명의 유저를
두고 있다(Larmer, 2017). 그 결과 중국의 공유경제는 2014-2015년 폭
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중국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는 1조 9,560억
위안(그중 거래액은 1조 8,100억 위안, 융자액은 1,460억 위안)인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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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 생활서비스, 교통출행, 생산능력, 지식기능, 주택 단기 임대 등
6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 기업은 국내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을 기반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WiFi만능열쇠
(WiFi萬能鈅匙)12)는 2016년 2월 현재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집트, 대만, 홍콩 등 50개 국가와 지역에서 Google
Play 앱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1등으로 올라가 있다. 디디추싱은 Lyft,
Grabtaxi, Ola 등과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중국, 미국, 동남아시
아, 인도 등 국가의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의 최근 발전 상
황에 대해서는 본서의 제5장 3절을 참조하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중국
의 신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동인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한다. 라만과 씰렌(Rahman & Thelen, 2019: 180)은 미국 플랫폼 기업
의 두드러진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부터 중국
신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 특징이란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부문의 투자자는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과 집
중이 확보될 때까지 인내하고, 플랫폼 기업의 발전에는 소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투자
자도 미국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과 집중을
달성하기까지 인내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중국에는 약 40여 개의
공유 자전거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기업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수많은 자전거를 투입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Larmer, 2017). 플랫폼 기업과 연결된 소비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12) 2012년 설립되었는데, 주변에 무료 WiFi를 찾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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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은 미국보다 그 역할이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 중국에는 미
국보다 더 많은 인터넷 유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만과 씰렌(Rahman & Thelen, 2019: 187)은 미국 플랫폼 기
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인을 미국의 독특한 세 가지의 정치경제 제도에
서 찾고 있는데, 이 점은 중국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의 제도란 국가의 규제 능력의 분산과 조직된 노동과 비즈니스 이해
로부터 오는 압력을 대처하는 능력의 취약함, 미국 법률 레짐, 특히 반독
점법의 근간이 되는 친소비자적 지향성, 과도하게 금융화된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를 말한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기업을 규범화하려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차이, 주 정부 사이의 각각 다른 정책과 법규 등
소위 “파편화된 정책(fragmented policy)”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전했
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명
분 속에서 독점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했으며, 발전된 금융 시장을 통해
서 막대한 자본을 조달하여 신속하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 정부는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
경제 등 신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뒤 비로소 신경제를 규범화하는 정
책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2017년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 인
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中央網信辦)13) 등 8개 부서 연명
으로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을 발표했는데, 플랫폼

13) 2014년 중국공산당 중앙은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小組)’를 설립했고, 그
산하에 업무 처리 기구로서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 소조 판공실’을 설치했다. 2018년 3월 국무원
은 <<기구 설치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했는데,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 소조 판공실‘과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하나의 기구, 두 개의 간판으로 중공중앙 직속 기구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2011년 5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치되었는
데, 그간 공업 및 정보화부가 담당하고 있던 정보화 추진과 인터넷 정보의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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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신경제가 야기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 즉 독점의 폐해, 노동자
의 권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서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에 주목하고 플랫폼 노
동자의 권익 보장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은 2021년 7월 인력
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 8개 부서가 연명으로 발표한 <신취
업 형태 노동자 노동보장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라고 함)>을 통해서였고, 2020년 들어 비로소 텐센트(騰訊),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 발전은 초기에
서부터 폭발적인 성장 단계까지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지
만,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서 그간의 성장
패턴의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신경제를 규범화하는 정책
과 법규가 제정되면, 지방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여
신경제를 규범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미국에 비
해 훨씬 더 중앙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중국의
금융 부문은 국가의 통제 범위 내에 있고, 플랫폼 기업 등 중국 자본의
역량은 국가의 능력에 압도되고 있으며, 중국의 소비자 지향의 문화는 미
국보다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의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의 성장과 성
장 방식은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정해놓은 방향과 범주 내에서 결정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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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신기술 적용이 일자리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산업정책을 거시적인 수준에
서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 단위 혹은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평가
는 이하에서 논의하는 산업과 기업 단위의 평가에 비하여 구체성이 떨어
지는 한계를 지니지만, 반대로 큰 흐름에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한국과 중국 뿐 아니라,
<보론>에서 논의하는 대로 미국과 독일을 포함하여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지원 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과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발전 혹은
부흥을 위하여 미국과 독일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중국과 한국을 자극하며, 거꾸로 중국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양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
다. 특히, 각국 산업정책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유사한 영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미중 간의 무역마찰을 포
함하여 각국의 경쟁과 충돌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의 기술영역이나 산업별로 분산된 정책들을 최근 2년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집약하면서, 특히 전자화와 탈탄소화를 두 축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먼뉴딜을 대등한 목표로 설정하고, 양극화
극복 과제까지를 포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비하면 중국의 <제조
2025>나 이후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정책은 노동과 고용에 대한 대책
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최근 중국 당국도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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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따른 불안정한 근로조건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적
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지,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
되는 국면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공산당과 공회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과 프
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향후 신기술이 초래할
고용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흡수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다만, 중앙 정부와 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수준에
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과
기업의 사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노동시
장과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이러한 신기술 확산의 영향을 흡수해야 하는
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보호와 경쟁력의 양립이 어떻게 가
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는 산업별, 기업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하 3, 4, 5장에서 각각 신에너지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음식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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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각국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지원 정책에서도 동
형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화, 서구 선진국의
재공업화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기 이전부
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각각 본국에 특화된 제조업 강화 전
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개발 및 산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축으로서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핵심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선진 제조(advanced manufacturing)”를 천명하면서
제조업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했다(Pardi, Krzywdzinski,
Luethjie, 2020: 14-15). 선진제조 개념은 미국 연방정부가 2009년 금
융위기 이후 제조 부문, 특히 하이테크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도입했
다. 이 개념의 기원은 미국 상무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보고서 “미국
제조(Manufacturing in America)”에서 찾아진다. 이 보고서는 컴퓨터,
전자, 반도체, 전기 장비의 기반이 되는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 기초가 미
국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
하기 위해서 신기술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 공급자로서 강력한 제조 기초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선진 제조”를 위한 산업정책을 실제로 집행했던 것
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2009년의 “대불황(great recession)” 직후였
다. “빅 3”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GM과 Chrysler를 파산에서 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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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는데, 생산능력과 노동비용을 삭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자 했다. 그러나 “선진 제조”를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초점은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핵심 기술의 발전에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미국은 2001년 이후 하이
테크 제품의 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선
진 제조 이니셔티브(AMI,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를 도
입하라고 조언했다. 2012년에는 연방 정부의 예산 5억 달러 정도를 투입
하여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가 형성되었다.
AMP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 이니셔티브는 “지역의 연구 기구들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즉 “혁신 제조 연구소(IMI, innovative
Manufacturing Institutes)”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의 형성이다. 2012년 연방 예산 10억 달러가 15개의 IMI에 할당되었고,
2016년 19억 달러가 배정되어 2025년까지 45개 IMI에 할당될 예정
이다. 이 기금은 과학 군사 복합체(scientific military complex)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정부 기구, 즉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소(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미국표준기술연구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의해 관리
된다. 공-사 파트너십으로서 각 IMI는 특정 핵심 기술과 조작으로 특화
되어 있다. IMI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German Fraunhofer
Institutes)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12~2014년
사이에 5개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3개의 연구소는 신소재를 연구
하고 있으며,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가 직접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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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신세대 전기 동력을 연구하고 있는 나머지 2개의 연구소는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가 관리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15개
IMI가 설립되었는데, 그 가운데 8개 연구소는 신소재(기능적 섬유, 바이
오소재, 3D 프린팅, 복합 재료, 경소재)를 연구하고 있고, 2개만이 로보
틱스, 인공지능, 디지털 제조로 특화되어 있다.
국방부는 연방정부 R&D 지출의 절반을 사용한다. AMP에 가입해 있
는 주요 기업들, 예를 들면 GE,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Raytheon),
IBM, 허니웰(Honywell), 알코아(Alcoa), 존디어(John Deere), ABB, 듀
퐁(DuPont) 등은 미국 기업이고 역사적으로 군산복합체와 연결되어 있
으며, 방어와 우주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AMP의 장기적 목표는
“주요 신산업의 형성과 발전”이지만, 현장에 대한 그 영향은 대단히 제한
적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항공우주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은 독일의 산업정책이다(Pardi, Krzywdzinski, Luethjie, 2020:
10-12). 독일의 산업정책은 “산업 4.0”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산업 4.0”
의 개념은 독일 정부의 첨단기술 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정부는
2006년 첨단 기술 전략을 처음으로 입안했다. 당시 교육조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이 프로젝트의 감독으로 위임을 받았고,
2006~2013년 동안 독립 기구인 “Research Union Business and Science”
의 자문을 받았다.
Research Union 그룹 내에서, 과학자 그룹과 비즈니스 이해 당사
자는 “산업 4.0” 개념의 발전을 담당했다. IT 산업의 대표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그룹은 2013년 “산업 4.0 집행 추천(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Industry 4.0)”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후 활동의 기
초가 되었다. 동년 세 산업의 연합 VDMA(mecha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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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kom(IT), ZVEI(electrical engineering)이 “플랫폼 산업 4.0(Platform
Industry 4.0)”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연합은 자신의 역할과 협력의 내용
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2014년 Platform 4.0은 재조
정되었고, 독일 정부의 정치적 지도 하에 배치되었다. 플랫폼의 주요 업
무는 기술적 표준과 참조 모델(reference models)을 발전시켜 독일 정
부에 기술정책을 조언하는 것이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산업 4.0”은 기술의 현대화와 혁신을 위해 공
적 자금을 조성하고 사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산업 4.0”과 같은 산업정책을 입안했던 원
초적인 동기는 독일은 제조 강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정보
기술의 측면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일부 후발 국가들보다
낙후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인식이다. “산업 4.0”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제조 전문성과 IT의 결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산업
4.0”의 전체적인 비전은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사이버-물리적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산업 4.0에서 스마트
공장은 각각 다른 잠재적 결과를 내는 한 다발의 기술들을 말한다. 기본
적 기술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인데, 기계, 소재, 부품, 노동
자가 상호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기본적 기술에 더하여, <<산업 4.0>>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진일보
한 기술의 발전들을 포함한다. △ 기업 내 분산된 IT 인프라를 통합하는
노력이다. 프로세스와 연관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프로세스
통제와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대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려는 노
력이 이에 해당된다. △ 현장 지원 시스템(assistance systems)의 확립이
다. <<산업 4.0>>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산업의 현장에 디지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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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digital assistance systems)을 체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은 현존하는 IT 인프라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노
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 궁극적인 발전은 사물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작업의 자동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그러나 자동화는
산업 4.0 개념의 핵심이 아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제조산업에서 자동화
는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어 있고, 최근 제조업의 자동화의 수준은 크게
제고된 바 없다(Pardi, Krzywdzinski, Luethjie, 20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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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제1절 들어가는 말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하는 신에너지차의 증가세가 확연하다. 19세기
말에 가솔린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여 움직이
는 자동차는 120여년간 지배적인 운송수단이자 필수적인 생활도구로 여
겨져 왔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전환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
기자동차가 등장하고 확산될 것이란 전망은 두차례 오일쇼크가 세계경제
를 강타한 1970년대부터 대두되어 왔지만, 최근의 확산세는 조만간, 아
마도 향후 20년 내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넘어설 것이라
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이유는 공급측면
에서 관련된 기술이 급속히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수요측면
에서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탈탄소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드높기 때
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을 줄
이기 위하여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아예 일정 시점부터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완성차 메이커들로서
는 1990년대 이후 가솔린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여 연비 규제에 대응해
왔으나,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 차, 그리고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탈탄소화 요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자동차 온
실가스 배출허용 기준14)은 2021년 현재 10년전에 비해 30.7% 감소한

14)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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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g/km이다. 더욱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97g/km에
서 70g/km로 27.8%가 줄어들 예정인데, 이는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더
욱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결코 만만한 목표는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가장 타이트하여
2021년 95g/km에서 2030년까지 59g/km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아예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탈탄소화를 위해서 한번 충전에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짧은 시
간에 충전할 수 있으며, 더욱 안전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
되는 한편, 가솔린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과도기에는 기존 엔진
의 연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전자제어 기술의 더욱 획기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자동차의 성능 개선은 동력발생과 동력전달 장치의 개선에 국한
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2019) 등에 따르면 미래차
시장은 CASE로 요약되는데, 이는 Connectivity, Autonomous, Sharing,
Electrification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즉 IT 기술과 통신 기술을 대거
적용하여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율주행하며, 과거처럼 개인이 소유하기
보다는 이용에 더욱 중점을 두는 공유차 개념이 확산되며, 아울러 전자화
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이미 5년
여를 넘어서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정중앙에서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 아키텍처의 근본적 변화는 완성차업체의 변화
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약 3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내연기관 자
동차의 경우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연관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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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전자화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기존의 부품조달체계와 고용 및 고용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는 선진 각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여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는데, 미국
상무부의 고민을 보여준 Coffin, David, and Jeff Horowitz(2018)과 유
럽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FTI(2018) 등은 그 대표적인 사
례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산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GM, 도요타, 폴크
스바겐 등 기존의 강자들에 의해서만 추동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CASE로 개념화했듯이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구
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자동차의 이용 편의성을 매개로 이
미래형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미
래형 자동차의 개발에만 주력하고, 생산부문은 위탁하는 전략을 취해 왔
는데, 종국에는 생산 전략과 생산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관측
되고 있다. 이러한 빅테크들과는 달리 기존 자동차산업의 강자들은 연구
개발뿐 아니라, 생산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녀왔는데, 이러한 종합경쟁력
을 보유한 기존 업체들과 전자와 IT기반의 신규 업체들간의 진검숭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신설 업체 중 자동차산업의 판
도를 전기차 위주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테슬라의 경우 자
동화율이 매우 높은 생산공정을 구성했다가 독일과 중국 공장에서는 기
존 업체들의 노하우를 존중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문제의식은 탈탄소화와 전자화라고 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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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
게 되면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
다. 그런데, 이 때 기술혁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그림 3-1]과 같이 기술의 종류를 네가지로 나눠보는 것이 유용하다는 입
장을 갖는다. 선행기술 혹은 기초기술은 과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비즈니스를 근저에서부터 재검토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재충전이 가
능한 2차 전지기술의 개발, 혹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등이다. 이러한
선행기술에 기반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곧 제품기술이다. 부
분적인 개량도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제품 아키텍처 자체를 일신한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음으로 생산기술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로서, 이는 원재료와 설비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능력과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기술은 주로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구
상되고 설계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엔지니어의 구상을 실천해내는 현
장 기능이 필요하다. 이들은 생산관리자와 더불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의 기능 혹은 숙련은 다른 기술들만큼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림 3-1]의 윗부분에는 이러한 네가지 종류의 기술이 자동차산업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랫부분은 그 사례들이다. 특히 아랫
부분은 전기차와 관련한 변화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왼편 아래에 수요의
증가세와 시장 경쟁 양상이 이러한 기술들의 선택과 적용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기술 측면에서 급진적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기술의 측면에서 모듈 부품들의 경우는 점진적 혁신
에 그칠 수 있음을, 반면 아키텍처가 변하거나, 차체의 프레임이 변할 경
우, 그리고 급속한 전자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급진적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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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기능과 숙련의 영역에
서는 작업장 노사관계나 노사의 전략, 작업장 정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기술의 종류와 연구의 분석틀

자료: 저자 작성

박근태(2021)는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를 사례로 하여 급진적 제
품혁신이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시스템의 변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조절효
과를 갖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의 변화는
흔히 대중적으로 논의되듯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나 탈숙련화만을 일으
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기능과 숙련의 영역으로 가면 더욱 그러한데,
이 부분은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생산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재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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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요구하고 대응하게 된다면 신기술이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Pardi et al(2020)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데,
이 논문은 기술결정론의 문제점을 전기차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신기
술에 따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둥의 논의는 노사관계에서
우위에 서려는 자본의 일종의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규정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신기술의 적용이 일자리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3만여개의 부품이 필
요한 가솔린차와 달리 전기차의 경우 2만개 미만의 부품만을 필요로 하
며, 그만큼 생산공정은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의 감소
와 탈숙련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이에 대한 대응은 노동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조합 역시 전기차로 인한 산업구조
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전
미자동차노조, 즉 UAW의 경우 산업정책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차 산
업을 육성하면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UAW Research Department, 2019). UAW는 특히 기존의 자동차산업
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서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에 익숙치 않은 전자
기업들이나, 해외 저가 부품들의 수입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취
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훈련과 훈련기간 중 생계
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독일 NPM이라는 기
구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이문호(2021)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기차가 신차 중 30% 가량이 판매될 경우, 전기차 자체만으로는 고용감소
가 14% 이지만, 자동화와 디지털화 등이 수반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고용감소 효과는 무려 39%에 달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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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전자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경
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신에너지차의 등장과 확산이 기존 고용 및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기술 혁신이 생산기술 및 생산방
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품기술과 생산기술의 변화가 고
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신산업의 등장이 불가피한 추
세이고, 오히려 신기술, 신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새로운 숙련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
가? 반면,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구조조정되는 업체와 그에 속한 노
동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하여 현재 신에너지차, 특히 배터리 전기차 생산
과 판매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
교 연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업체 수와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서 연구대상 선정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여러 지역에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특히 광둥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광둥성은 광저우혼다, 광저우도요타
등 일본계와 이치폭스바겐 등 독일계 자동차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전자부품 업체와 IT 업체를 비롯한 신흥 신기술 업체들도
대거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광둥성 및 그
내의 센젠시와 광저우시 등은 중국 당국에 의해 종종 새로운 제도의 실험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도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이 코로나 국면 하에서 더욱 어려웠기 때
문에 양국의 사례들이 세세한 항목에서 완전히 비교 가능한 대상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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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과 업태의 변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를 관찰
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교 관점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
1. 신에너지차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전기차 산업 동향
가. 한국 전기차 산업 동향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제한적인 내수시장 규
모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성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신에너지차의 경우도 수출을 통한 생산 물량의 확보는
성장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발전해온 특성을 지닌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처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흐
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즉, 전기차 산업의 유아기에는 수출만큼 내수 시
장의 지원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차의 최근 동향을 2021년 상반기 생산, 판매, 수출
실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를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의 내수는 전년 동기비
68.9% 증가한 15만 8천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비 37.1%
증가한 17만 3천대였다. 친환경차 내수와 수출 모두 반기로 최다 판매를
달성하였으며,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초로 5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내수 부문의 실적을 다시 살펴보면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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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차의 비중이 2020년 상반기의 10.0%
에서 크게 뛰어올라 17.3%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는 93.4만대로 전체 자동차 중 등록 비중이 2016년의
1.1%에서 4.0%로 5년만에 4배로 늘어났다. 누적 보급대수로는 하이브리
드차가 78.5만대로 가장 많지만, 2021년 상반기 중 내수 판매에서는 순
수 배터리 전기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 신모
델의 출시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그림 3-2

자동차 내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21.0

180,000
157,567
150,000

17.3

18.0

133,368
15.0
120,000

14.0
12.0

93,302
90,000

10.0
69,824
56,835

60,000
40,978

9.0

7.9

8.1

7.6

53,778

72,301

70,564

6.0

6.0

6.5

4.5

30,000

3.0

-

0.0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판매대수

19.하

20.상

20.하

21.상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한편, 친환경차의 수출 실적을 보면,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로 높아진 가운데, 금액 측면
에서도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1.7%를 기록하였다. 특히 기아차 니로
HEV 등 하이브리드차의 수출이 전년 동기비 63.3%나 증가하면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견인하였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배터리 전기차 신모델

84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들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서, 향후 순수 전기차의 약진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3-3

자동차 내 친환경차 수출비중

200,000

18.0
17.1
15.9

172,921
14.1

160,000

146,949

15.0

145,235

13.1

12.0

126,092
120,000

111,988

110,269
86,830

80,000
6.9

90,667
7.9

9.4

9.4

86,160

9.0

7.4
6.0

40,000

3.0

-

0.0
17.상

17.하

18.상

18.하

19.상
수출대수

19.하

20.상

20.하

21.상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나. 신에너지차 관련 산업정책과 정부의 지원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친환경차의 빠른 증가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9년 10월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에 이어, 2020년 10월에는 다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의 비율을 2030년까지 33%로 올리고,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며, 전장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
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구입에 대해 파격
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중앙정
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2021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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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터리 전기차 모델별 국고보조금 액수를 보면 전년에 비해 다소 줄
어들었는데,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아이오닉5가 800만원, 쏘울 기본형은
750만원이다. 한국GM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볼트는 760만원, 테슬라 모
델3(롱레인지)는 750만원인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델별로 큰 차이는 없
다. 다만, 대창모터스의 DANIGO 등 초소형차에 대한 보조금은 400만원
으로 중소형차보다는 적다. 한편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보조금은 배터
리 전기차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현대차 넥소에 대한 보조금은 2,250만
원이며, 소형승합차 일렉시티 FCEV에 대한 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이
보다는 적은 편이다.
다음으로 각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을 펼치고 있는데, 지자체별 구매보조금은 <표 3-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권보다는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보조금이 더 높은 편
이며, 역시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 구매보조금
(단위: 만원, 승용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400

1100

부산광역시

450

1,200

대구광역시

450

900

인천광역시

420

1,000

광주광역시

500

1,000

대전광역시

700

1,000

울산광역시

550

1,150

세종특별자치시

300

1,000

경기도

400~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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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단위: 만원, 승용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강원도

520

1,500

충청북도

800

1,000

충청남도

700~1,000

1,000

전라북도

900

1,400

전라남도

720~960

1,200~1,500

경상북도

600~1,100

1,000

경상남도

600~80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이러한 구매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이외에 구입 관련 세제 혜택도 적
지 않은데, 국세의 경우 차량가액의 5%인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며,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9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준다. 여기에 지방세인 취득세(차량가격의 7%)는 140만원 한도 감면제도
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그밖의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의 연
세액이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동차세에 다시 지방교육세가 30%
붙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이 전기차에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15)
한국 정부도 이렇듯 중앙, 지방 정부가 모두 나서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될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전기차산업이 국가의 보
조금과 세제혜택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배터리 성능과 가격이 가솔린
엔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재완(2021)과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15) 결국 통상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2020년식 2000cc 승용차의 1년분 세금은 54만원
으로서 전기차에 부과되는 13만원은 그 1/4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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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구소(2019)에 따르면 배터리 셀 가격이 2025년이 되면 가격 동등
화(Cost Parity) 지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국 2025년까지는
보조금에 힘입어서 수요 확대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대당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으나, 전기차
판매대수의 증가로 예산은 전년비 23% 증가한 1조원 규모(승용차는
5,250억원)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점차 1대당 보조금은 줄어들고, 지급대
상 차량은 늘어나는 양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배터리 등 신에너지차 부품산업의 동향
신에너지차 혹은 친환경차의 범주는 하이브리차와 순수 배터리 전기차
이외에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등을 포함한다. 수소차는 발전기로 배터리
셀을 충전하는 방식으로서, 따라서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모터를 돌려주니 배터리 용량이 적어도 된다. 결국 수소차는 주행거
리가 길지만, 수소 탱크 등의 무게가 있어서, 수소차는 장거리 운행, 또는
차종별로는 상용차나 대형 승용차, SUV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다. 또한 수소차는 발전기와 탱크 등 때문에 비싸지만, 편리하고 LPG처
럼 충전도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수소차 역시 동력발생과 동력전달장치의 변화 이외에는 기존의 자동
차 아키텍처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배터리 전기차를 비
롯한 신에너지차는 모두 파워트레인 부분의 변화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표 3-2>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부품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
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차원과 더불어 당분간 연비를 높이기 위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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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차의 전자화도 크게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장비들의 시장 규
모도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화 대응은 에
너지 발생 장치의 변화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 자체는 역시 배터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주요 파워트레인 부품별 향후 시장 전망
시장규모(10억달러)

전기차용 구동장치

배터리팩

열관리장치

파워트레인용

연평균증가율

2018년

2025년추정

DC컨버터

0.7

4.7

30.9

온보드차저

0.9

4.6

26.4

인버터

3.4

12.0

19.7

E모터

3.0

12.7

22.8

감속기

1.2

4.3

20.5

BMS

1.0

7.9

34.3

배터리 셀

13.9

71.6

26.4

수소연료전지

0.04

0.3

32.3

전압배분유닛

1.7

10.0

29.1

배터리전기차용

0.8

5.4

31.7

수소연료전지차용

0.002

0.02

40.9

하이브리드전기차용

1.8

6.8

21.0

센서

21.8

26.8

3.0

액추에이터

21.3

25.9

2.8

자료: McKinsey Center For Future Mobility(2019), 자료 토대로 재정리

따라서, 신에너지 완성차 설계와 더불어 미래 자동차산업을 좌우하는
열쇠는 배터리 부문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배터리 기술은 전자제어,
기계적 요소와 화학적 반응의 종합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 구성요소인
배터리 셀이 고가이다. 또한 이 배터리 셀들을 알루미늄 박스에 넣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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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 냉각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때 제어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
해야 한다. 아울러 셀과 셀의 연결은 전극 관련 전기 기술이 필요하며,
조립은 냉각 성능(열관리 능력)과 안전성이 중요하다. 가솔린 엔진 이상의
기술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데, 배터리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표 3-3>에서 볼 수 있
듯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류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업체
인 CATL을 비롯하여 중국 업체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량
(단위: Gwh)

순위

제조사명

2020. 1~7

2021. 1~7

증가율(%)

2020
점유율(%)

2021
점유율(%)

1

CATL

12.9

41.2

218.3

23.0

30.0

2

LG에너지솔류션

13.2

33.2

151.7

23.4

24.2

3

파나소닉

11.8

19.6

65.8

21.0

14.3

4

BYD

3.2

10.0

207.0

5.8

7.3

5

SK이노베이션

3.0

7.4

147.8

5.3

5.4

6

삼성SDI

3.7

7.0

86.9

6.7

5.1

7

CALB

0.9

3.9

322.0

1.6

2.8

8

Guoxuan

1.0

2.6

156.2

1.8

1.9

9

AESC

2.0

2.2

11.8

3.6

1.6

10

PEVE

1.1

1.5

34.2

2.0

1.1

기타

3.3

8.5

158.9

5.9

6.2

합계

56.3

137.1

143.6

100.0

100.0

자료: SNE Research, Global EVs and Battery Monthly Tracker, 연합뉴스, 2021. 9. 1일자 보도에서 재인용

중국 업체들 이외에도 폴크스바겐이 직접 배터리 생산을 선언하고,
GM이나 포드가 한국 배터리업체들과의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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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7월
8일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민관합동 2030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대
통령도 참석한 대회에서 정부는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처럼 키
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 3-4

배터리산업 민관합동 2030 성장전략에 따른 국내 3사 투자계획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 2030년까지 국내 15조 1,000억원 투자, 일자리 8,000개 확보
- 오창공장에서 LG IBT(전문 교육기관) 설립
- GM과 합작사 설립 및 미국 공장 확대
- 2030년까지 R&D 포함 국내 약 9조원 투자
- 중국, 헝가리 생산시설 증설
- 미국 배터리셀 공장 투자 검토
- 2030년까지 R&D 포함 국내 약 5조원 투자
- 폭스바겐과 합작사 설립 및 미국 생산시설 확충

자료: 매일경제신문, 2021. 7. 9.

배터리 3사의 생산능력은 2021년 대비 2030년에 각각 LG에너지솔루
션 160에서 830 기가와트, SK이노베이션 50에서 500 기가와트, 삼성
SDI 47에서 275 기가와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또한 선두
주자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오창 2공장을 스마트팩토리 전초기지
로 육성해나가고, 그 일환으로 교육기관인 LG IBT(Institute of Battery
Tech)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중국, 유
럽 등 주요 전기차 수요처를 중심으로 해외공장 신증설을 늘려나갈 것으
로 발표되었다.
이렇듯 국내 업체들도 정부와 더불어 기민하게 전기차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아직까
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후발주자인 도요타의 경우 꿈의 배터리라는 전
고체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용화될 경우 산업의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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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앞으로 어느 기술이 지배적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배터리 셀이나 팩을 차체 곳곳에 채우는 매우 분산
적인 방식도 가능할텐데, 여하튼 연결, 격납, 냉각 등의 영역에서 기술 업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술과 비즈니스의 판도가 달라질 것
으로 보인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방식의 배터리를 전제로 업체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터리의 도입은 산업현장의 급진적인 변화
를 초래하고 있는가?

2. 사례 연구
본 절에서는 1절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 완성차업체 사례를 살펴볼 뿐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본고의 작성을 위하여 완성차업체와 모듈업체, 배터리 셀과 팩 업
체들을 방문조사하였으며, S사의 경우는 가솔린 자동차용 머플러 생산업
체였는데,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여 일찌감치 신품목 개발에 착수한 결과,
최근 수소전기차용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향후 사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선정되었다.
표 3-5

현장 조사 개요
방문일시

주요 피면담자

완성차업체 - 현대자동차

21. 6. 22

생산관리1부장, 의장1부 생산과장

모듈업체 MA사

21. 6. 22.

생산관리팀장, 생산지원팀장

배터리팩 MN사

21. 8. 25

공장장, 경영관리실장

배터리셀 L사

21. 6. 28

인사지원팀장, 생산팀장

사업전환업체 S사

21. 6. 29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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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차업체 - 현대자동차
1) 업체 개황
현대자동차의 경우 1967년에 설립되어 1974년 고유모델 포니를 개발
하고, 1990년에 개도국에서는 최초로 알파엔진을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해왔다. 1999년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
를 갖추고, 해외생산공장을 잇따라 건설하여 2010년대 초반에 전세계 생
산량 800만대를 넘기면서 글로벌 TOP5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에는
중국 사업에서의 고전 등을 배경으로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
히 글로벌 빅5 업체로서 세계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업체 중 하나이다.
현대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다른 완성차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순수 전기차의 상용화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에 보다 역점을 두면서 시장 상황
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등장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
게 되자, 서둘러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44개 모델을 출시하여 167만
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1년에는 아이오닉5(코
드명 I5)를 내놓았는데, 이는 E-GMP라는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을 사용
한 배터리 전기차이다. 이제까지 코나 등 가솔린차를 부분 개조하여 전기
차를 출시하였던 것에 비하여 순수 전기차 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일찌감치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도
주력해와,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
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용 원자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소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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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도래한다고 보면,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도 상용차와 SUV 등에 수소
차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산업을 주도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자동차산업의 CASE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과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 등 서비스부문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제조업체의
전통을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제조 부문은 오히려 M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전기차 신모델인 아이오닉5를 생산
하는 울산1공장 12라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차 시대의 도래가 작
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
이오닉5는 E-GMP라는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등 제품혁신
측면에서 기존의 가솔린차 개조 모델과는 또 다른 급진적인 측면을 갖는
데, 이것이 완성차 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어떤 변화를 초래
하는지에 대해 이하 부품업체들 사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생산공정의 변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단일 자동차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
랑하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공장이 1공장이다. 물론, 그동안 모델 교체
등에 맞추어 부단히 생산라인을 개조해왔기 때문에, 오래된 공장이 곧 낡
은 공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생산
의 흐름은 ALC(Assembly Line Controller)가 통제하고 있으며, 도장공
정에서 의장공정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PBS(Painted Body Storage)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의장공정에 투입되는 생산차종(모델과 사양)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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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한다. 이 서열 순서가 바로 부품업체들로 전달되는데, 특히 서열
업체들의 경우 동일한 서열 순서로 부품을 적재하여 생산라인에 해당 부
품을 공급하게 되며, 이것을 JIS(Just In Sequence) 시스템이라고 부른
다. 전기차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수십년간 지속된 이와 같은 생산공정의
특성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즉,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흐름생산과 부품
투입방식 등은 그대로라는 의미이다.
울산 1공장은 11라인과 12라인 두 개로 구성된다. 11라인은 코나 가솔
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를 혼류 생산한다. 배터리 전
기차를 생산하면서 M/H(Man Hour)를 측정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17%의
공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노조
와의 작업장 협상 결과에 따라 오히려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한다(박근태,
2021). 이처럼, 노조의 개입과 조정에 의하여 기술적인 잠재성을 그대로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태(2021)를 참조하기로 하자.
한편, 12라인의 경우 코나 전기차와 아이오닉5의 혼류 생산으로 기획
되었으나, 아이오닉5 수요가 많아서, 현재는 I5 전용 라인처럼 운용되고
있다. 12라인의 경우 전통적 의장 라인의 특성 대로 트림 – 샤시 – 파이
널 – OK 라인 구성은 동일하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가솔린 엔진 시절에
는 엔진서브와 연료라인 공정에 상당수의 인원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어
지고, 그에 따라 인원 감소 요인이 40여명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로는 I5 모델의 인테리어 등 내부 구성이 고급화되면서 추가 공수가 발생
하여 인원 감소 효과가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반면 배터리 장착라인이 새로 추가된 것은 인원 증가 요인이지만, 증가폭
은 크지 않다. 참고로 I5의 경우 차체가 커지면서 도장 공장이 보틀넥 공
정이 되어, 생산물량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작업 속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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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ph(unit per hour)는 27.5로 느린 편이다. 더욱이 공간도 11라인보
다 12라인 쪽이 더 좁으니까, 11라인은 56.5uph인 데 비해 작업속도와
생산량이 적다. 공간의 차이 때문에 11라인의 공정수는 279개, 12라인
은 158개로 차이가 크다. 결국 11라인은 좀 더 작업이 세분화되고, 12라
인은 한 사람의 작업자가 다수 직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작업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
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연간 생산능력은 11라인은 22만대, 12라인은 10만
4천대라고 한다.
의장 공장에서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샤시 매리지 공정은 가솔린 차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경우도 전기차용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등
이 결합된 PE모듈이 있어서 앞바퀴, 뒷바퀴 서스펜션에 붙어서 같이 조
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샤시공정과 배터리 팩 조립 공정을 빼고 나면
생산라인 구성에서 거의 바뀌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크게 보면 예전
에 있던 가솔린엔진 서브장이 없어진 것은 커다란 변화이다. 그만큼의 소
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라인 구성이 변화될 때 기획
은 대략 2~3년전부터 착수된다. 실제 공사기간은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데, 다만, 셧다운 상태의 공사는 2~3주 정도가 필요하며, 대부분은 주말
이나 휴일을 이용한 부분작업들의 연속으로 해결한다. 기존 생산을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고용관계의 쟁점
앞서 생산공정의 변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울산 1공장 12라인에 배
터리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배터리 장착과 PE모듈이 들어온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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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서브장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전체 라인 구성은 유사하다. 통상 새
로운 모델이 도입될 때 작업장에서는 인원 투입과 관련한 치열한 노사 협
상이 진행되는데, 우선 사측은 공수 측정과 관련하여 산업공학에 근거한
MODAPS 공법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원 투입이 모답스 공법대로 되
는 건 아니다.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모답스 공법을 인정하지 않아 왔으
며, 경험칙에 입각한 작업장 교섭에 의하여 인원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인원 숫자는 곧 노동강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신
모델이 도입될 때 적정 인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것
이다.16)
울산공장 12공장에 I5 모델이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 1공장 인원은 결
국 44명 감소한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그 중 상당부분(26명 감소)
은 차체 크기가 커지면서 도장 공장의 한계로 UPH가 하락한 데 따른 것
이었다. 실제로 엔진서브 작업 등이 PE 모듈화로 외주화된 효과는 17명
에 불과하며, 실제 맨아워 감소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품질관리
인원의 1명 증가로 상쇄되어 작업장 교섭의 결과는 노사간 무승부에 가
까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자면,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
는 엔진서브 작업의 소멸로 인한 17명 감소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기차로 가면서 업무 내용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 있을
까? 전기차로 가면서 각 모듈의 ECU 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ECU
들간의 근거리 통신(CAN: Closed Area Network)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

16) 통상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의 현장 규제력이 강하여, M/H 협상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우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결과가 누적되면서 인원투입이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편성효율이라는
지표에서 현대자동차는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해외 자동차메이커나 현대자동차의 해외현
지생산공장의 경우 통상 80~90%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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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전장검사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예전에는 일방향
적인 지시 관계였지만, 전기차가 되면서 쌍방향 통신이 중요해졌기 때문
이라고 한다. 결국 품질검사 항목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은 줄어들고, 디지
털적인 것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화, 그리고 전장검사와 관련
하여 담당 인원들은 남양기술연구소에 2주간 특화 교육을 보낸다. 다른
조립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1주일이면 현장에서 OJT로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차는 원래 라인 중간중간에 키퍼(keeper)를 두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이들 중 전기나 전압
지식이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출장 교육을 보내는 방식으로 커버
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현대차 1공장 12라인은 별다른 직무교육 없
이 기존의 인력을 거의 그대로 투입했다는 이문호(2021)의 관찰은 여기
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하튼 배터리 전기차의 도입으로 엔진서브장이 없어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소요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
는가? 마침 현대차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자동차대중화(motorization)
시기, 그리고 대미 수출에서의 엑셀 신화 등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던
1980년대 중후반에 입사한 인력들이 대거 퇴직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
다. 현대자동차 전체로 매년 2천여명 내외의 인력이 정년 퇴직하는 커다
란 인력의 변화 속에서 울산 1공장 등 단위공장만으로도 매년 150명씩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인원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인원 공급
도 줄어드는 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환배치로 인력 수급 상황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
다. 신모델 도입 등 작업장에 변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빈 자
리(job)를 모두 펼쳐놓고, 개인들에게 가고 싶은 곳 1, 2, 3차 희망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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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해당 생산공정에 가서 직무 특성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한다고 한다.
울산 1공장 12라인의 변화와 관련해서 80%는 1공장 내에서 자체 소
화되었다고 하며, 20%는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생관,
프레스, 차체 등인데, 이 중 일부 부서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생관쪽으로 가려면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주말에 공부하여 자격증 따갖고
온다고 한다. 이 같은 인원 조정은 12라인의 I5도입 과정에서 3개월 정
도 걸렸다. 한편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이기
때문에 엔진변속기쪽 인원도 1공장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며, 평소에는 기
피 부서였던 의장쪽으로도 적지 않게 배치된다고 한다. 즉, 당장 수요 감
소가 없는 경우에도 미리 부서를 옮기고자 하는 불안심리도 작용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도입에 따른 큰 변화는 없고,
다만, OK 라인 이후의 리페어쪽에서 고전압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
런데, 리페어는 원래도 각 공정의 고숙련자들을 배치했던 관행이 있었는
데,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리페
어 작업에 마이스터고 학생을 투입하는 건 아니다. 마이스터고 출신들은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보전, 프레스, 금형 부서에 배치
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들은 별도 T/O로 관리하면서 채용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예전 조반장이 이제는 파트장과 그룹장으로 호칭이 바뀌었
는데, 전기차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들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리 없다.
마찬가지로 사내물류도 바뀐 것은 없어서, 트롤리, 서열대차(JIS부품) 등
을 활용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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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으로부터 전기차 도입이 일자리 및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울산 1공장 12라인의 아이오닉5 모델 도입시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엔진서브 작업이 없어지면서 분명 인원 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정년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전환배치를 통하여 인원 수급
이 맞춰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특
징으로 하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원만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그렇지만, 늘 그래왔듯이 맨아워 협상은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울산1공장 11라인의 경우 코나 전기차를 도입하면서 인원감소
효과가 17%에 달하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
착된 경험도 있다. 물론, 인원의 결정은 순수한 차종 변동 효과로만 볼
수는 없다. 차종이 고급화될수록 내장 부품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수
가 증가하고, 인원 투입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인원 투입을 많이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넣을 수가 없고, 결국 작업속도, 즉
UPH를 낮춰서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들이 중첩되면서 작업장 내
인원투입량이 결정되는데, 종합적으로 보아, 인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마침
정년퇴직자 숫자가 많아서, 큰 갈등 없이 전환배치로 인원 수급이 일치하
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엔진변속기 부문의 생산량과 인력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 전환배
치로 해소가 되고 있으며, 의장공장만으로 보면 엔진서브 작업이 없어지

17) 그러한 점에서 “고용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문제가 부서나 기업별로 다르고, 갈등 양상도 상
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는 이문호(2021)의 평가는 옳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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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은 PE모듈의 외주화18)로 해결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년퇴직자 숫자가 많기 때
문에 인원과 관련해서는 연착륙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으로 전기차 도입에 따른 업무의 변화는 일부 공정에서 일어나고
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흐름생산방식과 JIS 시스템에 큰 변동은
없다. 샤시 메리지 공정이 앞뒷바퀴 PE모듈 조립으로 분리된 것과 배터
리팩이 단번에 조립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는 ECU간 CAN 통신의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 측면의 검사가 늘어났으
며, 최종적으로는 고전압을 다루는 리페어 공정쪽의 산업안전 주의도가
더 높아졌다. 전기와 전선, 전압을 다뤄야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남양기술
연구소 쪽으로 1~2주간의 추가 직무훈련을 보낸다고 한다.
결국 전기차 도입에 따른 제품기술의 급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술이나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될 뿐이다. 현
대자동차는 이후 또 다른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6는 아산공장에서, 그
전에 G80e라는 제네시스 파생 모델은 5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5공
장은 1공장 11라인과 마찬가지로 가솔린차와 혼류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갈수록 전기차 모델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으
로 흐름생산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생산기술 및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점진적 변화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8) 가솔린 엔진 및 변속기에 비해 전기차용 모터와 인버터 생산 등은 고급숙련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완성
차공장 내부에서 생산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 생산관리자들의 판단이다. 즉, 모터 생산은 이제 거의 장비와
설비가 맡아서 하는 편이며, 인간의 노동은 그저 오퍼레이션의 감독 기능에 머물기 때문에 고인건비를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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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샤시모듈업체 MA사
1) 업체 개황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업체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사와 관계사 이외에 1차 하청업체, 2, 3차 하청업체 등으로 성층화된다.
이 중에서 핵심부품들은 계열사들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M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더욱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최대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M사의 움직임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림 3-4

M사의 조직구조와 전기차 사업

M사는 1999년 이후 특히 현대자동차의 모듈화 전략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다. 샤시 모듈과 콕핏 모듈 등을 주로 공급해왔는데, 따라서 M
사의 사업부는 모듈 BU(Business Unit), 전동화 BU, 샤시안전부품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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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BU, 전장 BU, A/S부품 BU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전기차로
의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은 모듈 BU와 전동화 BU이다. 이
중 이 항에서 다룰 조사 대상은 모듈 BU 소속의 울산 공장 사례이다.
그런데, M사는 현대자동차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 BU 산하에 생산전
문회사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생산설비에 대한 소유권과 기
술,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은 M사가 가지며, 생산전문사인 A사와 B사는
인력관리와 공장 일상운영을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M사의 역할은
기획, 개발, 총괄관리 등이며, 생산전문사의 역할은 개발 이후 양산 시점
부터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책임진다. 다만, 고객사에 대한 품질 책임
은 M사가 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대외적인 것은 M사가 담당하며,
부품조달도 M사 책임이다. 단, 단순한 납촉 업무는 생산전문사 역할이
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두 회사간의 역할 분담이 아직 분명치는 않으며,
그레이존이 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바로 붙어있는 A생산전문사(MA사)는 3년전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10개의 사내하청 회사들이 있어서 일종의 소사
장제로 운영되었었다. 그런데, 10개 하청 회사를 아우르는 노조가 설립
(2018년 9월, 울산현대모비스지회)되자,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의 교섭
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에 하나의 생산전문사로 묶어서 설립되었
다. 10명의 사장이 교섭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사로 대형화하여 전
문화하고, 노무관리에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기차 생산
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이오닉5가 들어오면서 MA사의 샤시모듈 조립 공
정에 PE모듈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즉, A
사의 인원은 8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로
B사는 그대로 500명 수준인데, B사는 이미 2005년부터 하나의 생산전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103

문회사로 운영되어 왔으며, 샤시모듈이 아닌 콕핏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
기 때문이다. 다만, B사의 경우도 노조는 A사와 비슷한 시기인 18년 3월
에 결성(현대모비스울산지회)되었다.

2) 생산공정의 변화
M사의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일부 차종이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PE
모듈을 이전 샤시모듈 공장 한 켠에서 생산하고 있다. 물론, 아이오닉5
이전에 전기차 전용플랫폼인 E-GMP가 아닌 것도 여기서 생산해왔다.
MA사의 주요 생산품목은 칵핏 모듈, 샤시 모듈(리어 & 프론트)이었는데,
여기에 전기차용 PE 모듈이 추가된 것이었다. PE 모듈은 리어부분 감속
기에 고전압 호스와 오일쿨러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 이후 리어셔스
펜션 등과 결합하여 리어 샤시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다. 즉, PE모듈은 서
스펜션 등과 함께 리어샤시모듈, 프론트샤시 모듈 등에 결합하여 완성차
공장으로 납품된다.
따라서 MA사의 노동자들은 모듈 단위로 30~40개 정도의 직무를 수
행하게 된다. 다른 부품업체들에 의한 사전 조립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MA사 오퍼레이터는 3일 교육 후 투입이 가능하며, OJT는 1주일 내로
실시된다. 그만큼 단순 작업이라는 것인데, 택타임이 2분이 채 안될 정도
로 단순한 작업이 반복될 뿐이다. 작업속도와 작업량은 완성차업체에 완
전히 연동되어 있는 동기화 생산을 특징으로 하며, 트럭으로 서열 순서에
따라 납품된다.
흥미로운 것은 MA사의 경우 편성효율이 88% 수준으로, 현대자동차의
50~6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직 노사관계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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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여서 맨아워협상이 반복되지 않았고, 또 인력구성이 30세 전후로 매
우 젊기 때문이다.
한편 품질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냉각수 라인의 누수 부분과 메인 전원
의 연결부위 등이다. 그러나, 설비와 장비를 이용한 누수와 누전 검사 등
은 완성차업체에서 실제로 냉각수를 넣고, 전압을 넣어서 실시한다, MA
사에서 하는 것은 육안 검사와 당김 검사(컨넥팅의 경우)에 머문다. 참고
로 공장 견학 결과 사내물류는 AGV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직은 여유공간이 있고, 따라서 여유 재고를 상당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관계의 쟁점
이상에서 생산공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완성차 공장 내부에
서 하던 엔진과 변속기 조립 작업 등이 없어지면서, PE모듈 조립 역할이
MA사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 등의 선조립은 이미 M사의 대구공장에서 수
행하여 들어온다. 울산 모듈공장에서는 냉각호수 연결, 메인 케이블 탑재
등의 작업에 그치고 있는 것인데, 그 작업만으로도 추가 소요되는 인원이
170여명에 달하였다.
이렇듯 향후 전기차 차종이 늘면서 MA사에서는 계속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사 직원은 모듈 BU로만 85명인데, 그 중 생산
엔지니어는 40여명으로서, 생산, 생관, 공정기술, 품질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업무는 M사와 A사 사이에 중
복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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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담자들은 인건비 차이를 들었는데, 울산의 지역노동시장이 워낙 고
임금이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여하튼 현대자동차나 M사에 비해서
A사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더욱이 노무
관리의 부담을 A사가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원 구성을 보면 보전공은 A사가 20명, B사가 8명 정도로 소수에 머
물고 있다. 10개의 사내하청 업체들을 하나로 합쳐서 A사를 설립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소사장제 시절부터 따지면 평균근속연수
는 10년이 넘으며, 연령 구성은 30대 초반이 주력이라고 한다.
작업장 내에서 제안, 개선활동은 하고 있으며, 채택되면 수평전개 방
침을 통해 국내외 공장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작업자 참여에 의한 분임조 활동 등은 한때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4) 소결
모듈조립업체인 MA사의 핵심 미션은 파업 등 라인 중단 없는 매끄러운
생산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품질 관리, 세 번째로는 노무관
리인데, 피면담자에 따르면 이중 노무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역으로
그만큼 사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M사 입장에서 A사를 설립하여 노무
관리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PE 모듈을 포함하여 샤시모듈 공장에서
사전 조립이 이루어져 모듈 단위로 완성차공장에 납품되기 때문에, MA
사의 일자리는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 증가세는 전기차 생산
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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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증가로 인한 인원 감소 효과는 PE 모듈 물량을 가져온 MA사의
인원 증가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요컨대, 전기차 도입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현단계에서는 고용의 절대수 감소보다는
인건비의 절감으로 귀착되었다.

다. 배터리 팩 업체 MN사
1) 업체 개황
앞서 M사의 사업구조에 대한 [그림 3-4]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사업군
가운데, 전기차와 관련하여 모듈 BU 이외에 전동화 BU의 활동이 활발하
다. 즉, M사는 전동화 BU 내에서 다양한 전기차용 부품을 개발, 생산하
고 있다. 그 중 배터리 팩도 생산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히는 배터리 팩
6~8개를 모은 BSA(Battery System Assembly)를 제작하여 완성차공장
에 직납한다. 이 BSA는 1단위만으로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고가의 부품
이며, 전기차의 동력발생장치이다.
필자가 방문조사한 MN사는 울산 이화산단 내에 입지하고 있는데, 공
장의 소유권은 M사에게 있다. 그렇지만, 모든 생산공장 운영은 N사가 담
당하고 있다. 현재 M사 직원은 20~30명이 와있으나, 이는 초기 품질 안
정을 위한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앞으로 M사 직원(상주 인원)은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생산계획 작성, 출고 등 모두 자체 운영 노하우를 갖춘
N사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MN사(M+N사) 울산공장에서는 배터리 셀을 단계적으로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BSA(Battery System Assembly)로 만들어 완성차업체인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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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납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SA는 450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부피와 중량이 있는 이 부품은 완성차공장의 인근에 입지해야만 한다.
MN사의 경우 차로 현대자동차로부터 20분 내 거리에 있는데, 하루 30회
트럭으로 납품하고 있다. 다른 대형부품들과 마찬가지로 동기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열납품된다. 이러한 부품조달 특성 때문에 M사가
울산시와의 협상에 의해 공장을 울산에 입지하였다고 한다. 울산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울산에는
자동차 등 관련 인력이 많아서 그것도 입지를 이곳으로 정한 이유 중 하
나라고 한다.
사실 M사로부터 생산위탁을 받은 N사는 소음, 진동, 열 등을 억제
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 업체이다. 1984년 창립되었으며, 2015년부
터는 열관리 부분으로도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힘써온 결과 현재
자동차사업군과 비자동차사업군으로 사업이 크게 나뉘어지고 수많은 계
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사 전체적으로는 5E(Energy, Environment,
Engineering, Electrification, Excellent)를 지향한다고 한다. N사 그룹
에는 G신소재와 W테크 등 비자동차부문에 상장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비자동차부문으로도 널리 확장해왔다. 2021년 그룹
매출액이 1조원 이상에 달할 정도의 대형 업체이며, 모사 역시 2013년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바 있다. 그룹 전체로 7개의 R&D 센터, 1개의 디
자인 센터, 21개의 공장과 사무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완성차업
체와 더불어 미국, 중국, 체코 등에 동반진출한 바 있다.
N사는 2021년 3월부터 BSA 양산을 시작했는데, 결국 아이오닉5와
더불어 이 사업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인 자체는 2020년 10월
에 N배터리시스템(주)로 설립되었다. 원래 경주에 있는 N사의 본사는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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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너를 생산하던 내장부품 업체였다. N사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전기차부분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일단 인력관리 회사로 출발한 셈
이다. 배터리 팩 생산 연구는 화성에 있는 연구소에서 오래 전에 시작했
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인력관리 위주이기 때문에 2021년 매출액은
300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앞으로 연구개발, 업체개발 등 기술적인 측면
까지 담당할 경우 매출액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생산공정의 이해
MN사의 공정은 배터리 셀을 12개씩 모아서 배터리 모듈(BMA)을 만
들고, 이것을 다시 3~4개 묶어서 배터리 팩(BPA), BPA를 6~8개 모아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BSA)를 완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배터리 셀을 두 개 병렬로, 그 6세트를 직렬로 연결하여 BMA를 구성하
는데, 처음에 두 개 셀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셀과 셀 사이에 면압
패드를 붙여 접착력을 높여준다. 다음으로 BMA를 구성하면서 센싱 블록
도 같이 조립하는데, 모듈은 5면에 커버를 씌우고, 나머지 한 면인 밑면
은 개방해둔다. 이쪽에 나중에 실리콘 계열의 흰색 찰흙을 도포후 냉각수
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셀 리드와 전극을 센싱 블록에 압착시
키고 용접한 후 검사, 이후 커버 씌워 완제품 만들면 이를 언로딩하고,
자동창고로 가져간다.
BMA 공정은 여섯 개가 있는데, 라인 당 한 명씩의 오퍼레이터가 배치
되지만, 지금은 초기 품질 안정을 위해 8명을 투입하고 있다. BMA 공정
을 구성하는 설비는 1, 2라인은 한화, 3~6라인은 현대로보틱스가 공급했
는데, 국내에 유일한 공정이며, 기술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한다. 이 설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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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BMA와 BPA 공정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 BPA 조립할 때
볼트는 자동체결되는 등 BMA, BPA 공정에 로봇 수백대가 작동중이다.
BPA는 3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 BSA 공정은 자동화가 어
렵고, 그래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인력들의 가장 중요한 일
은 와이어링을 조립하는 것, 와이어링은 K전자와 H단자 등에서 조달되는
데, BSA에서 셀을 빼면 와이어링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수평으로 놓
여 있는 BPA들 사이에 와이어링을 집어넣어 토크렌치로 체결하는데, 토
크렌치에 토르크가 저장될 뿐 아니라, 좌표를 읽어주기 때문에 일정한 순
서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정확히 체결되도록 한다. 그리고, 체결 당시의
좌표와 토르크 값이 모두 기록, 저장된다.
이후 비전 검사를 통하여 모든 부품이 제대로 결합되었는지를 품질 체
크한다. 다만, 절연 저항검사 등은 완성차업체에서 한다. 배터리 셀 업체
에서 60% 정도 충전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MN사와 같은 조립 업체에서
더 이상의 충방전 체크는 없다. 그렇지만, 여하튼 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연 툴을 사용한다. 감전 방지는 산업안전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BSA에는 이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기밀검사 후 컨넥터를 체결한다.
BSA 조립의 후공정인 검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전공정은 라인 당
20명 정도가 나란히 서서 체결 작업을 하고 있다. BSA의 앞부분에는 냉
각수 연결구가 있어서 나중에 바닥으로 냉각수를 흘려주게 된다. 또한
BSA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BMU)이 있는데, 이는 배터리를 사용
할 때 배터리를 최적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온도, 전압, 충전배분 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밖에 FUSE BOX와 RAP(Relay Assembly
Power)가 있어서 전기 연결과 차단을 조정해준다. 그 중 핵심 부품 중
하나인 BMU는 M사가 전장업체인 SNS와 공동개발했다고 한다. BSA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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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택사양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오닉5에 들어가는 BSA도
6가지 종류라고 한다. 현재 기아차용 BSA도 생산중이며, 제네시스용
BSA는 양산 준비중이다.
MN사 공장 사내에 지게차는 있지만, 라인 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
적이다. 라인 내에서는 AMR(automatic mobile robot)이 34대 다니고
있는데, 이는 AGV(auto guided vehicle)와는 개념이 다른 일종의 로봇
이다. 즉, AMR은 마그네틱 선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AGV와는
달리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이다. 중간 센서가 없어도 안테나와 교신을 해서,
그리고 전방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봐가면서 최종 목적지의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림 3-5

배터리 시스템의 조립 과정

자료: 공장 방문 결과 토대로 작성

3) 고용관계의 쟁점
N사의 인원은 300명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품질 안정을 위해 400
여명이 일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설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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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30명이며, 생산직이 270명으로 생산공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엔지니어는 QC 인원 포함 15명 정도인데, 생산, 품질, 생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300명 중 21년 입사자는 100여명이며, 나머지는 현장 경험
이 우수하고 회사체계에 적응이 잘 된 인원들을 경주 외동에 있는 N사의
본사 공장에서 데려왔다. 채용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능보
다는 인성을 중시하며, 또한 공정적합도도 보았다고 한다. 보전과 QC 부
문은 공고 졸업생보다는 경력을 중시하여 채용한다. 예를 들어 PLC를 다
뤄봤다던가, 로봇 관련된 업종에서 일했다던가, 다른 제조업체에서 보전
업무를 해봤다던가 하는 경력이 중요하다.
현재 공장 내 생산직은 일반생산과 보전, QC 등으로 직무가 구분되는
데, 보전과 QC인원은 40~50명 정도이다. 현재 이 공장에서 쓰고 있는
설비들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설비이기 때문에 유경험자는 없다.
따라서 설비업체 두 군데서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다. 설치하면서 엔지니어
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1차 교육을 받는다. QC 교육은 과거
폴리텍대학에 간 적도 있고, 일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기도 하는데, 측정
기계사용법 등을 배운다. 조립공에 대한 교육은 처음 들어왔을 때 3일 집
체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은 기초질서, 회사 생활에서의 준수 사항, 계
열사 소개, 소속감 고취에 중점을 둔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생산이나 품
질쪽 직무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주로 부서에 배치되어 OJT로 직무교
육이 이루어진다. 생산준비를 2020년 9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비업체나 모비스로부터 일을 배웠던 사람들이 전파교육을 하고 있다.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
어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주어야 한다. 자동화 기기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만 하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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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결국 QC 부서가 해결해야 하는데, 기계는
알람을 울리기는 하는데, 고치거나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에서는 예방을 중시하며, 2016년에 본사가 OHSAS 18001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울산공장을 신설한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협조도 받
고, M사의 지원도 받았는데, M사는 아무래도 전동화쪽에 경험이 많으니
까 그쪽의 도움을 받는다. 안전, 보건, 환경, 가스안전 담당자까지 모두
별도로 두고 있으며, 그것을 M사에 보고하고 있다. 사내물류는 일부 사
내하청을 쓰고 있다.
생산직은 조장 산하에 15명의 조원, 그 위에 반장, 직장의 직책이 있
는데, 직장은 현재 1명이다. 이러한 직책 승진 이외에 생산직과 관련한
다른 인사제도는 없다. 호봉승급도 없어서 그냥 베이스업에 따르기 때문
에, 시급이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기존 직원과 신규 직
원간의 임금체계는 똑같이 베이스업과 상여금 400% 방식으로 맞췄다.
이를 위해서 상여금은 기존 직원 750%였으나, 이를 400%로 조정하면서
나머지를 기본급화하였다. 기존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울산 노동시장의
상황을 따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N사의 본사는 경주이지만, 행정구역
만 그렇지 실제로는 울산에 인접한 지역이며, 실제로 직원 중 다수는 울
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신입사원도 주로 울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역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임금수준이 높음에도 울산에 입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M사 입
장에서 보아 인건비 측면에서 크게 절감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
단 노무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신규채용 100여명
의 경우 대부분 울산 인력이며, 평균연령은 30대 초반인데, 이는 일부러
20대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직 여성 비중은 20% 내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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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도 유사한 수준이다.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굳이 자동차업종의 경
험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 자체가 중요하지 업종은 크게 상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간연속 2교대를 채택
하고 있다. 이는 동기화 생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노조는 경주 본사공장 시절부터 한국노총 금속연맹 소속 기업별 노조
이다. 회사 설립 이래 한번도 파업한 적이 없는데, 유니온 숍을 채택하고
있으며, 위원장 임기는 3년, 직선제로 선출한다. 교섭 기간은 통상 3~4
개월이 소요된다. 이제 주력 인원들이 경주에서 울산으로 옮겨오면서 위
원장도 울산 공장에 있다. 경주 본사 공장에는 현재 70명 정도가 남아있
다. 헤드라이너 생산의 신공법이 개발되어 필요 인원이 1/3 수준으로 줄어
들면서 자연스럽게 울산으로 전환배치되어 온 경우인데, 작업환경 등에
서 울산쪽이 더 좋으니까, 전환배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있거나 하지
는 않았다고 한다.

4) 소결
MN사의 사례는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부품 생산 등과 관
련해서는 역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것도 울산
지역에 입지하면서 고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임금수준은 밝힐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았을
때 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BMA, BPA, BSA로 이어지는 공정의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M사
와 N사의 기존 생산관리 노하우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일단 가솔린차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나 나라가 전기차도 잘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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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업체들이 산재해야 하는데, N사와 같은 전문업체들을 적절하게 활용
하는 것이 M사의 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라. 배터리 셀 업체 L사
1) 업체 개황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원재료가 되는 배터리
셀은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핵심 부품이며, 고가의 소재이다. 소형가전용
으로 쓰이던 배터리의 성능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 것은 한편으로는
휴대폰의 충전후 사용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고성능 배터리는 2차
전지 기술을 토대로 하며, 다양한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성능 개선이 가
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기술 개발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에서 세계 1위였다가 중국의 CATL에
밀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L사이다. L사는 화학업체 내 사업부로
존재하고 있다가 2020년에 L사로 독립법인화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L사는 여의도 본사 이외에 충북
오창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전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찌감치 글로벌화를 추진해왔는데, 기가와트 단위로 본 생산능력
은 폴란드 공장이 가장 크고, 다음 중국 남경 공장이며, 한국과 미국 오
하이오 공장은 비슷한 규모이다.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폴란드 공장은 한국공장의 거의 다섯배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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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국의 오창공장은 전세계 공장에 대한 모공장(mother
plant)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 공장 중 한국 공장이 가장 오래되어 자동
화율이 낮은 편이며, 그만큼 생산효율도 낮다고 한다. 거꾸로 해외공장은
주로 자동화되어 있는 편이며, 미국이나 폴란드 인력의 숙련과 태도가 한
국이나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결국 인력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수준을 높여왔다고 한다.
L사의 배터리사업은 90년대 중반 소형배터리 생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휴대폰용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기술적인 도약을 하게 되었다. 자동
차용 배터리사업은 2000년대 중반쯤 시작하였지만, 전기차 수요가 세계
적으로 급증한 최근 5년간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셀에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 선두업체인,
CATL은 각형, 테슬라에 공급하는 파나소닉은 원통형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L사는 파우치형 중심이다. 파우치형은 소재들을 알루미늄
으로 싸주는 것으로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원통형
은 철로 형태를 잡아주니 안전성이 좋다. 배터리에 기대되는 성능이 안전
성과 경량화, 지속성 등인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생산공정의 변화
배터리 셀은 대전에 소재한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배터리의 개념 설
계를 하고, 공장 설비팀과 생산기술팀도 동시에 설비와 생산공정을 개
발하기 시작한다. 이는 설비기술이 경쟁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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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원재료는 현재는 NCM(니켈, 코발트, 망
간)이며, 도요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도 연구중이다. 한편,
L사의 소형 배터리는 주로 원통형을 사용하지만, 자동차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우치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립 방식이 다르다. 배터리 셀의
공정은 전극, 조립, 활성화 등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전자 제어 등이 중요하
기 때문에, 배터리 셀 생산은 화학산업이자 전자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배터리 셀은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는 맞춤형 제품이다. 따라서, 고객
사별로 다른 사양을 갖고 있어서 고객사별로 1~2달에 한번씩 생산현장
에서 형 교환이 일어난다. 그밖의 작업들은 거의 루틴화된 자동화 공정이
다. 즉, 파우치 밀봉은 물론 조립도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 이 때 사람의
역할은 재료교체, 공정흐름 모니터링, 월 1회 정도의 형 교환, 불량 잡아
내기와 품질관리, 리드타임 관리 등으로서, 통상적인 손끝 기술이나 이해
능력 등보다는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전반적으로 생산부문의 경쟁력은
리드타임을 줄이는 것인데, 중국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렇듯 설비
위주의 작업이어서 공장 내 보전공이 있긴 하지만, 주요한 고장은 설비업
체(일본 등)의 CS 엔지니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3) 고용관계의 쟁점
L사의 종업원수는 2021년 현재 오창공장 4,400여명(정규직), 대전
R&D 2,000여명, 여의도 본사 1,500여명 수준으로서, 총 8,000여명에
달한다. 오창공장 기준으로는 생산기술 엔지니어 2,200명, 오퍼레이터
2,200명, 사내하청 1,600명, 총 6,00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다
른 업종보다 엔지니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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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성과 운영에서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로는 생산엔지니어보다 품질엔지니어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엔지니어
들의 전공 구성은 화학이나 전자로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기계나 컴
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배터리의 경쟁력은 엔지니어와 R&D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렇다고 엔지니어에 대한 별도 인사관리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
며, 일반 사무관리직과 동일한 인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단, 생산직은
별도 인사체계로 운영된다.
L사는 L화학에서 분리하여 독립하였지만, 노조는 여전히 이전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2사 1노조 형태이다. L사의 조합원수는 2,000여명이며,
이전 화학공장까지 합칠 경우 3,000여명의 조합원수를 나타내, 조직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L사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
며, 최근 규약개정 투표를 통하여 산별노조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조합원
자격은 규약상은 사원도 가입 가능하나, 실제로는 서로 기피하는 편이며,
과장급 이상은 규약상 가입 불가능하다. 결국 노조에는 거의 오퍼레이터
만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오창공장의 생산성은 낮은 편인데, 배터리
셀 생산의 생산성 측정 단위는 MPM(meter per minute)을 많이 쓴다.
오창공장은 60MPM, 해외공장은 100MPM도 많은데, 이는 해외공장의
설비가 최근에 도입되었고,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창공장에는 최
근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면서 77MPM으로 올리게 되니 노조가 인원 증
원을 요구하여 노사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위험작업에 대해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고소고발 하는 등 작업장 노사관계는 원
만치 않다고 한다. 다만,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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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화학물질 등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
고, 이제까지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조립공장은 저습도를 유지해
야 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우려되는데, 이 때문에 고글을 다 지급했으
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잘 쓰지 않는다. 임금수준은 과거 주말 특근 등
을 할 때는 연간 소득이 1억원을 넘었었으나, 최근 주 52시간제 실시로
8~9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신입사원은 4~5천만원 수준이다.
휴대폰용 소형 배터리 생산에서 5년전부터 자동차용으로 주력이 바뀌
면서 전환배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3~4개
월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교육 내용은 설비작동법, 레시피라고 부
르는 작업조건을 모델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방법, 안전교육 등이었다.

4) 소결
L사 사례의 경우 이제까지 고용량 측면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왜냐하
면, 이미 배터리용 소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가 자동차용으로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른 공장 신
설 투자는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오창공장에서
의 인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도 참석한 “민관
합동 2030 성장전략” 대회를 통해 오창에 2공장을 건설하고, 교육기관까지
설립하는 대대적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2021. 7. 8, <표 3-5> 참조).
그만큼 전기차용 배터리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으
며,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삼 강조되었다. 따라서 향후 오창지역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
화될수록 고용은 더 늘어나는 양상이 전망된다.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119

다만, 생산증가에 따라 숙련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어떤 자동화 설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오퍼레이터의 역
할이 오히려 줄어드는 탈숙련화가 더욱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통
적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직 대 기능직의 비율보다 배터리 공장의 기술
직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인데, 앞으로 더욱 더 기술직 비율이 높아질 가능
성도 있다. 여기에 대전 소재 R&D 센터의 개발 인력까지 감안할 경우
향후 L사의 인력 구성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노동조합은 거의 오퍼레이터 중심으로만 조직되어 있기 때문
에, 그리고, 전투적인 노조의 성향을 고려할 때 오퍼레이터 숫자를 급속
히 줄이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오퍼레이터에
대한 재교육과 설비 자동화에 걸맞는 숙련 개발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절
실하다고 판단된다.

마. 사업구조 전환업체 S사
1) 업체 개황
신에너지차의 등장과 확산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용 부품업체들 중
일부의 사업구조 전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가솔린과 디젤
엔진 부품을 생산해오던 업체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
이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매출 제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서 다루는 S사는 머플러를 개발, 생산해오던
업체로서, 신에너지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업구조 전환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S사

120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입장에서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오랜
과제였다. S사의 경우는 국내 10대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나로서, 나름대
로 규모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10여년전부터 전기차
용 부품과 전장부품에 대한 R&D에 나선 바 있다.
S사는 울산의 주력 공장 이외에 여타 완성차공장에 납품하는 별도 계
열사들을 설립하여 대응해온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머플러 생산만으로
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왔는데, 이제 S-EV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수
소연료전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S사는 10여년간
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수소차용 발전기를 자체 제작하는 것
이 가능하다. 가령 전기가 없는 지역(검도경기장)에서 LPG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에어컨을 가동한 적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편
인데,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산 부품으로는 현재 S-EV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수소차에
발전기용 부품인 분리막을 납품하고 있다. 원래 이 아이템은 현대자동차
의 그룹사인 H제철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일부 물량을 넘겨 받은 것이
다. 2020년 12월부터 라인을 구성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현재
수소차용 분리막은 H제철과 S-EV로 이원화된 상태이다.
수소차용 분리막의 설계 원천 기술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다. 수소연
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차용 분리막은 출력은 높이고, 내구성을 좋게 하며,
코스트는 낮추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기술은 아니다.
S-EV가 분리막을 만들어 납품하면 현대자동차의 그룹사인 M사가 이걸로
발전기를 만들어 현대자동차로 납품하는 구조이다. S사는 따라서 M사의
발전기 공장이 입지한 충주 산업단지에 M사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공
장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말부터 파일롯 생산을 하다가 2021년 7/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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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을 가졌다.
한편, S사는 수소차 관련하여 센서류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수소가
리크되었을 때 폭발위험성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차량
내에 3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리크가 되면 이를 감지하도록 한다. 이 아이
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S사는 A 회사를 인수하여 계열사화하였는데, A사
는 원래 휠 스피드 센서를 만들어서 기존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회사
였다. S사와 A사는 수소차용 센서를 개발할 때 정부 과제로 신청하여 승
인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2) 생산공정의 변화
수소차는 주지하다시피 수소를 태워서 물과 전기에너지가 나오는 방
식으로 구동된다. 이때 수소 통로와 산소 통로가 따로 있어, 스테인레스
판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분리막이라고 부른다. 수소 차량 1대당 480매
가 필요하다.
이 스테인레스 판을 프레스 가공하는 것을 S-EV사가 담당한다. 이 공
정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수소판과 산소판이 가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레스 성형에서 일어나는 주름, 터짐 등 여러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다.
결국 이미 머플러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프레스 및 금속가공에서 기술력
을 축적해온 S사가 분리막 생산에서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력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
는 청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자 제어가 중요한 기술이자 관리
포인트이기도 하다. 즉, 분리막 공정(스택 공정)에서는 티끌이나 먼지, 흠
집 등이 나면 안된다. 스택은 매우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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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는 새롭게 배워야하는 기술이기도 하였다. 공정 내에서 산소판과
수소판을 용접하고 나면 고무가스켓을 씌우고, 이후 수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공정이 마무리된다.
요컨대, 생산공정에서 금속성형기술과 프레스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
공정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와 설비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S사의 머플러공장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의 자동화 설비들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S사는 충주 분리
막 공장에서 활용할 자동화 설비들 역시 이미 거래 관계가 있던 로봇회사
들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를 위한 선행기술 개발 부서가 자체 기술연구
소(경기도 용인 소재) 내에 있다.
수소차용 분리막 생산을 위한 공정은 이미 현대자동차와 H제철이 개
발하였지만, H제철의 경우 자신의 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고 보고, 처음부터 이원화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관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들
을 찾았는데, S사가 9개 업체의 경쟁을 뚫고 분리막 생산업체로 선정되
었다. S사는 머플러 생산에서 쌓아놓은 기술력과 생산관리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품질관리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 고용관계의 쟁점
S사의 종업원수는 울산공장 기준으로 700여명 정도이며, 현대자동차
의 다른 공장에 납품하는 별도 회사의 종업원수도 업체별로 50~300여명에
이른다. 수소연료전지차용 분리막 생산을 위해 설립한 S-EV사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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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업원수가 80~90명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화설비가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주요
작업은 자동화 설비가 거의 담당하며, 작업자는 검사 공정에 다수 배치되
어 있다. 사실 검수 자체가 센서로 거의 다 이루어지지만, 안전이 중요하
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한 장 한 장 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체계
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품질 검사 인력은 주로 신설된 충주공장 인근에서 채용하였는
데, 이와는 달리 사무관리직은 20~30% 정도가 울산에서 충주로 전환배
치되었다. 이들이 머플러 생산하면서 엔지니어로서 금속성형이나 프레스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던 인원들로서, 분리막 생산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직의 경우 사내물류는
아웃소싱되어 있으며, 울산으로부터 생산공정에 전환배치된 인원은 모두
퇴직자들이라고 한다. 즉, 현 재직자들의 경우는 전환배치된 인원이 없다.
S사 울산공장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매우 전투적
이고 조직력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와 유사한
요구를 내세우고, 이를 관철하는데, 다만, 임금수준은 현대자동차의
80~90% 선에서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S사 노조는 회사가 수소차용 분
리막 생산을 울산이 아닌 충주에 건설하게 되자, 그린필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사실 S사의 경우도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생산현장의 인력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정년퇴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의 조합원들이 강제 고용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불안정한 균형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울산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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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머플러의 개량이 부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솔린 엔진 등 내연기관차의 경우, 급작스럽게 사라지기보다는 점진적
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더욱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연비 향상을 요구받게 된다. 결국 가솔린차를 위한 머플러 개량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에서 울산 연구소와 공장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한다고 보면, 급격한 구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울산공장의 생산직 임금수준은 경기도 용인 본사의 사무관리
직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생산직의 평균 연령, 근속년수 등이 더 높고,
잔업수당이 많기 때문이다.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 이후는 잔업수당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말특근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산직은 가
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성과급은 생산직, 사무직 동일하
게 주는 시스템이며, 2020년에는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본급은 동
결되고, 성과급 100%와 일시금이 추가 지급되었다.

4) 소결
S사는 신에너지차로의 전환과정에서 수소 전기차용 분리막이라는 나
름 확실한 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 머플러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소
차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소차의 판매량은 하이브리드차나 배터리 전기차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S사는 여타 신에너지차 부품 혹은 전자화에 대
응한 전장부품도 수주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서류를 생산하는 A사를 인수한 것은 그러한 사업다각화의 노
력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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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품기술 능력이 있어야 하
는데, S사의 경우 분리막 개발도 그러했지만, 개발 활동에서 정부 과제로
인정받아 국가기관과 협업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
관이나 카이스트 등 대학과의 공동개발은 부족한 맨파워를 보충하면서
성공 확률이 낮은 기술 개발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한편, 계속 언급된 대로 S사는 내연기관용 머플러 개발도 계속 해야만
한다. 신에너지차의 보급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S사
의 전망에 따르면, 30년 후에도 내연기관이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
다. 특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가솔린차를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한편으로 가솔린차의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개량하여 연비
를 높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신에너지차
부품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S사의 경우 국내 10대 자동차부품
업체이자 그룹사 매출액이 1.5조에 이르는 초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이
러한 양면성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의 경우 성
공확률이 원래 높지 않은 R&D 활동에 얼마나 개발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S사를 포함하여 국내 자
동차부품사 대부분이 현대자동차 중국 사업의 후퇴에 따라 큰 손실을 보
고 있어, 신에너지차로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영업
이익과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신에너지차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신규
고용 창출이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울산공장에서는 정
년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원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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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울산의 임금수준은 인근에 현대자동차 등이 입지
하고 있으며, S사의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금
속노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인데, S사 입장에서 이를 피
하기 위하여 노조가 비판하는 “그린필드 전략”을 취하여 충주에 신공장을
건설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에너지차로의
전환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용자는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와 인건비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편 소결
이상으로부터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중심으로 신에너지차가 우
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및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완성차업체의 전략 변화는 당연히 부품조
달체계를 통하여 자동차산업 생산네트워크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 완성차업체 자체의 전략은 다시 환경규제나 글로벌 경쟁 환경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특히 유럽
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어 왔으며, 순수 전기
차 등 신에너지차를 개발하여 일정량 판매하지 않으면 자동차업체로서의
존속이 의문시되는 시대에 돌입하였다. 여기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새로
운 업체들이 등장하고, 구글, 애플 등 빅테크들도 CASE 추세를 기회로
자동차산업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이브
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신에너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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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2021년 들어 배터리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장착한 아이오닉5의 출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변신은 샤시모듈을 공급하던 M
사의 사업 내용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에 이르
는 배터리 공급 체인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아울러, 수소연료전기
차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사 사례는 머플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던 업체의
사업구조 전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검
토 결과 도출된 잠정적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솔린차의 판매 감소가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오
히려 새로 등장하는 배터리나 발전기 부문의 가치사슬에서 고용창출 효
과가 분명하다. 이는 MA사, MN사, S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다만,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엔진변속기 공장의 인
원 감소는 정년퇴직을 기회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이 없더라
도 수요 감소에 따라 미래 고용에 대해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의 전환배치
요구에 따라 다른 공장으로의 소속 변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한 우리들의 주요 연구대상인 울산 1공장 12라인의 경우 가솔린차용 엔
진서브 작업이 없어지면서 정원 감소가 발생하였다. 결국 완성차공장에
서 조립공정에 필요한 인원의 감소는 전기차 모델 수가 늘어날수록 가속
화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엔진변속기 공장의 인원 감소와 더불어 인력
수요를 적지 않게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향후 10여
년간 매년 2천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이 인원들에 대
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인력 수급은 균형을 이
룰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공장의 총원은 이렇게 감소될 것인데,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은 이를 대체하여 PE 모듈을 공급하는 MA사 등 모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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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배터리 셀(L사) 및 팩(MN사) 생산업체의 인원 증가로 일부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가솔린엔진 부품업체들의 고용감
소는 어떻게 만회될 수 있는가? 이제까지의 거시적 분석에 따르면 전기
차로의 전환은 부품수의 감소와 조립공수의 감소로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의 감소
와 증가는 부문별, 업체별, 공정별, 품목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전개될 것
이라는 점이다. 신에너지차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일반 명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구체적인
업체, 공정, 품목에 대한 파악 속에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솔린차를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
고,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가 등장하는 것은 급진적 제품혁신
이라고 평가된다. 제품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 제품 개발의 개념에 심대
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가속화되는 전자화 경향과 IT 기술을 활
용한 서비스화는 자동차산업의 지형도를 크게 바꾸고 있다. 그렇지만, 제
품기술의 급진적 변화가 생산기술을 곧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울산 1공장 11라인에서는 기존에도 가솔린차와 배터리 전기차를 혼류생
산해왔으며, 이는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도 생산기술이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나아가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전기차만 생
산하게 된 12라인에 있어서도 샤시 모듈과 배터리 팩 장착 공정을 제외
하고 나면 기존 트림, 샤시, 오케이 생산라인의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
지되었다. 이는 생산기술의 변화는 점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울산 1공장 12라인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라 교육훈련이 추가된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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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전압을 다루는 일부 공정에 머물고 있으며, 소수 인원만을 남양기
술연구소로 연수를 보낸 바 있다. 실제로 공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100% 충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가 들어왔다고 하여
노동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고전압에 유의해
야 하는 부분은 리페어숍 쪽인데, 여기는 기존에도 고숙련자가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 구성상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셋째, 배터리와 분리막 등 새로 등장하는 부품 가치사슬을 따라서 위
변화들을 관찰한 결과 완성차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품기술의 변화는 근본
적이고 급진적이지만, 생산기술의 변화는 점진적이다. L사의 경우 이미
휴대폰용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 변화만으로
도 자동차용 배터리 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MA사는 PE 모듈
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 말고는 조립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의 특성에 변화
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S사의 경우도 기존 머플러 생산 공정 자체가 금속
성형과 프레스 가공 위주의 공정이었는데, 분리막 생산도 이러한 공정 특
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산 엔지니어들이 자동화 기기 업체의 엔지니어
들과 공동으로 라인을 개발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MN사의
경우는 배터리 팩 생산공정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고 첨단 설비들을 대거 신규 투입하는 변화였기 때문에 급진적인 측면
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자동화와 IT 기술 적
용을 위주로 생산 공장을 운영해온 M사 기술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경로의존적으로 본다면 MN사의 공정 구성 자체
는 현대자동차와 M사의 숙련절약적 생산방식, 혹은 노동배제적 자동화
전략 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생산기술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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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진적 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고용관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기존 특성을 크게 변
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용자에 유리한 구도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의 사례 대상 업체들은 MN사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로서, 전투성이 강하고, 노조의 작업
장 규제력이 강하며, 임금수준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노조 입장에서도 신에너지차 시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따라서 제품과 공정의 변화 자체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나 소득이 훼손되는 것과 같은 사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사용
자들도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침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S사 등도 당분간
정년퇴직자가 다수 발생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러운 전환과정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고임금 일자리가 보다 낮은 임금 일자리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
고 있다(현대자동차 엔진서브 공정의 소멸과 MA사의 PE 모듈 생산, S사
울산공장의 머플러 생산물량 감소와 충주공장의 분리막 생산을 위한 신
규 고용). 종국에는 조직력이 보다 강한 부분의 인원 감소와 조직력이 보
다 약한 부분의 인원 증가에 따라 전반적 노사관계 지형은 사용자에 유리
하게 재편되어 갈 것이다. 물론, 이는 장기적 효과이다.
다섯째, 신에너지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자화(electrification)와 자
동화(robotization)가 함께 진행됨으로써, 기존 숙련의 내용에 변화가 발
생하고, 인력 구성에서 엔지니어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도 우
리나라의 경우 숙련보다는 기계와 설비 위주의 생산방식이 지배적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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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신에너지차의 도입을 계기로 수반되는 신규 투자의 결과 자동화와 정
보화가 일층 더 강화되었다. 이는 일반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점점 더 축
소되고, 생산라인을 기획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의 역
할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링, 선반 등의 금속 가공 공
정이 자동화되는 것은 물론, MN사에서 보았듯이 볼트 체결의 좌표와 토
르크까지 모두 다 저장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오퍼레이터
의 숙련은 불필요해지게 되었다19). 이에 상응하여 L사 사례가 보여주듯
이 점차 엔지니어의 숫자는 늘어나고, 오퍼레이터의 상대적 고용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신에너지차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 그
리고 고용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요약해보았다.
우리들의 사례가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등장하
는 배터리 중심의 가치사슬 체계를 중심으로 고용 및 노동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
다만, 그 속도와 폭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시장과 경쟁의 판도, 그리고
각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액수 등이 될 것이다. 환경규제의 강화
정도, 탈탄소와 전자기술의 발달 속도, 자동화 정도 등에 따라 본고에서
논의한 생산기술의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고용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대규모 정년퇴직자들로 인하여 구조 전환이 상대적으로

19) 다만, 앞서 사례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화기기들은 품질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원인과 처치방법은 결국 사람이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퍼레이터의 숙련이 완전히 쓸모없어
진다는 것도 사실은 아닐 것이다.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가의 문제는 향후
닥치게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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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시장 판도가 훨씬 더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일부 급진적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입게 되는 갈등 비용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도 좀더 근본적인 인력의 수급과 재숙련화 전략에 대한 고민이 노
사정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도입
신에너지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들의 왕성한 발전은 전통 자동
차 기업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내연차의 판매
를 금지할 것이다. 가령 2025년에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2030년
에는 인도와 독일에서, 2040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판매금지가 시행
될 예정이다. 중국 하이난성(海南省)도 2030년 내연차 판매금지 목표를
세웠다.20) 세계 20대 완성차 제조업체 중 18곳에서 이후 10년 동안 전
기차 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21)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승용차 시장이자 제조기지 중 하나로서, 이렇듯 중요한 구조조정 단계에
처해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시장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점유율은 세계 연간 판매량의 절반에 달했
다. 우선 중국에는 풍부한 신에너지차 모델과 거대한 시장이 있다. 2021년

20) 新華網, 邁向 “自我成長” 的新階段——新能源汽車發展觀察之三(2020년 11월 4일)，http://www.gdnevia.
org/nd.jsp?id=874#fai_12_top&_np=109_5112020-11-04.
2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V Outlook 2021, https://www.iea.org/reports/global-evoutlook-202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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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판매량은 점차 폭증해 5월 한 달만 21.7만 대가 판매되었다.
이는 같은 달 유럽 7개국과 미국의 판매량을 합친 것에 상당하는 수치
다.22) 신에너지차가 당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의 1.4%에서 2020년에는 5.4%로 상승했다.23) 다른 한편 각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중국에 운집해 있으며, 이에 더해 중국의 로컬 자동차
기업들은 분산돼 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
지 않다.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2011년 8000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45.6만 대로 늘어났다.24)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이 빠듯하
고, 업스트림 원재료값이 상승하며,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 승용
차 시장의 매출이 소폭 하락하는 상황에서,25) 2021년 초부터 7개월 동
안 신에너지차의 누적 생산·판매량은 모두 역대 연간 총량을 넘어섰
다.26) 전반적으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은 여전히 초창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산·판매량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
폭 상승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중국의 제조업과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현재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
에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발전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 도움

22) 유럽 7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이다. 每日經制新聞, 市場雙輪驅動
中國新能源汽車産产销量連續6年全球第一(2021년 6월 23일), http://www.nbd.com.cn/articles/2021
-06-22/1803743.html.
23) 前瞻産業研究院, 2021年中國新能源汽車行業發展現狀及市場滲透率分析 新能源汽車滲透率逐年提升
(2021년 7월 8일), http://finance.eastmoney.com/a/202107081989483742.html.
24) 2020년 자동차 제조 수량은 2532.5만 대로, 전년도에 비해 1.4% 감소했다. 그러나 연간 신에너지차 생산
량은 전년도에 비해 17.3% 증가했다. 國家統計局, 中華人民共和國2020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2021년 2월 28일), http://www.stats.gov.cn/ztjc/zthd/lhfw/2021/lh_hgjj/202103/t20210301_181
4216.html
25) 상동.
26) 가령 7개월간 생산량이 147.8만 대에 이른다. 張懿, 淡季不淡 新能源前7月累計销量已超歷年全年, 中國經
濟網(2021년 8월 14일), https://auto.gasgoo.com/news/202108/14I70268134C50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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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 산업의 재구성을 이해하고, 고용 및 노
동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광둥성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의 주요기지 중 하나다. 이곳에서 1분마다
약 5대의 자동차가 조립되며,27) 중국 자동차 10대 중 1.15대는 광둥에서
생산된다.28) 또한 광둥은 신에너지차의 선구자이자 실력자이기도 하다.
2020년 광둥성의 자동차 총생산량은 313.31만 대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차가 20.83만 대였다. 이는 2019년에 비해 27.6% 성장한 수치다.29) 신
에너지차 산업사슬에 속해 있는 많은 공급업체들 역시 광둥에 모여 있다.
광둥에 1.64만개의 리튬전지 관련 기업이 있으며, 생산량이 전국의 2/3에
달한다.30) 후이저우(惠州)에는 이미 중요한 동력전지 생산기지가 형성되
어있다. 비야디(比亚迪)는 이전에 수년 연속 중국 동력전지 설치량 1위를
점한 바 있다. EVE(億緯锂能), CBAK(比克電池), Greatpower(鵬輝能源),
SUNWODA(欣旺達) 역시 순위에 올라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광둥성
자동차 제조업종의 평균 고용 인원이 많은 문헌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줄
어들지 않고 오히려 2013년의 32.27만 명에서 2018년에 43.56만 명으
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31)
현재까지 중국의 업계보고서 및 학술문헌에서는 주로 기술 로드맵, 시

27) 南方新聞網, 廣東汽車轉型升级推動高質量發展(2019년 12월 1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
=1654041429300788285&wfr=spider&for=pc.
28) 南方日報, 廣東汽車工業創新驅動高質量發展(2019년 10월 1일), http://www.ce.cn/cysc/newmain/yc/
jsxw/201910/01/t20191001_33263282.shtml.
29) 廣東統計信息網, 2020年1-12月工业产品产量,(2021년 1월 29일).
30) 2021년 4월 20일 기준, 광둥성에 있는 리튬전지 관련 기업은 1.64만 개이며, 중국에서 가장 많다. 2위와 3
위를 차지한 장쑤(江苏, 산둥(山东)은 각각 4339개와 1917개다. 中商産業研究院, 《2021年中国锂電池行
業發展現狀分析》(2021년 4월 20일), https://www.askci.com/news/chanye/20210420/14151514268
73.shtml.
31) 南方日報, 廣東汽車工業創新驅動高質量發展(2019년 10월 1일), http://www.ce.cn/cysc/newmain/yc/
jsxw/201910/01/t20191001_3326328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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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변화, 소비자 선호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32) 이러한 연구는 물론 신
에너지차라는 신흥 업종의 미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여기서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제조 및 노동의 변화는 완전히
무관한, 혹은 주변화된 문제인 듯하다. 중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경우
응당한 권리와 경로가 결여되어 있고,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정책 제정
및 기업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33) 이에 비해 산업정책의 변화와 공급사
슬 및 생산의 재구성은 공장 내 노동과정과 작업 기술을 크게 뒤바꾼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소 드물다. 본 연구는 신에너지차
산업 정책 및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그것이 작
업 조건과 노동관계에 갖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1부분에서는 신에너지 산업에 관한 중국 정부와 광
둥성의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중 신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발전
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간략한 평가를 서술했다. 2부분에
서는 광둥성에 위치한 두 중·외 합자 브랜드 완성차 제조업체를 선택해
살펴보았다. 두 기업 모두 전통 자동차 제조업의 주력군이자 리더이다.
아울러 두 핵심부품 공급업체 P와 N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각 자동차
모듈형 플랫폼과 전기제어 전기 부품을 제조한다. 외자와 합자 자동차 기
업은 현재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에서 ‘제3 우선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테슬라 외에도, 로컬 전동 자동차

32) 예를 들면, Mob研究院, 2021年中國新能源汽車行業洞察.(2021년 5월); 巨量算數&盖世汽車研究院. 破晓
立新百舸争流——2021中國新能源汽車市場洞察報告(2021년 4월); 大搜車智雲&百度指數. 2020年新能源
乘用車白皮書.; 恒大研究院. 中國新能源汽車發展報告2020(2020년 9월); 艾瑞咨詢. 《2020年中国新能源
汽车行業研究報告》(2021년 2월).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495671; 中國公
路學報編輯部. 中國汽車工程學術研究綜述(2017년 6월). 第30卷 第6期: 1-197; 馬建等, 中國新能源汽車
産業技術發展現狀及對策对策, 中國公路學報(2018년 8월) 第31卷第8期, pp.1-19.
33) 예를 들면, Luo 2007; Luo and Y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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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중국 국내의 혜택 정책에 힘입어 처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
며, 대부분의 신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웨이라이(蔚来),
샤오펑(小鵬), 리샹(理想), 화웨이(華爲), 헝다(恒大) 등 ‘자동차 제조의 새
로운 새력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들은 새로 생긴 기업이거나, 원래 전자
과학기술, 부동산 등의 업종에서 자동차 제조에 진출한 기업이었다. 합자
자동차 기업은 내연기 시대의 산업 거두 내지는 ‘밸러스트’로서 오랜 역
사의 탄탄한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첨단 신에너
지 과학기술과 불완전하게 융합된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이고 있었다. ‘후
발대’ 합자 자동차 기업이 들어올 때, 신에너지 산업의 구도는 어떻게 변
화할 것인가? 그들이 전통 자동차 제조업에서 가졌던 우위를 찾아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인가? 이는 신에너지 산업의 다음 단계에서 발생할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기업의 전략과 실천은 공장 내부에서 제품, 생
산 공정, 인원수와 구성, 임금과 기술, 공회와 노동관계 등에 일련의 영향
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책 분석과 네 가지의 사례에 근거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정책 및 합자·외자 기업의 전략을 상세히 논힐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자동차 제조 공급사슬, 공장 내의 노동,
그리고 그 미래를 바꾸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에너지차 산업정책과 업계의 발전
가. 국가 전략과 지원 정책
신에너지차에 대한 연구개발은 중국에서 이미 오랜 시간 진행되어왔다.
‘8.5’ 계획 기간 동안 전기차 핵심기술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국
가 과학기술 연구 중요 계획의 일부분이 되었다. 당시에는 전기차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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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료, 전기차 동력제어 및 드라이브 관련 기술의 융합을 주로 연구했
다. 이를 통해 연료전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엔진 자동차, 전
기차 등 참신한 구조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했다. ‘9.5’ 기간동안에는
연료전지 기술이 국가기술연구의 중요 프로젝트가 되었고, 전기콘셉트카,
정책, 운행 메커니즘, 전기 튜닝카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8년 ‘중국친환경자동차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러
나 업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2001년을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다. 표지가 되는 것은 국가 ‘10.5’ 계획과 과학기술부의 국가 하이
테크연구발전계획 ‘863’으로 시작된 전기차 중대 특별사업이다.34)
진정한 ‘초기단계’는 2009년에 시작되었다. 이때 많은 정책들이 한꺼
번에 발표되었다. 2008년 말부터 자금 사용의 중점이 신에너지차에 놓이
기 시작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의 ‘코너 추월’,35) ‘획기적 발전’36)을 실
현하고자 했다. ‘십성천량(十城千辆)’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신에너지차
들이 규모 있게 시장에 진입했다. 2009~2012년 동안 중국의 25개 시범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2.7만 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했다.
연간 성장률은 79%였다. 동시에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빠르게 성장해,
2009년의 5294대에서 2011년에는 8363대로, 2013년에는 17543대로
증가했다. 이 시기 신에너지차는 상용 위주였다. 2013년에 승용차는 2038
로, 당해 생산량의 17%에 불과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은 2009년

34) 國家高技術研究發展計劃(863計劃)管理辦法,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
201109/t20110907_592247.htm.
35) 코너추월(弯道超車)이란 순탄한 직선 궤도에서는 후발자가 선발자를 추월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환경이 조성
되고 기회의 창이 열리는 코너에서는 추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의미로서,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종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역자 주)
36) 贾慶林: 大力推动新能源汽车跨越式发展, 科技日報, (2009년 6월 24일), http://www.most.gov.cn/szyw/
yw/200906/t20090623_71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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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90%를 점했다. 그러나 정책에 의해 하락세를 맞이하고, 2011년에 순
전기차는 이미 주객이 전도되었다.
2013년은 ‘쾌속발전단계’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신에너지차의 보급
및 응용이 시작되었다. 정책과 조치는 해마다 풍성해지고, 지원도 강화되
었다. 관련 투자는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곱절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절정에 이르러 451억 위안, 79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37) 재정 및 세무
보조금에서 통행권까지, ‘더블포인트’ 제도에서 충전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지원까지, 정책이 집약적으로 제정 및 발표되었다. 2015년, 이전에 3만
대에 못 미치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3만 대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일약 세계 최대의 신에너지차 시장이 되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새
로운 문제들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책들은 충전 인프라, 폐전지의 회수와
처리, 기초 기술 연구개발, 핵심 부품 기술 등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도
했다. 그리고 보조금 기만 수령, 중소기업의 비규범적 운영 등의 상황을
바로잡았다. 2015년부터, 재정 보조 정책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보조금
을 점진적으로 내리고, 새로운 기업과 제품의 진입장벽을 높이며, 업계
기준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국가급 산업 ‘화이트리스트’가 발표되었다.
2017년부터, ‘정책+시장’이라는 방향성이 점점 명확해졌다. 장려 메
커니즘은 주로 재정 보조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시장화 권장으로 바뀌었
다. 또한 장려와 압력을 동시에 시행했다.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승용
차 기업 평균 연료소모량과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乘用車企
業平均燃料消耗量與新能源汽車積分竝行管理辦法)》(‘더블포인트’ 정책)이

있다. 강제적 포인트를 통해 각 자동차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

37) 巨量算數&盖世汽車研究院. 破晓立新百舸争流——2021中國新能源汽車市場洞察報告.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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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감소를 유도한다. 이 시기 로컬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역시 변화가 생겼
다. 이는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외국의 경쟁자를
막고 로컬 리튬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업과정보화부는 2015년에 《자
동차 동력전지 업계 규범 조건(汽車動力蓄電池行業规范條件)》을 수립했
다. 이 문건에서는 판매중인 신에너지차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고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동력전지를 탑재한 차량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에는 중국 로컬 전지 제조업체만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일본계, 한국계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부 외자기업은 사업을 미루었고, 다른 일부 기업은 중
국 협력파트너를 바꾸었다. 이는 중국의 전지 기업들에게 외국의 기술을
흡수하고 산업사슬을 개선하며 규모화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
어주기도 했다. 현재 전지 분야의 세계 거두기업은 CATL(寧德時代)이다.
CATL은 초기 화이트리스트에 첫 번째 순위로 등재된 기업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새로운 ‘화이트리스트’에는 3개의 합자기업이 포함되었다.
삼성, LG화학, SKI였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결국 2019년에 폐지되었
다.38) 분명한 점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외국 자본에 개방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려는)완성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로컬기업과 합자 형식을 취해야 했던 규정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
다는 것이다.39) 테슬라는 이러한 독자(獨資) 완성차 제조업체의 첫 번째

38) 工信部: 新能源汽车动力电池 “白名单” 取消(2019年 第22号公告), 中国财富网(2019년 6월 26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37395203806187807&wfr=spider&for=pc.
39) 2018년 6월 28일,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허가 특별관리실시(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금지리스트)(2018년 버전)》을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전용차 및 신에너지차에서 중국측
완성차 제조업체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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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다. 그리고 BMW가 화천(華晨)을 인수한 것은 합자기업 역사가 바뀌
는 첫 번째 사례였다.40) 이러한 변화는 정책에서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
가 옅어지고, 시장경쟁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즈음,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부 등 중앙 부처에서는
여러 계획, 규정, 방법, 공고를 내놓았다. 그 위계와 기능에 따라 국가 차
원의 총체적 전략 및 계획과 4대 부류의 구체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신에너지차 발전은 ‘8.5’에서 현재의 ‘14.5’까지, 국가전략에 포함
되었다. 가령 ‘13.5’ 계획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6대 전략적 신흥산
업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41) 이러한 전략성에 근거를 두고, 각 중앙
부처에서는 단독으로 혹은 연합해서 구체적 정책들을 제정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 단계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술지원’, ‘산업관리’류 정책,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세무 보조’, ‘보급·응용’류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016년, 이러한 지원들은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으로 통합되었다.42)
나아가 2021년도 신고 지침은 에너지 동력, 전기구동 시스템, 스마트 주행,
자동차 네트워크 통합, 기술 지원, 완성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다. 18개
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며, 모든 고체금속리튬이온전지 기술 방향
을 포괄한다. 총 국가 경비 8.6억 위안을 안배했다.43) 이밖에 중앙정부

이제 해당 외자가 중국에서 같은 종류의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2개 이하로 설립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상용차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폐지했고, 2022년에는 승용차 외자지분 제한 및 합자기업 최대
2개 제한을 폐지했다. 中國日報網, 2018版外資准入負面清單发布取消新能源汽車外資股比限制, https://
baijiahao.baidu.com/s?id=1604568618757021519&wfr=spider&for=pc.
40) 財經雜志, 華晨破産重整新進展, 寶馬16.33億購下華晨汽車制造(2021년 8월 31일), https://cj.sina.com.cn/
articles/view/1684012053/645ffc15019014d3f.
41) 十三五規劃：http://www.hprc.org.cn/wxzl/wxysl/wnjj/ssw/201604/t20160405_370468.html.
42) 新華社, “973” “863” 取消後科研怎麽辦？國家重点研發計劃正式啓動, 2016-02-16, http://www.gov.cn/
xinwen/2016-02/16/content_50419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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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특별사업 자금의 일부 역시 신에너지차 산
업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에 장려 자금으로 사용된다.44)
여기서 언급할만한 점은, 사업 지침에서 대학과 연구소 외에 기업 주
도의 신고 역시 명확히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도 기업’은 원칙상 하
이테크 기업 혹은 선도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기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국가급 혹은 성‧부급 중대혁신 플랫폼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리더격 인사 혹은 중‧청년 혁신인
재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기술 지원’ 외에 ‘산업 관리’, ‘재정·세무 보조’, ‘보급·응용’ 등 기타
세 가지 정책은 특혜 대상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들은 생산기업과 소비자
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보급·응용’ 정책은 2009년 ‘십성천량(十城千輛)’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시작한 뒤 초반에 대·중도시(大中城市)의 대중교통,
환경미화, 택시, 공무, 시정(市政), 우편행정 등 분야에서 신에너지차의
운행에 크게 힘썼다. 2015년 말, 공공분야에서 신에너지차의 보급 비율은
2/3에 달했다.45) 현재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운행차량 비율은 15%를 넘
어선다. 이는 승용차 전체 시장의 운행차량 비율이 2%인 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보급은 주로 재정·세무 혜택을 통해 진행된다. 생산제조 기
업을 장려하고, 판매되는 자동차마다 가격 및 소비세 등에 보조금을 지급
한다. 재정·세무 보조는 가장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정책이다.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보조금 기준이 낮아졌으며, 이에 더해 국가가 자동차 기

43) 科技部: 新能源汽車重点專項2021年度項目申報指南的通知(2021년 5월 13일), https://www.sohu.com
/a/466202503_120664760.
44) 南方都市報, 新能源汽車研發項目将獲得中央財政的支持(2012년 10월 22일), http://sn.ifeng.com/qiche
pindao/chexun/detail_2012_10/22/387913_0.shtml.
45) 王小峰, 于志民. 中国新能源汽車的發展現狀及趨勢. 科技導報. 2016. 34(17):13-18.

142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업과 제품에 요구하는 기술조건과 성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터였
다. 가령 2020년 순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최소 300km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장기간 정책에 의존한 탓에, 보조금이 줄어들자 2019년 처음으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더해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
면서 국가는 시장의 예측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에 중단될 예정이었
던 구입 보조 및 구입세 면제 정책을 2년 더 연장했다. 또한 보조금 감축
정도를 완화했다. 더블포인트(雙積分) 제도는 ‘포스트 보조(後補貼)’ 시대
의 핵심적인 조치가 되었다. 더블포인트 제도는 2018년 4월에 실시되기
시작해, 2019년에 전면적으로 정착되었고, 2020년에 수정을 거친 후 더
욱 엄격해져 신에너지 차량당 포인트를 낮추고 자동차 기업 신에너지차
생산 비율에 관한 요구조건을 매년 높여 2019년의 10%에서 매년 2%씩
상승했다. 평균 기름소모량에 대한 요구도 엄격해져 2019년에는 110%였
던 것이 2021년에는 123%가 되었다.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더블포인트
심사는 ‘평균 내연 포인트 + 신에너지차 포인트 > 0’을 요구하고, 또한
‘신에너지차 포인트 > 0’을 요구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기업은 신에
너지 포인트로 전통 내연차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만회해야 한다. 전통 내
연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판매해야 하는 신에너지차가 점점 많아진다. 전
통 합자 브랜드 자동차 기업의 포인트 상황은 대체로 좋지 않다. 2019년
중국 내 승용차 기업 144개 중 40%에 가까운 기업의 평균 연비 포인트
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령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 상치GM(上汽
通用), 베이징현대(北京现代) 그리고 80% 이상의 수입 자동차 기업들이

다.46) 마이너스 포인트를 0으로 되돌리기 전에 연비가 기준에 부합하지

46) 工業和信息化部, 2019年度中國乘用車企業平均燃料消耗量與新能源汽車積分情况公告2020年第31号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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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제품은 차종의 공개 매매 명단에 발표되지 못한다. 즉 기업이 대
외적으로 판매활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강제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제정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 정책은 중국 산업 보호에서 점점 개
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파생업종 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라 부단히
조정되는 탄력성을 갖고 있다.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책은 업계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있다. 가령 초
기에는 많은 로컬기업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었다면 최근에는 ‘우수
기업을 택해 발전을 지원하는(擇優扶强)’ 방향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어음할인 보조금’직접 지원, 소비세 감면 등의 재정세무 혜택 방식을 사
용했다면, 현재는 규범에 맞지 않은 중소기업과 보조금 기만 수령 사례에
대해서 점차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보조금 중단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최근에
는 기술 기준을 높이거나 더블 포인트 정책을 사용해서 기업에 압력을 주
고 공급을 늘린다. 소비 측면에서는 신에너지차 구매 무제한, 브랜드 무
제한, 운행 무제한이 개인 구매의 주요 추동력이 된다. 2015년 9월, 국무
원 상무회의는 각 지방 정부에 신에너지차 구매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
다. 당해 상하이, 선전(深圳), 베이징, 항저우(杭州), 광저우(廣州), 톈진
(天津) 등 구매 제한을 둔 도시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중국에서 상위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전체 판매량의 46.1％에 해당한다. 더욱이
개인이 구매한 신에너지 승용차의 70％가 구매제한 도시에서 발생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충전 시설 완비, 전기 가격 인하 등의 방식47)을 통해

47)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十二五” 期间新能源汽車産業發展回顧(2021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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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개인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고 육성하도록 유도한다.

나. 광둥성의 규정과 실천
광둥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 지역이다. 광둥성 과학기술위
원회는 1992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해 전기차 프로젝트의 연
구를 진행했고, ‘8.5계획’에서 ‘11.5계획’ 기간동안 완성차 및 핵심부품
사업을 안배했다. 2004년 말, 성정부상무회의에서 《9대산업발전기획(九
大産業發展規劃)》과 《광둥성 공업산업 구조조정 실시방안(廣東省工業産
業結構調整實施方案)》을 통과시켰다. 이 문건들에서는 전기차, 차량용

동력전지 등의 신형 동력에 관련된 연구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2011년 ‘12.5’가 시작된 후에야 신에너지차
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광둥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광둥의 정책은 국가전략의 지향점을 구현하는 한편 지역의 특징을 반
영하고 있다. 광둥성 정책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그 부품에 특혜를
부여한다. 광둥에서 가장 중요한 완성차 업체는 일본과의 합자기업이다.
일본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하다. 2018년
《광둥성 인민정부의 신에너지차 산업 혁신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廣東省人民政府關于加快新能源汽車産業創新發展的意見)》은
신에너지 완성차 뿐 아니라 신에너지차 하이브리드 전지 기업에게도 이
자 보조를 지원했다. 또한 “전통 내연차 기업이 신에너지차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외 합자 승용차 기업이
시장의 수요에 근거해 신에너지 승용차 모델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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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촉진”하며, 합자기업과 내자기업이 동등하게 광둥성의 기술개
조 관련 재정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광치도요
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정책적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2020년 4월,
《광저우시 자동차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조치(廣州市促進汽車生
産消费若干措施)》 역시 신에너지차에 1대당 1만 위안을 보조하는 것 외

에, 안전하고 효율이 높으며 기술이 선진적인 저연비 가솔린차, 연료절약
효과가 명확한 비(非)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차량당 6000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6단계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자동차 모델은 에너지 절약 공헌 보조금(節能惠民補貼) 3000위안을
지급한다.48) 얼마 전 발표된 2021년 《광둥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4차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
十四個五年規劃和2035遠景目标綱要)》에서는, 전략적 지주산업을 공고화

하고 향상시킬 것과, 전통·신에너지차 산업의 공동발전을 견지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의 실정에 부합한다.
노동과 기술에 관련된 규정은 매우 드물지만, 2018년 《광둥성 인민정
부의 신에너지차 산업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廣東省人民政府關于
加快新能源汽車産業創新發展的意見)》에서 고급 인재를 유입 및 육성해

전문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광둥성
전역에서 이공계 대학에 신에너지차 관련 전공을 설립하고, 신에너지차
분야 관력 학과 개설에 더욱 힘쓰며, 완성차와 전지·전기구동·차량용 스
마트 단말기 등 핵심부품 분야의 엔지니어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

48) 廣州市工業和信息化局, 《廣州市促进汽車生産消費若干措施》(2020년 4월), http://www.gz.gov.cn/zwfw/
zxfw/jtfw/content/post_57594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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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맞춤형 육성·현대도제제도 등의 방식을 통해 직
업교육과 직책 기능 훈련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이로써 산업발전에 긴
급하게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와 고급기술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임무들은 광둥성 교육청,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나누어서 책임
지고 있다. 사실 광둥성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의 기공교육관리처는 2014년
8월에 이미 기공학교 신에너지차 핵심기술 교사양성반을 열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차, 비야디 순전기차, 볼트 플러그인 전기차 등으로 전기구동,
동력전지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49) 2019년, 광둥성은 인력자원사
회보장부, 중국기계공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전국 신에너
지차 핵심기술기능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50) 이는 신에너지차 핵심기술
을 중심으로 개최된 최초의 국가급 대회였다. 대회에는 자동차 수리공(신
에너지차 전기제어기술), 자동차 조립공(신에너지차 경량화 기술), 자동차
검수공(신에너지차 스마트화 기술) 등 세 가지 종목이 열렸다. 대회의 취
지는 기능인재의 육성과 선발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29개 성(구, 시)
및 기계 관련 업종에서 598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상위 3위 안
에 든 참가자는 ‘전국 기술 고수(全國技術能手)’라는 칭호를 받고,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을 진급시켜준다.

다. 업계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추세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의 이륜구동―즉 중앙정부의 적응성 계획과 지방

49) 廣東省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關于擧辦技工院校新能源汽車關鍵技術師资培訓班的通知(粤技管〔2014〕
22号)(2014년 8월 25일).
50) 廣東省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2019年中國技能大賽——全國新能源汽車關鍵技術技能大賽决賽在廣東
省深圳市开幕(201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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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용주의적 조정은, 산업발전·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등 방면에서 분명한 효과를 거두었다.51) 정책 시스템과 시장의 움직임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정책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기술 특허, 생산 및
판매량, 비즈니스 모델 등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52) 전통 자동차
제조업에서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더더욱 신에너지차, 특히 순전
기 분야에서 빠르게 따라잡아 국가 전략의 시야를 높이고자 한다. 정책이
추진하는 신에너지차 산업은 초기에 빠른 속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
다. 우선 시장이 양성되었다. 신에너지차 시장은 10년 사이에 0에서 백
만 수준으로 성장했다. ‘더블포인트’로 평균 연비도 계속 줄어들어 오염
물질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먀
오웨이(苗圩)는 신에너지차 발전을 표지로 하는 ‘전반전’에서 중국 자동
차 공업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선도 위치에 있으며, 세계 자동차 산업 ‘신
4화(新四化)’ 혁신발전의 선봉이자 중요한 실천자가 되었다고 보았다.53)
로컬 신에너지 승용차 기업의 구도는 일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많은
로컬기업들이 등장했다. 일찍이 2009년 7월,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상치, 둥펑(東風), 광치, 베이치(北汽), 화천(華晨), 치루이(奇瑞), 장화이
(江淮) 등 업계 상위 10위의 완성차 기업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이들은 《전기차 발전 공동행동요강(電動电汽車發展共同行動綱要)》
에 서명했다. 2019년 기준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기업은 약 80개다. 이

51) 唐葆君, 劉江鹏, 中國新能源汽車産業发展展望, 北京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年 3月, 第17卷 第2
期: 1-6.
52) 李蘇秀等, 基于市場表現的中國新能源汽車産業發展政策剖析, 中国人口, 資源與環境, 2016年 第26卷 第9期:
158-166.
53) 新華社客户端, 中國新能源汽車産業正在用 “成績單成” 說話(2021년 8월 13일), https://baijiahao.baidu.
com/s?id=170794118610549179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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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생산량 합계가 75.9만 대로, 전
체 신에너지 승용차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중국 자체 브랜드가 유난
히 뛰어난데, 그중 비야디는 신에너지 순전기차의 선행자라고 할 수 있
다. 비야디는 전지기술 실력을 기반으로 2006년에 이미 첫 번째 순전기
차 F3E를 개발 및 제조했으며, 2019년 생산량이 21.8만 대에 달했다. 비
야디를 대표로 하는 로컬 자동차 기업들은 저비용 인해전술, 전문화된 모
방식 혁신 혹은 창조적 모방, 채널 맞춤형 마케팅, 수직통합된 산업사슬
등의 우위에 의지해 신에너지 분야에서 영토를 개척했다.54)
이와 동시에 웨이라이, 샤오펑, 리샹 등의 ‘로컬신흥세력’이 등장했다.
10개가 안 되는 이 기업들이 대량생산 제품을 출시했다. 그리고 신에너
지 및 스마트 주행 콘셉트와 혁신적인 애프터서비스 등으로 시장의 인정
을 받았다.55) 이러한 신세력들은 지난 몇 년간 300여 개의 로컬 자동차
제조 기업 중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었다. 전통 자
동차와 달리 중국의 자체 브랜드 순전기차는 점차 국제 일류기업의 제품
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같은 등급의 모델은 완성
차 성능 면에서 이미 국제 일류 수준에 가까워졌고, 규격화 생산을 통한
규모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전체 생산량에
서 전통 자체 브랜드 8곳의 생산량 합계는 48.8%를, 로컬 신흥세력 5곳
의 합계는 12.5%를, 테슬라를 비롯한 외(합)자 브랜드 7곳은 35.9%를 차
지했다.56)

54) 王宏起, 汪英華, 武建龍, 劉家洋. 新能源汽車創新生態系统演进機理——基于比亚迪新能源汽車的案例研究.
中国軟科学. 2016年 第4期: 81-94.
55) 伏小龍. 一汽-大衆公司純電動汽車發展戰略研究. 吉林大學碩士論文. 2020年.
56) 恒大研究院,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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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업종의 경우, 중국은 이미 ‘3전’(三電, 전지, 전자기계, 전기제어
등 핵심부품 기술)을 장악했다. 중국 내 다양전기(大洋电机), 상하이전기
구동(上海電驅動), 징진전동(静進電動) 등 공급업체의 제품 성능은 계속
해서 향상되었다. 한편 화웨이, 엔비디아 등 일군의 인터넷 기업들 역시
디지털화, 무인운전 등 스마트 자동차 기술 연구개발에 자원을 투입해,
신에너지차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놀
라운 발전을 보이는 것은 동력전지다. 비야디의 블레이드 전지와 CATL
가 2021년 7월 29일 발표한 나트륨이온전지는 모두 업계 내에서 선진적
위치에 있다. CATL은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2017년에 마쓰시다(松下)와
비야디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모든 완성차
대기업과 합자기업 혹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방대한 생산능력의 집중
화와 업·다운 스트림 통합을 통해 로컬 동력전지 대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비야디, CATL, 궈쉬안하이테크(國軒高科), 톈진리선(天
津力神) 이 모두 이러하다. ‘대기업이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57) 이와 동

시에, 신에너지 완성차 업체는 전통 자동차 제조업과 달리 전지 등 핵심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능력이 훨씬 약하다. 게다가 생산량이 적고,
기술의 불확실성이 크며, 완성차 업체가 많은 부품을 내부에서 생산해 공
급하는 것이 어렵다. 창안(長安), 베이치, 지리(吉利) 등 완성차 기업은 신
에너지 순전기차 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에 계속해서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전지, 전기제어, 전자기기 등
핵심 분야에 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야디와 같은 기업은 여전히 소수
에 속한다. 비야디는 완성차 제조업체인 동시에 업계 내에서 선두 위치에

57) Zhao, We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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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력전지 제조업체이기도 하다. 이들은 약 70%의 부품을 내부에서
생산하며 전통 완성차 기업의 ‘수직통합/종적일체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
다.58) CATL와 같은 동력전지 선도기업에게 ‘자원에 기반한 전문화’는
중요한 산업사슬 전략이 된다. 핵심 전문기술이라는 경쟁력을 유지하면
서 산업 업·다운스트림을 중심으로 관련 자원들을 통합한다.
그러나 정책에는 미흡한 점도 분명 있다. 우선, 정책은 주로 제조와 응
용에 집중되어있고, 신산업의 기초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
지 않다. 기술 연구개발 지원은 2006~2012년 정책에서 14.81%에 불과
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신에너지차 특허 신청은 2011건이었으며, 이
는 같은 기간 일본이 9000건, 미국이 4000건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59) 자동차 기술은 로컬 전통 자동차 기업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주된 원인인 만큼, 현재 전지 및 전기제어류의 핵심 기술은 더욱 중시되
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 진작 정책이 재정 보조와 시범프로젝트를 통
한 홍보 및 교육을 위주로 한다. 이 정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나, 세분화된 신에너지차 시장의 진정한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승용차 소비시장을 더욱 서둘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각 처에서 중시하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들은 기대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가령 2020년 여름에 국가 신에너지차 정책은 보유량
500만대를 목표로 세웠다. 실제 누적된 보유량은 492만 대로, 가까스로

58) Huth, C., Wittek, K. and Spengler, T.S., 2013
59) 盧超等, 新能源汽車産業政策的國際比较研究, 2014年 第35卷 第12期: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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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같은 경우 목표는
10%였으나 실제 달성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성·시 차원의 실천 역시
차이가 컸다. 광둥성 2015년에 정한 목표는 20만 대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서야 연간 생산량 20.86만 대를 실현할 수 있었다.60) 많은 신에너
지 사업, 가령 광저우의 히타치 자동차 모터시스템 개발 및 생산기지, 광
치CATL 프로젝트 모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체 브랜드는 아직 소
비자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완성차 신뢰도 및 브랜드
효과는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가령 상치의 룽웨이(榮威)는 가장 먼저 신
에너지차를 출시했던 국유 자동차 기업 중 하나다. 룽웨이는 2011년에
하이브리드차, 2012년에 순전기 룽웨이 E50를 출시했으나 판매량은 연
평균 100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61) 한편 보조금 혜택
정책에 의지해 쇄도한 신흥 기업들은 지대한 기술 및 금융 리스크에 직면
해있다. 2020년 도산한 일군의 기업들, 가령 즈더우(知豆)62), 화타이(華泰),
창장자동차(長江汽車), 중타이(衆泰) 신에너지차63), 바오넝(寶能) 자동
차64) 등은 한때 국가로부터 지명 및 표창을 받은 자동차기업들이다. 현
재 떠오르는 중국 국내 신흥세력들은 ‘쏟아붓기’ 모델에 의지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매우 크고 많은 경우가 적자 상태에 처해 있다. 가령 ‘3대 거두’
중 웨이라이 자동차는 2020년 한 해 동안 순손실이 53.04억 위안이었고,

60) 廣東統計信息網, 2020年 1-12月 工業産品産量(2021년 1월 29일), http://stats.gd.gov.cn/zycpcl/content/
post_3186909.html.
61) 劉静, 新能源汽車發展戰略研究——以上海榮威汽車爲为, 上海工程技術大學碩士論文, 2015年.
62) 新京報, 新能源知豆汽車：連續12年亏損损欠工資还變相裁員(2018년 8월 30일).
63) 中國基金報, 燒光51億！李嘉誠重金打造的新能源汽車, 彻底凉了(2020년 12월 24일).
64) 能源界, 發改委点名“跨界造車”, 承诺投入300億的寶能汽車發不出工資了(2021년 6월 21일), http://www.
nengyuanjie.net/article/48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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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펑 자동차는 27.32억 위안이었다. 리샹 자동차는 1.52억 위안으로
손해가 가장 적었다.65) 셋째, 로컬 자동차 기업이 아직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형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정책 주도의 보급은 신에너지
차가 공공부문과 대중교통 위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 소비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야디, 지리, 상치,
베이치, 광치 등을 대표로 하는 로컬 자동차 기업들은 착수가 빨랐으나
전통 자동차 구도와 비슷했다. 이들의 제품은 중저급 모델이 다수를 차지
하며, 주로 초반의 보급 정책에 적용되어 택시, 인터넷 예약 차량으로 사
용되었다. 그런데 가격은 보통 20, 30만 위안 정도로 높은 편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보조금으로 가격을 10여 만 위안으로 낮추긴 했지
만,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많
은 정책들이 가세하고 있긴 하지만, 로컬 자동차 기업에게 주어진 시장
역시 내연차에 비해 수량이 매우 제한적인 개인시장 뿐이다. 현재 개인
소비는 확대되고 있다. 우선 일부 도시에서 전통 내연차에 대한 구매 제
한, 브랜드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
은 주로 브랜드 제한을 시행하는 1, 2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으로
보자면 동남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국산화가
브랜드, 서비스, 과학기술 등에 주목하는 젊은층 및 고학력 도시 개인 소
비자를 끌어들였다.66) 2020년, 본토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62%에 달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일약 11%를 기록했다.67) 자동차
제조 실력과 소비 흡인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65) 搜狐, 小鹏汽車全年净亏損缩窄 何小鹏稱四季度交付第三款新車(2021년 3월 10일), https://www.sohu.
com/na/454908674_430289.
66) Mob研究院. 2021年中國新能源汽車行業洞察(2021년 5월).
67) 巨量算數&盖世汽車研究院. 破晓立新百舸争流——2021中國新能源汽車市場洞察報告(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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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기획(新能源汽車産業發展規劃)》에서는 2035년
에 20%의 침투율을 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간 600만 대 안
팎의 신에너지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제조 및 시장
국면에서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앞 단계의 많은 정책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본래 2020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신에너지차 구매 보
조 및 구매세 면제 정책이 2년 연장되었다. ‘더블포인트’ 정책은 더욱 ‘포
스트 보조 시대’ 자동차 기업에게 압력이 되는 주된 요소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추세가 벌써 국가 전략 기획에 반영된다. 2020년 국무원
에서 발표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기획(2021-2035년)(新能源汽車産業
發展規劃(2021—2035年）)》에서는 자동차 동력 에너지원, 생산 방식, 소비

및 사용 모델에 전면적인 변혁이 일어남에 따라 신에너자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부품, 완성차의 연구개발·생산·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들
간의 ‘사슬 관계’에서 점차 자동차,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다양한 영
역과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물망 생태’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각 분야가 심도 있게 융합되어, 시장의 규모라는 우위를 산업의 우위로
변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68) 이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주도’다. 기업을 주체로 하며, 기술 노선 선택, 생산 서비스 체계 건
설 등의 방면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한다. 그리고 정부를 전략
기획 및 지도, 표준 법규 제정, 품질안전 관리감독, 시장 질서 보호, 녹색

68) 國務院辦公廳, 《新能源汽車産業發展規劃(2021—2035年)》, 国办发〔2020〕39号(2020년 10월),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20-11/02/content_55567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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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지도 등 거시적 지도 및 보조적 위치에 둔다.
현재 신에너지차 업종이 이미 ‘양산’ 단계를 지나 우수한 기업들이 선
택되는 ‘토너먼트’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이 한 단계 더 발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물망 생태’가 함께 힘을 내야 한다. 현재 정책의
‘변곡점’은 이미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더욱 시장화되고 개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구도 속에서 2022년 보조금이
사라진 후에는 일종의 ‘정책+시장’라는 이중 구동력을 발전경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정책이 결여된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우수한 자를
선택하고 강한 자를 지원하는 정책 아래서 시장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높
아질 것이다.

3. 합자·외자기업의 전략과 실천
유명 중·외 합자 완성차 제조업체의 신에너지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순전기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후발자’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공급업체
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
했으며, 산업과 노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외국의 전통 자동차 브
랜드가 세기적 전환을 맞이한 자동차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 부분 그들의 신전략과 신형 모델들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신에너지 자동
차 시장에서 어느 브랜드의 합자 자동차 기업이 더욱 개방되고 시장화된
‘정책+시장화’에 힘입어 진지를 탈환할 것인지는, 세계 시장의 승패를 결
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 겨루기는 이미 노동에 일련의 변화
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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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에너지차 제조 분야에서 합자기업
신에너지 자동차의 등장으로 전통 자동차 제조 네트워크와 공급 사슬은
크게 동요했고 자동차 산업은 다시 조직되고 있다. 전통 제조 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주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산업의 구
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완성차 업체는 초기 정책 지원을
통해 기회를 선점했다. 특히 비야디, 지리 등 민영 브랜드를 선두로 베이
치, 상치, 광치 등 국유그룹이 잇달아 발전했다. 그후 자동차 제조 신흥세
력이 2차로 부상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신흥세력 중에는 중국 기업이
많았다. 여기에 기존의 하이테크놀로지, 인터넷, 부동산 기업이 들어왔
다. 화웨이, 바이두(百度), 샤오미(小米), 헝다(恒大)가 그 예이다. 이러한
신흥 기업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업 열풍의 영향을 받아 순전기차 기
술 노선을 채택한다. 신흥 기업은 전통 자동차 제조 업체와 OEM을 체결
하거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자동차 생산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자동
차 생산 기술의 결함을 채운다. 예로 웨이라이와 텐센트가 합작한 허페이
(合肥) 장화이(江淮) 공장, 샤오펑과 알리바바의 자오칭(肇慶) 하이마(海馬)
공장이 있다. 화웨이와 베이치, 바이두와 지리 역시 비슷한 경우다. 전통
자동차 업종에서 우두머리인 외자/합자 브랜드가 한 박자 늦은 형국이다.
사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주도적이라는 점
과 혁신 유도·고액의 보조금 지원·세금 감면·시범 보급 등을 통해 신에
너지차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중국와 유사하다.69) 하지만

69) 陳翌, 孔德洋. 德國新能源汽車産業政策及其啓示. 《德国研究》2014年第1期第29卷 總第109期: 71-81.;
張鐘允, 李春利. 日本新能源汽車的相關政策與未来發展路徑選擇. 現代日本經濟. 2015年 第5期: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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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정책 지원의 중점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자동차 구매 뿐 아니라 부품과 충전소 건설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으며, 소비자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더욱 다양하다.
중국의 정책은 순전기 자동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처
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서 출발했다. 이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이후 순전기차와 친환경 연료 자동
차로 전환한다.70) 가령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 자동차 연구개
발을 시작한 나라 중 하나다. 이들은 1965년 초부터 전기차 개발을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이후 일본은 ‘수소에너지
사회’ 건설에 힘쓸 것을 제시했고, 정책은 연료전지차에 집중했다.71) 여
기서 주목할 점은, 플러그인차와 비플러그인 에너지 절약차를 포함한 하
이브리드차가 전통 자동차에서 순전기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또한 해외의 여러 대기업이 날로 엄격해지는 연비 및 오
염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품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속속 전시리즈 차종을 플러그
인화 혹은 하이브리드화 하는 발전전략을 제정했다.72) 여기서 가장 성공
적이었던 이들은 일본 자동차다. 이들은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차를 발전
시켰고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도요타 한 기업에서만 이미
천만 대를 판매했다. 현재 구미와 일본의 주류 자동차 기업의 발전 추세
가 변화하고 있다. 가령 독일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70) 張韋. 低碳經濟背景下我國新能源汽車産業發展模式及政策研究——基于比亚迪、特斯拉、豊田的案例研究.
武漢紡織大學碩士論文. 2015年.
71) 張鐘允, 李春利, 2015.
72) 盧超等, 新能源汽車産業政策的國際比较研究, 2014年 第35卷 第12期: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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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전기화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MEB 순전기차 모델 ID시리즈를
개발했으며, 총금액 60억 유로에 달하는 “Electric for All”, “2020~2024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들의 목표는 2030년 전체 차량 중 순전
기차 비율 70%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편 도요타는 신에너지 전시리즈에
서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하기로 결정했다.73) 이들은 다원적이고 안정
적인 보조를 유지하며 고체전지 기술 공략에 집중했다. 이들의 목표는 순
전기차 비율 25% 안팎을 달성하는 것이다.74) 2020년 도요타는 전세계에
10종 이상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첫 번째 시장은 중
국이었다.
중국의 합자 자동차 기업은 해외브랜드 기업이 세계 하이브리드 및 순
전기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에 비해 신에너지 산업에서 다소 뒤쳐져 있다.
전통 내연차 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로 인해 이들은 장기간 현재에 안주
해왔다. 또한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모회사와 분업을 해야 한다는 제한
이 있고, 기술 양도 담판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합자 기업 내부의
조직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순전기차 부품 공급사슬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이로 인해 합자 기업의 의사결정은 저
효율적이고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잃기가 쉽다.75) 특히 구미 계통의 자동
차 브랜드가 그러하다. 이에 더해 로컬기업에 편향되었던 정책은 합자기
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을 전후해 상황
이 변했다. 재정 및 세무 보조 정책이 합자기업에게도 열리기 시작했고,

73) 劉世磊, 张厚明. 國外電動汽車産業發展現狀及啓示, 《中國國情國力》2020年 第10期. 63-66.
74) Nikkei, Can Japan and Toyota win the solid state battery race, May 28, 2021, https://asia.nikkei.
com/Business/Business-Spotlight/Can-Japan-and-Toyota-win-the-solid-state-battery-race
75) 伏小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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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더블포인트 정책으로 인한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치폭스바
겐은 2019년 ‘마이너스 포인트 순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76) 2020년에
는 평균연비 마이너스 118.6만점과 신에너지차 마이너스 13.9만여 점을
기록했다. 상치GM(上汽通用), 베이징벤츠(北京奔驰), 이치그룹(一汽集團)
등이 그 뒤를 이었다.77) 전통 내연차의 생산규모가 클수록 신에너지 포
인트는 깎인다. 더블포인트 규정에 따르면 연비 포인트가 기준치를 초과
하는 기업은 신에너지차를 생산하면서 얻은 포인트로 이를 상쇄하거나,
관련 기업에게 마이너스 포인트를 양도해야 한다. 혹은 다른 기업의 신에
너지 자동차 포인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상쇄해야 한
다. 광치도요타의 출자 기업 중 하나인 광치그룹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빠
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덕에 광치도요타에게 ‘관련기업’으로서 일부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었다. 애당초 광치도요타 역시 에너지 절약과 하이
브리드차 분야에서 포인트 문제가 그리 크지 않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치폭스바겐이다. 이들의 중국측 기업인 이치그룹의 마이
너스 포인트가 발목을 잡은 탓에 이치폭스바겐은 외부에서 포인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하반기에 포인트의 최고 매입가는 포인트
당 3000위안을 돌파했다. 이치폭스바겐이 테슬라로부터 신에너지차 포
인트를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78)
많은 합자기업들이 정책의 압력을 받아 잇따라 신에너지로의 전환을

76) 工業和信息化部, 2019年度中國乘用車企業平均燃料消耗量與新能源汽車積分情况公告2020年第31号
( 2020년 7월 2일).
77) 中國青年報, “雙面” 雙積分: 積分更值錢, 降耗壓力更大(2021년 4월 14일), https://baijiahao.baidu.com/
s?id=1696981401818886465&wfr=spider&for=pc.
78) 中國青年報, “雙面” 雙積分: 積分更值錢, 降耗壓力更大(2021년 4월 14일), https://baijiahao.baidu.com/
s?id=1696981401818886465&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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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했다. 동시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신에너지 시장 역시 하나
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초반에 단순히 정책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내놓았던 ‘연료유 변환 전기(油改電)’ 차종이나 콘셉
트카의 탁상공론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79) 이후 이러한 합자 브랜
드 기업은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순전기 주도적 정
책 모델에서 하이브리드 차종이 얻는 혜택은 순전기차에 비해 제한적이
다. 하지만 이는 포인트 정책으로 인해 받는 압력을 줄여준다. 도요타는
폭스바겐에 비해 포인트 정책에 의한 압력이 훨씬 덜하다. 이들은 전면적
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독일계와 일본계 기업
이 갖는 중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폭스바겐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유
난히 크다. 반면 도요타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 중점을 두며, 중국시장은
비교적 뒷순위에 속한다. ‘중국의 폭스바겐, 세계의 도요타’라는 말이 있
는 것도 이 때문이다.80) 남북의 폭스바겐(상하이폭스바겐과 이치폭스바
겐―역주)은 중국에서 매년 40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판매한다. 이는
일본 도요타, 혼다, 닛산의 판매량을 합친 것에 상당한다. 독일기업과 일본
기업은 각각 자신들이 세계시장에서 취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을 펼친다.
폭스바겐은 전기화로의 전환에 힘을 다한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순전
기차 공장과 모델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 도요타는 오랫동안 하이브
리드 모델을 생산해왔다. 또한 중국측 협력사가 순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들 역시 순전기차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두 기업의 중국 신
에너지차 전략은 크게 이치폭스바겐의 ‘돌진식’과 광치도요타의 ‘점진식’

79) 예를 들면, 汽車工業協會, 纯電動汽車競爭日趋激烈 自主品牌急需摆脱補貼依赖(2015년 11월),
http://www.caam.org.cn/zhengceyanjiu/20151129/1805179751.html.
80) 車快評, 大衆的危機: 除了朗逸和桑塔纳, 7月其他車型的销量都不好(2021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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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기의 자동차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기회와 위기
를 맞이하고 있다. 신에너지차 산업과 전통 내연차 제조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특히 완성차 업체와 공급사슬의 구조 및 관계에서 차
이가 크다. 전지 자동차는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자동차 산업사슬의 구
조를 바꾸었다. 핵심부품의 연구개발와 자동차 기업이 점차 분리되었다.
특히 동력전지는 산업사슬 미들스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었다.
3전 시스템이 완성차 비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동
력전지 42%, 전자기기 10%, 전기제어 시스템 11%, 차대 및 기타 19%,
타이어 및 내부장식 등 18%다.81) 다운스트림에 속하는 전통 완성차 업
체는 발동기, 차대, 기어 등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
지만 순전기차의 동력전지, 전기제어, 전자기기는 외부 전문 공급업체에
서 개발하고 완성차 업체는 이를 구입하기만 한다. 일부 스마트 하드웨어
와 운전보조칩 역시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충전기, 전지교체소 등 신에너지차 관리 시장에 서비스하는 산업 역시 산
업사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전통 자동차 제조의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 일부 부품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조정한 후 수요가 상승
하기도 한다. 가령 전지, 새로운 발동기, 전자기기 제어시스템, 스마트커
넥트 소프트웨어 등은 큰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그대로
도태되기도 한다. 전기차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소음기, 기어, 오
일탱크, 아울러 엔진과 변속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 그 예이다.82) 자동차

81) Mob研究院. 2021年中國新能源汽車行業洞察(2021년 5월).
82) Nikkei, Shift to electric cars speeds restructuring of parts industry, April 10, 2021, https://asia.
nikkei.com/Business/Automobiles/Shift-to-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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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급사슬은 현재 재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기계 위주
에서 전력, 전자, 전지와 기계가 공존하는 기계전 일체화 제품으로 전환
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와 공급업체의 관계 역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
존의 완성차 업체의 수직통합 전략이 도전받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기술
장악 비율은 내연기 시대에 63%였으나, 하이브리드 기술에서는 45%로,
순전기차 기술에서는 더욱이 15% 안팎으로 낮아진다.83)
한편, 비록 후발자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전통 완성차 업체의 기술 및
경험과 경제적 힘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정책이 로컬기업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중국의 혜택 및 지원 정책이 합자기업에
게도 개방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에너지 승용차의 개인소비시장이 부상
하고 있다. 로컬 자동차 제조업과 합자브랜드 사이에는 오랫동안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주로 공정 기술, 승용차 기술 방면에서 두드러진
다. 로컬기업의 완성차 신뢰도는 해외 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동력
전지의 고압과 중량으로 인해 사고 시 안전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
한 차종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령 차량 성능,
소음 등이 자동차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84) 신에너지로
인해 차제 구조와 구체적 기술공정이 일정 정도 달라지긴 했지만, 이러한
기술 격차는 단기간에 좁히기 어렵다. 사실 로컬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이
미 하락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에 달
했으나 현재는 70%가 채 안 된다.85) 하락한 점유율은 대부분 테슬라와
로컬 신흥세력에게로 돌아갔다. 판매량 증가폭이 가장 큰 10개 업체 중

83) 楊沿平, 唐杰, 周俊. 我國汽車産業自主創新現狀, 問题及对策研究[J]. 中国軟科學, 2006(3): 11-16.
84) 中国公路学报编辑部, 中国汽车工程学术研究综述, 2017年 6月, 第30卷第6期, pp. 1-197.
85) Mob研究院,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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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이 오로지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전에 영업시장을 위주로
했던 업체의 판매량은 크게 하락했다. 이는 신에너지 업계에서 정책의 주
도성이 옅어지고 있으며, 개인 소비시장이 승패를 가를 결정적 역량이라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합자 자동차 제조업체: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 광치도요타(廣广汽豊田)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각각 독일과 일본 자동차를 대표하는 세계적 거
두 기업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많은 자동차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
고 있다. 이치그룹과 합자 관계를 맺은 이치폭스바겐, 광치 그룹과 합자
관계를 맺은 광치도요타가 그 예이다. 두 브랜드는 모두 중국 소비자들에
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 이후, 이치폭스바겐과 광치도요타는
정식으로 중국 신에너지 업종에 뛰어들었다. 일부 순전기차 모델들이
2019년, 2020년에 속속 생산에 돌입했다. 합자 브랜드는 모기업의 탄탄
한 기술 배경에 기대어 중국 시장의 신에너지차 분야에 진출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제조 및 공급사슬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고
용과 노동조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장에서는 제품 및 생산, 직
원, 노동조건, 노동관계 등 네 가지 방면에 대해 소개 및 분석을 진행하
고자 한다.

1) 이치폭스바겐
① 제품과 생산
독일 폭스바겐은 자동차 업계의 ‘밸러스트’로서 많은 ‘피땀’을 흘렸다.
이들은 2025년 이전에 30종 이상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것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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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 이치폭스바겐사(FAW-Volkswagan Automotive Co., Ltd)는
1991년에 설립되었다. 이치그룹, 독일 폭스바겐, 폭스바겐 차이나, 아우
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치폭스바겐
의 생산능력은 270만 대에 달하며 중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 2000번째 신차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치폭스바겐은 신에너지차 분야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2013년 포산 공장 건설 초기에 출시한 카이리E88을 비롯해, 초반
에 출시된 차종들은 성능이 좋지 않았다. 2018년에는 더블 포인트의 영
향으로 기존 MQB 플랫폼에 기반해 3종의 연료유 변환 전기차 제품을
출시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평이했다. 이에 이치폭스바겐은 신에너지전략
을 정식으로 고도화했디. 포산에 위치한 이치폭스바겐 제4공장은 2018
년 6월에 정식으로 MEB 플랫폼 공장 개조 프로젝트를 유치했다.86) 또한
1년 반 후에는 새로운 전기화 전략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공장—MEB
스마트 공장을 건설했다. 폭스바겐은 세계에 이와 같은 MEB 공장 8개를
설립하고, 2600만 대 이상의 생산량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공장은 이치폭스바겐 전기화 및 디지털화 전환에서 견본 역할을 맡는
다.87) 이 공장은 또한 업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장이기도 하다. 차 한
대를 제조하는 데에 소모되는 물이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이치폭스바겐 MEB는 화난 기지의 포산공장에서 정식으
로 SOP를 생산했다. 이 플랫폼에 기반해 출시한 첫 번째 전기차는 SUV

86) 佛山在線, 一汽-大衆拟投68億元对佛山基地一期項目技術改造(2018년 8월), http://www.fsonline.com.
cn/p/243026.html.
87) 南方日報, 新能源汽車, 新一輪角力!(2021년 3월 29일), http://www.nbd.com.cn/articles/2021-03-29
/16755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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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 Crozz다. 이는 유럽의 원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동력 시스
템의 최대 출력은 150kW, 최대 토크는 310Nm이다. 84.8kwh의 대용량
전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550Km이다. 선진적인
E3전자전기구조로 인해 이 차종은 완성차 스마트 제어, 스마트 디스플레
이, 스마트 인터랙션을 실현했다. 이 모델은 2020년 10월에 이미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고, 2021년 3월에 정식으로 납품되기 시작했다. 시장 판매
가는 최고 25만 위안이었다. 공장이 출시 계획 중인 다음 제품배합에는
더욱 크고 호화로운 플래그십 승용차와 몇 종의 I.D 시리즈 자동차, 그리
고 아우디 E-tron 플랫폼에 기반해 만든 모델 1종이 포함되어 있다. 올
해 ID4, ID6이 연이어 국가 《차량구매세 면제 대상 신에너지차 차종 목
록(免征車輛购置税的新能源汽車車型目錄)》에 진입했다. 현재 스마트 공
장의 표준 연간 생산력은 60만 대, 최대 생산력은 77만 대다. 또한 2024년
까지 신에너지차 비율 5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에는 크게 다섯 개의 작업장이 있다. 기존의 스탬핑, 용접, 도색,
최종 조립 작업장 외에 전지 작업장이 추가되었다. 공장의 구역은 U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생산 효율을 최대한 살리기에 최적화된 구조다.
전지팩 생산은 전기차 제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기업의 제조 기
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생산되는 차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CATL에서 생산하는 NCM 811 삼원리튬전지셀이다. 폭스바겐은 전지셀
내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포산이 오염성 산업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이 어렵다. 폭스바겐은 구입해온 전지셀로 MEB 플
랫폼을 기반으로 전지팩 주문제작을 한다. 전지는 밀도가 높은 데다
100kW 직류 고속충전기에서 45분이면 80%가 충전된다. 현재 55kWh,
62kWh, 82kWh 등 3가지 전지 규격에 적용되며, 이들은 각각 8, 9,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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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모듈에 대응한다. 이치폭스바겐의 MEB 전지 모듈은 새로운 국가표
준에 맞추어 최적화를 진행했다. 열전도코팅과 단열코팅을 통해 전지의
열량이 전지 모듈과 냉각관 사이에서 잘 전달되도록 한다. 또한 열량과
전지팩 외부를 차단해 전지팩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열 조절이 통제를 잃은 후 10분까지는 점화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국제 기준보다 5분 더 많아 안전성이 높다. 전지 작업장 내부에서는
IVTAC 고속 리베팅, 온라인 계측, 시각 유도시스템 등의 기술을 사용하
고 있어, 전지팩의 안전성과 통일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전지 작업장에
서는 매년 MEB BEV 고압전지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포산공장은 전지 캡시드 용접라인과 조립라인에서 각각 85%, 80%의
자동화를 실현했다. 전체 전지 생산과정에서 VIS 기술과 적외선 화상을
통해 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전지 온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마지막 조립 단계만 여전히 사람의 손을 빌린다.88)
다른 작업장 역시 스마트화 정도가 높다. 스탬핑 작업장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서보 프레스가 갖춰져 있고, 전체 생산라인은 강철과 알루
미늄 혼합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용접 작업장은 여러 첨단기술을 사용
하고 있다. 1269대가 넘는 쿠카로봇이 사용되며, 자동화 비율은 90%에
달한다. 그중 주요 용접 부분의 자동화율은 무려 100%에 달한다. 도색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로봇 수는 중국에서 가장 많고, 자동화 정도가 가장
높은 라인의 경우 100% 전자동으로 페인트를 분무한다. 마지막으로 최
종 조립 작업장을 거치면 한 대의 차량이 완성된다. 모든 생산라인에서는

88) 華夏時報, 一汽-大衆迎接三十而立 佛山一期彻底轉型電動化将推 “5+1” 组合(2020년 11월 19일),
http://finance.eastmoney.com/a/202011191707223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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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신뢰를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100% 전지팩 완성 후 검사, 전면
용접 검사 등 많은 모니터링 이루어지며, 모든 생산라인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이를 시행한다.
여기서 언급할 만한 점은, 이곳이 폭스바겐의 세계 최초 MEB+MQB
병용 조립작업장이라는 사실이다. 유연성 생산 설비를 통해 조립라인에
서 내연차와 전기차 동시 생산이 가능해졌다. 즉 골프와 ID.4 CROZZ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차이가 큰 제품도 80%까
지는 함께 생산할 수 있다.89) 공장에서는 MEB 6종 제품을 같은 라인에
서 생산할 수 있고, e-golf와 같은 전통 연료유 변환 전기 8종이 고도로
자동화, 스마트화, 유연화된 생산라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의 유연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신에너지차를 소량으로, 다원화된
설계에 맞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제조하기에 적합하다.
공장은 안전생산을 중시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반·조 안전 표준화를
진행한다. 또한 작업 관찰과 안전요원 교대근무와 14/28 안전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반·조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직업병 위해요
인 59종과 직업병 위해 관련 직책 2,184개를 파악해 《직업병 위해요인
등급 분류 원칙(職業病危害因素分級原則)》을 제정했다. 그리고 등급별로
연간 및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공
과정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직업병 안전시설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2018년과 2019년에 직업병 위해요인 접촉자 12127명을 대상으로 재직
전, 재직 중, 재직 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기 경고 단계에 진
입한 직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즉시 위해 요소가 있는 직책에서 전출

89) 東方財富網, 一汽-大衆MEB平台首款纯電SUV亮相佛山明年初上市(2020년 11월 22일), https://baijiahao.
baidu.com/s?id=1683996374378982404&wfr=spider&for=pc.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167

시켰다. 또한 직업병 위해요인 종류에 따라 직원들을 위한 노동 방호용품
이 준비되어 있다. 2018-2019년 회사는 36항목의 소음관리 조치를 통
해 생산 현장의 소음을 낮추었다. 2년간 공장에서 직업병 발생 사례가 없
었고, 중상 이상의 사고 역시 없었다.

② 인원과 노동조건
이치폭스바겐 그룹의 총인원은 지난 몇 년간 약간 늘어났다. 5개 지역과
6개의 공장을 포함한 이치폭스바겐의 인원은 2018년 중국측 정식직원
40806명, 외자측 358명, 2019년 중국측 42217명, 외자측 344명이다.
그중 박사학위자가 67명, 석사학위자가 4805명, 대졸자가 8177명이다.
그룹의 관리인원은 8758명, 직공은 32048명이다. 이중 생산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83%이고, 여성 비율이 6%에 불
과하다.
포산 MEB스마트 공장의 인원은 2015년에 약 6000명이었고, 2020년
에는 7000명이 넘었다. 여기에는 정식 노동자 4600여 명, 관리인원 550명,
실습생 약 1800명, 노무공 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실습생은 모두 생산일
선에서 일하고, 노무공은 2선에서 번역, 택배 등 보조적 업무에 종사한다.
이 공장의 일선 인력 중 여성은 단 3% 뿐이다. 관리인원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28세 전후이며, 대부분 26~30세
이다. 2018년 포산 공장에서 비교적 큰 파동이 일어나 이직률이 10.1%
였으나, 최근 몇 년은 3% 안팎으로 안정되었다.
인력자원부에서는 이렇듯 높은 이직률을 공장 설립 초기 그룹 산하의
다른 공장에서 ‘지원’ 온 인원이 너무 많았던 탓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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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채용 시에는 모두 광둥성 사람을 위주로 뽑았다. 처음 공장을
지을 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둥베이에서 왔으나, 2019년 전후에는
이들의 비율이 31%로 줄었다. 반면 광둥인의 비율은 42%로 늘어났다.
이밖에 쓰촨(四川), 허난(河南) 등 지역 사람도 약 17% 안팎을 차지한다.
현지화는 학교 대상 일선 노동자를 새로 모집할 때 잘 드러난다. 예전에
는 협력학교가 지린(吉林)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막 졸업하고 일을 하
러 온 청년들은 나중에 광저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성 밖의 학교에서 사람을
모집했으나 현재는 성 내부에 인력이 충분하여 협력 관계를 맺은 25개의
학교 모두 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포산시에 있는 학교다.
신입 모집 시 대부분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전일제
전문대와 고등기술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3년간 공부를 했거나, 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공부를 한 학
생들이다.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면 전문대생은 일반적으로 반 년만 실습
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고등기술학교는 협력 육성 협의를 체결
하고 나면 총 1년간 실습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장은 2018년
부터 고등기술학교와 협력을 맺기 시작했다. 실습기간이 끝나면 공장은
실습생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합격한 일정 비율의 실습생이 정
식 직원으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인력을 모집할 때는 간단한
면접을 진행한다. 주로 구직자의 소통 및 표현능력을 보고, 다음으로는
직업에 대한 생각과 건강 상태 등 기본 정보를 본다. 그리고 공장 측에서
구직자에게 일선 업무는 교대로 이루어지고, 업무가 반복적이고 단조로
우며, 근무 지역은 포산이라는 점 등을 분명하게 고지한다. 상대방이 받
아들이면 그는 이때부터 공장의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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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공장의 거의 모든 일선 직원이 학교에서 모집한 이
들이라는 사실이다. 전문대학 혹은 고등기술학교에서 선발했지만, 공장
에 들어오면 이들은 모두 일선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한다. 기업에 들어온
오퍼레이터들은 조금씩 기술을 익히고, 그제야 기공, 기사 등 더 높은 기
술을 다루는 직위를 얻을 수 있다. 엔지니어 인력은 최소 중국의 211대
학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대부분 석사 이상 학력자다. 사회 대상 모집으
로 채용하는 인력은 일선노동자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인원이 아주 적다.
기계전 기공, 모형제조공 등 기술수준과 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직책은
자동차 제조 업계 내에서 모집하며, 인원이 적은 편이다. 도요타나 혼다
등 부근의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는 기본적인 설비 구성을 이
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동법, 프로그램 옵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재교육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짧은 교육을 거쳐 곧 업
무에 투입된다.
공장의 직위에는 총 9개의 등급이 있다. 1~4급은 직공, 5~9급은 중급
및 고급 직위다. 각각의 등급은 다시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된다. 가령
5.1, 5.2, 5.3 등이 있다. 직원들은 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받는다. 새로
공장에 들어온 레벨1 오퍼레이터는 매월 3000여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레벨2는 5000위안 이상으로 상승한다. 등급마다 임금이 상승한다. 월급
을 살펴보면, 합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이 모두 비슷하지만 이
곳에서는 월급이 단지 보수의 일부일 뿐이다. 직원들은 비정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의 두 배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고, 수개월 분의 월급
이 연말상여금 혹은 보증서로 지금되는 경우도 많다. 보증서는 회사가 지
급하는 정기예금이다. 만 2년 이상 근무 시 수령할 수 있다. 정식 직원들
에게는 이와 같은 복지혜택이 있다. 일선 직원은 보증서 금액이 대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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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1/3에 달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이 비율도 높아진다. 가령 공장에
입사한지 2년 된 레벨6의 직원은 연봉 20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이 경
우 당해 보증서는 6만 위안이다. 중국 내 다른 합자 완성차 업체 사이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금 경쟁력 외에도, 이 공장은 정식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 혜택이
매우 전면적이다. 모든 정식 직원은 사회보험 5험1금에 가입되고, 업무
가 안정적이며, 근무 환경이 편안하고 청결하다. 또한 여러 가지 보충 복
지연금이 있다. 가령 보충 의료보험, 고온보조금, 연차, 결혼 휴가, 가족
방문 휴가 등이 있다. 특히 여성 직공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남성 직원 역시 출산보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11월 출산
휴가를 신청한 여직공은 194명, 출산보조 휴가를 신청한 남직공은 2460명
이었다. 게다가 직원이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해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100%다. 이밖에 안전생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회사에 노동방호용
품 180여 종이 있다. 매년 노동방호용품에 약 1.1억 위안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습생과 정식 직원의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 실습보조금은
4000위안이며 잔업 비용은 별도다. 하지만 정식 직원이 누리는 보험, 연
말상여금 혹은 보증서는 없다. 실습생은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 이들의 근무복, 점심, 숙소는 모두 무료다. 숙소 환경은 좋은 편이다.
2인 1실이며, 인터넷, 온수기, 텔레비전, 에어컨, 세탁기가 있다. 수도세와
전기세 역시 무료다.

③ 기술과 훈련
회사는 이치폭스바겐 아카데미(一汽大衆學院)라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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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 교육제도를 세웠다. 또한 창춘 본사에 ‘전략과 관리과’를 설립해
전반적인 전략을 제정한다. 또한 관리교육과와 기술교육과를 두어 각각
비전문능력과 전문능력 훈련을 진행한다. 신제품 프로젝트교육과 기술교
육은 모두 기술교육과에서 담당한다. 통용 및 전문 과정의 데이터베이스
는 통용관리, 통용기술, 전문과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산, 판매, 구입,
재무, 품질, 인사, 당무 등 크게 9개의 업무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
정 체계와 스케줄을 만들고, 통용 및 전문 과정을 설립하며, 매년 새롭게
직책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현재 커리큘럼 개발은 모두 온라인을 지향한다. 시간 관계상 모든
사람들이 근무 도중에 교육을 받기 위해 며칠씩 교육센터에 가 있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온라인 학습 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500~600개의 내부 온라인 학습 커리큘럼이 있다. 현재 커리큘럼 체계는
이전의 여러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등 정돈 중에 있다. 기업의
모든 사람들은 공용 계정으로 학습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큐알코드를 스캔해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받는다. 회사에서도 학습
자의 학습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만일 학습을 완료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다. 오프라인 교육 역
시 온라인 IT 시스템을 통해 매년 초 수요조사, 계획제정을 진행한다. 또
온라인 교육을 조직해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 개선과 평가 등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사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능력향상
수요를 취합한다. 이러한 수요는 이치폭스바겐 아카데미와 사업부에도
전달된다. 후자는 능력향상 방법을 두고 소통한다. 아카데미에는 전임 내
부교사 80여 명과 겸직교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전문가 혹은
기술 핵심인물 중에서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다. 혹은 외부 인사, 곧 지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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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西門子)나 쿠카(庫卡) 등 외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사 자원도 있다.
총 인원은 600여 명이다. 그룹 전체의 평균 교육 시간은 2018년 25.53
연시간, 2019년 29.32시간이다.
이치폭스바겐 아카데미는 포산 공장에 교육과(培訓科)를 설치했다. 교
육과는 본사 인사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해당지역 교육 커리큘럼 체계 수립과 갱신, 교육 계획 제정
과 실시, 교육 리소스 데이터 관리 등이다. 교육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자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각 집단별로 나눈다. 가령 오퍼레이터, 기공,
반·조장 등이다. 포산 공장은 일선에서 지배인(經理)까지 모든 직원을 15
부류의 집단으로 나눈다. 각 작업장의 오퍼레이터, 종류별 기술 노동자
등이다. 모듈 제조 담당, 기전 담당, 도색 후 재수리 담당, 도색 전 개축
담당, 품질 검사 담당 등이 있다. 그후 세분화된 집단에 대해 각각의 교
육 방안을 제정한다. 각 집단은 한 번에 수 년에 걸친 방안을 제정해 순
서에 따라 진행한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교육과는 교육지원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 바로 교사들이다. 또한 각 인력의 시간 안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서 교육과는 각 커리큘
럼의 정상적인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하기도 한
다. 마지막에는 평가를 진행해 교육 효과를 확인한다. 하나의 수업이 종
료되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성적은 문서에 기록되며, 문서는 회사
에서 일하는 동안 줄곧 남는다. 직원 능력 향상의 레이더 지도가 사업부
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회사는 작업장과 함께, 직원들이 직업기능검정의 초급공·중급공·고급
공·기사·고급기사·수석기사 등 자격증 시험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기도 한
다. 지원하고 싶은 노동자는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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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참가해야 한다. 오퍼레이터는 기공이 된 후 몇 년이 지나야 기사
가 될 수 있다. 기사가 되고자 할 경우 먼저 국가 기사증(技師證)을 취득
해야 하고, 기업 내에서 실적도 양호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 기사에 지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금
을 지급받는다. 고급기사는 해외방문 보조금도 있다. 회사에서 이치폭스
바겐의 기사로 등극하면 레벨6 기사 대우를 받는다. 이는 임금 체계 상
‘공장’ 지위에 해당한다. 관리자는 최소 6개 직책 이상의 업무가 가능하
다. 이는 직원들에게 매우 큰 인센티브다. 기사들은 또한 작업장 내의 곤
란한 문제들이나 프로젝트 이수를 책임지기도 한다. 이밖에 독일어 교육
이 있어 퇴근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회사는 6개월마다 시험을 통과
한 사람 중에서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생산현장을 떠나 퉁지(同濟)
대학과 지린(吉林)대학에 가서 4개월간 독일어를 배운다. 해외 교육도 있
다. 주로 신프로젝트와 신모델에 관련된다. 특히 공장 설립 초기에는 많
은 기공, 공장(工長), 엔지니어가 해외에서 TTA 교육을 받았다.
최근 신에너지차 커리큘럼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이는 2년 사이에
교육 시간 배치의 중점이 되었다. MEB 플랫폼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에너지차 기초 커리큘럼 중에는 고압안전
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전압이 12
볼트였지만, 신에너지차는 380볼트의 전압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과목은 EUP로, 모든 사람들이 학습해야 하며 하루가 소요된다. 다른 하
나로 EFFT로, 고압차를 다루는 경우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열흘이 소
요된다. 세 번째 커리큘럼은 고압차 제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FK 과
정으로, 15일이 소요된다. 네 번째 커리큘럼은 AUS 전문가 등급을 대상
으로 한다. 고압차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장 표준파일을 만드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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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이다. 2019년에는 신에너지차 고압안전 온라인 커리큘럼이
개발되었으며, 대상은 전직원이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신에너지차의
기술, 위험성, 공장 내 주의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라인
에서 신에너지차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실 제조인력과 관리인력 모두 순전기차 조립이 내연차보다 간단하
다고 보고 있다. 가령 엔진과 배기관이 불필요하다. 한편 전자부품과 관
련해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절차가 추가되기도 했다. 주로 고압전기, 소프
트웨어 설치, 테스트 등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신설비 및 신제품
관련 교육이 유지 및 보수 기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은
상황이 다르다. 가령 스마트커넥트는 미래에 자동차 제조 기공의 필수 기
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커넥트, 무인자동운전, 5G 방면에 아직
성숙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련 교육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일선
생산의 경우 그리 많은 교육이 필요치 않다. 일선생산의 자동화 정도가
더욱 높아졌고, 어셈블리 라인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
이다. 최신 전지 작업장에는 필요 인력이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생산
라인이 전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퍼레이터 20~30명, 설비 수리 담당
10여 명, 그리고 품질 담당 및 관리자 약간 명이 필요하다. 비율을 살펴
보면, 설비 담당과 유지·보수 인원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신입이 인수
인계를 받는 데에는 1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급한 경우에는 2~3주에 이루
어지기도 한다. 이후에는 현장에서 반장 혹은 사부의 지도 하에 일한다.
이치폭스바겐은 상당히 완전한 내부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진행하는 교육이 없고, 직업학교와의 협력 역시 많은 경우 학
교 측에서 보내는 실습생에 한정돼 있다. 이러한 교육은 전체 그룹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한다. 일부 공급업체에서는 회사 구입부를 통해 교육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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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에 회사는 품질 교육 등 산발적으로 교육을 진행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체계나 규범이 없다.

④ 공회와 노동관계
중국 자동차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이 회사는 이미 연속 11년간 우
수고용협회(Top Employers Institute)의 ‘중국 우수 고용주’ 인증을 받
았다. 또한 연속 9년간 중화인재망에서 선발하는 ‘중국 대학생 최우수 고
용주’가 되며 자동차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2년 이래 이
치폭스바겐은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줄곧 상승세를 보
이고 있다. 2019년, 직원 정서 바로미터 수치는 역대 최고인 85.8점까지
상승했고, 직원 직업정신 역시 67점의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합자 완성차 기업에도 공회가 있다. 이 회사에는 공회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별도의 업무기관과 업무소조를 설립했으며, 각급 기층 공회 지회를
두고 있다.90) 공회의 주도로 그룹, 이치폭스바겐 본부, 지사, 작업장까지
각급별로 모두 기술대회와 기술시합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경기를 통
해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촉진한다. 작업장과 공회는 이렇듯 일상적인
작업장 교육 업무, 경기, 우수자 평가선정 방안 등을 진행한다. 우수자 평
가선정은 사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입직원 교육을 잘 이행한 사부는 우수
사부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민주적 관리와 단체교섭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이치폭스
바겐은 국가 법률에 근거해 노자 양측이 참여하는 직공대표대회를 조직
한다. 회사의 사장(總經理)과 이사장(董事長)은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90) 一汽大衆, 2019年營業年報, http://www.faw-vw.com/report/2019年一汽-大衆年報-中文.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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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직원들은 공회주석과 직원대표에게 위탁해 담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공들이 법에 따라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표현할 권리, 관리감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작원대표 인원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 1~5만명 규모의 기업은 직원 대표가 500명을 넘지
않는다”는 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다. 직공들은 직공대표대회를 통해서
법률에 따라 기·사업체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회사와 회사 공회의 단체
교섭을 거쳐 이치폭스바겐은 《단체협약(集體合同)》을 맺었다. 또한 3년
마다 실제 상황에 기반해 협상 내용을 조정한다. 《단체협약》에는 총칙,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보험 및 복지, 직업교육, 안전생산과
직업건강관리,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특수보호, 노동계약관리, 상
벌, 고용보장 등 총 15장 104조로 구성돼있다. 《단체협약》에는 안전생산
과 직업건강관리 방면에 관한 14조의 약정이 적혀있다. 이치폭스바겐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 사전 훈련
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필수적인 안전생산 관련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91)
그러나 만약 신에너지차 MEB 플랫폼이 더욱 큰 규모로 양산되고, 신·
구 작업장의 자동화 비율이 모두 증가한다면 인원 수요 하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자동화로 야기된 인원수 변동은 대부분 새로 확장된 신 생
산라인에서 소화하고 있다. 가령 2020년 용접작업장에서 자원 절약을 위
한 개조에 500만 위안을 투자했고, 11명의 인력을 절감했다. 하지만 자
동화 개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부근의 일본계 완성차 업체의 린 생산

91) 一汽大衆，2018/2019可持續發展報告, http://www.faw-vw.com/html/pdf/2018-2019一汽-大衆可
持續發展報告(中文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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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된다. 가령 한 관리자는 “설비 유지·수리 기공은 앞으로 19% 절
감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순전기차 양산과 내연차 감소는 일정 정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기차 제조는 자동화 정도가 더 높다. 기
계 분야에서 조립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반면 전자 관련 직책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적화와 조정에 관해서 공장 측은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관리자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역시 이 문제
가 매우 궁금하다. 하지만 나도 모른다.” 국유기업과 독일 자본의 합자기
업이지만, 이치폭스바겐의 공회는 독일쪽보다는 국유기업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높은 임금, 높은 복지수준,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단
체협약의 조항은 주로 기술과 안전 방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쟁취와 같은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광치도요타
① 제품과 생산
광치도요타 자동차 유한공사(GAC Toyota Motor Co., Ltd)는 2004년
9월 1일, 광저우자동차그룹 유한주식공사와 도요타 자동차 회사(도요타
자동차(중국)투자유한공사19.5%의 주식 포함)가 각각 절반씩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2006년 5월 첫 번째 자동차를 완성했다. 광치도요타의 등기
자본은 51820만 달러, 초창기 생산량은 38만 대, 점유 부지는 187만m²
다. 2021년 8월 288만m²까지 확장하면서 표준 생산량은 80만 대에 달
했다. 해당 공장은 도요타 시스템 가운데 “21세기 도요타 모범 공장”이라
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2018년 광치도요타는 433여 대의 멀티 전기차
를 생산했고 2019년 생산량은 6277대까지 증가했다. 이중 5824대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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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인 하이브리드이며 나머지는 순전기자동차다. 2020년 생산량은
9989대에 달했다. 이들은 1.68억 위안을 보조받았다. 그중 순전기자동차
는 5967대다.92)
도요타는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이름을 떨치는 글로벌 브랜드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시장의 최대 강자로, 이미 누적 판매치 1500만 대를 넘겼다.
중국 정부에서 줄곧 주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순전기차다. 하지만 중국 시
장은 미국, 일본, 태국에 비해 도요타의 주요 시장이 아니다. 글로벌 전략
을 견지해온 광치도요타의 모델은 캠리, 레빈, 하이랜더, 이지, 야리스 등
이 있다. 트윈 엔진 하이브리드의 경우 2011년 7세대 캠리 발표를 선두
로 하며, 2015년 훗날 시장을 선풍적으로 이끌었던 레빈의 트윈 엔진이
뒤를 이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기술은 중국 로컬 기업이 따라잡
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국의 신에너지 규정이 나날이 엄
격해지는 탓에 캠리의 하이브리드가 2012년 면세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
면서 국가 보조금 4~5만 위안을 잃게 됐다. 하지만 당시 광저우는 여전히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에너지 절약 자동차 번호판 우선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이들의 하이브리드차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자동차로서
판매되었다.
도요타 내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반면, 순전기차에는 의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가령 전기 발전이 정말 환경
보호가 되는지, 전지 기술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단점, 충전 설비는 완전
한지 등이다. 순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에너지

92) 廣東省發展和改革委員會, 2016~2020年度廣東省新能源汽車推廣应用補助金地方審核情况公示(2021년
7월 28일), http://drc.gd.gov.cn/ywgs/content/post_34417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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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것이 시장에서 더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도요타는 앞으로 경쟁을 통해 결론을 얻어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본다.93) 하이브리드 동력은 당분간 광치도요타가 주로
힘을 쏟아야할 영역이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발동기와 전동기
라는 두 가지의 동력원을 통해 자동차를 구동하는 형태다. 전통 자동차
구조를 베이스로 전지-전기동력의 시스템을 추가 확장하면 될 뿐 과도한
전지 팩도, 정차 충전도 필요없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통 내
연차가 신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품으로 여겨지며 향후 최소 20~
30년간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94)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조단가도 높
지 않아 양산하는 데 적합하다.
레빈과 케빈의 트윈 엔진은 각각 이 공장의 제1, 제2 생산라인에서 생
산한다. 연료 자동차와 같은 생산라인이다. 일본 브랜드인 도요타와 혼다
가 중국 시장에서 70%의 하이브리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95) 2019년
3월, 광치도요타는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레빈의 트윈
엔진 E+를 출시했다. 중국 시장 전용 모델이며 도요타가 중국에 내놓은
첫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제1,2 공장은 6대 작업장을 포함한다. 프레스 공정, 용접 공정,
도색 공정, 성형 공정, 조립 공정, 검수 공정이 있다. 이런 생산 라인에서
연료 자동차 모델과 하이브리드 트윈 엔진 모델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
산된다. 차이점은 부품 수량 뿐이다. 생산 관리부는 공장의 생산 조절을
담당·지휘한다. 이들은 판매수요에 근거하여 연간,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

93) 高驰, All in纯電動？豊田可不这麽想, 《汽车与配件》, 2021 No.13.
94) 李凯. 混合動力汽車現狀分析. 新能源汽車. 2018年第18期. 40-42.
95) 李凯,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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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주문식 생산’을 한다. 보통 3~4개월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며,
각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을 정한다. 공급 사슬의 관리부는
이 생산 계획에 따라 부품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매주 고객이 선택하는
모델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재조정한다. 분 단위까지 구분하여 한
대의 차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을 정확하게 준비해놓는다. 유연성
생산 라인에서는 각 모델과 색상이 모두 호환 가능하다. 노동자의 업무
내용도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각 모델에 따라 다른 몰드를 사용해야 한다.
각 부문의 전체적 설계와 디테일한 부분에서 도요타 린 생산의 “낭비
제로” 이념이 가득 묻어난다. 이는 완전한 도요타 생산 시스템, just-in-time
물류, 라인마다 배치한 줄을 당겨 제어하는 안돈Andon시스템 등등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만약 생산품이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도 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광판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생산 라인이 중단된
다. 광치도요타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입체식 창고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들은 재고 현황에 대해 전자화 관리를 한다. 공간이용률이
30% 향상되었고 부품 운수 거리가 74% 단축됐다. 조립 작업장의 경우
“천(川)”자형으로 배치되어있다. 3면 물류로 부품 수취 구역을 만들어 부
품의 운송 거리를 단축해 공장 내 물류 시간이 대폭 줄었다.
용접 공정의 경우 생산 라인 자동화가 상당히 높아져 798개의 자동화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검수 공정에서는 1500개의 항목을 검수하는데 중
요 항목의 경우 2회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다.광치 도요타의 공장은 효율
이 높다. 가장 빠른 리듬은 58초에 이른다. 게다가 생산 라인의 1차 합격
률이 업계에서 선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전 생산라인 “결함률 제로”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광치도요타도 순전기차를 추진히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는 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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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요구했고 광치도요타는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산을 준비하
지는 않았다. 광둥성 최초의, 최고의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광치도요타
의 2020년 생산량은 76.5만 대에 달했다. 중국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서 광치 도요타 역시 순전기 콘셉트카를 출시한 적이 있다. 더블 포인트
의 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18년에는 모든 자동차 기업의 생산에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차지해야하는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했고 이는 매년
2%씩 상승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놓았다.
2016년 “전기자동차 연구소”를 설립하며 중국측 합자기업인 광치그룹과
포인트를 분담하는 것 외에도 2018, 2019년 중국측에서 순전기차 모델
을 도입한 것이다.96) iA5 순전기차가 바로 “듀얼 브랜드 전략”의 전형적인
모델로, 광치그룹이 설계와 판매를 맡고 광치그룹의 로고를 쓰지만 자동
차 뒷면에는 “광치도요타”를 써놓는 것이다. 광치도요타가 생산하며 판매
와 이후 서비스까지 맡는다. 2020년 전기자동차의 충전선 연구 개발을
완성했다.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라는 큰 틀을 기초
로 삼아 e-TNGA 순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했다. 또한 2020년 4월 첫 번째
순전기차 SUV모델인 C-HR EV를 출시했다. TNGA 구조의 첫 번째 순
전기차 모델이다.
순전기차 전략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광치도요타는 신에너지 산업 능력
의 확장과 TNGA발동기의 건설 항목을 잇달아 추진했다. 제4생산라인의
증축은 2019년 5월 비준받아 16.44억 달러를 투입해 두 번에 걸쳐
2022년 새 생산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새롭게 증가한 생산 능력은 매년
40만 대로 이 가운데 20만 대는 신에너지 자동차이며 세 가지 모델의 전

96) 汽車工業協會, http://www.caam.org.cn/hangye/20151124/13051793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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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계획하고 있다.97) 하이브리드의 생산은 현재의 설비를 개조하는
수준이기에 순전기차의 양산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생산 라인이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 능력 확대 항목의 경우 1차로 2021년 7월 정식
생산 개시를 해 이를 전 세계의 차세대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 인터넷, 공업 자동화 기술을 대량 적용했다. 광치
그룹의 iA5 모델을 도입한 것은 전기차 플랫폼 GEP 2.0의 제조를 기초
로 한 것이다. A0-C등급의 모델이다. 동시에 광치도요타는 200여 항목
의 개선을 제시해, 여기에는 정밀한 조립, 차체 도색, 운전 소음, 심지어
깜빡이 등의 자세한 부분까지 있으며 광치도요타는 여기에 관여하기 시작
했다. 광치도요타의 품질 검사 체제 및 관리 방식도 바꾸고 있다. 광치도
요타의 iA5 핵심 부품은 CATL의 고급 기술이 밀집한 3원 리튬전지다.
CATL로부터 칩을 구매해 288개의 칩을 한 개의 전지팩에 엮어 네 바퀴
에 파란색 통풍관을 설치해 쿨링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도 보호했다. 전지모듈은 자체적으로 전압 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한곳에
서 고장이 나더라도 차량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스템 자체의 신뢰
성을 높였다. C-HR EV 모델은 전지팩을 위해 냉매 냉각 시스템, 전지
가열 시스템을 구비하여 배터리 충전 성능을 보장했다. 일본전산(日本電
産)의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와 “3합1”의 고효율 전동 구동 시스템은 최고

출력 135kw, 최대 토크는 300nm다.
광치도요타는 “녹색 공장”을 만들었다. 신생산 라인의 도색 공정에서
는 종이 박스 형식의 건식 분무방의 새 환경 보호 기술, 초고도 도색의
신기술, 쓰레기 처리량을 원천 단계부터 연간 60톤 줄이기, 폐수도 연간
97) 有車智聯, 廣汽豊田第四工廠規劃曝光(2019년 10월 21일), https://chejiahao.autohome.com.cn/info
/490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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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톤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모든 공장에서 오수는 100% 회수하며
70%는 생산 공정이나 태양열 발전에 사용한다.98)
사실 도요타의 시스템 대부분의 1급 공급업체는 모두 부근에 있다. 배
후의 사업체와 도요타의 모든 공장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어 서로 투자
를 하거나 인재를 “파견”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합
작 공급업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3전(三電)” 부분인데, 외부
공급업체를 찾거나, 출자하여 신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공급업체를
통해서 전기제어와 같은 ‘삼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인원과 노동조건
광치도요타의 생산 능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자의 수도 상승했다. 광치
도요타의 2021년 8월 총 직원은 1.6만에 달했다.99)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직원 수는 각각 매년 9752, 11807, 13058, 14795명이다. 2019년
87%의 직원이 35세 이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7~28세 전후였다. 외국인
은 80여 명이다. 여성 직원은 아주 적어 성비는 약 94%다. 현지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둥성 호적 이외의 직원은 20% 안팎이다. 총직원
수와 보험가입 직원 수의 차이를 보면 3000명 정도가 공장이 사회보장비
납부를 책임지지 않은 노동자와 실습생 등이다.10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상태다. 2018년 이래로 매년 이직율은 3~8% 사이다.101) 독일계

98) 廣汽豊田官網, 科技創新,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technological_innovation.
html.
99) 廣汽豊田官網, 企業簡介,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index.html.
100) 廣汽豊田2019, 2020年企業年報.
101) 廣汽豊田汽車有限公司, 2020年企業社會責任報告,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
csr/csr_2020/mob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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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 공장과는 달리 광치도요타의 직원은 대부분 전문대 학력 이
하며 70%에 달한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8% 전후다.
완성차 제조 공장의 노동강도는 비교적 높다. 생산의 리듬이 빠르며
노동자당 2~3개의 업무를 맡는다. 이따금 뛰어가며 생산하기도 한다. 게
다가 완성차 제조 공장에서 선 채로 일해야 한다. 하루 근무 시간 내내
경보 정도의 자세를 유지하며 일하는 것은 상당히 피로한 일이다. 조립
공정은 2교대로 진행되며 각각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투입된다. 2시
간 일하면 10분의 쉬는시간이 있다. 도요타의 “지속적 개선”의 이념으로
공정의 많은 노동자 직접 개선점을 제안하여 바람막이용 유리 설치 공정
은 로봇이 하며 사람은 중력 보조 장치같은 설비를 이용해 12Kg이상의
부품은 인간이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노동자가 제시한 개선
방안의 예는 이동 생산 라인으로, 즉 노동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벨트에 서서 상품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완성이 되면 원래 있던 자리
로 되돌아간다. 4~5명당 조장이 있으며 조장은 작동 담당 노동자들의 문
제 해결을 도와주곤 한다.
독일계 완성차 공장에 비해 광치도요타의 월급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연말 보너스와 복지가 나쁘지 않다. 2008년의 임금 시스템의 경우 노무
파견직과 정직원의 차이가 상당히 커 논쟁을 불러 일으킨 적도 있다.
2008년 《노동합동법(勞動合同法)》이 시행되면서 광동성의 완성차 공장
은 노무공을 대규모로 사용하지 않게 됐다. 2017년 전후부터 중등전문학
교와 기공학교의 학생들이 기업 인턴으로 들어오게 됐고 실습 기간의 월
급은 1700위안 전후다. 식대와 기숙사가 무상 제공된다. 인턴이 노무공
으로 전환되면 기본 임금이 2200위안이 된다. 정식 직원이 되려면 1년에
서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데 전환 후 기본 임금은 2800위안이다.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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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번의 시험을 본다. 전문대생의 경우 인턴의 월급은 2200위안, 노
무공이 될 경우 500위안이 상승하며 정직원이 되면 700위안이 더 상승
한다. 3400위안 전후다. 노동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월급도 각기 다르
다. 1라인 노동자를 보면 매월 추가 근로비와 각종 보너스를 추가하면
4000~6000위안정도 된다. 연말 보너스는 최소 5~6개월의 임금이며 첫
해의 연봉은 7~11만 위안 사이다. 정규직이 되면 사회보험의 5험1금의
경우 다 합쳐서 임금의 12% 정도다. 그리고 연휴 보너스, 고생산 보너스,
의료 보험 보조, 정기적 건강검진, 중병기금등 각종 복지가 있다. 전체적
으로 봤을 때 독일계 기업에 비할 순 없지만 완성차 제조 공장 가운데 중
상의 수준이다. 하지만 추가 근로가 상당한 문제가 된다. 적지 않은 직원
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토로하길, 추가 근로의 경우 퇴근 전에야 통지
를 받는다거나 토요일에 자주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한다. 자동차 판매량이
우수해 잔업이 일상이 된 것이다.

③ 기술과 훈련
2007년 5월 광치도요타는 인재교육센터를 설립했다. 후에 건물 한 동을
짓기 시작해 2014년 3월 생산교육관(生産培養大樓)이 완공되었다. 광치
도요타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교육에 투자한다. 2016년에는 총 1.7억 위
안을 투입했다. 2018-2020년에는 매년 직원교육에 1625, 1522, 1175만
위안을 투입했고 매년 연인원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
모든 직원들은 처음 공장에 입사할 때 3주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중등전
문기술학교 졸업생은 입사 후 일선에서 작업을 하게 되며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차근차근 기술을 향
상시킨다. 독일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학교에서 선발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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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위주로 하며, 외부 공개모집은 보조적으로 활용
한다.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도요타의 업무가 노동자의 더욱 세심한 사
고와 관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관리류’와 ‘직업기능류’의 이
원화된 직업발전통로를 두고 있다. 이들은 광범위하게 인재교육 활동, 직
원표창, 창의적 제안·개선·상호작용을 펼친다. 기술인력은 기술관리, 현
장기획, 신제품 도입 시 기준 설정, 근로자 공정 설계 등을 담당한다. 관
리층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공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
격할 수 있다. 도요타가 특히 기업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제1, 제2 생산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노동자는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주로 현장 조립 과정에서 기술을 향상시킨
다. 혼합생산에서 내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더 높다. 관리자는
혼합생산 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차이는 3전 부품이 바뀌는 것뿐이
며 매우 미미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조립공은 다른 노동자가 이미 선별
및 배합해놓은 부품을 조립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내연차를 조립하
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이브리드차 조립에서 달라지는 점은 새로운
차종 하나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변화와 같다.
제3공장이 준비되던 시기에 제1공장과 제2공장은 현장개선을 통해서
일부 인력을 절감했다. 가령 앞차대와 중간차대 부품을 조립하는 라인에
서 용접 공정을 자동화 해 수십명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된 인원은 모
두 새로 지어진 제3공장으로 이동했다. 제4공장, 즉 전기차 생산라인 준
비 기간에 광치도요타는 인재시장중개를 통해 외부에 공고를 발표해 오
퍼레이터들을 모집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쟁탈이 일어나기도 했다.
많은 중등전문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들이 입사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도
요타 이념의 영향을 깊게 받은 현장 관리자는, 도요타가 추구하는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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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이 공존하는 자동화’라고 믿는다. 기계와 사람이
투입했을 때 산출이 가장 우수하고,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하면 된
것이며, 어떤 투자 앞에서도 회사는 원가계산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 전략기획 인사는 절약과 낭비를 셈해보았을 때 현재와 같이 인건비
가 비싼 상황에서 자동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후에
는 자동화율 100%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게다가 순전기차 조
립은 전통 자동차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필요치 않
을 것이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말한다.
에너지 절감, 인력 절감을 통한 최적화는 항상 도요타 특유의 ‘지속적
개선’ 활동 목표 중 하나였다. 광치도요타는 직원 참여율이 100%에 달한
다. 현재까지 회사가 받은 직원들의 의견이 70만 건 이상이며, 채택률은
99%다. 꼭 거대한 개선을 이루는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의견이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다. 회사는 의견을 a, b, c
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각 의견에 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곧
임금에 포함된다. 회사는 또한 별도의 안전의견상, 환경의견상 등 특별상
금 제도를 두고 있다.
공장은 안전생산을 중시한다. 많은 교육이 안전과 관련돼 있다. 제도,
설비, 업무 장소에 대한 관리 외에도 2020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진행했다. 3급 안전교육과 특수작업 훈련 등을
통해서 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한 해간 직업병 발생 사례가 없
었으며, 산업재해의 경우 2명이 경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102)

102) 廣汽豊田汽車有限公司, 2020年企業社會責任報告,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
csr/csr_2020/mob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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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회와 노동관계
업계 내 선진적 도요타 시스템의 모범으로서, 광치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은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준다. Just-in-time 재고는 사실
재고 0에 이를 수는 없으며 ‘상대적’인 이념이다. 공급업체의 부품생산부
터 조립, 그리고 완성차업체까지, 현장의 생산라인에 도달하기까지는 반
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도요타의 경우 30분 안팎
이다. 이는 곧 재고가 있는 각종 부품이 대략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생
산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만일 공급업체가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재고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들 생산관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
나는, 매일 계산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난하이혼다(南海本田)로부터
촉발된 파업붐 이후, 마찬가지로 일본 완성차업체인 도요타는 상대적 0
재고방식에서 재고생산으로 바뀌었다. 당시처럼 한두 명 노동자의 업무
중단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중국 전역에 있는 4개 도요타 공장 전체의 샌
상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103)
하지만 파업은 도요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닌 듯하다. 첫째로는
당시 파업이 주로 도요타의 공급업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완성차업체는 이미 임금과 복지수준이 비교적 높아 일반 노동자들이 만
족하는 편이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관리
자의 입장에서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일부 반일 사건 등의 영향을 받아
일본 자동차에 대한 중국 시장의 선호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광치도요타에도 오랜시간 구축되어온 공회가 갖춰져 있다. 계약노동자
는 100% 공회에 가입한다. 하지만 독일 합자 업체의 공회와 마찬가지로

103) Chan and Hui, 2014; Luo and Y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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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의 색채가 보다 강하다. 공회의 주된 기능은 복지, 기술 향상, 안
전생산 보장 등이다. 동시에 여기서 일본의 관리 특징 역시 나타나는데,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1566건, 2019년에는 630건, 2020년에는 68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
며, 제출된 의견은 반드시 피드백을 진행한다. 기업에서는 또한 정기적으
로 직원좌담회, 협상교류회 등을 개최한다. 회사와 공회에서 직원들을 대
상으로 위문을 하기도 한다. 2018-2020년 사이 해마다 연인원 11.7만,
15.1만, 28.1만 명을 위문했으며, 직원 위문 비용으로 1193만, 1241만,
2086만 위안이 사용되었다. 2020년, 광치도요타는 많은 상을 받았다. 여
기에는 ‘중국대학생호감고용주’, ‘중국연간최우수고용주100강’이 포함되
었다.104)

다. 핵심 공급업체: P와 N
1) P플랫폼 회사
① 제품과 생산
P플랫폼 회사는 전문적으로 독일의 한 완성차업체를 위해 여러 차종
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및 제조한다. 모듈화 생산, 유연성 호환
이념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계 자동차 제조의 특징이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완성차 업체는 제품을 통합할 수 있고, 다양한 차체
와 다양한 가격대의 자동차 시리즈가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차체에는 최대한 많은 부품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가령 폭스바겐
104) 廣汽豊田汽車有限公司, 2020年企業社會責任報告,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
csr/csr_2020/mobile/index.html.csr/csr_2020/mob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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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MQB 플랫폼과 아우디의 MLP 플랫폼 등이
있다. 어떤 플랫폼은 60여 종의 다양한 등급의 자동차를 제조해낼 수 있
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주요 자동차 브랜드 기업들은 잇따라 플랫폼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도입은 중국에서 해외브랜드의 다양
한 차종이 국산화되는 데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P사는 독일의 한 완성
차업체와 함께 중국에 들어왔다. 독일 업체와 중국의 한 자동차 그룹이
60:40 비율에 따라 세운 중외합자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다. 양측의
협력 기한은 25년이다. 플랫폼 제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P사는 완성차
업체 부근에 세워졌다. P사는 2005년 말 정식으로 조업을 개시한 후부터
줄곧 내연차 적용가능한 플랫폼을 제조해왔다. 연간 생산능력은 40만
대, 연간 매출수익은 50억 위안 이상이었다. 2019년, P사는 순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에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다.
전통 내연차 플랫폼은 주로 승용차용 앞차축 트레인, 뒷차축 트레인,
서브프레임 트레인, 자동차 현가·조향·제동 시스템 등의 부품으로 구성
되어 있다. 플랫폼은 많은 인터페이스 확장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 다양
한 사이즈의 차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차종들은
하나의 차대 플랫폼을 공유한다. 그 핵심부품은 발동기 모듈이다. 자동차
부품 통용률은 무려 70~80%에 달한다. 우선 이러한 플랫폼화는 비용절
감을 가능케 한다. 부품의 일회성 지출이 20% 감소한다. 다음으로 차종
의 복잡도를 낮춘다. 부품의 종류가 예전처럼 번다하지 않기 때문에, 차
량간 부품 호환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부품 구입이 더욱 간단해진다.
뿐만 어셈블리 라인 조립 업무의 복잡도도 크게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라인과 노동자 투입이 줄어들고, 효율은 높아지며, 제조시간은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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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된다. 마지막으로 부품 구입의 본토화 가능성이 더 커지고, 플랫폼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및 출시 속도가 빨라진다.
순전기차의 새로운 플랫폼은 발동기와 기어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앞·뒤 차축이 말단으로 이동하면서 축거는 더 길
어지고 앞·뒤 오버행은 더욱 짧아졌다. 이와 동시에 신플랫폼은 전지를
넣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충전연결기 등의 부품이 추가되어야 한
다. 내연차 플랫폼에 비해 순전기차 플랫폼에는 전지 중량이 추가되기 때
문에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P사에서 제조하는 순전기차 신
플랫폼은 초콜릿 형식의 전지배치 설계를 통해서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
고, 무게 중심을 낮췄으며, 하중분포와 전·후 균형이 더욱 우수해지는 효
과를 냈다. 많은 순전기차 모델은 A급에서 중간 등급인 B급 차종까지 모
두 이 신플랫폼에서 같은 부품을 사용해 규모화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가령, 서로 다른 차종이 각기 다른 수의 전지책을 배치할 수 있다. 새로운
플랫폼은 7~12개의 전지모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P사의 1공장은 전문적으로 내연차 플랫폼을 제조한다. 이는 현재 여전
히 회사 생산량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 실제 생
산량은 39.5만 대를 넘어섰다. 새로 설립된 2공은 순전기차 플랫폼을 생
산한다. 2020년에 총 1200대를 생산했다. 순전기차 플랫폼의 생산계획
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내연차 플랫폼을 능가하는 주력제품이 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혼합생산모델과 달리 이곳의 내
연차와 순전기차 제품은 분리된 라인에서 생산된다. 관리자의 말에 따르
면, 혼합생산을 위해서는 부품을 결합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곳 공장
에는 각기 다른 제품을 배열해놓을 충분한 공간이 없다. 따라서 P사는 제
2공장을 새로 지어 순전기제품을 별도로 제도하기로 했다. 생산은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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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quence 방식에 따라 안배한다. 즉 완성차 업체의 생산순서에 따라
모든 필요한 부품을 차례로 배열해 놓는다.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 생산
을 진행한다. 완성차 업체 혹은 독일에 있는 P공장의 모회사와 비교했을
때 P공장의 자동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용접 작업장에 113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보면 자동화 정도가 높은 편에 속한
다. 가령 도색 작업장이 전자동으로 되어있으며 인력이 21명 뿐이다. 또
한 최근 들어 자동화 정도를 높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스탬핑 작업장에
4개의 로봇팔을 도입했다. 작업당 소요되는 시간은 단 18초다. 게다가
정확도가 사람의 손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로봇팔은 다양한 제품과 공정
에도 쉽게 프로그램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이밖에 광둥성의 일부 대
형 가전제조업 혹은 일본계 자동차부품 공장과 마찬가지로,105) P사 역시
작업장 내부 운수작업에 대해 조정을 가했다. 새로운 라인에서 현재 비교
적 성숙된 자동화운반차 AGV(autonomous guided vehicle) 기술을 보
편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자동충전장치를 완비해 운반 후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였다.
완성차에게 입장에서 플랫폼화 기술은 공급사슬 상의 우위를 갖기도
한다. 우선 사업 초기 발주 시에도 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된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원가를 통제할 수 있고, 가격 협상 발언권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완성차 업체 간에, 혹은 한 완성차 업
체 내 서로 다른 제품 시리즈 간에 우수한 품질의 공급업체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다. 대규모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에 강력한 공급사슬을 구축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위는 전통 내연차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하지

105) Luo, 2020, 中国产业的机器人化与雇佣关系的变化：以华南家电和汽配企业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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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시장 판매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생산총량이 여
전히 작아 이러한 협력 및 가격 협상 능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P사
는 완성차 업체를 위해 보조설비를 만들지만, 완성차 업체는 중국 전역의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를 진행한다. 이들은 매년 경쟁적인 입찰을 통
해 협력 여부를 결정한다. 플랫폼 제품에 있어서, P사는 이 완성차업체가
필요로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독일 공급업체이자, 중국에서 유일한 공급
업체이다.

② 인원과 노동조건
P사는 총 2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1공장에는 현재 514명이, 2공장에는
256명이 일하고 있다. 2017, 2018년 말 직원 총수는 각각 510, 503명
이었다. 현재 증원된 인원은 주로 신 공장을 지은 후에 모집한 이들이다.
그룹 내 다른 지역의 일부 공장에서 인원 감축을 시행하고 있어, 다른 공
장에서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사무 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남성이다. 초기에 중국측 모회사에서 온 직원들은 많은 경우 현재
반·조장 이상급이 되었다. 현재 과반수의 직원이 광둥성 사람들이다. 다만
잔장(湛江), 칭위안(清遠) 등 발전이 비교적 느린 지역이 많은 수를 차지
한다. 연령층은 80, 90년대생이 많고, 50세 이상은 공장을 통틀어 12명이다.
현재 일선 생산라인 노동자 중 다수가 중등전문학교(中專) 졸업생이다.
유지 및 수리 인력은 전문대 이상 학력, 기계전 전공 등을 요구한다. 새
로운 순전기 플랫폼 생산라인의 엔지니어 같은 경우 전문대학 공정설계
전공을 졸업해야 한다. 이들은 “어떻게 기계를 작동하는지 알고, 프로그
램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공장 생산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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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다. 관리간부급은 38명의 대졸자와 몇 명의 석사졸업생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공장 인원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예전에는 중졸자 역시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현재 새로 모집하는 인력은
보통 전문대 학력을 요구한다. 계량기 신호, 자동인식 등 자동화 정도가
비교적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학력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비교
적 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면을 작동하거나 도표를 이해하는 등 반응
속도가 생산 리듬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예전에는 비생산직 인력
(indirect workforce), 즉 생산일선에서 근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창
고 담당, 유지·수리 담당, 관리 담당 등)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38.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공
장 전체의 관리인력은 50여 명에 불과하다.
일선 인력은 모두 HR 담당자가 학교에서 모집한 이들이다. 현재는 주
로 광저우에 있는 두 전문대급 직업기술학교에서 모집한다. 학생들은 우
선 공장에서 1년간 실습을 한다. 실습생은 주로 일선에서 생산업무를 맡
는다. 실습기간 동안은 학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회사측은
보통 실습생의 장시간 잔업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생산량이 많은 관계
로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다.” 실습생은 주간근무를 하고, 각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부가 배정된다. 입직 한 달차 월급은 날짜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한 달 후부터는 부서에서 기술숙련도 심사를 진
행한다. 라인 속도에 맞추면 합격이며, 이 경우 실습생은 건당 성과급으
로 임금을 계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실습생은 정식 직원과 마찬가지로 순환업무 계획, 다기능 학습 등의 대상
이 된다. 별도의 숙소는 없으나 많은 실습생이 대거 들어온 경우 회사측
에서 주변 마을에 혜택가로 방을 임대해준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습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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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정식 직원으로 남기
를 바란다. 하지만 공장 생활, 특히 일부 용접 업무가 고되기 때문에 실
습생들은 신체에 해로울 것을 염려해 졸업 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가령
2018년에 공장에 들어온 실습생은 38명이었고, 이중 28명이 정식 직원
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에 속한다. P사는 학교에서 학생들
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방면의 자질을 양성해주기를 바란다. 비(非)일
선인력 모집 시에는 CEO가 면접에 참여한다. 이러한 인력은 보통 헤어
헌팅 회사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경력직을 뽑는다.
생산일선 직원들은 보통 9시간+9시간의 2교대로 근무한다. 물론 이는
작업장마다 다르며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있다. 가령 주간반인 경우 아침
8:30에 시작해 오후 5:00까지 일을 하며, 정오에 30분간의 점심 휴식,
오후에 15분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때는 8+8+8시
간의 3교대를 채택하기도 한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라인은 밤낮
으로 가동하고 인력은 8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다. P사는 근무시간이 너
무 길면 직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잔업은 생산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에는 1월 한 달간 48시간의 잔업이 있었고, 이후
에는 매월 기본적으로 12시간 안팎의 잔업이 있었다. 작업장에서는 안전
생산에 주의를 기울인다. 작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반드시 안전모와
경고표식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 안전점검을 매주 및 매월 진행한
다. 기계와 로봇팔은 모두 안전문과 철망 보호난간으로 가로막혀있으며,
사람이 그 안에 진입하면 곧바로 운행이 멈춘다.
근무연한을 보면, 3년 이내가 약 30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년 이상은 100명이 채 안 되었다. 해마다 7, 8월이면 이직률이 높아졌
다. 광둥의 날씨는 매우 무더운데, P공장 내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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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이직률은 3~4% 사이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이
정도는 유동이 적고 인원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관리자는 그
이유를 임금이 비교적 높은 데에서 찾는다.
P사는 건당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장의 노동자는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노동자, 검수 및 재수리 담당, 반장, 단장이
다. 건당 성과급에는 직책 임금, 매월 교통비·통신비·주거비·개근보조금,
매년 50위안씩 추가되는 근속수당, 건당 임금 ,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건당 성과급은 각 노동자의 생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금은 전체 생산라인 생산량에 따라 계산된다. 건당 임금은
직위별로 다르다. 또한 건수에 따라 다르다. 가령 랙 제조 시 200개를 생
산했을 때와 330개를 생산했을 때 인센티브가 다르다. 전자동 생산라인
과 구 생산라인의 단가도 다르다. 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기계인
가 인력인가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신 생산라인의 경우 설비가 좋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따라서 건당 임금이 구 라인에 비해 낮다. 구 라인
에서는 제품 하나당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즉 기계 효율 차이로 인
해 건당임금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관리자측이 임금 총액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화 라인의 노동자와 구 라인의 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은 비슷하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간 더 높은 정도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신 생산라인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신 라인은 노동의 빈도가 높고 수요가 비교적 많기 때문
이다. 외지 출신 직원들은 자원해서 가는 경우가 비교적 많지만, 본 지역
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중시하고 자신의 생활을 갖고 싶어 하는 편이라 꼭
신 생산라인 근무를 원하지는 않는다. 노동자들은 매월 5000여 위안의
임금을 받는다. 이중에서 기본금은 1450위안에 불과하여 매우 작은 비중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197

을 차지한다. 유지·수리 노동자는 여기에 기술 수당을 더 받고, 용접공은
고온보조금과 특수기술수당을 더 받아 월 수입이 좀더 높다. 관리층을 보
면, 완성차 업체에 비해 일반 관리자가 받는 수입이 약 30% 정도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공장 입사 5년차 석사졸업생 관리자의 연봉이 14만
위안 안팎이다.

③ 기술과 훈련
교육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회사 차원, 작업장 차원, 반·조 차원이다.
회사 차원 교육은 사무인력 교육에 집중한다. 가령 언어, 응용기술, 관리
등 분야다. 작업장 차원의 교육은 주로 부서의 기능 제고에 중점을 둔다.
가령 안전, 기본지식 및 기본기술 등이다. 반·조 차원에서는 다섯 개의
직책으로 세분해 각 직원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규정한다. 반·조장 역시
관리기술, 통용기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일선직원을 교육하는 데에는 보통 1개월이 걸린다. 배우는 속도
가 빠른 일부 직원은 2주만에 교육을 이수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10일
주기로 교육을 진행한다. 5일간 통용이론을 배우고 시험을 치른 후 시험
에 통과한 자는 현장에서 작동업무를 시작한다. 생산 보조 교육에 5일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원이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교육이 이어진다. 생산안전, 5s, tpm, 기초
작동기술 등 크게 네 가지 교육이 이루어진다. 각 분기마다 모든 사람들
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이론필기와 실제작동으로 나뉜다. 이론필
기 시험에는 현장 5s/tpm 표준화 작업과 이론, 문제해결 및 성급 공정,
환경과 안전, 생산품질관리, 생산기초지식 및 생산 공정, 관리제도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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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장공정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5s 내용 설명, 일상 점검 및 정비,
라인 안전과 잠재적 위험요소 등이 포함된다. 실제 작동 시험에는 설비
검증 표준화 작업, 생산품질 결함(0결함), 해당 직책 리듬(60s), 고정 스
패너 사용 등이 있다. 시험에서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재교육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기술은 모두 연습과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경험교류 등의 형식을 통해서 사제간의 협력을 장려하기도 한
다. 작업장에는 각 직책마다 직책지도서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신입 직
원들에게 배부된다. 또한 신입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부, 곧 선임 직
원이 배정된다. 기술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신입직원과 동행하며 교육
을 하는 것이다. 지도서에서 알려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기계를 작
동할 때는 사부가 함께한다.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한 후 신입직원은 해
당 직책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식직원이 된다. 전반
적으로 P사는 이론교육 + 현장실천 + 실제 작동 관리감독 및 지도 + 심사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자질(多资质) 교육106)은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들이 최
소 두 가지 직책의 업무를 배울 것을 요구한다. 평소에 직책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생산라인에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
근무, 교체근무 등으로 작동 업무를 할 수 있다. 매년 두 번의 다기능 심
사가 있다. 기존 직원들 중 70% 이상이 다기능 보유자이다. 4, 5가지 직
책의 업무를 모두 익힌 사람도 있다. 30% 이상의 노동자는 다른 반·조의

106) 일본계 회사의 ‘다기능’ 훈련과 유사하다. Yang and Luo, 2019; Luo, 2020, 中国产业的机器人化与雇佣
关系的变化：以华南家电和汽配企业为例

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199

업무 자질도 익혔다. P사에는 ‘직원행렬’, 곧 내부 기능 심사표가 있다.
각 분야를 의미하는 4개의 칸이 있는데, 최소 2칸에 도달해야 하나의 직
책에서 일할 수 있다. 일부 직책은 3칸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4칸을
모두 채우면 모든 직책의 업무를 익혔다는 의미로, 다자질 노동자가 된
다. 즉 이러한 교육은 기술 수준의 향상이 아닌 작동 자질의 증가에 중점
을 둔다.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임금에 변화가 생기거나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라인 관리자가 하나의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노
동자가 라인에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신입직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직원
이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심사의 주된 목적이
다. 물론 사실 이러한 직원들은 반조장이나 기술검사 담당자 선발 등에서
진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신입을 교육하거나 직책을 바꿔 배치할 때
더 유연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신입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사부’인데,
현재 P사에는 ‘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주로 다기능 표와 기층
주관의 판단에 기반해, 직책 안전·잠재적 품질 불량 요소·작동 지도 등에
모두 능숙한 사람을 뽑는다.
회사에서 외부 증서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로 유지·
수리 등 증서를 취득해야만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직책이 해당된다. 용접,
압력용기 엔지니어 등과 같은 특수 직종은 모두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공 등 27명의 직원들이 직책과 관련된 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지원할 때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입직을 위한 필수조건이
다. 증서는 초급, 중급, 고급 기능 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직 허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조립작업장에는 총 두 팀이 있다. 한 팀당 80명이 일한다. 2012년부
터 사용된 구 생산라인에서는 진열, 운반, 입출하 모두 사람이 했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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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8명이 배치되어 있고,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첫 번째
생산라인은 이와 유사하다. 2017년 말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3명의
인력과 5대의 로봇이 일한다. 구 생산라인이었다면 10명이 필요했을 것
이다. 신 작업장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3~4kg의 부품을 틀 위로 옮겨 기
계가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라인에서 인력은 로봇팔을 작동시킨
다. 두 번째 신 생산라인의 생산능력은 앞서 언급한 두 라인의 1.5배다.
인력 4명과 로봇팔 10대로 움직이며 네 가지 품종의 제품을 만들 수 있
다. 이곳의 직원들은 체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다. 설비 유지 및 수리
엔지니어는 매일 기계를 닦고, 느슨해진 나사를 점검하는 일을 한다. 생
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작은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20분
이상 생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작업장 주임급에게 보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 생산라인 노동자들에게 사실 ‘힘든’ 점은 체력이 아
니라 리듬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P사는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 일부 교육 방면의 자원과 지원을 획득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8년 완성차 업체는 지속적
개선/린 생산 관련 커리큘럼을 P사에 제공했다. 이에 단장급 이상의 직
원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다. 인력에 관해서, 관리자는 “완성차 업체는 먹
이사슬의 정점에 속한다. 그들이 인재 모집을 마치고 나면 그제야 우리에
게도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④ 공회와 노동관계
P사는 단기간 내에 기술변화로 인한 대규모 인권감축 문제에 직면하
지는 않을 것이다. 자동화를 보자면, P사는 이미 비교적 높은 정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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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이루었다. 근 2년간 ‘자동 스크루’ 로봇팔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
지만 독일 완성차 업체처럼 자동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관리자들은 현재
“중국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다”며, 자동화를
사용했을 때 더욱 비용이 낮아지는 곳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의 인력으로는 과도하게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없고, 인력마다 효율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면 ㅁ낳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일선 작동노동자는 기계 작동만 가능하고, 유지·수리공은 일상적인 보수와
정상적인 기계 작동을 위한 유지를 담당한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P사의 임금이 자동차 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작업
건당 임금을 계산하는 성과급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큰 부담을 준
다. 구 생산라인에서는 체력 소모가 컸다면, 신 생산라인에서는 노동의
과중함을 덜하지만 리듬이 빨라 사람이 피로해진다. 회사측은 자동화로
인해 회사가 얻게 되는 장점을 노동자들과 나눌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자동화 라인의 임금은 약간 더 높다.
다른 많은 합자기업과 마찬가지로 P사에도 공회가 있다. 하지만 완성
차 업체의 공회에 비해 공급업체의 공회는 더욱 형식적이다. 이들은 고용
안전, 임금 등 노동 기준 방면에서 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P사는 정부, 대학 및 전문학교에 주로 기술훈련에 관한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조업 공장에서는 구인이 어렵고 인력을 붙잡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P사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직업윤리, 직업의식
을 고취시키고, 실습 대상과 희망 일자리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단체에 융화되는지 지도해주고, 취
업에 대한 학생들의 예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기를 바란다.

202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하지만 P사 역시 실제로 독일식 도제를 양성하거나, 학교 측에서 회사를
위한 전공 혹은 클래스를 개설해 인재를 보내줄 것을 바라기 어렵다. 공
급업체의 양산 자체가 시장과 완성차 업체에 따라 변동이 생기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육성된 학생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기업에 충분치 않게 될 수도 있다.

2) 차량용 전자기업 N
① 제품과 생산
N사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광둥성에서는 2005년에 설립되었다. 전신은 일본 자동차 전자그룹 산하
공장이었다. 2019년 말, 전세계 고용 11만 명 규모의 일본 전자전기 대
기업에 의해 인수되었다. 기존 그룹은 중미 무역 갈등·순전기차의 부상·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 제품과 생산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량과 영업수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동차 전자부문을 분할해내기로 한 것
이다.
인수 기업은 모터 제조 방면에 유구한 역사와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세계 생산량 1위로 다양한 고객과 차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들은 전기제어 기술과 제품을 결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동차 사업,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에너지차 시장을 물색하던 참이었다. 새로운
그룹은 순전기차 제조 업종에서 ‘전기제어+모터’ 제품의 ‘모듈화, 표준
화’를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자체 순전기차 플랫폼을 구축
했다. 모듈화의 결과 모터전기와 전기제어, 소프트웨어 등을 조합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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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게 된다. 이는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준다. 이를 위해 신 그룹은 N사가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 방면에서
가지고 있던 우위를 빌려 전기, 기어감속기, 인버터 등 드라이브 모터 자
동차의 핵심부품을 조합해 ‘삼합일(三合一)’의 전동구동 시스템 모듈로
만들었다. 이는 순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동력을 구성하는
핵심부분이다. 중국 시장이 신에너지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그룹 역시
중국에서 중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구동 시스템
모듈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소음이 가장 낮고, 사이
즈가 가장 작다. 이로 인해 전기구동 부품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를 꾀하는
오늘날 신에너지차의 요구를 충족한다. 또한 일본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서, 이 기업 역시 최대한 부품 비용을 통제해 ‘저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이러한 모듈은 이미 양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내 자동
차 그룹의 순전기차에서 이를 채택하면서 점차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공급되고 있다.
N사는 인수된 후 신에너지차, 특히 순전기차로 전환을 진행했다. 고객
으로는 광치, 상치, 지리 등 로컬 자동차 대기업 외에 일본계, 독일계 등
의 대형 브랜드 완성차 업체도 포함되었다. 주로 자동차 전자부품과 시스
템을 개발 및 제조하며, 구체적으로는 액티브 세이프티·차체 전장·모터
구동식 전자제어 조향장치(EPS)·전원제어장치·전원변환장치(IGBT)등이
다. 구동모터는 순전기차의 심장과도 같다. EPS는 자동차의 주요 기능인
‘주행’, ‘회전’, ‘정차’를 실현하는 데에 핵심적인 구성요소다. 무인운전이
L2에서 L3, L4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EPS 모터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
해진다. N사에서 생산하는 EPS 파워팩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우며,
더욱 신뢰도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동주차, 차선유지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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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진 주행보조 기능에 결합될 수 있다. IGBT는 전지를 고압·고전류
로 전환해 전기를 가동하는 장치다. 중국 내에서는 비야디가 이 방면에서
기술이 뛰어나다. 또한 일본 측 기업이 같은 시기 중국 자동차 그룹과 설
립한 합자 기업에서도 그들의 새 공장이 설립되기 전에 이 공장에서 전자
기기 생산을 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양산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N사 제품 중 내연차 비율이 90% 이상으로 이들은
여전히 내연차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분야는 모두 순전기이
며, 주로 생산하는 두 가지 핵심 제품은 전원변환기와 모터구동식 전자제
어 조향장치다. 모터구동식 전자제어 조향장치는 한 독일 자동차 브랜드
의 순전기차 플랫폼 전용으로 구축한다. 이 역시 ‘모듈화’ 제품이며, 주로
이전의 조향제어기, 모터 등 몇 가지 장치 부품을 하나로 정합해 함께 생
산한다. 이로써 단독 부품 생산 시 필요한 공정과 조립 절차를 줄이고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이 제품은 아직 생산라인을 구축해 생산을 시
작한 단계에 있어 진행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밖에 N사는 일부 완성차
공장의 1급 공급업체에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을 공급한다.
N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동차 전자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새로운 그룹은 모터 전기 방면에서 종적 일체화 우위를 지니고 있
다. 즉 자체적으로 알루미늄 가압 주조물, 정밀 공작기계 가공 등 여러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 및 제조의 전환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제품의 전환과 과도, 그리고 현재 완성차 업체 전체
가 겪고 있는 칩 부족 현상의 영향으로 N공장의 생산량과 판매액은 예전
에 비해 하락했다. 가령 2021년 8월에는 생산량이 50%까지 하락했다.
생산작업장을 살펴보면, N사는 줄곧 신 생산 등 전형적인 일본식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직업안전과 위생기준은 신, 구 생산라인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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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 없이 ISO 14000 EHS의 명확한 요구에 따르고 있다. N사는 생산
품질 및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엄격하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소
규모 양산 중인 신제품을 보면,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는 것은 곧 신제품의
초기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조부 인사들은 제품이
대량생산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다 보면 이후에는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비용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사실 많은 부품들이 모듈화되
면서 신에너지 제품 제조에서 더 많은 비용이 통제될 수 있게 되었다.

② 인원과 노동조건
N사는 예전 회사 당시 인원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2014년 절정기
에는 2000명에 달했고, 이후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기업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5, 2016, 2017년에 보험가입자 수가 각각 1786, 1731,
1567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400명 안팎으로 떨어진다. 가장 큰 변화
는 인수 후에 발생했다. 2019년 N사의 인원수는 974명으로 줄어든다.
2020년 연간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보험가입자 수가 727명으로 나온다.
N사가 오랫동안 전원 5험1금 가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현재 회사 총인
원이 727명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예전 회사와 현재 회사 모두 일본계 제조기업에 속한다. 예전 회
사는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는 회사로 유명했다. 2014년 이후의 인원수
변화는 주로 자동화 및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다. 가령 예전에는 세 사람
이 해야 했던 업무를 자동 기계 하나를 들여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N공장은 이때부터 일선 작동노동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가 아
주 드물어졌다. 직원들이 나이 혹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자원해서 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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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유실이 생기고, 인원수는 해마다 천천히
줄어들었다. 현재 일본 모회사 산하의 N공장은 인원수가 급속히 줄어들
고 있다. 특히 2019년 인수 과도기에 대량의 유실이 발생했다. 이후 2년
동안 신, 구 제품 교체가 이루어지고, 작업 공정은 끊임없이 최적화 및
개선되었다. 생산량과 매출은 모두 하락했다. 이 시기 일어난 이직에 대한
인원 보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인원수가 점차 하락했다. 2021년 상반기
에는 인원이 안정되고 임의 이직이 없었다. 남은 직원들의 유동율이 비교
적 낮기도 했고, 전염병의 영향도 있었던 듯하다.
N공장은 2010년 파업의 소용돌이(罷工潮)를 겪은 전형적인 자동차 부
품 공급업체다. 파업 이후 공회는 민주선거를 시작했다. 단체교섭도 정기
적으로 매년 두 번씩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임금과 복지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단체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졌다.107) 2021년, 일선 오퍼레이터의 기본 임금은 월 2900위안이었다.
각 노동자는 310위안의 생활보조금, 100위안의 개근상도 받는다. 주당
5일 8시간 이외의 업무는 모두 노동법에 따라 잔업비를 지급한다. 복지
역시 전면적이다. 사회보험의 5험에 전원이 가입하고, 공동적립금 비율
역시 사회보험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인 12%다.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한다. 또한 회사와 광저우
각 지역을 왕복하는 통근차를 제공하고, 차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은 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 직원은 무료로 아파트형 숙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고참노동자나 관리인력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집을
구매했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유급연차, 고온휴가, 고온보조금, 명절복지,

107) Luo and Yang,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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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강검진, 연중 여행 등 복지가 주어진다. 여타 자동차 제조기업과
마찬가지로, N사에도 비교적 가시적인 연말상여금이 잇다. 구체적으로
몇 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지는 공회와 기업 관리측의 담판
을 통해 확정한다.
현재 공지된 채용공고는 대부분 행정인력과 엔지니어 직위다. 사무실
보조, 일본어 번역 등 직위는 모두 2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며, 월급은
6천~1만 사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소프트웨어, 전기, IT 기술, ECU 제조
방면의 엔지니어 직위 모집이 더 ㅁ낳다. 등급과 전문 분야에 딸 월급은
1만~2.5만 사이다. 제품 설계는 현재 아직 일본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N
공장의 엔지니어는 대부분 설비를 담당한다.

③ 기술과 훈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변화가 생기면서, 구체적인 생산 공정 역시
큰 차이가 생겼다. 새로운 제품의 생산 공정이 더욱 복잡하다. 신 생산라
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의 기존 노동자들로, 이전 생산라인에서
이전해오거나 주문량이 감소한 생산라인의 직원들이 새로운 생산라인으
로 최적화 배치된 경우가 많다.
신에너지 제조에서 생산 일선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특별한 기술이 요
구되지 않는다. N사가 본래 차량용 전자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과 통합하면서 제품이 더욱 크고 무거워졌다. 따라서 체력에 대한 요
구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한편 완성차 업체의 순전기차 플랫폼과 협력
하는 생산라인에서는, 전기제어+모터가 함께 조직되기 때문에 공정이 상
대적으로 복잡하다. 하지만 회로설계가 더욱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208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부분의 업무내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일선 작동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 전기 및 기계 기술 외에 추가로 익혀야 하
는 지식은 없다.
새로운 제품을 위해 일선 직원들은 보통 2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첫
주에는 주로 회사 제도를 배운다. 중요 보안 교육, 전자 및 정전기 지식
등이다. 직원들이 제품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품질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그리고 작업 과정, 품질 요점, 주의사항, 설비 작동 과정, 점검 확인사
항과 방법 등을 배운다. 둘째 주는 주로 현장학습이다. 노동자들이 해당
현장에서 작업하며 이상 시 처리과정을 배운다. 한 사람이 스스로 실제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는 보통 1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특수
직종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가령 납땜 기술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해야만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업무를 시작한 후에는 매월 200위안의 기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 생산라인과 달리 신 생산라인의 공정은 더욱 높은 정도의 자동화를
기초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생산성이 같을 때 필요한 인원 역시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마련해두었다. 초
기 생산량이 비교적 적을 때는 자동화 정도 역시 그리 높을 필요가 없다.
대신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 이후
에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천천히 자동화 투자를 진행한다.

④ 공회와 노동관계
N공장이 현재 속한 그룹은 인력관리와 노동 방면에서 명성이 이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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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수 소식이 전해진 후 N공장에서는
많은 노동 쟁의가 발생했다. 직원들이 노동관계를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
고 싶지 않다거나, 이직과 보상을 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2019년 중반에 일부 직원들이 작업을 중단했고, 작업 중단이 끝난 후 새
로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송만
35건에 달하며, 절대다수가 동시에 발생한, 노동자들의 이직배상에 관련
된 노동쟁의였다.
남은 직원들 역시 현재 회사에 불만을 가졌다. 같은 일본계 자동차 제조
기업이지만, 새로운 회사의 원가관리가 이전 회사에 비해 훨씬 심했다.
이 때문의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하락했다. 제조부 직원은 “원가관리가 지
나치면 품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
만, 이 또한 작년에 판매량이 하락한 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신에너지 제품과 새로운 생산라인의 도입은 모두 공회의 단체교섭 능
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단체교섭은 여전히 매년 진행된다. 2020년은
전염병 사태로 인해 담판 결과 직원 1인당 임금 100위안을 인상하기로
되었다. 2021년 단체교섭 역시 이미 결과가 나왔다. 평균 임금 상승폭은
5%다. 근 10년간의 담판에 비해, 2년 동안 공회는 담판에서 특별히 입장
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본측에 비교적 타협적이었다. 사
실 N공장은 전자기기 및 전기제어 부품 핵심 공급업체이며, 이 부품들은
전환 후 신에너지차 제조의 ‘심장’과도 같다. N공장은 결코 타격이 가장
큰 공급업체라고 할 수 없다. 전통 내연차 발동기, 내연 시스템 관련 공
급업체야말로 타격이 컸다. 따라서 상당한 공급업체들이 어려운 전환기
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일본계 자동차의 공급랑린
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일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와 순전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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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기간 공존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순전기 분
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맞춰 제품과 생산라인을 조정해야 한다.

4. 토론: 자동차산업의 제조와 노동의 미래
중국 신에너지차 업종은 고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전망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산업정책은 이미 상
당한 정도로 일부 중국 본토의 전통기업과 새롭게 두각을 드러내는 자동
차 제조기업들을 지원했고, 일정 규모의 신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기존
에 국제 자동차 브랜드와 중국 기업의 합자로 이루어져있던 기업은 ‘후
발’ 위치에 있다. 이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현재의 산업, 시장, 공급
사슬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공장 생산 및 노동조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
다줄 수 있을지, 이러한 점들은 모두 산업정책 제정과 기업의 실천 과정
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다.
첫째, 중국이 신에너지 산업에 집중적인 투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정책이 이 산업과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고 창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합자기업의 신에너지 전략 역시 이 점과 일정한 관련이 있
다. 믈론 종종 로컬기업만큼 정책의 보조에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중국은 신에너지 산업을 통해 전통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는 이루
기 어려웠던 ‘코너추월(弯道超車)’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국가 전략 기획을 제정했다. 현재까지의 기술지원, 재정 및 세무 특
혜, 산업관리와 보급·응용 정책은 비교적 효과적이었다. 로컬 완성차 기
업과 전지 등 부품 공급업체는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정책 실시 과정
중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보조금 기만 수령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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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고, 많은 기업이 쇄도했으나 또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기술 기준
은 집행 단계에서 무력해지고, 보조시설이 뒤쳐졌으며, 지역 보호주의 문
제도 있었다. 초반에 합자기업은 표면적으로만 정책에 장단을 맞출 뿐이
었다. 가령 각종 순전기 콘셉트카를 전시하거나 과도적 성격의 ‘연료유
변환 전기차’ 제품을 개발했다. 이들은 중국 전통 내연차 시장에서 절대
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진정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는 다급함을 느끼지 않았다. 합자기업이 ‘후발’ 위치에 놓인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더블포인트 같은 강제성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었
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동차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서는 부득이하게 여기에 따라야 한다. 또 다른 측면, 어쩌면 더 중요한
요인은 신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그렇지만 전세
계적으로 그러하다. 중국의 정책은 일종의 강제적 요인이지만, 합자기업
의 중국측이 하나의 전환 압력이 되기도 하고, 압력을 해소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이치그룹과 합자기업은 똑같이 마이너
스 포인트라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광치는 광치도요타의 압력을 감소시
켜줄 수 있다. 그러나 합자기업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더 많은 부분 기업 스스로가 결정한다.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외자측 모기
업의 글로벌 전략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이 순전기차를
뚜렷하게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독일계와 일본계 자동차 제조
업체가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보인다. 곧 ‘돌진식’과 ‘점진식’이다. 독일
계 자동차 기업은 순전기차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대대적으로 자원을 투
입했다. 또한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순전기차 부품을 연구 및 개발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막대한 생산성을 기획했다. 그러나 일본계 자동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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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점차 중국측으
로부터 순전기차 모델을 도입하고, 자신들의 순전기차를 재발하고 제조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계든 일본계든 신에너지차 제조는 전통 자동차
산업과 매우 다르다. 우선 완성차 제조업체가 전반적인 공급사슬을 통제
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가령 완성차 제조업체 역시 스스로 셀을 생산하
고 싶어하지만,108) 기업 내 중요도나 지방 환경보호 제한 등 저마다의
이유로 실현되기 어렵다.109) 그래서 현재는 모두 외부 전지 공장에서 구
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에너지 산업사슬의 변경이 넓어지고 있다. 특
히 산업의 업스트림, 인프라, 전지재활용 등 부분은 전통 자동차 제조가
아우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사실상 신에너지 산업에서 완성차
제조업체가 ‘수직통합/종적일체화’ 전략을 계속 실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
다. 산업 구조는 ‘네트워크화’ 혹은 ‘횡적 분업’구도를 보인다. 오히려 전
지, 전기제어 등 핵심 부품 공급업체 중 일부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도가 높은 분야를 통합하고 있다. 가령 CATL, N공장이 속해있는 전기기
계·제어 기업이 있다. 즉 ‘전문화된 수직통합’ 방식이다.
둘째, 합자 완성차 제조업체는 거대한 시장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더
블포인트 정책으로 인해 합자 완성차 업체도 순전기 분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자동차 기업에 신에너지차 비율을 규
정해놓으면 시장에 300만 대가 넘는 생산량이 발생하는데, 신에너지 분
야의 개인소비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매우 작아 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

108) Huth, C., Wittek, K. and Spengler, T.S., 2013
109) 현재 완성차업체와 전지 공급업체 간에도 전략적 협력을 맺어 전지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폭스
바겐과 궈쉬안 하이테크가 그 예이다. 궈쉬안 하이테크는 2020년 5월 28일 11억 유로의 주식을 사들이고
폭스바겐 인증 공급업체가 되었다. 양측은 전지기술 혁신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
gotion.com.cn/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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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공급과잉 국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 이를 위한 맞춤형 계획은 더욱이 갖고 있지 않다. 독일
계와 일본계 모두 순전기차 판매량이 미흡하다. 광치도요타의 iA5는
2019에 출시되어 2020년에 누적 6828대 판매되었고, 2021년 상반기에
는 2962대에 그쳤다. 반면 이 모델의 원형인 광치의 Aion S는 2021년
상반기 누적 2.95만 대, 즉 iA5의 10배가 판매되었다. 광치도요타의 C-HR
EV 역시 참담한 성적을 거두었다. 2020년 총판매량이 1062대에 불과했다.
중국 SUV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0.01%였고, 종합순위는 272위였
다.110) 이치폭스바겐 역시 2019년부터 신에너지 승용차를 판매하기 시
작했는데, 2021년 상반기 id4의 판매량은 3000여 대였으며, 모든 신에
너지차 모델 중 순위는 39위였다.111) 헝다(恒大)연구원에서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통계를 낸 결과, 광치도요타는 2019년
24위, 2020년 18위를 했다. 이치폭스바겐은 2019년 26위, 2020년 8위
를 했다.112) 전통 자동차 시장의 거두가 신에너지 시장에서는 예상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고급 자동차를 제외하면 합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8%에
불과했다.113)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 소비자 중 많은 이
들이 젊은 지식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의 명품에 열을 올리기보다
는 과학기술과 스마트함을 선호한다. 합자기업은 이러한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로컬 자동차 브랜드 기업 및 제조업
체 중 신흥강자들은 시장의 기회를 모두 선점했다. 물론 제품 자체에는

110) 文武车道, 销量惨淡, 又遭车主集体维权, 广汽丰田iA5还能 “撑” 多久？2021年 8月 6日, https://baijiahao.
baidu.com/s?id=1707303643898139820&wfr=spider&for=pc
111) 2021年1-6月电动车销量: 车主之家,汽车销量数据库, http://xl.16888.com/ev-202101-202106-1.html
112) 恒大研究院研, 中国新能源汽车发展报告2020, 2020年 9月
113) 巨量算数&盖世汽车研究院, 破晓立新百舸争流——2021中国新能源汽车市场洞察报告, 2021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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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개
척했다. 그리고 각종 출장 서비스와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의식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에 비해 합자기업은 시장의 ‘후발자’로서 이미 나와
있는 각종 제품들과 비교를 당하게 된다. 합자기업은 물론 보다 성숙한
자동차 제조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급업체들과 협력하
여 새로운 부품과 차량 모델을 개발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차는
단순히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 시스템 및 전자 스마트화 시스템과 연
결되어야 하는 전체 생태계 서비스다. 현지 합자 업체 역시 렌트 플랫폼,
인터넷 차량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시장 화장을 시도하고 있다.114) 또 한
가지 골칫거리는, 합자 업체의 경우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비용이 로컬
브랜드 및 신흥 자동차 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품질에 관한 통제가
엄격하고, 품질 기준이 높으며, 안전 신뢰도가 강하고, 환경과 인력에 대
한 비용도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 A급, B급 자
동차가 독일계 자동차일 때 일본계보다 훨씬 비싸지고, 일본계 자동차는
또 로컬 기업에 비해 가격이 높다. 당연히 합자 업체는 자신만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 중 시장 점유율 증가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하다. 게다가 자금이 탄탄하고, 기술 기반이 강하며, 자동차
모델이 풍부하다. 중국 로컬기업들이 한두 종의 히트 모델에 의지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이들이 더 높다.
시장의 판매량이 저조하고, 업계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현재 상황은
필연적으로 제조와 노동에 영향을 준다. 완성차 공장과 공급상을 불문하

114) 廣汽豊田官網, 科技创新, http://about.gac-toyota.com.cn/visit/newweb/technological_innovatio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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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장 내의 생산은 여전히 전통 내연자동차를 위주로 하며, 신에너지차
제품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모두 이 비율을 더 늘리려는, 심지어는
주력군이 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마도 ‘돌진식’ 노선
을 선택한 기업들일 것이다. 완성차 제조업체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생산능력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체되거나 낭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만약 일정한
시기 안에 투입과 수익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기업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합자 완성차 업체와 그 부
품 공금업체가 여전히 전환의 과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라
인, 작업장, 공장들은 대부분 건설되는 중이거나 대량생산을 시작한지 오
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 규모와 구조에 대한 영향도 이제 막 드러나
기 시작했다.
앞으로 단기간 안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자동화, 스마트화 개조 생
산라인은 이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순전기차 생산라인은
더욱이 최신 기술을 속속 들여오고 있다. 줄곧 사람과 공존하는 자동화를
규범으로 삼아왔던 일본 기업 역시 전자동화 방향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
설하고 있다. 부분적인 원인으로는 프로그램가능 유연생산라인이 신에너
지차의 탄력적 소량 주문생산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순전
기차가 생산되면서 일부 기계, 전장품 파트가 줄어들고 전자기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부품은 더욱 모듈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조립작업이 더욱 단순해졌다.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의 인원은 신에너
지 생산능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화 비율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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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작업이 더욱 단순해질 것이 예상되면서 일부 관리자들은 일자리
감소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하고 유동성이 비교적
큰 고급 기술 인재에 비해 일선 노동자는 완성차 공장 내부에서 육성된
안정적인 노동력 집단인 경우가 많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에너
지 제품 도입은 새로운 차종을 출시하고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교체하는
정상적인 과정일 뿐인 듯하다. 이들이 받는 교육, 임금 대우는 이 때문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교육의 중점은 전지에 관련된 안전문제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또한 설비,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자질(多資質) 훈련, 다기능공(多能工) 제도에서 확장하고
자 하는 것은 노동자 기술의 범위이며 깊이가 아니다. 즉 노동자들이 일
선의 다른 작동 포지션에 배치되거나 한 사람이 많은 포지션을 맡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다능제도는 수준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
니라, 직무를 맡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일종의 자격이 되었
다. 합자 자동차 업체, 일부 1급 공급업체 등 기존의 ‘좋은 기업’에서, 일
선 작동노동자는 실습부터 시작해 기회가 되면 더욱 높은 기술을 교육받
아 기공, 기사 등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존에 있
던 일부 1급, 2급 공급업체에 타격을 주었다. N공장 같이 신에너지차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에게도 전환은 어려운 일이다. 전통 발동기,
내연설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받는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 내 노동자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이들은 임금 불안정, 심지어
는 실업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신에너지 산업의 흥기가 외자, 합
자, 본토 자동차 기업 간에 존재하던 노동조건 간극을 좁혀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합자 및 외자 공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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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인재 부족은 단기간에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다. 거대한 업계의
전환에서 기업의 힘은 부분적이다. 정책 기획이 과도하게 산업과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과 기술 방면에 좀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직업학교
교육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합자 완성차 업체에는 교육자원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주로 기업 내부에서 교육을 해결한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로컬기업은 교육을 진행할 자원과 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
이 불안정할 때는 이들이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가 어렵다. 시장
의 악성 경쟁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볼 수 있는 엔지니어 쟁탈전이
그 예이다. 동시에 P공장처럼 기업이 개인 노동자의 능력을 육성하고 향
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해전술을 취한다. 업계 차원의
교육이 더욱 적절함은 분명하다. 현재 신에너지 업계에 기술을 훈련하거
나 보급하는 플랫폼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다. 가령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와 중국기계공업연합회가 협력해 만든 신에너지차 핵심기술 직업기술
대회, 광둥성 인력자원부의 일련의 교육 활동 등이 있다.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체인 공회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기술대회 등의 형식으로 신에너지차 분야 노동자의 기술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가장 큰 고용안전, 임금 인상 등 방면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합자 완성차 업체의 공회와 국유기
업 공회는 비슷하다. 주로 복지조직 활동 등 ‘금상첨화’의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높고, 생산 리듬이 빠르지만 완성차 공장의 비교
적 높은 임금 수준과 전면적인 복지 대우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편
이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경우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크다. P기업의 공회가
많은 공회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의 공회도 복지
나 활동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N기업 공회를 통해서는 다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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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항쟁을 거친 후 선거로 탄생한 공회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이 큰 전
환을 맞이하고 기업이 인수되는 정세에서, 기업의 수익이 손실을 입고 직
원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N기업 공회
라 할지라도, 자본 측과 정상적인 협상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
에서 일개 기업의 공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
가솔린 엔진 등 내연기관차의 역사가 130여년에 이르지만, 배터리 전
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등장과 대중적 보급으로 향후 수십년내에
신에너지차는 상당한 정도로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론, 최근 10여넌간의 흐름에서 보듯이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
드차 등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과 전기를 같이 활용하는 복합 동력차도
신에너지차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해왔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렇게 하
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의 공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수
전기차의 경우도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
차로 구분되면서, 산업과 기술의 표준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무엇이, 언제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인지도 불확
실하다. 가솔린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차지했던
지난 100여년을 떠올린다면, 현재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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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이 비즈니스적인 불확실성과 상승 작
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신에너지차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선두 업체의 투자 동향과 기술 개발 동향을 후발 업체들이 따라가는
방식의 경쟁과는 다르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점진식’과 ‘돌진식’ 신에
너지차 전략은 비즈니스 상에서 ‘하나의 최선의 방책’(one best way)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더욱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
에 이 두 메이저 업체들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시장을 포함하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
고 있는 것은 미국의 테슬라이며, 중국에서는 오랜 동안 전기차 부문에
꾸준히 투자해온 비야디가 이에 맞서고 있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샤오펑,
니오, 리오토 등 독립적 전기차 전문업체들이 새로 등장하여 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편 이후로 중국 자동차산업을 세계 최대 생산
국의 지위로 올려놓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중국계와 초국적기업의 합자
기업들, 이치폭스바겐, 상하이GM, 둥펑닛산, 광저우혼다, 베이징현대차
등은 이러한 전기차 시대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후발자로서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
는 이치폭스바겐과 광저우도요타 사례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와 더불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내수시장을 토대로 배터리 전기차 생산량을 점진적
으로 늘려왔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의 다양한 선택지들을 고루 발전시키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왔
다. 특히 2021년에는 배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아

220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이오닉5를 내놓으면서 한 단계 높은 대응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
대자동차는 수출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신에너지차 판매 실적을 갖고 있어
서, 광저우도요타나 이치폭스바겐과 대비되었다. 사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판매실적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분야의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다. 또한 배터
리 전기차 분야에서도 현재 니켈, 망간 등으로 이루어진 배터리 기술 수
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서 언급한 기술 표준과 관련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술적 불확실성과 신에너지차를 둘러싼 경쟁 판도가 불안정
한 상황에서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친환
경 신에너지차 시대는 이제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다. 그 가장 큰 동인은 물론 기후 환경 위기이다. 결국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날로 강
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 역시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거나
심지어 강제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하고, 2020년에 개정안을 마련한 ‘더블 포인트’ 제도는 배
터리 전기차 부문에서 뒤쳐진 중국의 기존 거대 업체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가솔린차의 연비를 높이지 못하면, 전기차 판매 대
수를 늘려야 하는데, 최근의 전기차 판매실적은 너무 초라한 수준에 머물
고 있다. 그나마, 광저우자동차로부터 포인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광저
우도요타가 조금 사정이 나을 뿐이며, 이치폭스바겐 등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포인트를 테슬라 등으로부터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환경규제는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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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체들의 기술개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국 업체들
의 경우는 사실 좁은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제품을 개발
해왔는데,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신에너지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
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다급해졌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과 제품의 개발과 투입을 해외 본사의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GM, 르노삼성 등의 행로이다. 전기차 도입으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
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가 투입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용 불안
문제가 더 커지는 시기로 돌입하고 있는 국면(이문호, 2021)이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들을 확인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시
대와 신기술 개발이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조사 대상 업체들의
협조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나름대로의 컨택 포인트들을 활용하면서 조
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는 완성차업체 이외에 주로 배터리
생산과 조립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 여섯 곳이 선정되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전통적 합자기업 두 곳과 그 두 기업과 거래하는 대형 부
품업체 두 곳 등 네 개 기업 사례를 다루었다. 두 나라의 신에너지차 도
입과 확산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한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비교를 위한 충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
다 두 나라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신에너지차의 도입이 고용관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첫째, 일자리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분
명 가솔린차에 비해 전기차의 고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
것은 동력발생장치와 동력전달장치가 훨씬 단순화되고, 부품수가 3만여
개에서 2만개 이하로 줄어드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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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양에 미치는 신에너지차의 동학은 매우 복잡하고, 업체별, 직무
별,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 N사 사례는 마침 전
기차용 부품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기는 하였
으나, 그것은 전기차 부품 생산 도입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수합병 과
정의 인사관리 실책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한국의 MN사 사례 역시 차
체 내장 부품인 헤드라이너를 생산하던 경주공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
승하면서 남는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을 울산에 새로 생기는 M사 공
장으로 전환배치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이에 추가하
여 MN사는 100여명의 인원을 2021년에 새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완성
차공장의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정년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한켠에서 배터리 팩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둘째, 신에너지차의 개발이 제품기술 측면에서는 급진적 혁신에 해당
하지만, 관련한 생산기술과 생산관리, 생산방식 등의 측면에서는 점진적
혁신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현대차 등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광저우도요타 등이 전기차와
기존 가솔린차를 혼류 생산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다만, 이치폭스바겐에서는 돌진식 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라인 구성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변화의 폭이
광저우도요타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치폭스바겐을 비롯하여 한국의 MA사, MN사, S-EV 사 등에서
나타나는 생산라인의 변화는 자동화와 정보화, 지능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에너지차의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전자화(electrification)
의 수준이 높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제품적인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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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의 향후 대중화는 이러한 전자화 수준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전자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숙
련 구성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자동화 설비와 장비를 가동
하고, 품질을 체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오퍼레이터의 기능은 점점 더 탈
숙련화 경향을 보이고, 반면, 그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하는 엔지니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나, 중국에서 엔지니어 쟁
탈전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
이다. 문제는 기존 생산기능직의 경우 쉽게 엔지니어로 직무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탈숙련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노동시장과 기업
내 위상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115)
넷째, 고용관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사용자의 주도권 증대가
관찰된다. 이는 신에너지차 시대로의 전환과 이에 수반하는 전자화 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양국간에, 그리
고 업체간에 상당한 차이들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S사의
경우 기존 인력의 정년퇴직자수가 당분간 많다는 점을 이용한 구조조정
의 연착륙 전략이 가능한 반면, 중국의 이치폭스바겐 등에서는 실습생 등
주변 인력의 경우 정규직화의 가능성이 제약되는 등 일정한 피해가 예상
된다. 아울러 중국 N사의 경우는 민주선거와 단체교섭의 관행을 발전시

115) 다만, 3절에서 보았듯이 이치폭스바겐의 경우 여전히 생산기능직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방식대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노동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견 독일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던 ‘숙련의 과잉’이 중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이치폭스바겐의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많은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24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켜왔는데, 이러한 노사관계가 최근 약화되고, 사용자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치폭스바겐, 광저우도요타 등에서는 공회가
직원 복리활동이나 기술훈련 등에만 주력하고, 임금과 고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중국적인 특색을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 과정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초기
단계이며,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부재한
상황이며, 업체들간의 전략과 투자에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직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제품기술 혁신의 급진적 성격과는 달리 생산과 노동 측면에서는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고, 경로의존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노사관계 지형을 활용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고용 및 고용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
이다. 아마도 그것은 다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배치
전략이 될 것인 바, 역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ILO(2021)
등의 결론에 동의하게 된다.
본고는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환경정책과 보조금 및 세
제 혜택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결국 각국 정부가 신에너지차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가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과 노동
문제는 각국, 각 기업이 갖고 있었던 제도적, 관행적 기반이 강력히 작동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제도’가 차지하는 중심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
러한 점에서, 기술결정론 등을 넘어서서, 기술과 인간 노동의 조화를 추
구하는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그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 등을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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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경험을 한중 양국간에
부단히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산업의 발달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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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1절 들어가는 말
섬유의류산업 (섬유산업, 섬유어패럴산업 등으로도 불림)은 천연섬유
또는 화학섬유를 방적하거나, 화섬원료를 방사하여 만든 실을 제직 또는
편직 하여 직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염색·가공하여 원단에 색상과
기능을 부여한 후 봉제를 거쳐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는 산업 전반을 의미
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8). 이는 원료, 원사, 직물, 염색·가공, 의
류 등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실현 그리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목
할 것은 섬유의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취업계수가 4.0명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두 배정도 높은 수준이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9.3명으로 이 또한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섬유의류산업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품에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
털 기술은 최근 산업적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
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한편으로 산업 내 고용을 감소시켜 산
업과는 별개로 산업 내 노동자의 삶은 담보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섬유의류산업 내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에게 어떠
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섬유의류
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세계적
으로 섬유의류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고용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기업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정과 생산공정의 변
화를 주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섬유, 의류

228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한 개의 회사는 전통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대
량생산체계를 통해 남녀 내의, 아동 내의를 생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중
국 과학기술의 거두인 알리바바(阿里巴巴)이다. 알리바바는 코뿔소(犀牛)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중소
형 섬유, 의류 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존
의 대량생산체계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하
고 있는 사례이다. 한국기업 사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정과 생산공정의 변화를 주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디
지털 기술을 통해 대량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
모하고 있는 사례이다. 두 사례는 생산과정에 동일한 디지털 기술을 고려
하지만, 각기 다른 목표와 구축 전략과 방법을 구현하고 있어 한국 섬유
의류 산업의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과 구현목표, 그리고
이를 통한 섬유의류 산업의 고용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연구는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을 변화하는가 이다. 먼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이전에 과연 어떠한
기술이 도입되고 이는 산업의 생산과정 즉, 가치사슬을 어떻게 변화시키
고 생산공정 즉, 생산현장에는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살펴보고
자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떠한가 이다. 디
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논의에 의해 시작된 범세계적인 논의이다. 그
러나 국가들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고 생산현장에 도입하는 적극성
에는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산업 업그레
이드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기술 도입이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229

추구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 도입을 추
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발견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고용관계를 변화시키는가 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다
음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된다. 디지털 기술 도입은 근로자가 경험하는 근
로조건을 향상시키는가?, 디지털 기술도입은 근로자들의 역량 및 숙련요
건을 변화시키는가?, 디지털 기술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근로자
와 회사는 공유하는가?, 디지털 기술도입을 위해서 어떠한 노동력의 공
급이 필요한가? 등과 같다. 디지털 기술 도입은 단적으로 고용이 없는 생
산현장을 만들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현장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 요
건을 올리기도 한다. 이는 어떠한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고, 그리고 어떠
한 이해관계자가 이 과정에 관여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 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특히, 디지털 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술도입에 대한 노동
조합의 반응을 보이고, 또한 디지털 기술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바탕으
로 하는 기술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근로자와 회사가 공
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다. 조직은 여러 이해관계자
들의 상호작용의 집합체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과 같은 기술체계의
변화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외부의 중요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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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정부가 기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기술의 영향
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기
술의 도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주요 이해관계자의 태
도와 행동 측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4-1

분석의 틀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섬유의류산업 현황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
섬유의류산업은 한국의 어느 산업보다 역사가 깊고 특히, 한국의 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서 산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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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위상을 가진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럽국가와 같은 선발주자
의 성공과 중국, 동남아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적 시장에
서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섬유의류산업의 변화를 보면,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2011년부터 계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출입 현황을 보아도 섬유의류산업의 수출액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수준 또한 수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섬유의류산업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단위: 개, 천명, 조원)
2011
제조업

업체수^

2013

섬유·
의류*

351,346 42,989
(12.2)

제조업
382,575

2015

섬유·
의류*

제조업

섬유·
의류*

2017
제조업

섬유·
의류*

2019
제조업

섬유·
의류*

44,883 428,643 50,950 433,684 50,632 440,766 47,340
(11.7)
(11.9)
(11.7)
(10.7)

종사자수^

3,626

281
(7.7)

3,826

286
(7.5)

4,102

325
(7.9)

4,104

314
(7.7)

4,124

285
(6.9)

생산액+

1,502

49.4
(3.3)

1,495

47.2
(3.2)

1,429

44.1
(3.1)

1,518

42.6
(2.8)

1,553

40.2
(2.6)

부가가치+

480

18.5
(3.9)

479

17.5
(3.6)

496

17.2
(3.5)

543

16.8
(3.1)

557

16.3
(2.9)

* 섬유의류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인 이상 사업체 조사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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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섬유의류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원)

50
49

49.4

48
47
47.2
46
45
44
44.1
43
42.6

42
41

40.2

40
2011

2013

2015

2017

2019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자료)

그림 4-3

섬유의류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조원)

20
19
18

18.5

17

17.5

17.2
16.8

16

16.3

15
14
13
12
11
10

2011

2013

2015

2017

2019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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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의류 수출입 현황

표 4-2

(단위: 십억달러, %)
수출액

산업

수입액

2012

2014

2016

2018

202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547.9

572.7

495.4

604.9

512.8

519.6

525.5

406.2

535.2

467.5

섬유의류 산업*

16.1

16.4

14.0

14.3

11.5

14.2

17.2

17.2

20.4

19.1

(2.9)

(2.9)

(2.8)

(2.4)

(2.2)

(2.7)

(3.3)

(4.2)

(3.8)

(4.1)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섬유 및 웨이스트’(SITC Code 26); ‘섬유사, 직물, 기타 직물제품’(SITC Code 65); ‘의복 및 의복부속품’
(SITC Code 84); ‘신발’(SITC Code 85)
자료: 한국무역협회, 「SITC에 의한 무역통계」

그림 4-4

섬유의류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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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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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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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3

14.0

12.0
11.5
10.0
2012

2014

2016
수출액

2018

2020

수입액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2>와 같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SITC에의한무역통계」

이시균이 2019년 발표한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8~2035을 보면, 현재 성장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섬유
의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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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부가가치 성장률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최신 메가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산업에서 수용하고
이에 대응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혁신전망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을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은
상승할 것이며, 타산업과 비교하여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섬유의류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보면, 섬유, 섬유로 만드는 가공품의
경우 장치를 가지고 생산한다는 점에서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
시에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등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섬유의류산업의 종사자 비
중은 작지 않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섬유의류산업의 종사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종사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
어들고 있다. 이유는 국내에서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능이 사라진지 오
래이며, 생산기능이 국내에 있다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섬유의류산업의 국내고용은 계속해
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표 4-3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자수)
(단위: 명, %)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체

11,152,354

11,930,602

12,655,202

13,432,497

14,111,690

섬유의류

203,648

202,750

201,845

185,170

172,001

(1.8)

(1.7)

(1.6)

(1.4)

(1.2)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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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수 및 변화 추이(피보험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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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12월 기준」

그런데 더욱 주목할 것은 산업을 이루고 있는 종사자 연령 구성이다.
이를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중 46..3%이고, 40~49세가 24.1%, 그 다
음 18.8%가 30~39세, 나머지 10%가 29세 이하로 인력구성은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섬유의류산업 인력의 고령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섬유의류산업이 노
동집약적 산업의 특성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력 활용 측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섬유의류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산업적 환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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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표 4-4

(단위: 명, %)
연령대

피보험자수

비중

전체

172,000

100.0

29세 이하

18,533

10.8

30~39세

32,383

18.8

40~49세

41,390

24.1

50세 이상

79,694

46.3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2020년 12월 기준」

그림 4-6

섬유의류산업 종사자 연령 구성

29세 이하
11%

30-39세
19%

50세 이상
46%

40-49세
24%

주: 섬유의류산업 기준은 <표 4-1>과 같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2020년 12월 기준」

2. 섬유의류산업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고, 국내의 다
양한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유의류산업에도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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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섬유의류산
업에 불어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국내에도 주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재편을 목표로 하
였다. 그리고 2019년 후반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기대하지
못하게 GVC(Global Value Chain)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
화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데, 핵심은 ICT를 활용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대부분의 생산기지를 해외에 두고 있는 섬유의류산업에서의 변화가 주목
되고 있다.
섬유의류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재편 시도는 2018년 ‘섬유의류
산업 발전전략’ 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5위에서 2016년
9위로 하락하였으며,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산업 내 인력의 고령화 진행으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목표는 혁신성장을 통하여 서계 5대
섬유의류 강국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파별된 제품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들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추진전략은 크게
섬유와 의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섬유를 보면, 먼저, 산업용 섬유를 육성하고자 하였는데, 산업용 섬유
의 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산
업용 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원천기술 확보가 미진하고
무엇보다 관련 기업들이 이를 제품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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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요기업을 창출하고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함께 기술을 제품화하는 시도의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석
박사급 전문 인력을 연간 30명 이상을 양성하고, 산업용섬유와 관련한
기술, 시장정보 등의 DB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류용 섬유
의 경우 고기능, 고감성 고급원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염색, 가공 등에 노후 된 설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ICT기반 공정자동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저감, 폐수처리 시설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를 지원하고, 공정 중 특히 염색공정이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염색 기술을 개발하여 친
환경적인 염색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의류를 보면, 먼저, 스마트의류(Smart Textronics) 신산업을 육성하
고자 하였다. 섬유기반 고정밀 센서 소재, 에너지 섬유소자 등을 개발하
고 이를 기업에서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연구소와 기업 간의 협업
을 통해 제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도 스마트의류 시장
규모 1억불에서 2025년 29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평균
33% 성장을 계획하였다. 또한 ICT기술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기업에서 IT기술
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의류를 주문하고 제작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
으로, 국내 기업들이 소비자 맞춤형으로 생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현장 안착화를 지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류 봉제 및 디
자인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봉제기업과 그리고 디자인 기업의 경우 영세
규모의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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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한 것인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의
류생산 과정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제조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22년까
지 총 870명 정도의 유망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만
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11월에 발표한 ‘섬유의류산업 한국판 뉴딜 실
행전략’에서 이어져오고 있다. 본 전략의 문제의식은 앞서 2018년에 발
표된 전략과 동일하다. 계속적인 수출량 감소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점
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취업 기피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와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표는 그린, 디지털 혁신
을 토한 섬유의류산업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세부적으
로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혁신을
이루며, 첨단기술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보면, 친환경 섬유소재를 개발
하여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의류기업들을 중
심으로 친환경 섬유 사용이 확대되었고 동시에 자동차 부품 등 산업용 신
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섬유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기
존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분해성 섬유, 리사이클 섬유 소재 및 제조공
정 기술개발을 통한 그린소재 자립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염색업종을 그
린산업으로 전환한다. 염색업종의 경우 공정상 불가피하게 폐수, 대기 오
염 물질 등이 배출되는데, 문제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상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염색가공, 환경오염시설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본 산업의 경우 산업과 학교 간의 인력의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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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지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 전략을 보면, 공정별 디지
털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연 생산체
계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스마트 표준공정 모델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한다. 생산, 유통, 소비 트렌드의 환경변화에 산업이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
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재, 제조 기업과 바이어가 연결되기를 기대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생산주기의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섬유의류 빅데이터 구축과 플랫폼 구축에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림 4-7

실시간 섬유의류 트렌드 분석 시스템
샘플, 거래요청

바이어거래연계

소재제조
기업

플랫폼
마케팅 모델 활용

소제물성데이터제공

바이어
소재물성디지털
의류시제품제공

바이어데이터제공

자료: 섬유의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 (2020)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개인 맞춤형 의류라는 신시장 육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소비자 개인의 기호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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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 기술을 통해 구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K-패션 디지
털이라고 명명하며, 관련 기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25년까지 총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림 4-8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 판매 운영 개요

자료: 섬유의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 (2020)

그림 4-9

개인 맞품형 의류 제조를 위한 스피드팩토어 전략

자료: 섬유의류산업 활력제고 방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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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스피드팩토어 개념도

디자인·주문

Big data 활용
트렌드 분석, 추천
AR/VR활용 주문 등

다품종 소량 및 개인맞춤 생산 체제

제/편직
염색·가공

자동
재단

배송

자동
봉제

개인별
물류

全 밸류체인 통합·연계 스피드시스템
구축
자료: 섬유의류산업 활력제고 방안(2019)

세 번째로, 첨단기술로 안전사회 구현 전략을 보면, 안전보호 소재 산
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개인보호장비 등의 안전보호제품의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
에서 국내에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제품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전략을 보면, 지역
거점 봉제산업 혁신공정을 구축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섬유의류산
업의 경우 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규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봉제산업 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T기반의 유연, 분산 생상이 가능한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일감 분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섬유스트림은 매우
길고 복잡하지만, 스트림 간 균형적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 섬유의류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다.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243

그림 4-11

5G기반 봉제생산 네트워크 구축

실시간 공정/ 공간 측위 기반
생산현황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1차 실종 사이트인 동대문과 추후 지정될
2차 사이트를 기점으로 전국 확대 도모

딥러닝 기반
설비 예지보전

제조·유통
이력 트래킹

자료: 섬유의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 (2020)

또한 수요와 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국산
섬유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미흡하여 국산에 대한 수요가 적고 이는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 시
스템을 구축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의류생산 리
쇼어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인건비 상승, 숙련인력 부족 등으로 의
류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현실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류제조 자동화, 그리
고 고부가가치 의류생산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통
해 국내 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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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018~2020년 정책 종합 섬유의류산업의 디지털화 정부정책 로드맵
Master Plan

Action Plan

Invest Plan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
(’18. 3)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방안」
(’19. 4)

「섬유패션산업
활력재고 방안」
(’19. 6)

핵심전략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강화

ICT 기술을 활용한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당면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그린·디지털 혁신을 통한
글로벌 新시장 선점

제조공정
혁신

∙ ICT기반 공정 자동화,
디지털염색 기술개발

∙ 개인맞춤의류 생산·판매
매장(Within 24) 시범운영

∙ 봉제, 염색·가공, 신발
분야 스피드팩토리 핵심
기술개발

∙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신제품 기획·마케팅
분야도 디지털 전환

산업용
섬유 육성

∙ 탄소섬유, 슈퍼섬유
원천기술 및 제품개발

-

∙ 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업종재편 등 구조 고도화
지원

∙ GVC 재편에 대응한
자동차, 전지전자 등
주요 수요산업 핵심소재
자립화

패션산업
활성화

∙ 고부가·고감성 고급
원단 및 스마트 의류
기술개발

∙ 24시간 개인맞춤의류매장
(Within 24), 봉제생산 공동
네트워크(따로또같이) 구축

-

∙ 친환경 소재 개발, K패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비 고

∙ 섬유패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화
위한 산업부&서울시 공동
프로젝트

∙ 인력난, 환경규제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 섬유패션산업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한
실행계획

+

「섬유패션산업
한국판뉴딜 실행전략」
(’20. 11)

자료: 섬유의류산업발전전략(2018), 섬유의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2020) 가공

3. 기업 사례 분석
가. 연구대상
최근 5년간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섬유의류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변화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은 섬유소재 특성상 자동화나 전산화의 어
려움이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데, 기술 도입률은 눈에 띠게 높지
않지 않지만 사업체 단위로 시도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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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섬유의류산업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쉽지 않지
만, 한편으로 작업장 낙후, 생산방식 낙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생산과정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기
술 도입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품의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는 섬유의류산업 재도약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과정에 디지털화를 진행 중인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스마트 제조기술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이는 기존의 대량생산체계에
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 생산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 사례를 통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체계의 변화가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스마트 제조기술을 통해 대
량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례이다. 이는 생산현장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섬유의류 업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
례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체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량생산 방식에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
고, 이러한 변화에서 고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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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 가치사슬에서 본 연구대상

그림 4-13

자료: 저자 작성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사업체 내 이해관계자를 대상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5

조사 개요

업체

업력

기업규모

공장

인터뷰 대상

A

1973년 설립

416명

국내 직접생산
(부산 위치)

스마트팩토어 추진팀 팀장,
대리
마케팅 팀장
공장관리 대리

B

1992년 설립

574명

국내 직접생산 없음
(국내 협력업체 위탁생산
추진)

스마트공장 추진 팀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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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기업 사례
1) 기업 일반 현황
A기업은 1973년에 설립된 회사로 남자용 정장 제조업으로 출발하였
다. 회사는 입생로랑, 디올 등의 OEM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러다 생산력
을 가지게 되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고, 셔츠와 바지를 시작으로 정장
까지 생산품을 확대하면서 국내 중저가 유명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다.
A기업은 국내 브랜드를 가진 의류 회사 중 유일하게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제품 생산량의 60% 이상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
며, 자켓, 수트, 잠바, 바지, 등의 몇 개의 품목의 경우 해외공장에서 생산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총 416명의 조직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8,128억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중견기업군에 속한다. 조직구성원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보
면, 먼저, 디자이너, 영업, 구매, 기획 등의 사무직이 약 250정도 이고,
공장에 생산직이 114명이다. 이 외는 직영매장의 판매직원이다. 회사에
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공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공장에는 총 114명의 생산기능직들이 있
는데, 95%가 여성이며, 39세에서 50세 후반까지 다양하다. 남성근로자
도 있는데, 포장의 테핑, 아소트 등 몇몇 무게가 있는 제품을 취급해야
하는 작업에 배치되어 있다. 이직률은 연견 1%도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은 8시부터 5시까지 이며, 잔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은 최저임금 기
준으로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공정별, 그리고 숙련별로 임금은 차이
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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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드팩토어 추진 배경
A사의 스피드팩토어는 2019년 4월 시작되었다. 2018년도부터 기획
하여 2019년 관련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였고, 2020년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4월 당시 매장 3개로 시작하였는데, 2년
사이 매장은 100개로 확대되었다. 기술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외부의 기술을 가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되었다.
A사가 스피드팩토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마케팅 차원의 시도로,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싶었다.
둘째, 생산설비 및 노동력을 유지하고 싶은 니즈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수익성 유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통해 시장 전환을 하고자
하였다.
본래 회사 제품의 강점은 사이즈가 다양한 것이었다. 타 기성복과 비
교하여 사이즈가 다양하게 촘촘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유난히 체구가 작
은 또는 큰 소비자들에게 A사의 제품은 본래 인기가 많았다. 이러한 수요
에서 더 나아가 A사는 기성복이 맞지 않는 고객들에게 사이즈를 맞추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A사의 경험은 기존 고객보다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보자는 것으로 전략목표를 바꾸게 하였고
스피드팩토어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기존의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을
가진 고객에서 더 나아가 사이즈뿐 아니라 디자인의 선택을 가지고 싶은
고객까지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A사는 고가와 저가 사이 중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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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산업 내 제품 원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계속해서 원가 낮추기로 살
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업적 판단으로 보면 현재 대량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기성복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복시장은 단가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단가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으려면 제품의 고부가가치하가 필요
하다 판단하였고, 그래서 회사는 단가 경쟁보다는 제품에 가치를 더하여
즉,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
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음 맞춤 생산/제작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사업적 변화를 현재의 설비와 노동력을 유지하면
서 가능하게 해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본래 생산으로 시작
한 회사이다 보니 생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생산설비 투자가
매년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사는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국내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A사는 다른 회사들과 같이 해외에서도 생산을 하
지만, 국내 생산이 전체 제품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래서 회사는 국내 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이제까지 계속적으
로 생산설비와 노동력에 투자를 해왔다. 이러한 지금까지 회사의 역사는
지금의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
는 가능성으로 작용하였다. A사는 스피드팩토어를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제품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도로 보지 않는다. A사는 이를 노사 간의 상생
의 의미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분명 스피드팩토어 개념을 기존의 대량생산
체계 유지에서 비용감소의 목적보다는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소량생산체계
구축과 대량생산체계의 공존을 통한 브랜드 특성화 계획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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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산 설비 그리고 노동력 유지를 통한 노하우 활용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사의 노동자들은 스피드팩토리가 도입되는데 큰
거부감은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먼저 회사가 스피드팩토어를 도
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의 설비와 노동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
한 이유에서 회사는 근로자들과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함께 하였다. 또한 실제 생산을 하는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생산
체계 전환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근로자들은 이전에도 시
제품을 생산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품종의 생산이 이루어
지는 홀류생산체계로의 변화를 크게 피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3) 활용된 디지털 기술 및 실적
A사의 스피드팩토어의 핵심기술은 3D기술이다. 이를 통해 바디스캐
너를 만들었고 이것이 맞춤형 제작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바디스캐너는
적외선카메라 통해서 빛이 나갔다 돌아오는 속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현
재는 사이즈를 재는데 딱붙는 옷을 입어야 한다든지 제약이 있지만 계속
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POS(Point
of sale)는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 기존에 POS는 사람이 값을 입력해야
하였지만, 지금은 3D 스캐너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고 있으
며, 이러한 고객 스캔 정보가 자동으로 생산에 전달되고 있다.
스피드팩토어 운영 순서를 보면, 먼저, 고객의 옷을 만들기에 앞서 3D
바디스캐너로 고객의 정보를 스캔한다. 스캐너 사용 이전에는 판매원이
고객의 치수를 재고, 오더시트에 고객의 치수를 기입하였다. 여기서 문제
는 매장의 판매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치수를 재서 오더시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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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것이다. 즉, 판매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치수를 재는 방식과 그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으며, 이는 제품의 품질차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는, 이미 제작된 체촌복을 고객이 입고 미세한 조정을 하는데 조정값은
수기로 주문서에 기입하고 이러한 정보는 별도로 POS에 등록한다. 치수
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3D디자인 커스텀을 시행하는데, 이는
실물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에게 실제 제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으로, 질감을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어떻게 제작될지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수정함으
로써 더욱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옷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고객과의 최
종 조정을 마친 고객정보는 자동으로 공장으로 전송된다. 공장의 개발실
로 접수처리가 되며, 개발실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패
턴이 작성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이전에는 판매점에서 정보를 공장과 별
도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발실로 보냈고, 개발실에서는 디자이너가 패
턴 작업을 하였다. 지금은 자동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디자이너는 이를 확인만 하면 된다. 이러한 패턴은 재단실로
넘어가고 재단을 한 후 봉제가 이루어진다.
스피트팩토어의 목표 고객이 원하는 옷을 만드는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빠르게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문에서 생
산까지 4일 안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통까지 포함해서 7일 완
료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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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3D 바디스캐너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5

맞품형 제작(스마트오더)순서도

자료: 회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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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팩토어의 실적을 보면, 2020년 고객을 400명 정도 유치하였으
며, 2021년 5월 200명을 유치하여 추세로 보면 고객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객수와 더불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지는 않았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4) 생산과정 및 생산공정 변화
기존의 대량생산체계에서 스피트팩토어를 구현하면서 생산과정과 생
산공정은 변화하게 되었다. 먼저, 생산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생
산과정은 몇 가지 과정이 사라지면서 단축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난다. 제품 개발 과정이 단축되는 것이데, 그 결과 생산리드타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맞춤형 생산이 아닌 기존의 계획 생산을 하는 방식에서는 시즌별로 새
로운 제품(소재, 디자인 등) 계획을 세우고 이를 샘플로 제작해보고 또한
양산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등의 개발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전체 생산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개발에서 디자인
이 확정되면 이에 맞게 공장을 셋팅하고 생산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크
게 소요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최근 소비자의 니즈의 빠른 변화, 예측
개발 보다는 현재 니즈를 반영한 즉각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오게 되었다.
이에 회사는 계속해서 비용이 크게 소모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품
을 양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되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개
인 맞춤형 생산을 구현함으로써 비용과 기간이 크게 소모되는 개발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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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켰다. 개인 맞춤정장의 경우 기획단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존
의 대량생산체계의 개발과정만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과정을 보면
시즌 별로 소재, 디자인 등을 새롭게 추가하기는 하지만 이전만큼 큰 변
화가 있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정장을 제작하는 데에는 3D스캐
너와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고객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디자이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시
장조사를 하는 일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개발과정이 크게 단축된 것이
다. 그리고 제품이 확정되면 공장을 셋팅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생산이 가
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제품에 따라 설비와 라인을 조율하였던 과정이 사
라지게 된다.

그림 4-16

스피드팩토리를 통한 생산과정 단축

자료: 회사 내부자료 바탕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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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은 크게 기획/주문 – 개발 – 생산으로 이루어진
다. 기성복의 경우, 제품이 기획되면 개발실이라는 곳을 거쳐 생산이 이
루어진다. 개인맞춤형 생산을 하는 스피드팩토어도 마찬가지이다. 스피
드팩토어는 주문 –개발- 생산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옷을 주문
한 순간부터 최종옷을 받아보기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개발이라는
과정이 생산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면, 이것을 합쳐 생산에 개발 기능
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게 생산과
정에서 기능의 배치를 바꾼 것이다. 개발은 개발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
졌고 이는 공장과는 별도로 본사에 존재하였다. 개발실에서 주로 하던 일
은 제품의 패턴을 확인하고 패턴파일을 만들어 마카를 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스피드팩토어를 통해 데이터가 공장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개
발실을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 데이터가 와서 생산으로 곧장 이어지게 되
었는데 이로 인해 개발실을 공장 내 기능으로 편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서 개발실의 주요 인원인 디자이너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원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이유는 개발실은 사라지지만 개발실에서 하
던 기능은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기능은 존재하
며, 무엇보다 기술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실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생산과정의 단축은 생산리드타임을 단축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의 손에 옷이 전달되는 시간을 단축시킨 것인데, 이
는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가능해 진 것이기도, 회사는 계속해서 고객의
손에 옷이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과정을
단축시키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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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맞춤형 생산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생산과정의 변화

자료: 메트로신문, 2020년 10월 26일,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026500480

그러나 이와 달리 기술로 인한 생산과정의 변화만큼 생산공정 즉, 라
인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인은 기본적으로 봉제의 기능
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A사는 스피드팩토어가 계속해서 기술업
그레이드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향후에도 공정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가가치 상품 제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외주화
하였던 공정을 내부화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공정의 추가가 일어나
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5) 고용의 변화
고용의 변화는 크게 고용량의 변화와 근로조건의 변화로 구분하여 살
펴본다. 먼저, 고용량의 변화는 생산직(현장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변화 경향이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사는 전반적으로
사업체 내 고용규모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설비가 계속해서 자동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제의 경우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회사는 계속해서 공정별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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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진하여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며, 동시에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 공장 내 봉제를 담당하는 생산직 인원은 줄어들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드팩토어 추진으로 인하여 기술직은 증가할 가능성을 가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관련 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
존의 전산팀 내 인력이 이를 담당하여 소화하고 있지만, 향후 스피드팩토
어에 필요한 기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
다고 본다. 주요하게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력으로,
초기 기술은 외부에서 개발하였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력을 통한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의 변화를 보면, 특히 생산직의 경우 변화가 생
긴다고 볼 수 있다. 맞춤 생산은 생산단위가 작지만 품질이 굉장히 중요
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숙련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A사는 기존의
대량생산체계의 봉제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려 하는데, 맞춤 생산을 맡
기기 위해서는 지급보다 생산기능직들의 숙련 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즉, 생산직의 직무와 이를 구성하는 과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숙련요건은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 B기업 사례
1) 기업 일반현황
B사는 한국 섬유.의류산업 사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
사로, 본사는 한국에 있고 생산기능은 해외에 두고 있다. 본사에서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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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디자인 기능은 각 생산법인에도 존재), 영업, 구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총 590명이 있다. 해외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미국, 과테말라 등의 나라에 총 16개의 생산법인이 있으며 약 36700명
으로 구성된다. B사는 유행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의류가 생
산되기까지의 모든 생산과정을 수행하는데 섬유원단 개발, 제작, 이를 통
한 의류 제작, 유통 등 섬유의류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B사의 주요한 고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류브랜드들인데 휠라,
갭, 카터스, 지오다노, 월마트, 유니클로, 타겟, 로스, 핑크, 바나나리퍼블
릭, 등의 글로벌 회사들이며 이들로부터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회사의 총 매출규모는 2020년 기준 1조 5천억 원으로 매출은 꾸준하
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
하여 1,549밀리언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 1,456밀리언 달러로,
2020년 1,132밀리언 달러로 하락하였지만, 2021년 상반기 1,406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B사의 한국 생산법인은 의류제작은 아니고 섬유생산에 해당하는 부분
이며, 전체 매출 규모 중 15%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는 본 회사의 국내 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적고 스마트기술이 도입되는 대상
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생산법인이자 전면적인 스마트화
를 추지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베트남 공장은 의류공장
기존으로 총 283개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케파가 한 달 기준으
로 17,050,000 발생하여 생산 법인 중 가장 많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이다. 베트남 공장의 스마트화는 아직 1/3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디자인, 섬유, 의류로 구분하였을 때, 디자인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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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 다른 방식의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섬유와 의류는 현재 스
마트 기술 도입이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자인 부문
의 경우 스마트 기술로 인한 변화의 결과를 이야기 하겠지만, 섬유와 의
류는 향후 발생할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다.

2) 스마트공장 추진배경
B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는 전형적인 섬유·
의류 회사이다. B사는 섬유의류 기업으로써 선도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영역인
섬유, 디자인, 의류 등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중요한 것은 각 분야마다 각기 다른 기술이 도입되지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B사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계기는 이제까지 전개해온 혁신활동 한
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만드는 불량인 휴먼에러를 줄이
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넘어 생산성의 큰 향상을 위해 기술 도입을 고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산을 하는 방식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산업이다. 본 산
업의 사업체들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규모도 크지만 시스템적으로 생산
하기 보다는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작업방식이 산업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B회사는 새로운 혁신 드라이브를 스마트 기술로 보고 있는 것인데, 주
목할 것은 회사가 정의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인해 기대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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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통한 혁신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기술을 통해 사람이 하는 혁신활동에 추동력을 얻고자하는 기
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B회사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생각은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진 이와 같은 방향
은 회사의 오너가 가진 기본적인 마인드가 여느 회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은 혁신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회사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 과거 유한킴벌리의 일터혁신 Y-K모형을
만든 문국현 대표가 회사에 조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스
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목적과 혁신과정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B회사가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혁신을 하려는 이유는 더 이상
본 산업에서 소위 말하는 단가싸움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
는 것으로, 품질이 확보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산업 내 비용 즉, 단가싸움은 계속해
서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의류산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빠른 패션(Fast
Fashion)이러한 의류업계에 확산되면서 빠른 제품공급 뿐만 아니라 저
렴한 제품공급이 중요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B회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가가 아닌 제품 즉, 품질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전략적 판단으로부터 스마트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계획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섬유의류 쪽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사례가 없기 때문
인데 벤치마킹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범용된
기술을 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것, 즉, 기술개발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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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력을 가진 독일의 시스
템 회사들이 회사의 스마트화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섬유의류산업에 맞
는 기술개발부터 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지향하는 스마트화의 모습은 섬유, 디자인, 의류
모두 AI를 통한 생산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제품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바이어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고 당사의 디자이너가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제품을
예측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AI를 통해서 회사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제품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은 물론이고, 생
산계획, 생산관리 등의 영역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함으로써 이전보
다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활용된 디지털 기술 및 실적
B회사는 총 세 분야에 스마트화를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스마트 기술
을 도입한 영역이자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다자인이다.
이는 약 5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기술이 정착되는 데에는 약 2년 정도
걸렸고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을 이용한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스마
트 기술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기 좋은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디자인 방식은 2D스케치를 하고 이를 패턴화하여 가위로 잘라고
옷 샘플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샘플을 제작하는 이유는 패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샘플제작과정에는 디자이너, 패턴사, 봉제기술 등 세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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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번 제작된 샘플은 바이어의 니즈에 따라 실물
상태로 계속해서 수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
였으며, 상당한 비용도 초래하였다.
B회사는 여기에 3D기술을 도입하였다. 3D기술을 디자인에 사용하는
것의 강점은 실물이 없지만 입체적으로 시제품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수
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3D기술의 도입 초기 디자이너, 그리고 고객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 디자이너보다는 고객의 저항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
자 고객사에서도 경영진들이 수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샘플을 보고 의
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3D기술을 가지고 디자인을 논의하는
것에 호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미술 전공자여서 3D기술
을 다루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적응을 한 디자이
너도 있지만 몇몇 디자이너들은 조직을 이탈하게 되었다. 3D기술을 이용
한 디자인 수행은 1년을 기준으로 약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었다.

그림 4-18

디자인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로드맵

자료: 한솔섬유 프로파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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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술을 도입한 부분은 섬유였다. 이는 포염 스마트팩토리 프
로젝트라고 부른다. 핵심은 현재 설비와 기계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전산으로 연결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MES와 ERP이며, 기존의 자동화 되어
있는 부분에 정보화 기술을 더해 개별 설비와 기계로부터 정보수집이 가
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단위 자동화 기계 간의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하
여 지능화를 추구하려 한다.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디지털트윈으로, 이는 샘플을 만들었
던 정보를 그대로 본 공장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현재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양을 개발하여 이것은 생산에 준다. 그리고 생산 쪽에서는 이러한 사양
에 따라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닌 다시 작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한 염색 레
시피를 만들어서 생산에 주면, 생산은 이를 바탕으로 그대로 양산하는 것
이 아닌 작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염색약품을 만든다. 이를 토핑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인해 생산지연, 즉, 생산비효율화가 발생한다.
이는 꽤 오래된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지만 현장에서 이를 바꾸기
는 쉽지 않았다. B회사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생
산을 바꾸려는 것인데, 디지털트윈을 통해 기존의 연구개발과 양산이 분
리되었던 과정을 합쳐 연구개발에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레시피와 작
업방식이 그대로 양산에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분야는 생산예측이다.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생산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는 생산계획 관리자들과 생산
에 관련한 구매, 생산, 품질 등 모든 부서가 한 곳에 모여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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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돌발이라고 하는 긴급주문이 들어오거나 수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 다시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B회사는 이러한 생산계획을 관리자가 수립하는 것이 아닌, 고객사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확인 후 자동으로 일정이 수립되어 생산지시가 내려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의류산업
에 빠른 의류가 자리 잡으면서 고객들이 주문하는 납기가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리고 여기에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납기까지 일정을 미리 수립하지만 변동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납기를 맞
추기 위하여 배 보다는 항공기로 납품하는 등 비효율적인 일들이 계속해
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예측 분
야에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림 4-19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염색 생산현장 모습

자료: 2021 한솔 프로파일

마지막으로 B회사가 기술을 도입한 부분은 의류이다. 옷을 만드는 것은
노동집약적 부분으로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변화하지 않는다. 현재 B회사는 생산법인을 해외에 두고 있는데 미국 등
몇 법인을 제외하고는 봉제 인건비는 원단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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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에서 B회사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인력 즉,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봉제는 어느 생산보다 작업자의 영향력이 크다. 누가 작업을 하는 가
에 딸 인당 생산성이 달라지고 납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자의
영향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업자의 생산속도는 기계
작업보다 빠르다. 또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자는 이를 즉시 수정할
수 있지만 기계작업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작업의
특성들이 작업자로 인한 생산성의 변화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력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한 소재의 특성도 강하게 작
용하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봉제는 완전 자동화하기에는 어
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B회사도 필요 공정별, 또는 한 공정에서도 부분적
으로 자동화 요소를 가미하는 ‘부분자동화’가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B회사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부분은 봉제 부분이라기보다는 봉제를
위하여 보조적인 부분을 기술로 대체하려 한다. 의류생산은 약 50미터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옷 제품의 부품에 따라 공정이 나누어진다.
생산직은 미싱 인원, 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보조직원은 공정에 원단
제공하고 재공품을 옮기는 일을 수행한다. 보조직은 굉장히 단순한 일로
누구든지 일주일 정도면 일이 가능해 진다. B회사는 행거시스템을 통해
보조 인력을 줄이면서 동시에 미싱 인력에게 제품을 이전보다 빠르고 정
확하게 가져다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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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행거시스템을 도입한 생산 효율화

자료: 2021 한솔 프로파일

4) 생산과정 및 생산공정의 변화
이와 같은 세 분야의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각 영역의 생산과정과 생
산공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먼저, 생산과정을 보면, 디자인에 3D
기술을 도입하고 섬유생산에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에
필요한 준비과정이 크게 단축되며, 이에 소요되었던 시간의 절반 정도 줄
어들게 된다.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은 3D로 진행되면서 의사결정이 신
속하게 이루어져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절반이상 줄어든다. 그리고 자
동으로 생산계획이 수립되면서 생산을 위한 계획과 관련 협의과정도 절
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가장 유의미한 것은 섬유개발 부분인데, 원단 트
렌드 예측, 마켓분석, 시즌 트렌드 예측, 원단 개발 등을 기존에 개발자가
하면서 생산과정에서 긴 부분을 차지하였다면, 디지털트윈을 통해 생산
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더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생산 이전의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되고 비용절감 효과
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섬유와 의류(봉제)의 생산공정은 변화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
다. 즉, 생산실행 프로세스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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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한 품질의 향상은 결국 생산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5) 고용의 변화
앞서 살펴본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하여 고용규모와 근로자의 노동
생활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디자인, 섬유, 의류를 구분하여 살펴
본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 먼저 고용규모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인원의 축소가 있었는데, 디자인 기능은 본사에 위치한다. 디자인에서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은 봉제기능인데, 이에 관한 인력이 기존에
60명 정도였는데 현재 3D를 통해 디자인 하면서 본사에 남아 있는 봉제
인력이 13명으로 축소되었다. 3D 디자인 후 봉제사들은 본사가 아닌 각
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공장에서 디자인을 바탕으로 양산하면서 발생하
는 초기 봉제 이슈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이너 규모도
축소 되었는데, 이는 회사가 디자이너 수를 줄이는 의도를 가지기 보다는
3D기술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디자이
너들의 조직이탈이 발생하였다. 디자이너들은 보통 미술을 전공하였고
3D디자인 툴(tool)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을 어려워한다. 상대
적으로 나이가 어린, 최근 입직한 디자이너들의 경우 3D툴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을 익히고 오지만 근속연수가 꽤 된 디자이너의 경우 기술
의 적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기술에 적응하는 디
자이너만 B회사에 남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섬유를 보면, 먼저 섬유공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
산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생산관리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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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용규모의 감소를 낳을 것이라는 것인데, 기존에 70명이 생산관
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향후에는 3명이면 생산관리가 가능해 질것이라
고 본다. 이들의 주요 직무는 생산을 하면서 생산데이터, 장치관리데이터
등이 잘 나오는지 모니터링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통해 생산관리에 이용
하는 일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직접 생산을 하는 생산기능직의 경우도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1700명이 3교대로 생산을 하고 있다. 공장 인력 중 60%가
단순기능공으로 이들의 주요 직무는 원재료 투입, 재공품 이동, 완제품
적재 등이다. 단 3일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면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
기 때문에 회사는 이들의 직무는 대체로 쉬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는 스마트공장 구현으로 인하여 직접생산인력은 1/3 줄어들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 기능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 이유는 생산직들이 기술을 익히
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회사는 대규모 전환은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이으며, 약 30% 인력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
고 주요 대상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인력으로, 젊은 인력의 경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험상 경력자 일수록 재교육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현재 산업 내 아직까지 기존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B회사는 기술직의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술
직은 스마트공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기술직 인력수보다
약 70%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B회사가 스마트기술을 통해 생산
하면서 가지게 된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인데, 고급 기술 인력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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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이다.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관
련 인력들을 해외에서 채용하려 하고 있다. 해외라 함은 스마트공장을 먼
저 사용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인도 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서 관련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주로, 인도, 파키
스탄, 이집트 등에 있는 섬유전문대학교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을 데려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여 기술직으로 육성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회사는 한국에서도 관련 인재를 찾
으려고 시도하였다.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올 경우 언어 즉,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인재를 찾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현재 한국에는 섬유 관련 학과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편 회사는 기존
인력을 스마트 기술 운영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영업
과 같은 타 기능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기술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 교육은 유럽과 인도에서 엔지니어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다.
B회사는 기술직을 확충할 경우 회사는 현재 인건비에서 약 4배 정도
지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두 가지 인데, 먼저 스마트기술과
섬유를 모두 다 아는 인력을 찾는 것이 어렵게 때문이며, 또한 섬유의류
산업이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기술직의 경우 신입사원 기준
대졸자들이 받는 임금이 현재 한달 기준 400불인데, 이것이 1000불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섬유업계에서 엔지니어에게 지급
하는 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꽤 큰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직과 더불어 공정 내 생산직의 경우도 지식숙련요건이 높
아지면서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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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생산공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의 작업자가 관리하는 기
계의 대수가 늘어난다. 이 경우 해당 인력이 더 많은 장치를 운영하고 관
리하는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하는 지식이 더 많아진다. 그래
서 회사는 향후 생산직도 대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사인력들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
에서 생산을 하는 일이 단순기능직이 아닌 고급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
의 전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여전히 B회사에는 기존
섬유를 생산하는 모든 인력들이 고숙련화되거나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인력들을 리더급으로 전환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접 생산이 아닌 생산하는 인력
을 관리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기능직의 경우 초과근로도 줄어들 가능성을 가진다. 주요
한 이유는 불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회사는 기술을 통해 초과근로를
줄이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6일 근무 중 4~5일은 일하고 하루는 평생학
습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직으로 전환을 도모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의류를 보면, 고용구모의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라인 내 봉제 인원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라인의 재설계가 일어나 라인
길이는 줄어들지만,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제 인력의 축
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체 생산인력으로 보았을 때는
약 10~15% 정도 축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는 보조인력을 축소하
는 것으로, 원자재 공급, 재공품 이동 등의 직무를 담당한 인력들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장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직 인력은 증가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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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대표적이지만,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각기 다
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산업의 변화
와 고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먼저, 산업의 변화를 보면, 디지털화를 통하여 산업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또는 스마트화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도입한 기술의 차이가 나며 이를 통해 사업체
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습도 차이를 가진다. A회사는 스피드팩토어를
통한 개인 맞품형 생산을 구현하고 있다. A회사 사례를 통해, 산업의 디
지털화를 통해 섬유의류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부가가치액의 감소, 인력
고령화, 그리고 고용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일정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B회사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대량생산효율화를 구
현목표로 가지고 있다. B회사 사례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섬유의류
산업이 가진 문제인 생산시설 낙후, 비체계적인 즉, 비효율적 생산의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원가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
경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사업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품 가치 상승과 동시에 가치
대비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생
산성 향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회사의 혁신
경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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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보면,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이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
입하는 기술의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술체계로 볼 때 이러
한 점에서 생산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패러다임 변화는 고용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회사 사례에서 보면, 기존
인력의 숙련을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숙련 향상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A사례의 경우, 스마트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나쁘
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생산설비와 현재의 노동력을 지키고 노동
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술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노동자의 숙련을 활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
문인 것이다. 한편 B회사 사례에서 보면 현장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지식
과 기술 요건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
는 근로조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높은 숙련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재
량권 상승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결국,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의 확보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 어려우며, 내부에서의 인력 전
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내부노동시장 인력의 타 직무
또는 타 기능으로의 전환을 보면, 내부 인력들에게 산업의 변화를 인지시
키고 해당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에
서도 파악이 되듯이 기본적으로 기업은 내부 인재를 활용하는 방향을 지
향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무엇보다 섬유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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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인력의
기능 전환을 강조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시간을 일과 중에 할애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현재 일의 일부
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습득한 기술을 일에 적용해보게 함으로써 습득의
촉진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외부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을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생산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섬유나
의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 섬
유관련 학과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업체들은 섬유 관련 교
육을 받은 인재를 해외에서 찾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에 관련 교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장과의 괴리가 매우 크
다는 것이다. 현장은 스마트기술도 그렇지만 생산과 관련한 기술과 관리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현장의 변화를 즉각적
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체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체들은 섬유에 뜻이 있는 대학과의 MOU를 통하여 섬유와 의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재들을 대상으로 기술인 인력 양성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즉, 기업 자체적으로 관련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수요
가 있는 측에서 인력 양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는 산업적으로 보았을 때 한계를 가진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은 기술의 보급을 강조
하는 동시에 인력의 기술 습득, 그리고 기술을 가진 인재 양성을 동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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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
1. 문제제기
중국은 세계 제1의 섬유·의류 생산국이고, 섬유·의류업은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생산 스마트화의 핵심 부문이다. 섬유·의류업은
또한 중국의 제2의 수출 부문이고, 이 업종은 전 세계 산업 사슬에 깊숙
이 융합되었다. 2010년 이래 중국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줄곧 유지해 왔다.116)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상
황이 폭발한 2020년, 중국 섬유·의류업의 수출액은 2019년 동기 대비
12.5% 성장했다.117) 이 업종의 시장화 정도는 비교적 높아, 주로 민영기
업과 합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규모 이상의 섬유기업의 영업
소득은 4조 5,190억 RMB118) (한화로 대략 814조 원)이고, 2019년 의류
시장 규모는 이미 2조 2,000억 RMB119) (한화로 대략 396조 3,000억 원)
에 달했다.
노동관계 분야에서, 섬유·의류업은 중국에 가장 많은 취업 일자리를
제공했고, 최신 통계 수치는 1,612만 명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120) 동시에 중국 섬유·의류업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응용
하여, 생산 단위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수준은 전 세계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업의 10,000개의 방추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단지 15명이다.121)
116) 자료 출처, WTO 검색 사이트.
117) 손서철(孫瑞哲), “방직 강국 재출발, 고퀄리티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다”, 《방직·의류 주간》 2021년 1월 4일
1기 (총 제1009기), 제12면.
118) 자료 출처, 국가통계국 검색 사이트 검색 결과.
119) 자료 출처, 중상(中商) 산업 연구원 검색. 중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도 의류업 매출액 데이터 및 생산액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다.
120) 손서철,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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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 3년 내, 중국 섬유·의류업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고, 그 발전 추세는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2020년 이후 국제
관계는 이 업종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2021년 1월, 미국 정부는 신장
(新疆) 면화를 겨냥해 수출입 금지정책을 반포했고, 신장 면화 내지 신장
면화를 함유한 어떠한 제품도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신장
면화는 중국 섬유·의류업의 기본 원료이고, 중국 원산의 섬유품 및 의류
는 모두 신장 면화를 함유하고 있다. 게다가, 신장 면화는 중국의 화공·
전자 제조·자동차 제조 등의 영역에 광범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섬유·의
류업의 산업 사슬 전체는 수출입 금지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에, 2021년 6월, 독일 국회는 《공급사슬법 (Supply Chain Act)》을 통과
시켰고, EU·캐나다 등도 모두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 법률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중국 섬
유·의류업의 피고용인·노조 및 노동자 의 권익 상황에 더 높은 요구를 제
시한다. EU·미국은 중국 섬유·의류업의 양대 수출시장이고 따라서 수출
의 위기는 분명해 보인다.
이 외에, 섬유·의류업의 생산 부분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산업용 인터
넷을 대표로 하는 산업 업그레이드 또한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중국 섬유·의류 기업은 하이테크 제품·스
마트 기술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의 “국진민퇴(國
進民退, 국유기업은 발전하고 사영기업은 쇠퇴한다는 뜻-역자 주)” 태세

로 중국 과학기술의 거두와 민영기업은 갈수록 정치권력의 영도 아래 처
하게 되었고, 자율적 행동 공간이 축소되었다. 산업 업그레이드가 실현될

121) 즉, 10,000 방사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자료 출처, 중국 섬유공업 연합회, 《방직업 “14·5” 과학기술발전
지도의견》 2021년 6월 11일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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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이래, 중국 노동자도 변했고, 이것은 주로 의류
산업의 인공(人工) 생산 부분의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하락으로 표현된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중국 노동자의 비용 우위와 생산성 우위는 빠
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상술 요소는 계속해서 서로 중첩되면서 금년도
중국의 섬유·의류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중
국 제조업의 새로운 추세를 예시한다.
본 연구는 중국 섬유·의류업의 노동관계 및 고용관계의 변화를 탐구하
는데 의미를 두고, 이 업종의 자동화/스마트화 현황 및 자동화/스마트화
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서로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보고자는 현장연구·문헌연구를 통하여 섬유·의류업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시에 보고자도 관련 정책·업종 문건·기업 규칙 등
문헌 자료를 검색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정부·노
조·업종협회·기업·노동자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중국 스마트화 산업 업그레이드의 우위와 취약성, 그리고 정부·노조·
기업·노동자 등이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각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중국 섬유·의류업의 현황, 특히
중국 정부의 섬유·의류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 부분은 기
업 측면에서 중국 섬유·의류업 스마트화의 사례를 고찰하고 스마트화의
기원과 현황을 탐구한다. 세 번째 부분은 중국 섬유·의류업의 노동자를
논의하고, 노동자의 변화를 관찰한다. 네 번째 부분은 스마트화와 기업생
산 및 노동관리의 변화, 내지 그 안에서 노조의 작용에 대한 것이다. 마
지막으로 간략히 총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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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섬유의류산업 현황
중국은 세계 제1의 섬유·의류 생산국이고, 섬유·의류업은 중국 최대의
취업 기회를 만들어 냈다. 중국 섬유·의류업은 매우 강한 국제 비교경쟁
의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첫째, 중국 섬유·의류업은 온전한 산업 사슬을 보유하고, 산업 클러스
터(集群化)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난다. 상·중·하 수준의 기업이 중국 국
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업종 생산은 국내에서 완성할 수 있다. 둘째, 이 업
종의 원료 및 소재 제품은 세계 선두의 우위를 가진다. 섬유 소재 기술
측면에서 선진적인 기초 섬유 소재는 높은 효율의 유연성과 차별화를 실
현했다. 범용 섬유 기능이 쌍기능·다기능의 복합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큰 발전이 있었고,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게다가 핵심적인 전략적
섬유 신소재 기술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탄소섬유·PPT섬유 산업화 등이
모두 비교적 완전해지면서, 항공우주·군수산업·환경보호·의료위생 등 영
역에서 큰 수요를 갖게 되었다. 섬유업에 나노 섬유 소재를 응용함으로써
섬유제품 기능은 날로 다원화되고, 의료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품종
다양화를 촉진했다.
셋째, 이 업종은 녹색발전을 중시한다. 2014년 이래, 날염업의 단위
제품당 물 소비는 17% 줄었고, 섬유업 폐수 및 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누적
하락 폭은 10%를 넘어섰다. 화학섬유의 순환 재사용화 기술 능력은 부단히
향상되었고, 특히 순환 재사용 테릴린(terylene) 핵심 기술, 핵심 장비 제조
등 분야에서 그렇다. 넷째, 이 업종은 국제표준의 제정에서 우위를 갖는다.
중국 정부는 업종 조직을 통해, 기업이 섬유·의류의 국제표준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정부 주도의 제정 표준과 시장 자율의 제정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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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발전하였고, 중국 정부 및 중국 기업은 공동으로 관련 신형 국
제표준 시스템을 이끌고 조립했다. 2015년 이후의 ISO 가운데 15개 항
목의 국제표준이 중국 기업에서 제정한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섬유·의
류업 역시 생산기술 및 노동조직의 전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에 놓
였다. 최근 20년, 산업용 로봇·생산의 스마트화·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
시스템 등이 섬유·의류업의 생산 일선에 광범하게 응용되었다. 가정용
섬유제품 생산은 이미 완전 자동화를 실현했고, 남녀 내의·운동복·남녀
정장·바지 등 의류제품 또한 완전 자동화 기능을 갖추었다.

3. 스마트화의 도입과 발전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대규모로
촉진했다. 《중국 제조 2025》를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한 중국 정부
는 일련의 정책 우대와 정책지원 시책을 통해 섬유·의류 기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 생산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동시에 정부는 하이테크
기업과 섬유·의류 기업 간의 기술 제휴를 대규모로 촉진했다.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면개혁 심화위원회(全面深化改革委員會)’는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 발전의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재정 및 세수 등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역량을 늘리고, 정보기술 산업과 제조업 간의 전 방위 융합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건립하고, 사람·기계·사물의 전면적 상호연결을 실현하
고, 점진적으로 차세대 산업 인터넷 및 사물 인터넷을 건설한다.
알리바바·텐센트(騰訊) 등을 대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거두는 이미 제
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및 최적화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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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는 “코뿔소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중소
의류기업을 통합 조정하고, 그것을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올려
놓는다. 전통적 섬유·의류 기업의 고용관계 및 인력자원 관리는 모두 그
것에 따라 바뀔 것이다.
“14·5 계획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정부는 산업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화 등으로 섬유·의류업의 국제 비교우위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
이다. 정부는 향후 계속해서 정책적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재정 및 인재
영입 측면에서 우대 정책을 지원한다. 중국 섬유·의류업의 14·5 계획에
따라 2025년 이 업종은 전체 산업 사슬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노동력의 업그레이드로, 높은 효율 및 자질의 노동력 대오를 보유
해야 한다; 둘째, 설계·생산·조달·관리 등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신기
술과 스마트 생산을 도입하고, 규모의 생산 및 주문제작 생산의 쌍방향
융합을 실현하고, 대규모 맞춤형 주문제작 제품이 같은 유형의 제품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고, 생산 단위의 60%는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실현
하도록 하고, 이 업종의 규모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상비는 주
영업매출의 1.3%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4. 정부의 태도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화 생산의 큰 역량을 가지
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국무원은 공동으로 “14·5 계획”
기간 동안 차세대 인공지능 및 산업 인터넷 건설의 완성 필요성을 제기했
다. 국가 전략 측면에서 중국은 빅데이터 국가 중추 결절점node 및 빅데
이터 클러스터를 건립하고 있고, 북경·남경·항주·성도 등 지역에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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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지휘 통제 센터를 건립하였다. 중국은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
판매·운송의 국가 경제 네트워크를 정돈하여, “국내 대순환”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은 빅데이터를 운용하여 “생산·분배·유통·소비 각 부문
을 연결하여,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공급이 창조하는 수요라는 더 높은
수준의 동태적 평형을 만들어 간다.
구체적 실행 수단으로 중국은 “당이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원칙의 종
합적 시책을 채택했다. 중국의 계획은 시장이 운행하는 데이터 경제를 이
용하고, 중국 공산당이 기업 및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
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빅데이터의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회사법》을 수정하고, 현재의 회사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업의 당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 등의 관
리기구를 건립하고, 기업의 당위원회가 최고 관리층이 된다; 기업 노조·
기업 공청단(共靑團) 등은 “당군공작부(黨群工作部, 중국공산당대중 작업
부)”로 통합되고, 당군공작부는 기업의 당위원회의 영도를 받고, 노조의
경비도 기업의 당위원회가 관리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중점은 중
국 민영기업의 현대기업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민
영기업은 당위원회를 건립해야 하고, 당의 기업 관리권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이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것을 허용하고, 민영기업이 국유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도록 요구
해야 한다. 그밖에 “사회신용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지방의 당위원회가
사회신용시스템을 총괄하여 민영기업의 개혁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건설 과정으로 끌어들인다. 당위원회는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부
기업의 법인대표, 고급관리자 등을 경계하고 그들의 여행·숙박·소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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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기업개혁에 협력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섬유·의류업이 중국 경제의 기초 업종이라고 생각
한다. “14·5 계획” 기간, 정부는 이 업종이 중점기술 창조프로젝트·차세
대 정보기술 응용·생산설비의 자체 제조 및 업그레이드 등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중심은 섬유·의류업의 스마트 제조에 공통의 핵심 기
술인 산업용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용 로봇·블록체인 등을 연결
하는 것이다.
노동 영역에서, 중국 정부는 섬유·의류업 노동자의 인재 배양에 역점
을 둔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화가 취업에 가져오는 단기적 충격을 목격했
지만, 한국·미국·일본 등의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경제 및 사회에 대
한 통제 능력이 매우 강하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화를 통해 섬유·의류업
의 장기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단기적 노동자 실업은 진통에 속하고,
여론 관리통제·사회 관리통제·재취업 프로젝트 등의 방식을 통하여 스마
트화가 취업에 가하는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공식
통계는, 2013년 이래 도시 실업률은 줄곧 4.8% 이하로 유지해 왔고 플랫폼
경제는 거대한 재취업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섬유·의류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고급 인재와 기술 노동
자에 치중한다. 중국은 11개 대학에 섬유학원 혹은 의류학원을 설립해,
섬유·의류업의 기술인재와 관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중 북경 의류학
원은 전문적인 대학으로, 2021년 73%의 졸업생이 섬유·의류업에 진출했
다. 그밖에 중국 정부와 노조 또한 인재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중국 전국총노조 모두 직업훈련 계획을 갖고 자금 지원을
한다. 노동자가 만일 “대국의 장인(大國匠人)”·“노동모범(勞動模範)” 등의
인증서와 명예증서를 받은 경우, 정부와 노조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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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공작실(創新工作室)”을 건립하고, “일하면서 배우기(干中学, learning
by doing)”·“현장 견학(現場敎學)”·“신시대 멘토링” 등의 형식을 취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을 작업장의 동료에게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섬유·
의류업은 모두 300개의 ‘창신공작실’을 건립했다.

5. 국제관계와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중국 섬유·의류업은 고도로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는
중국 섬유·의류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속도에 영향을 준다. 최근 2년, 중
국 섬유·의류업의 발전은 매우 큰 외부 충격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중국
섬유·의류업은 코로나 발생 상황의 시기에도 주문 수량이 폭증하는 유리
한 국면을 맞이했다. 그런데 중·미간 경제 충돌은 중국 섬유·의류업을 제
지했고, 미래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 모두 더 큰 불확정성에 직면했다.
미국·EU의 신장 면화에 대한 제재는 중국 섬유·의류업의 현재 생산 구도
에 충격을 주었다. 신장은 중국 면화의 주산지이고, 그곳에서 생산된 면
화 제품은 품질이 좋고 비용이 낮아, 중국 섬유제품은 전적으로 신장 면
화에 의존한다. 2020년 1월, 미국은 《신장 법안 (Xinjiang Act)》을 반포
했고, 신장 면화를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제재와 수출입 금지를 취했다.
미국은 중국 섬유·의류 제품의 최대 수출국이고, 수출입 금지는 이 업종
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 섬유공업 연합회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미국의 수출입 금지는 중국 섬유·의류 기업에 1,000억 달
러가 넘는 직접적 경제 손실을 야기했다.
게다가 독일도 6월 《공급사슬 (Supply Chain Act)》을 반포하면서, 독일
기업에 공급사슬의 관리를 강화하고, 강제노동을 반드시 없애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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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 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장 면화도
이 법률이 겨냥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EU·프랑스·캐나다는 모두 유
사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법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 섬유·의류업에
거대한 외부 불확정성을 초래했다.

6. 기업 사례 분석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섬유·의류업의 발전 상황을 기술하고, 특히 노동과 고
용관계 및 스마트화 생산 측면의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 섬유·의류 기업
을 연구하는 것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 중국의 대표적인 섬
유·의류 기업 두 곳을 선택했는데, 하나는 전통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고, 다른 하나는 중국 과학기술의 거두인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는 코뿔
소 프로젝트를 설립했고,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화를 수단으로 중국 중소
형 섬유·의류 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 위주의 방법을 채택하
고, 약간의 정량적 연구로 보완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두 표본 기업·중국 섬유 및 의류업 협회·중국 정부·중국 노동
조합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본 기업 내부에서 본 연구자는
전체 관리자·기층 관리자·일선 노동자·기업 노조 간부 등을 인터뷰했다.
연구는 2021년 6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9월에 보충 인터
뷰를 했다. 총 48명의 관련 인사를 인터뷰했다.
7월 말 중국에 새로운 코로나 유행이 발생했고, 본 연구자는 8월에 표
본 기업 현장 방문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영상을 이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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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수한 자료를 수집했다. 영상 원거리 인터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
다. 특히 정치 환경·기업 감원 계획·노동자 고발 의향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해서 인터뷰 대상자는 중국 정부 인터넷 감독관리자의 방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때때로 어느 정도 비켜갈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은 연
구에 일정한 곤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본 연구 연구는 중국 섬유·의류업
의 추세적 문제를 간략히 묘사할 뿐이고, 이 업종의 발전에서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할 수 없었다.

나. A그룹 사례
1) 기업 일반 현황
AM 그룹은 내의(貼身服飾, underclothes) 및 그 용품을 생산하는
중국 대형 기업이고, 주로 남녀 내의, 아동 내의 등을 생산한다. 15개의
고급 및 중급 자체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OEM 생산에도
종사한다. 최근 5년 동안 AM 그룹 영업소득의 2/3는 자체 브랜드에서
나왔고, 여기서 80%의 이윤을 얻었다. 여성은 AM 그룹의 중심 주제이
다. 최근 5년, 이윤의 1/3이 여성용 제품에서, 1/3이 아동용 제품에서 나
왔다. 각종 제품의 총이익률은 동일하지 않다. 그 가운데 아동용 내의의
총이익률이 가장 높고, 자체 브랜드의 아동 내의는 최고 45%의 총이익률
을 실현했다. OEM의 총이익률은 높지 않고, 7% 이하에 불과했다.
AM 그룹은 1981년 창립되었다. 처음에는 화메이(華美) 유행복 공장
이라 불렸고,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陽區) 소속의 한 집체기업(集體
企業)이었다. 당시 차오양구 정부가 출자해 건립한 이 집체기업은 문화대

혁명 이후 도시로 돌아온 북경 호적의 지식 청년을 흡수하는, 취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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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처음에 유행복 공장에는 150명의 노동자
가 있었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졌다. 1990년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
혁을 시작했다. 많은 국유기업이 시장으로 나아갔고, 국유기업 노동자의
대규모 “면직(下崗)”이 시작되었다. 1994년 화메이 유행복 공장은 “현대
기업제도”로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당시 현대기업제도로의 구조조정은
“탈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세 차례의 기업 구조조정을 거
친 후, 그리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유행복 공장의 상호를
AM 그룹으로 바꿨다.
이때, AM 그룹은 민영기업으로 시스템을 바꿨고, 장씨(張氏) 가족이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을 지배했다. 장씨 가족은 1990년대 차오양구 정
부가 가진 주식을 매입했고 (당시 “정부 투자 및 이자의 반환”이라 불렸다),
장룽밍(張榮明)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2021년 5월 AM 그룹은 상해증권
거래소에 상장했다.
AM 그룹은 온전한 중국 회사 거버넌스 구조를 건립했다. 1981년 창립
초기에 기업은 바로 당위원회와 노조를 건립했다. 현재 AM 그룹 당위원회
에는 모두 7명의 위원이 있고, 당위원회 서기는 그룹 대표이사가 겸했다.
2019년 이전, 당위원회 서기는 그룹 부총경리(副總經理) 혹은 노조 주석이
겸했다. 후에 중국 정부가 “기업 내 당 건설”을 강조하자, 그룹 대표이사
가 기업 당위원회 서기직을 받아들였다. 그룹 이사회 이사들은 모두 당위
원회 위원을 겸임했고, 여기에 한 명의 사외이사(独立董事)를 추가했다.
그룹 노조위원회에는 전임 간부가 없고, 총 40여 명의 겸직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350여 명의 기층 노조 대표가 있다. 그룹 노조의 주석은
그룹 사무실노조사무실-역자 주임·이사회 이사 (법률적 신분은 사원이사
(職工董事, employee director)·기업 당위원회 위원을 겸했다.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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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그룹 노조 부주석도 겸직이었고, 통상 그룹의 재무 부문 및 생산
부문에서 왔다. 현재 그룹 노조 부주석은 여전히 그룹 감사회 위원을 겸
하고, 그 법률 신분은 사원감사이며, 기업 당 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기업 노조는 3년에 한 차례 임원을 교체한다. 2015년 이전, 많은
노조 위원은 중공 당원이 아니었다. 2015년 중공 중앙 조직부는 비공유
제 기업의 당 건설 강화를 요구하는 문건을 내려보냈다. 그 후 기업 노조
위원회는 조직을 개편했고, 3/4 이상의 노조원이 중공 당원이고, 노조 주
석과 부주석은 반드시 중공 당원이어야 했다.
AM 그룹은 인력자원부를 설립했고, 각급 인력자원부에는 35명의 직
원이 있다. 인력자원부는 총경리(總經理)에게 직접 연구한다. 인력자원부
는 모집·보수·성적·징계·교육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기타 부문은 정기
혹은 임시로 각자의 인력자원 수요를 종합하여 인력자원부에 전달하면,
인력자원부가 후속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그룹에는 기업사회책임부가 있다. 총 4명이 일하고 있고, 대표
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기업사회책임부는 직원고발처리·외부감사(外部
審核, External audit)·자선 및 공익사업·공공관계 등을 책임진다. AM

그룹은 2013년 중국 국가 3A급 사회조직인 “AM 공익기금회”를 세웠고,
사무실을 그룹 기업사회책임부에 두었다. AM 그룹은 OEM에 종사하고,
따라서 EICC·SAI·BSCI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의 규범과 관련해 심
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AM 그룹은 또한 ISO의 모바일 오피스(流動辦
公室)이고, 중국 섬유공업 연합회와 제휴하여, 내의(內衣)의 5개 항의

ISO 표준내용을 제정했다.
인력자원부 책임자와 기업사회책임부 책임자는 모두 이사회에 참관
하고, 그 중 기업사회책임부 책임자는 노조 위원이기도 하다.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287

2) 고용관계와 스마트화 상황
현재 AM 그룹은 9,600명의 직원을 보유한다. 본사는 베이징 차오양
구에 있고, 26개의 자회사와 300개의 자회사가 있고, 베이징과 쑤저우
(蘇州)에 각 한 개의 산업 생산기지를 건립했다. 그중 쑤저우의 생산기지
는 2007년 건립됐고, 2011년·2016년·2019년 몇 차례에 걸친 업그레이
드 개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로는 OEM 규모화 생산·주문제작 신속
대응 생산 위주의 스마트 주문제작 생산 실험실을 건립했고, 알리바바·
바이두·화웨이 등 과학기술의 거두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스마트화 생산
통제 시스템·인공지능 설계 시스템·산업용 로봇 등을 연구개발했다. 베
이징 생산기지는 유행 예술 건축을 특색으로 하는 공장지역이고, 2016년
베이징시 정부에서 AM 그룹에게 전면적 생태 개선 및 스마트 제조 업그
레이드를 요구하자, 베이징 생산기지는 2018년 전체적인 스마트화 건설
을 완성했다. 그 후 매년 최신식 스마트 생산 시스템과 생산 라인을 도입
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스마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생산 작업장에서 맞
춤형 주문제작 제품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품 생산의 비용
단가 측면에서, 100건의 여성용 브래지어의 생산 단가의 비용은 10,000
건의 여성용 브래지어 생산 단가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내의·바지·
제복·일부 아동의류의 생산은 완전 자동화와 무인화를 실현했다.
2020년 1월 중국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폭발했지만, AM 그룹은 자동화
정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70%의 노동자가 일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산량은 10% 증가했다. 전염병 폭발 후 한 달 내에, AM 그
룹은 알리바바 등 과학기술 거두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 작업장을 새로 구성
하고, 생산설비를 개조해, 현재의 섬유 원료를 이용하여 의료용 마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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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을 제조해 냈다. 피크 시기에 AM 그룹은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1일
10만 개, 고급 의료용 마스크 5,000개를 생산해 정부 및 의료기관에 특
별히 제공해 사용하게 했다. 중국 국내 전염병 상황이 완화된 후 마스크
생산능력이 과잉 상태가 되자, AM 그룹은 다시 과학기술의 거두 및 섬유·
의류 기계설비 기업 등과 제휴하여 생산능력을 의류 생산으로 되돌렸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효과적인 공업생산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고, 공업
생산 제품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설명해 준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AM 그룹은 노무 파견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직원
은 모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2020년 이전 AM 그룹은 20%도 채 안 되
는 직원과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전염병 상황의 폭발 이
후, 그룹에서는 직원은 기업의 대체불가능한 자본이라고 생각했고, 동시
에 그룹 대표이사도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충실하고 높은 자질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룹은 2020년 노동계약 관리 방식을
바꾸어, 인턴 기간을 거친 모든 직원이 기업과 무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무기한 계약 체결률은 85%에 이른다.
그룹 내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하고, 75%의 중층 및
기층 관리자는 여성이다. 여성 직원의 평균 연령은 36세이고, 70%의 여
성 직원은 기혼이고, 자녀를 두었다. 베이징과 소주의 직원 중 3,000여
명은 부부이고, 다시 말해 부부 모두 AM 그룹에서 일한다.

다. C프로젝트 사례
1) 프로젝트 일반 현황
알리바바 그룹은 1999년 건립됐다. 본사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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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杭州)시에 있고, 현재 직원 수는 12,000명을 초과한다. 알리연구원(阿里
硏究院)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5,000만 명 이상이 알리바바에 의존하

여 노동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알리바바의 주주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중
국 국내에서 알리바바 그룹은 외자 하이테크 기업에 속하고, 세수·투자·
토지·네트워크 접속 상의 우대를 누린다.
알리바바 그룹은 이른바 생태 시스템 개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그
룹은 알리바바 중심의 전 지구적인, 업종을 넘어선,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
네트워크를 건립하고, 데이터를 핵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사회생활·경제
생활·생산노동 등에 관련된 인간의 활동과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
알리바바 그룹은 산업용 인터넷을 연구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제
조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2013년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알리클라우드 (Ali-Cloud)는 중국 제조업에 대규모로 진입해, 제조업 제휴파
트너 공장을 알리바바 생태 시스템에 올려놓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각
종 정보와 명령을 통신 연락하게 하고, 텅쉰·중국이동통신·화웨이 등 회
사와 데이터 공유 협의를 체결하여, 알리 인공지능의 기능을 강화했다.
2017년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의 섬유·의류 산업으로의 진입을 기획하
기 시작했다. 2019년 알리바바의 코뿔소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다. 코
뿔소 프로젝트는 알리바바 생태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알리바바
의 인공지능 통제센터(主腦)에 기초하여, 의류업의 중소기업에 맞춰, 중소
기업을 코뿔소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연구개발·생산공정설계·생산조직·
물류·판매 등으로 통합한다. 데이터는 여러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측면
에서, 알리바바 그룹에 속한 톈마오천묘(天猫)·타오바오(淘寶)·소셜 소프
트웨어 등에서 유저(user) 선호 데이터와 유저 선호 예측 데이터를 제공
하고, 알리바바 인공지능 통제센터는 각종 제조업 생산 상황의 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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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뽑아내고, 사용자 수요에 근거하여 생산 작업장의 배치를 변환하고,
맞춤형 생산성을 제고한다. 다른 한 측면에서 코뿔소 프로젝트는 인공지
능 통제센터 명령에 근거하여 생산노동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
의 생산노동 데이터·감정정보 데이터 등을 통제센터로 피드백하여, 알리
바바 생태 시스템이 섬유·의류업의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전체를 개선하
도록 했다. 이어서 코뿔소 프로젝트는 또한 대형 섬유기업의 가입을 받아
들일 계획으로, 사용자 및 공장의 수요에 근거하여 섬유기업에 주문제작
화를 연구개발하고, 시장 수요 및 생산 기계 수요에 적합한 섬유 원료 제
품을 생산해 내도록 요구한다.

2) 고용관계와 스마트화 상황
코뿔소 프로젝트는 제휴파트너 가맹 모델이고, 의류기업은 가맹 파트
너의 신분으로 코뿔소 프로젝트에 가입한다. 프로젝트에 가입한 후, 제휴
파트너의 연구개발·생산·물류·판매·관리는 모두 코뿔소 프로젝트에서 책
임지고, 코뿔소 프로젝트는 제휴파트너의 전체 데이터를 점유하고, 동시
에 제휴파트너에 생산설비·관리시스템 등의 건설 및 개조를 할 수 있는
전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코뿔소 프로젝트는 항주에 800 헥타르 면
적의 센터파크(中心園區)를 건립했고, 제휴파트너 기업은 그 파크에 무료
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한 기업의 경우 입주 만 3년 후에야 비로소 코뿔
소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파크 입주를 선택하지 않
을 경우, 가장 빠르게는 1년 내 코뿔소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코뿔소 프로젝트부部는 알리바바 그룹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현재 직원
수는 173명이고, 그 가운데 정규직 직원은 70명, 겸직 및 노무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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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명이다. 겸직 직원도 알리바바의 직원이고, 그들의 노동관계는 알리
바바 그룹의 기타 부분에 있고, 그들의 일부 업무는 코뿔소 프로젝트의 완
성이다. 노무 인원은 노무 외주 인원을 가리키며, 대부분 기술 외주·서비
스 외주 인원이다. 기술 외주 인원은 기초코드 편집 완성과 유지보수·기
초 데이터 분석 교정 등 업무를 하고, 서비스 외주 인원은 하드웨어 유지
보수·제휴파트너 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코뿔소 프로젝트부는 제휴파트너 수칙을 제정한다. 이 수칙은 제휴파
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코뿔소 프로젝트부 인원은 제휴파트너
를 대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규정 준수 심사는 네 측면에 치
중하는데, 녹색 환경보호 표준 달성 상황, 노동표준 달성 상황, 안전 생산과
내부고발 처리 등을 포괄한다. 노동표준 심사 측면에서 제휴파트너 수칙
은, 기업 노동관계 관리는 반드시 중국 노동법에 부합해야 하고, 25인 이
상의 제휴파트너 기업은 반드시 노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심사팀은 내부고발 처리 전담 소그룹을 두고, 고발 핫라인 및 고
발 플랫폼을 개설한다. 직원은 딩딩(钉钉)에서 고발할 수 있다. 딩딩은 알리
바바의 소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고, 2020년 등록 사용자는 4억
명에 달하고 1,700만 개 기업이 딩딩을 오피스 소프트웨어로 선택했다.
동시에 코뿔소 프로젝트부는 제휴파트너 기업을 위해 정기교육을 실
시할 수 있고, 제휴파트너 기업의 직원은 알리바바의 각종 기술훈련 교실
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알리바바 직원과 동등한 우대를 누릴 수 있다.
만일 제휴파트너 기업 직원이 별도의 교육을 요구할 경우, 코뿔소 프로젝
트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코뿔소 프로젝트부가 자금과 조직 훈련을
담당한다.
현재, 알리바바에는 노조가 없고, 코뿔소 프로젝트에도 노조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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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프로젝트 제휴파트너 수칙은 오히려 제휴파트너 기업에 노조 건
립을 요구한다. 중국 《회사법》, 《중국 노조 장정》에 근거하여 기업 노조
는 반드시 기업의 당조직, 혹은 소재지 당조직에 의탁해야 한다. 코뿔소
프로젝트는 현재 당지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제휴파트너 기업에
당 조직이 없다면 기업 노조는 코뿔소 프로젝트부 당지부에 귀속될 수 있
다. 알리바바 그룹에는 당위원회가 있고, 알리바바 그룹 당위원회 서기는
줄곧 그룹 내 제1순위 혹은 제2순위의 부총경리가 담당한다.

3) 정부와의 관계와 프로젝트의 진전
코뿔소 프로젝트는 시작할 때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았다.
2017년 알리바바 그룹은 코뿔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절강성
지방정부와 항주시 지방정부는 세수감면·재정보조·토지확보와 철거·인
재도입 등 측면에서 일련의 정책적 우대를 제공했다. 가능한 빠르게 코뿔
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알리바바 그룹이 한편으로는
토지 사용 수속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센터파크를 건설하는 것을 허
가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뿔소 프로젝트는 ‘공업 및 정보화부’의 중
점적인 지원을 받았고, ‘중공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의 협조
아래 중국이동통신과 화웨이 그룹은 코뿔소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의
향서에 서명하고, 센터파크에 5G 표준의 산업 인터넷 시스템을 깔았다.
각급 정부도 본 지역의 섬유·의류 기업에 코뿔소 프로젝트의 가입을 고
무했고, 그것을 본 지역 스마트화 달성 목표 요구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
했다. 2019년 코뿔소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었고, 20개 이상의 섬유·의류
기업이 참가했다. 코뿔소 프로젝트는 인터넷 포트를 설치했고,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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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뿔소 프로젝트가 중국 인터넷 방화벽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제인
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2021년 5월, 중국 정부는 돌연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앤트(蚂蚁)금융
서비스 회사의 역외 상장계획을 정시시켰다. 이후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원래 승낙한 유혹성 정책을 취소했고, 또한 그
몇 개월 후 알리바바에 수백억 달러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정부 태도의
변화로 코뿔소 프로젝트는 버틸 수 없었다. 6월 코뿔소 프로젝트팀은 여
전히 낙관적 태도를 유지했고 프로젝트는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7월 코뿔소 프로젝트는 갑자기 중단됐고, 사이트
포트에도 연결할 수 없었다. 특히 지방정부는 원래의 토지사용 방안을 바
꿨고, 알리바바에게 모든 토지 및 공장 설립 수속을 완료한 후에야 센터
파크 건설을 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센터파크의 시공의 일시 중
단으로 이어졌고, 센터파크 녹화 공정은 착공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사실
정부로부터 타격을 받기 전에 코뿔소 프로젝트는 이미 기술적 장애에 부
닥쳤다. 이 장애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미 관계에서 왔다. 미국은 하
이테크 기술 및 서비스의 수출 제한을 압박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반
도체칩·통신·산업용 인터넷·인공지능·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포함하는 제
품·기술·서비스의 중국을 향한 수출을 금지했다. 알리바바의 생태 시스
템은 고도로 국제화되었고, 코뿔소 프로젝트가 의지한 핵심 알고리즘 및
하이테크 설비의 대부분은 미국 회사에서 왔다. 2019년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이 중국의 수출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
고, 따라서 그 해 미국으로부터 퀄컴·구글·아마존 및 기타 하이테크 공급
상의 기술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알리바바는 기술 재고를 확대함으로써
중·미 관계의 겨울을 버텨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294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알리바바의 정책 결정기관은 중국 정부의 불신임 정도를 낮게 평가했
다. 고급 관리들은 매우 자신 있어 했다. 그들은 중·미 양국의 대국 경쟁
이 더 격렬해지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과학기술의 거두를 더 크게 지원해
야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제어하여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
만 중국 정부는 코뿔소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의 업무를 일괄
해 정지시켰고, 코뿔소 프로젝트팀은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었다. 코뿔소
프로젝트를 책임진 부총경리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효과적인 해결 방법
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라. A사례와 C프로젝트에서 스마트화의 노동자
섬유·의류업은 중국의 경제·수출·국내 취업의 기초적 지주 산업이다.
장기적으로 섬유·의류업의 노동자는 안정을 유지했고, 노동생산성은 완
만히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중국 임금 수준은 부단히 상승했고, 섬유·
의류업의 평균 임금도 거의 배에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기업은 생산의
일부를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로 돌렸다. 이때 중국 노동
자의 비교우위는 주로 비교적 높은 노동생산성에 체현되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섬유·의류업은 생산 클러스터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는 경계를 넘는 방식의 발전 기회를 불러왔다. 기업 생산규모
는 점직적으로 확대하고 있었고, 스마트화는 섬유·의류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지도 않았다.
이 상황은 바뀌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전염병 발생 상황은 중국
섬유·의류업에 훨씬 더 큰 발전 기회를 주었고, 중국 섬유·의류업의 수출은
급등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등 신흥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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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모두 코로나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섬유·의
류업은 해외로부터 더 많은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 분야에서 중국
노동자는 바뀌고 있다. 2019년부터 중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
는 완만해졌고, 특히 2020년 전염병 발생 상황 이후 동남아 국가의 노동
생산성은 중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노동비용은 분명하게 상승
하는 추세에 있다.

1) 스마트화 상황에서 노동과 노동자
최근 10년 중국 사회계층의 유동성은 약화되었고, 계층 고착화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 외에, 초기의 경제발전 속도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국 노
동자는 절대빈곤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섬유·의류업의 주체인, 농민공의
전체 생계 수준은 매우 크게 개선되었다. 이 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와 비교해 중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우위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노
동생산성의 측정은 일정 정도의 주관성을 갖고 있기에, 본 연구자는 26
개의 중국 대형 섬유·의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기업은 모두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었다. 연구자는 기업 고위 관리층
에게 노동생산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후 인터뷰 결과를 종합했으
며, 다시 중국 상무부·중국 섬유공업 연합회의 관련 연구원의 의견을 구
했다.122)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업종 노동생산성의 발전 추세를 정확히 나
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림 4-21]은 중국의 노동생산성과 일부 동남아 국가의 그것을 비교

122) 중국 정부 기관은 섬유 의류업 노동생산성에 대해 부정기 표본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296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한 것으로, 여기서는 중국 의류업의 연도별 생산성 지수를 100으로 하여
국가별 비교를 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의
노동생산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얀마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빨
랐다. 2010년 인터뷰했던 기업은 모두 미얀마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
다. 또한 2015년 미얀마 의류업의 노동생산성은 중국의 25%에 불과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보다도 낮았다. 후에 미얀마의 노동생산성은 이들을
앞섰으며, 전염병 발생 상황 동안 성장 속도가 빨라, 2021년에는 이미
중국의 노동생산성과 동등하게 되었다. 동시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의류
업 노동생산성도 고속 성장을 보였고, 2018년 이전, 이 두 국가의 노동
생산성은 중국의 5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그 나라들의 노동생산
성은 중국의 그것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이미 중국의 수준에 접근했다.

그림 4-21

섬유·의류업 노동생산률의 국가별 비교

자료: 연구자, 26개 기업 고위관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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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섬유·의류업 노동자의 변화는 여러 원인으로 형성되었다. 전염병
발생 상황 이후 중국 사회의 정치통제는 날로 엄격해졌고, 노동관계는 사회
민심 및 인터넷 민심의 중점 감시 통제 대상이었고, 노동자는 자유로운
표현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사회계층의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노동자의 분투 동력도 부족했다. 섬유·의류업의 오래된 한 노동자는 이
렇게 표명했다:

“나는 섬유 공장에서 6년 일했고, 의류(공장)에서 또 4년을 일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공장 내의 각종 조건은 점점 더 좋아졌고, 일도 잘했고,
틀림없이 발탁(되었을) 것이다. ... 문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사회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살 돈도 없고, 부양할 돈도 없고,
병치레할 돈도 없고, 장례 치를 돈도 없다! 당신이 경리팀장일지라도,
또한 농민공이고 사회 하층이기도 하다.“

2) 노동자 의식의 새로운 동향
전염병 상황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속도는 둔화되었고, “탕핑(躺平, 자
포자기)”·“상문화(傷文化, 상실의 문화)”는 인터넷 소셜 매체의 주류가 되
었다. 이런 문화는 숙명론에 속한다. 그것은 “구차투생(苟且偷生, 그날그
날 죽지못해 살아간다)”을 강조하고, 하층 노동자가 노력을 통해서 자신
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러한 문화는
열심히 일해서 창조한 노동가치는 노동자 개인과 사회에 행복을 가져오
지 않고 오히려 체제제도·집권계층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AM그룹 인
력자원부 여성 책임자는 이런 생각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표명한다:

298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젊은 직원들은 진작에 “탕핑(躺平, 자포자기)”했다 ―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5년 전, 당신은 이러한 젊은이들은 권리 의식이 강하다고 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특히 이 전염병 상황이 온 뒤로, 일은 잘 못하
고, 게다가 그들은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사회는 계층을 뛰어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 안에 중간
층, 고위층의 자리는 모두, 60후(後), 70후가, 그리고 80후도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다. 90후 출생
시기에 인구는 이미 절벽처럼 감소했고,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없다. 그들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 누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
에 그들은 발전하기 어렵다.”

업종 전문가 한 사람은 더 나아가 이렇게 제시한다:

“동남아·동아프리가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노동자가 받는 압박은
크지 않다. 캄보디아·베트남 그곳의 노동자들, 그들은 말썽을 일으키
고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일을 중시한다. 그들 국
가는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들은 일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일자리를 잃었고, 바로 새로운 일을 찾지도 못한다. 우리의 노동자는
다르다. 당신이 그에게 1만 위안 (RMB, 대략 한화 1,801,389원)의 월
급을 주어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주의해라, 그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의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는
‘당평’했고, 분투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을 찾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새로운 취
업 일자리는 매우 많다, 그는 음식 배달을 할 수 있고, 택배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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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그룹 기업 내부 조사에 근거하면, 신입 직원의 입사 사유는 최근
20년 현저한 변화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1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표
1은 AM 그룹 인력자원부의 여러 연도의 신입 직원의 입사 사유의 변화
를 보여준다. 그중 3단계가 뚜렷한데, 2008년 이전의 직원은 생활의 압
박으로 입사했고; 2008년 이후 입사의 주요 사유는 개인적인 소비 및 개
인적 취미로, 그것은 일종의 사회 계층화의 선택이었고; 2021년 직원 입
사의 가장 주요한 사유는 “일을 안 하면, 무료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사유는 사회 교류에 대한 수요였다. 취업의 주요 동력은 더 이상 생존과
개인 발전이 아니다.

표 4-6

신입 직원의 현재 직업 선택의 주요 사유(2001년에서 2021년)

년도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

2001

자신 및 가족의 생활 부양

자신의 개인적 발전 모색

2008

자신의 개인적 발전 모색

자신 및 가족의 생활부양

2015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의 학습

개인적 소비를 위한 돈이 필요해서

2018

개인 소비를 위한 돈이 필요해서

새로운 지식 및 기능의 학습

2021

일은 안하면 무료해서

의기투합, 같은 뜻의 친구 찾기

중국 노동자 의식의 변화는 노동자의 기초 생계의 개선을 반영하기도
한다. 중국 국가 통계국 《2020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는 제조업
농민공의 월 소득이 4,096 RMB (한화 737,848원)로 2019년 대비 3.5%
성장했고, 2015년 대비 37.9% 급등했다. 다른 측면에서 한 연구자123)는,
중국 노동자 임금이 다소 증가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 소득의

123) 임택평(任澤平), 2021, “중국 소득분배 보고 2021; 출처, 영향과 건의”, 《제일 재정》 2021년 8월 26일 간행,
제4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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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은 줄었고,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4% 하락해, 55.7%에 달했고; 2020년 자산
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6.6% 성장했고, 임금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4.3%
성장했을 뿐이고, 경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단지 1.1% 증가했고, 노동
에 대한 자본의 배당금紅利 우위는 계속 확대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수준은 상대적으로 이미 좋아진 상태다.
《2020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는 중국의 도시 유입 농민공의 일인
당 평균 거주 면적은 21.5 평방미터이고, 30.8%의 농민공은 자동차를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1년 대부분의 농민공은 도시주택을 보
유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농민공 가정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몇 배 높아졌다.

표 4-7

AM 그룹 농민공 직원의 도시주택·자동차 보유 비교 상황(2009년에서 2021년까지)
년도

2009

2011

2015

2021

도시주택보유(본인 혹은 처고향)

15.6%

27.6%

51.7%

86.4%

도시주택 보유(일하는 도시)

0.3%

0.3%

0.4

0.4%

자동차보유(사업용차량포함)

3.1%

18.1%

33.7%

52.5%

자료: AM 그룹 기업사회책임 연도별 비교

도시주택을 보유한 농민공의 수는 증가했고, 이것은 2015년 이후 중
국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과정과 밀접히 관련된다. 대규모의 농촌 토지
및 택지가 정부 혹은 개발상에 의해 수용되었고, 중국의 중소도시 및 도시
(城鎭) 건설 속도를 빠르게 했고, 대량의 상품주택, 수용보상 주택이 시장
에 나왔다. AM 그룹에서 15년 일했던 한 기층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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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7년 나와 일했고, 농민공이었다. ... 집을 샀고, 원래는 꿈도
꾸지 못했다! 현재 나도 집이 있다! 게다가 나는 두 채를 샀다! 2010년,
내 자식이 결혼했고, 나와 애 엄마는 은행 돈을 모두 꺼내고, 또한 일
부를 빌려 그에게 현의 도시에 방 두 칸짜리 집, 혼인용 집을 사줬다.
2015년, 우리 마을이 수용되었고 나와 애 엄마는 보상금으로 현의 도
시에서 다시 방 두 칸짜리 집 한 채를 샀고, 1 평방 미터당 1,200위안
(RMB, 한화 약 216,166원)이 들었고, 지금 이미 올라서 (1 평방 미터당)
3,700위안 (한화 약 666,513원)이 되었다. 당연히 우리의 그곳은 작
은 지방이고, 외지인이 구매하러 오지도 않는다.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이다. 금년을 보자. 우리 작업장의 결혼한 직원 친구들은 거의 모두
집을 구매했다. 베이징의 집은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고향에서 집을
사는 데는 여전히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기본생계 수준이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되어, 노동의 동력을 상실했고, 이것
이 결국 중국 노동자 생산효율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점차 생각하게 되었
다. 정부 씽크탱크의 경제학자이자,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
민대표대회 대표인 증曾선생은 농민공의 주택 보유율과 노동자 동기부여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청년 가운데 “탕핑”
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졌고, 주된 한 가지 원인은, 우리의 초기의 고속
발전, 고속 축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수준상의 기본 수요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 우리 노동자, 특히 광대한 농민공은 괴로움과 고
생을 참고 견뎠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 측면에서, 생활 압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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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이 작용한 결과였다. 2008년 그 《노
동계약법》은 나쁜 선례를 열었다. 우리는 많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
주택을 보유한 것을 보았고, 다시 계획출산이 농민공 가족 수의 첨예
한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지출 압박은 아주 크게 완화되
었다 ― 그 결과 바로 노년, 중년, 청년 3대 노동자 모두 당신 때문에
“탕핑”하게 됐다. 사람들에게 밑천이 생겼고, 일정한 생활 수단이 축
적되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으며, 우리는 조류에 순응
하고 거스르지 말아야 할 뿐이다. 중공 중앙이 “공동 부유”를 제기했
는데, 이것으로 이런 종류의 추세를 억제할 수 있고, 사회계층의 부의
양극화를 보완함으로써 신세대 농민공이 다시 계층 상승의 희망을 보
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괴로움과 고생을 참고 견디며, 각고의 노력
으로 분투하도록 계속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실제 해결 방안은, 생산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한층
빠르게 하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생산 스마트화 업그레이드의 방법
을 통해 노동생산성 성장 측면에서의 쇠퇴를 상쇄해버리는 것이다. 이
것도 우리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서양 발달국가의 발전 역사를 전면
적으로 고찰한 후, 총괄해 낸 경험이고, 제기해 낸 실용적, 전망적 전략
계획이다.”

업종협회 신분으로서 중국 섬유공업연합회도 스마트 제조는 섬유·의
류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 및 업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정부의 행정 자원 및 정치 자원을
운용해 스마트 제조를 가속화하고, 모종의 불리한 시장 신호가 형성되기
전에, 힘을 쏟아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응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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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자의 스마트화에 대한 태도 및 변화
알리바바 코뿔소 프로젝트는 의류업 스마트화 시스템을 통해 업종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노동자는 코뿔소 프로젝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요소이다. 코뿔소 프로젝트 인재개발 총감(總監)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체 프로젝트의 중심은 사람이다! 알리바바 생태 시스템은 사람 및
사람의 수요를 둘러싸고 존재하며, 그것이 생산해 내는 것은 사람의
즐거움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가 즐겁도록 해야 하고, 우선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일선 노동자
임금을 매월 10,000위안 (대략 한화 1,801,389원)으로 높일 수 있고,
본 지역·본 업종 평균 임금의 30% 정도 앞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치는 우리가 가장 좋은 노동자를 초빙하고, 가장 좋은 노동자를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높은 임금을 주지만, 우리 자신의 계산도 있다 ― 코뿔소 프
로젝트는 “종신 학습형”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모든 생산·판매·물류·
연구개발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었다, 현 단계의 코뿔소(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처해 있고, 기계학습·시행착오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는 노동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생산 라인 상의 나
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계학습의 강사이고, 알리바바 인공지능
의 스승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일상 습작을 데이터로 만드는데, 이것
이 바로 사람과 기계의 협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가 빈번하게
이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사람과 기계 간의 협력 효
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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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M 그룹과 코뿔소 프로젝트의 일선 직원 (반 조장 포함) 중의
90% 이상은 농민공이다. <표 4-8>은 AM 그룹 및 코뿔소 프로젝트의 직원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임금의 측면에서 볼 때, 두 표본 기업
내의 농민공의 소득은 중국 농민공 평균 소득 수준보다 훨씬 높다. 동시에
스마트화 정도가 더 높은 코뿔소 프로젝트는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
공한다. 하지만 스마트화는 또한 직원 간의 더 큰 소득 계층 현상을 불러
왔다. 코뿔소 프로젝트의 작업장 매니저(經理)의 임금은 일선 보통 노동
자의 5배이지만, AM 그룹에서 그 차이는 3배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첫째, 스마트화가 더 효과적으로 생산 수단을 배치하여, 노동생산성을 높
이기 때문에, 임금은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스마트 제조는
관리층을 감소시켰고, 생산 일선의 관리자가 더 큰 생산단위 및 생산능력
을 효과적으로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는 관리의 활력과 역량을
방출했고, 이것도 일선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소득 차이를 확대했다.

표 4-8

두 표본 기업의 의류 생산 모듈의 직원의 월임금과 노동시간 비교(2021년)

직책
일선 보통
노동자
반조장

작업장팀장

AM그룹

코뿔소 프로젝트

월임금(RMB) 최근3개월 일 평균 노동시간 (시간) 월임금(RMB) 시운행 기간 일 평균 작업시간(시간)
6,500

12

10,000

9

월임금(RMB) 최근3개월 일 평균 노동시간 (시간) 월임금(RMB) 시운행 기간 일 평균 작업시간(시간)
13,000

12

25,000

10

월임금(RMB) 최근3개월 일 평균 노동시간 (시간) 월임금(RMB) 시운행 기간 일 평균 작업시간(시간)
20,000

14

50,000

12

<표 4-8>은 또한 두 표본 기업의 일선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
여준다. 스마트 생산 배치 하에, 코뿔소 프로젝트 직원의 작업시간은 전통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305

생산모델보다 작기 마련이다. 특히 일선 보통 노동자에 대하여 스마트화
는 한층 더 그들의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그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AM 그룹과 비교할 때 코뿔소 프로젝트의 일선 보통 노동자의 일일 노동
시간은 3시간 더 작고, 소득은 50% 이상 더 많다. 코뿔소 프로젝트의 한
일선 여성 반(班) 조장은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가입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고, 급
여를 생산량으로 계산했고, 주말은 거의 쉬지 못했다. 어떤 때는 휴가
가 왔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출근했고, 나는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작
업장에 데리고 와서, 한 집안 식구가 함께 일을 했다. 바로 생산량을 높
여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내가 (코뿔소) 신공장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깨끗하고, 정연하
다는 것이었다 ― 정결하고, 분명하고, 생산조직과 관리명령이 특히
분명했다. 나의 소득은 배로 높아졌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면서 책을 보고 학습하고, 또한, (나는) 더 이상 전 가족을 끌고
와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공정의 놀라움이고, 인공
지능의 놀라움이다!”
“나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로봇이 온
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스마트와 산업용 로봇은 단지 최적화를 가
져올 뿐이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준다. 두려움을 말해야
한다면, 마땅히 저러한 전통 공장에서 파산을 두려워해야 하고, 미국
인, 일본인이 우리가 그들의 밥그릇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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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사례와 C프로젝트에서 스마트화, 고용관계와 노조
스마트화는 현재의 작업장을 구조조정하고 있고, 기업의 고용관계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스마트화 과정 중의 노조 및
노조의 작용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중국 과학기술의 거두와 섬유·
의류업의 융합은 필연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
으로 중국의 섬유·의류업은 고도로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국제관계 변화
에 매우 민감하고, 스마트화에 필요한 반도체칩 내지 인공지능이 의존하
는 알고리즘 행렬은 모두 국제시장, 외국 기업의 참여와 떨어질 수 없다.

1) 데이터를 초점으로 하는 정부-기업 간 제휴와 모순
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스마트 제조의 근본이다. 2017년부터 중국 정
부는 데이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데이터 요소를 경제의 기본 조건의
하나로 삼았다. 2020년의 “14·5 계획”은 데이터 요소를 더 강화했다.
“14·5 계획”은, 데이터 요소는 중국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구성 부분이고,
또한 중국 경제의 비교 경쟁 우위 및 중국 국가 안전의 핵심 요소라고 지
적했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영도층은
“당이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데이터의 통제
권은 중국 공산당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8년 이래,
중국 정부는 기업의 당 건설을 강화해서, 비공유제 기업에 전면적인 당조직
건립을 요구했다.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을 포함한 비공유제
기업에 자체적으로 개혁할 것을 장려하면서, 기업의 당위원회를 회사 거버
넌스 기구의 최상단에 설치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말 《회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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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당위원회가 회사 거버넌스 기구의 최상층이고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관리층 모두를 기업 당위원회 관리 아래 포함시
키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일련의 충돌
도 발생해 나온다.
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 과학기술의 거두는 데이터 소유권 및 기업
관리권을 두고 다툴 것이다. 중국 정부의 사고의 맥락에 따를 경우, 알리
바바 등 과학기술의 거두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국가의 데이터 센
터 및 데이터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시장의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운영
하고 데이터는 기업에 귀속되지만,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의 최종 결정권
을 보유하고, 기업 운영의 최고 감독권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과
관련하여 알리바바의 부총재는 이렇게 표명했다:

“시장과 기업의 운영은 객관적 규율을 따라야 하고 정치적 명령과 계
획경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공무원은, 빅데이터가
있고 국가가 온전한 정책 근거·정책 정보가 있다면, 다시 계획경제를
집어들 수 있고 정부와 국유기업이 자원을 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인식은 가소로운 것이다! 중국의 데이터 경제·하이테크 기
업이 오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뒤로 물러나고 정부가 시
장의 선택을 존중해 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개혁개방으로 권한을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대량 데이터의 우위가 있어 당신이 권력 집중을 시
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M 그룹은 오히려 정부와의 제휴를 원하고, 중국 정부의 기
대에 따라 기업을 개혁하기를 희망한다. 그룹 책임자는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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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등하지 못한 교섭이고, (기업은) 자각하여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인공지능 산업의 고
속 발전은 모두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업이 스마
트화 도입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정부의 “보이는 손”의 추
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발전을 허용할 경우 어떠한 제
도와 법률적 장애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발전을 막을
경우, 제도도 법률도 당신을 구할 수 없다. 우리의 대응 책략은 기업·
관리·데이터·지식재산권 모두를 개방해 국가에 주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 당위원회를 강화하고 있고, 당 건설을 크게 하고 있고, 당을 들
여오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다른 한 측면에서 기업 간의 데이터 소유권의 다툼은 수습되지 않는다.
코뿔소 프로젝트는, 제휴파트너 기업에 전체 데이터를 개방하고 코뿔소
프로젝트와 제휴파트너 기업이 데이터 소유권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제휴파트너 기업은 모두 중소형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빅데
이터의 처리와 분석 능력이 없다. 코뿔소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데이터 자원과 스마트 자원을 축적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프로젝트를 대
형 섬유·의류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종합한 코뿔소 프로젝트는 이미 대형 섬유·의류 기업과 경쟁
할 수 있는 기업 종합체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대기업에 비교하여 교
섭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단지 코뿔소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기에 중
국 정부에서 온 강력한 압력에 부닥쳤을 뿐이고, 또한 쌍방 간의 교섭 지
위도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시장 공간에서의 기업 간의 교섭도 정치 공간
에서의 행정 권력과 기업 간의 교섭으로 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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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그룹도 이미 매우 높은 스마트화 수준을 갖추었지만, 그들도 데이
터 소유권 문제를 언급한다. 그룹은 알리바바·바이두·텅쉰·화웨인 등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수립해, 서로 데이터 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유
한다. 하지만 AM 그룹은 여전히 과학기술 거두와 정기적 교섭을 진행하
면서, 하이테크 거두에 데이터를 AM 그룹 경쟁 상대 기업 및 동업종 기
업에 응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AM 그룹 고급 관리도, 자신들은 과학
기술 거두의 계약이행 감독 능력이 없고, 과학기술 거두가 전체 중국 섬
유·의류업 전체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 자신의 기업의 데이터가 필연적
으로 기타 기업에 이용될 수 있기에, 동 업종 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이래, 중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보편적으로 증
가했다. 2021년 8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국민경제의 연속적
안정적 회복 태세》 연구는 기업 취업자들의 매주 평균 노동시간이 47.7시간
으로, 중국 《노동법》이 규정한 주 44시간 최고 노동시간보다 높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노동법의 위반 상황이 중국 기업 가운데 보편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M 그룹에서 초과 근무 시간은 매우 일반적이다. 그룹은 《노동법》에
따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규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이 늘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표 4-9>는 스마트화가 중국 섬유·의류업
생산효율의 제고에 기여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스
마트화로 섬유업 생산성은 분명히 높아졌지만, 기성복 제조의 생산성은

310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오히려 그렇게 높지 못하다. 그 원인은, 기성복은 유행 조류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양식(樣式)이고 또한 유행복은 여러 종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
어 생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표 4-9

스마트화가 섬유·의류업의 일부 생산공정 부문의 생산효율에 끼친 영향(2021년)
생산부문

스마트화 개조 이후 생산효율 증가 비율

단추 (단추 달기)

+200%

날염

+150%

섬유 제조 전체 공정

+100%

남녀 정장 바지

+100%

신사복 셔츠

+80%

면방

+75%

내의

+75%

견직물

+10%

여성 잠옷

분명하지 않음

자료: 중국 섬유공업 연합회 인터뷰

관리 단계 측면에서, 스마트화는 일선 생산 단위의 직책 단계를 감소
시켰다. AM 그룹에서, 스마트 제조 수준이 심화된 이후 생산 라인의 반
조장급 인원수는 증가했고, 반조직 규모는 오히려 축소했다. 표5는 AM
그룹의 스마트화와 일선 생산 인원 규모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화는 생산 일선 직원의 수를 감소시켰고, 감소 비율
은 80% 정도에 달했다.
표 4-10

스마트화와 일선 생산 인원 규모의 변화
생산단위

전통 생산모형

지능화 도입 후

남성내의(런닝) 생산라인

20-40인

10-15인

여성브래지어KX 생산라인

50-60인

20-30인

정장바지 생산라인

50-60인

10-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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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그룹의 경우 스마트화 도입으로 대규모 인력 감원은 없었다. AM
그룹은, 스마트화는 우선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따라서 AM 그룹이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일선 생산 단위를 배치하게 되고 감축된 직원은
새로 설립한 부문의 작업에 투입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스마트화는 여성 직원에 더 좋은 직업 경력 발전 기회를 주었고,
기층 관리자 가운데 여성 직원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섬
유·의류 등의 제조업은 청년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한다. 스마트화
도입 후 여성 직원의 연령은 더 이상 직업 발전의 장애 요소가 아니다.
<표 4-11>은 여성의 수와 직무(崗位) 상황에 관한 것이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여성 직원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감소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여성 직원이 기층 관리자가 되었고, 2011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작업장의 여성 주임 비율은 9배 증가했다: 동시기, 여성 직원
의 평균 연령은 증가했고, 이것은 AM 그룹 직원 이직률이 비교적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인력자원부의 통계에 근거하면, 최근 5년 직원의 연간
이직률은 4.5% 이하를 유지했고, 동 업종 가운데 극히 좋은 수준에 속한
다; 작업장 여성 주임의 평균 연령은 높아졌고, 동시기 작업장 여성 주임
의 수를 그 비율의 증가와 대조할 경우, 연령으로 인한 여성 직원 승진의
제한 작용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스마트화
로 노동 강도가 약화되고, 여성 및 나이 많은 여성이 더 많은 생산 임무
를 완성할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승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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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스마트화와 여성 직원
직책

2011년

2021년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점유 비율

84.1%

75.0%

작업장 주임 중 여성의 점유 비율

5.2%

47.3%

여성 직원 평균 년령

28세

36세

여성 작업장 주임의 평균 년령

33세

41세

3) 공회(工會, 노조)
중국 공회는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를 받고, 지방에서 공회는 지
방 당위원회의 영도를 받는다; 기업에서 기업공회는 기업 당위원회의 영
도를 받고, 따라서 중국 공회는 당정(黨政) 일체형이고, 이것은 한국의 독
립적 노동자 조직과는 다르다.
스마트화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이고, 공회도 스마트
화의 확대에 협력한다. 전국과 지방 차원에서 중국 공회는 노동자 기술
훈련 등 경제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인력자본의 수준을 높이면서, 기업
생산의 스마트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 중국 공회의 경제활동부는 기업
인재훈련 작업의 재정적 지원을 전담해 책임지고, 경제활동부는 노동 모
범을 대상으로, 노동 모범이 각 소재 기업에 “노동 모범 창조공작실”, “장
인 인재 창신공작실”을 건립하면 매년 3만 위안 내지 20만 위안 (대략 한
화로 5,404,167원에서 36,027,780원)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중국 공회
는 작업장의 멘토링, 일하면서 배우기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전체 인
력자원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동시에 기업을 위해 인재 풀(pool)을 배양
하기를 희망한다. 2020년까지 중국 각급 공회는 이미 전국에 72,000여
개의 “노동 모범 창조공작실”을 건립했다.
본 연구의 표본 기업 가운데 알리바바 그룹은 공회를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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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알리바바 그룹은 2000년 기업의 당지부를 설치하고, 2008년 5월
당지부가 기업 당 위원회로 확대되었지만, 그룹은 줄곧 공회 설립을 억제
해 왔다. 그것의 중요 원인은 바로 알리바바의 직원 임금 수준이 매우 높
아, 직원이 (임금 수준에 비례하는 ― 역자) 큰 액수의 공회 회비를 납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공회 회비는 두 부분
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기업이 납부하는 회비로, 임금 총액의 2%이다. 중
국 정부는 기업 관리자와 기업 고위 관리자도 노동자로 동일시하기 때문
에 기업 납부액은 극히 크다; 다른 하나는 직원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로,
개인의 기본 임금의 0.5%을 차지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공회 회비의
60%는 기업 공회에 반환되어, 기업 공회의 활동비로 쓰이고, 나머지
40%는 상급 공회에 남겨둔다. 알리바바 직원은 공회 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업이 이 돈을 직원 복지에 직접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룹 사무실 부주임은 그 도리를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의 평균 월 임금은 3만 위안 (RMB, 한화로 대략 5,404,167원)
이고, 공회 회비를 납부할 경우, 기업과 직원 본인 모두에게 큰 돈이고
부담이다. 공회는 직원이 자원해서 설립되는 조직이고, 우리 이곳의
공회가 몇 차례 동원하러 왔지만, 우리 직원은 모두 사절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국 공회의 핵심 사업은 직원 서비스이고,
직원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또
한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큰 액수의 돈을
특수 비용으로 내어 직원 복리 개선, 직원 활동 지원, 직원 개인학습
지출의 정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314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AM 그룹은 기업 공회를 세웠고, 기업 공회는 AM 그룹 당위원회의 영
도를 받는다. 2021년 3월, 공회 조직률은 92%이다. 신입 직원이 입사하
면 매번, 인력자원부와 신입 직원이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때, 공회 대표
는 모두 그곳에 가서 신입 직원들에게 공회의 장점을 선전하고, 현장에서
신입직원에게 《공회 입회 신청표》를 건넨다. 통상 95%의 신입 직원이 공
회에 가입한다. 2018년부터, 중국 공산당 베이징시 위원회는 기업에 당
건설 (당 건설은 즉 당조직 건설이다)을 확대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점은
기업 공회 및 기업 공청단 등의 조직을 기업의 당위원회 시스템으로 포함
시켜, 기업의 당군공작부 (즉 당의 대중 작업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업
공회는 당군공작부의 과科와 실室이다. 2021년 7월, AM 그룹 공회는 조
직개편을 진행하고, AM 그룹 당군공작부를 건립하여, 기업 사회책임부
의 고발처리 직능과 부분적인 정부관계 직능을 병합하는 것을 탐색했다.
스마트화 측면에서 AM 그룹 공회는 기업의 생산 업그레이드에 협력
하지만, 2014년부터 공회는 2년마다 열리는 임금 단체협상 (즉 한국의
단체교섭)을 이용하여,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가
급적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체 계약에 넣었고, 그럼으로써 ”기계에 의
한 사람의 대체“가 노동자에게 조성하는 부담을 해소해, 노동자 대오를
안정시켰다. 동시에 공회는 노동자 교육을 단체 계약에 집어넣었다.
2019년의 단체 계약에서, 그룹은 매년 직원 교육비의 인상과 3% 이상의
인상폭 안을 받아들였다.

바. 시사점
섬유·의류업은 중국 경제의 지주 산업이고, 고도 국제화의 양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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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스마트화의 발걸음은 극히 빨라, 알리바바·텅쉰·바이두 등 과학기
술의 거두는 모두 이 업종의 생산 가운데로 이미 개입해, 인공지능 통제
센터를 핵심으로 하여, 연구개발·생산 조직·작업장 건설 및 배치·공정 배
치·판매·물류 등 부분의 전체를 연결했다.
그러나 기술을 통한 산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섬유의류산업 스마트화 발전의 취약점은 “중국 스마트 제조”의 문제를
반영한다. 첫 번째는 국제관계의 영향이다. 섬유·의류업은 중국의 제2대
수출 부문이고, AM 그룹을 사례로 들면, 그 자체 브랜드 제품의 30%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OEM 고객은 미국과 EU에서 오고, 미국 시장은 그
룹 이윤의 40%를 차지한다. 최근 1년 사이, 미국에 수출한 제품은 모두
미국 세관의 저지를 받았는데, 미국 세관이 그 제품에 신장 면화 성분이
함유된 것을 검측해 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M 그룹은 큰 손실을 보
았다. AM 그룹의 스마트화는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AM 그룹은 미국 시장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
이 과학기술 거두와의 제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두 회사는
이미 AM 그룹의 현재 스마트 작업장의 유지보수에 출자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 조건은 AM 그룹이 바이두 회사의 방안에 따라 소
주의 기지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AM 그룹의 바이두 회사
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가 전 세계 산업 사슬 및 기술 수출에 끼치는 영향
이다. 중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인공지능 산업·산업용 로봇 산업은 고도
로 국제화되어 전 세계적 생산 사슬에 깊게 융합되었다. 미국 기업은 스
마트화에 필수적인 구동 시스템을 제공해 왔고 또한 인공지능 유지보수
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속품도 제공해 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수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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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 코뿔소 프로젝트는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알
리바바는 부득이하게 수출통제정책이 발효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를 비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클라우드 컴퓨팅·산업용 인터넷의 교체
갱신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순한 구매와 비축으로는 장기적 발전
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두 표본 기업은 모두, 만일 미국 정부가 중
국 기업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3년 내 중국 기업
스마트화 진행 과정은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창조 능력은 추락할 것
이고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영향이다. 중국의 스마트화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 촉진으로 이익을 얻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화 진행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최대 변수이다. 코로나 상황 이래, 중국 정부의 태
도는 변했고, 정부는 과학기술 거두와 더 이상 제휴 관계를 유지하지 않
고,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 기업에게 데이터 관리권을 중국 공산당에 넘기
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회사 거버넌스 기구의 개혁에 속도
를 내고 있고, 당조직은 회사 거버넌스 기구의 정상을 차지했다. 코뿔소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미국의 수출 통제는 장기적 위험을 야기했고; 중
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바로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중국
국내 정치 추세는 기업의 생산 운영에 구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능화 자체의 문제다. 기술 진보는 생산설비와 제품원료를
동시에 바꾸는데, 때로는 이것이 동시적이지 않다.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속도와 비교해 원료 기술 업그레이드의 속도가 아마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이로써 기계는 새로운 원료 제품을 처리하지 못하고, 기업은 인공
생산의 모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표본 기업 모두 유사한 문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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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산업용 로봇이 유연 재질의 섬유품 소재를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
에 봉착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유연성 섬유는 나노기술 등을 채택했는
데, 이것은 매우 선진적인 소재로, 천을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인체
특징에 근거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산업용 로봇은
이러한 종류의 소재를 처리하지 못한다. 소재가 너무 유연해 소재 전송의
곤란을 야기했고, 천은 생산 라인 위에서 자동화로 전송될 수 없다. 따라
서 AM 그룹과 코뿔소 프로젝트는 모두 인공 생산 라인을 남겨서, 유연성
섬유 소재의 의류 생산을 전담해 처리한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볼 때, 변혁은 이미 발생해, 스마트화는 노동관계
관리의 양성(良性) 변화를 가져왔다 ― 일선 생산 단위는 탄력적으로 변
했고, 노동자와 기층관리자의 소득은 현저히 높아졌고, 작업시간은 축소
되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더 큰 직업 경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스
마트화는 인력 수요의 첨예한 감소를 불러왔고, 취업과 스마트 간의 균형
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의 규모 우위를 충분히 운용하여, 남아도는 노동력을 기타 경제 부문
의 취업으로 원활하게 소통시켰고, 동시에 중앙정부는 공회·정부 각급
단위 부문·업종협회·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자에게 인재 육성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인력 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밖에 중
국 정부는 노동관계 거버넌스와 민심 통제를 확대하고, 강력한 수단을 사
용하여 노동자-자본 간의 대규모 충돌의 출현을 방지한다. 기업 측면에
서 여러 기업은 직원 관계의 다양한 책략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 중의
표본 기업의 공회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기계의 사람 대체” 문구를 없앴
다. 기업 관리자도, 스마트화로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고 스마트화로 높
은 자질의 인재 대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상이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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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간의 기술 진보 속도는 결코 동일하지 않고, 원료의 개량 속도가 생
산설비의 업그레이드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설비로는 여
전히 유연 성질의 원료를 처리하기 어려워, 기업은 부득이하게 인공 생산
라인을 남겨두어, 생산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표본기업
모두 인력감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에 힘
쓰면서 기업의 전체 경쟁력을 높인다.
하지만 중국 섬유·의류업의 스마트화는 일부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다.
2021년, 원래의 발전 태세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으며, 국제관계와 중국
정부의 태도는 섬유·의류업에 대해 쌍중 영향을 끼치면서, 불확정성이
증가했다. 한국의 정치경제 골격과 달리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의 국가와
시장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다. 시장·자본·노동에 비하여 국가는 절대
적 권력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 전략은 스마트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과학기술 거두를 해체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활동과 노동생
산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스마트화는 전 세계적 협력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 중·미 관계의 악화로 중국 기업은 스마트화에 필수적인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단기 내에 이것은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써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의 교체 및 갱신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실행한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연구 질문에 따라
시사점을 논의하도록 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을 변
화하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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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의 산업이 해당 국가 경제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 결과 노동력
에 의존하였던 산업이 자본과 노동력에 동시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떠한가 이다. 중국과 한
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화를 추
구하는 것을 국가단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중국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량을 넘어서 생산을 감행하는 경향을 볼 때, 중국의 경우 스
마트화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 강도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
섬유의류산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
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과정의 변화를 만들
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과 달리 한국 정부의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디지털화 정책의 추진 또한 좀 더 강력하게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 산업의 발달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로 하지만 중국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
고, 각 기업들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화 추진이 기술 도입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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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고용관계를 변화시키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기술의 도입은 고용의 양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질을 변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다. 먼저,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근로조건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양국 모두 기능직과 기술직 근로자들의 지식 및 숙련 요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노동자가 ‘선생’으로의 역할을 부여 받는
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AI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
지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에서 기존과는 다른 일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식의 종류와 숙련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리고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지급하는 보상의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련 산업 내 인력의 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
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으로 작업시간
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불량의 감소와 동시에 생산성의 증가는
초과근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고용의 양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단순 기능공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로 인하여 대체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술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은 스마트 기술을 운영하과 관리할 수 있는 인
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국 모두 관력을 국가단위에서 양성하여 기업체
에 공급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 이다. 한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두 사례 모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 321

디지털화에서 노동조합의 반응과 역할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경
우는 노동조합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화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
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근로자와 회
사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이다. 중
국과 한국 기업사례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
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생
산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면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기술을 중요한 혁신 드라이브이기는 하지
만, 기술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
러한 인력의 지식과 숙련 요건이 점차 상승한다는 점에서 인력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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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제1절 들어가며
디지털 기술 발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나는 로봇기술의 도입(robotization)이며 다른 하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전자
와 관련해서는 주로 일자리의 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봇
이 인간을 대체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
편, 후자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노동이 거래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전일
제 정규직 고용형태가 비전형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불안정 고용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자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장에서는 후자에서 언급된 디지털 기술 발전의 영향에 집중하여 한
국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음식배달플랫폼 노동시장에 관한 사례 연구를 시행하였다. 한국
과 중국 양국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디지털 기술 뿐 아니라 1인가
구 증가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 등에 의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구에서도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의 유형은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와 크라우드워크형 플랫폼
노동자로 나뉘는데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직업을 보면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은 물론 청소, 집안정리, 심부름, 애완견 돌보기 등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
와 자영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호출형
플랫폼 노동이 많아 고용지위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그동안 특고 노동에 내재된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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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인 열악한 노동환경, 불안정한 고용, 사회안전망 배제 등의 문제들
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 중에서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안전의 문제
까지 가중되어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 형태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음식배달플랫폼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음식배
달플랫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양국에서 많은 선행연구
들이 존재하고 영미권 학계에서도 주로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대상으로 Ping & Chen(2021), Lei(2021), Ping, Chen & Rani(2021)
등 관련 논문들이 여럿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 사
례를 비교한 연구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산업, 특히 음식배달이라고 하는 소업종 내에서
유사한 기술체계가 새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고용관계 하의 노동과정
및 노동자 구성과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 노동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 전통적 노사관계와는 다른 집단적 목소리 전달 메커니즘이 발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적 맥
락과 고용관계의 기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우선 다음 절에서 한
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3절에서 중국 사례를 소개한 이후에 4절에서 양
국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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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
한국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이 생활의 일부
로 여겨질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노동
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적지 않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헌을 통
하여 기존 정보들을 재가공하였다. 나아가 중국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
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주문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상급
단체 없이 활동하는 독립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을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중 6~9월에 걸쳐 각 1회씩 이루어졌다.
음식배달플랫폼 노동시장의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배달플랫폼 노동에 대한 영향, 배달플랫
폼 노동자와 플랫폼기업의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 과정, 향후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 개괄
디지털 기술 발전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경제를 탄
생시켰다.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과 조직, 자원의 상
호작용을 매개하고 이를 통한 가치 창출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장으로 정의된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경제
(platform economy)를 기반으로 하는데, 플랫폼 경제란 플랫폼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경제를 의미하며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난 대
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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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는 점에서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경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는 음식배달서비스, 대리운전, 청
소, 가사서비스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관한 서비스와 IT 프로그래머, 디자
인작업, 번역, 법률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도 다양하게 포함되
어 있다.
<표 5-1>에서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크게 웹 기반의 크라우드
노동과 지역 기반의 호출형 긱(gig) 노동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숙련 수
준에 따라 다시 크라우드 노동은 미세작업 크라우드 노동과 자유계약시
장의 IT 플랫폼 노동으로, 긱 노동은 운송 및 배달 서비스와 가사 및 돌
봄 서비스로 나뉜다.(정흥준 외, 2020)

표 5-1

플랫폼 노동 유형
저숙련

중숙련·고숙련

크라우드 노동/웹기반
(Cloud work: online digital
labor)

미세작업 크라우드 노동(Microtasking
crowd work) (예: Amazon Mechanical
Turk, 크라우드웍스)

자유계약시장(Freelance
marketplaces)
(이랜서, 위시캣, 프리모어, 크몽)

긱 노동/호출형
(Gig work: location-based
digital labor)

운송 및 배달 서비스(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사 및 돌봄 서비스(대리주부,
청소연구소, 놀담)

자료: 정흥준 외(2020),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 작업과정이나 기술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
다. 플랫폼 노동은 독립도급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디지털
버전이라고도 일컬어지며(김준영, 2018), 플랫폼 노동자의 가장 전형적
인 종사상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다(장지연, 2020). 따라
서 플랫폼 노동자는 독립도급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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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계에 있다.(<표 5-2> 참조).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것은 자본, 금융, 노동으로 다양한데 그 중에서 자본이나 자산을 거래
하는 자산임대 플랫폼과 판매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준영, 2018).

표 5-2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도
플랫폼이용
여부

종사상지위

유형

주요 직무

×
임금노동
독립
노동자

노동
플랫폼
플랫폼 이용
비임금노동
(자영업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노동자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심부름, 의료요양 등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자

통번역, IT, 디자인 등

판매플랫폼

ebay

자산임대플랫폼

Airbnb

전통적 자영
자료: 장지연(2018); 김준영 외(2018), 저자 재작성.

우리나라에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적인 통계조사는 없지만, 최근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 추산을 위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
다. 전국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규모 추계를 시도한 장지연(2020)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으로 광의의
정의를 적용할 경우 단순구인구직앱이용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포함
하여 한국의 플랫폼노동자는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
사자를 제외한 협의의 플랫폼노동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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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달·운송 종사자는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참조)
표 5-3

플랫폼노동자 규모 추정
15-64세 인구
취업자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사람
전자상거래
종사자

전체
사례수(명)

90,000

비율(%)

노무제공자
단순구인구직
플랫폼노동자
앱이용자

59,106

4,500

93

3,865

542

100

7.61

0.16

6.54

0.92

1,826

38

1,570

220

추정규모(천 명)

자료: 장지연(2020), 「전국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플랫폼노동의 유형 가운데 일거리는 플랫폼으로 구하지만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수행하는지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지 구분해서 직업별 비중
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오
프라인에서 수행하는 플랫폼노동 가운데 배달·운송노동자가 67.8%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4> 참조)
표 5-4

플랫폼노동 종류
온라인

오프라인

1. IT

25

(11.3)

1. 배달·운송

282

2. 전문서비스

19

(8.7)

2. 가사

21

(5.0)

3. 창작

33

(15.0)

3. 전문서비스

49

(11.8)

4. 단순직업

43

(19.7)

4. 주문제작

10

(2.5)

5. 전자상거래

94

(42.7)

5. 임대업

0

(0.0)

6. 기타

6. 기타
전체
5를 뺀 나머지

6

(2.6)

219

(100.0)

126

(57.3)

전체
5를 뺀 나머지

(67.8)

54

(13.0)

416

(100.0)

416

(100.0)

자료: 장지연(2020), 「전국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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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직업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분야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김준영(201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주요 직업 분포
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등이 가장 규모가
크고, 여성은 음식점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등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5> 참조).

표 5-5

성별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주요 직업
(단위: %)
남성

여성

직업

취업자 비율

직업

취업자 비율

1

대리운전

26.0

음식점보조, 서빙

23.1

2

화물운송

15.6

가사육아도우미

17.4

3

택시운전

8.9

요양의료

14.0

4

판매, 영업

6.5

청소, 건물관리

10.9

5

청소, 건물관리

5.9

판매, 영업

10.0

6

다양한 단순노무

5.7

화물운송

4.1

7

음식배달

5.0

통번역

4.2

8

퀵서비스

3.7

대리운전

2.9

9

음식점보조, 서빙

2.7

사무지원

2.1

10

교육, 강사

2.4

음식배달

1.9

자료: 김준영 외(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경제는 노동환경 측면에서 전통적인 임금노동과 그 성격이 매
우 다르다. 전통적 임금노동자가 공장이나 사무실 등 공동 작업공간에 모
여서 집합적인 노동을 하는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의 집, 거리, 고객
이 요구하는 장소 등 노동을 하는 장소에 있어 매우 유동적이다. 또한,
전통적 임금노동자의 경우 작업시작 전에 고용주의 명령에 의해 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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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내용이 결정되며 노동소득은 작업시작 전에 임금 형태로 결정되는
것에 반해,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에서 작업 지시가 이루어지고 수행한
노동 양에 의해 임금이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고용계약 측면에서도 임금
근로자가 고용주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표 5-6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임금노동자 비교
전통 임금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작업 장소

공동 작업공간(기업, 공장)

노동자의 집, 거리 혹은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유동적)

작업 결정

작업시작 전 고용주의 명령

노동플랫폼의 중개(많은 경우 선착순)

노동소득

작업시작 전에 임금 형태로 결정

수행한 노동 양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

고용계약

고용주와 장기계약 체결

고용계약 체결 없음. 플랫폼은 중개만 할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자료: 김준영 외(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장지연(2020)의 연구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약 절반 정도는 플랫폼
에서 일자리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7> 참조)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살
펴보면, 플랫폼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월 평균 19.4시간, 하
루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평균적으로 238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랫폼 노동을 부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열흘 정도 하루 평균 4.3시간을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소득은 한달에 55만 원
가량 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8>과 <표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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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플랫폼 노동자와 주·부업 비중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주업

48

(37.8)

221

(53.2)

269

(49.7)

부업

78

(62.2)

194

(46.8)

273

(50.3)

합계

126

(100.0)

416

(100.0)

542

(100.0)

자료: 장지연(2020), 「전국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표 5-8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일수와 시간
주업

부업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한달 중 ( )일

19.4

10.3

14.1

15.1

14.8

하루 ( )시간

8.7

4.3

5.3

6.9

6.5

자료: 장지연(2020), 「전국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표 5-9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주업

부업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월평균 소득액(만 원)

238.4

54.8

116.1

154.9

145.9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90.9

21.7

42.1

60.3

56.0

자료: 장지연(2020), 「전국 플랫폼노동 규모 추계 연구」, 고용노동부.

2. 한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최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산업 중 음식배달플랫폼산업이 급격히 성
장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으로부
터 서비스를 평가받고 사실상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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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가.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의 현황
한국의 외식산업 현황은 통계청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를 통
해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
하여 전국 외식산업 현황을 분석한 정흥준 외(2019)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외식업 사업체 수와 매출액, 전체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1~3] 참조)
먼저, [그림 5-1]을 보면,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5-2]의 음식점업 매출액 추이를 보면, 사업체 수 증
가와 더불어 음식점업의 매출액도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인 사업체 수와 달리 매
출액은 2008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에서 제시된 음식점업 종사자 수 추이 또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음식점업
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가 발견되
며, 특히 매출액이 2016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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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사업체 수 추이(2006~2017)
(단위: 개)
558,957

560,000
540,636
540,000

520,000

512,653
499,032

500,000
486,345
480,000

470,006

460,000
443,193

444,972

442,205

444,589

2006

2007

2008

2009

440,00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자료: 정흥준(2019),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그림 5-2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매출액 추이(2006~2017)
(단위: 백만 원)
15,835,394

16,000,000
14,634,479

14,675,000
13,350,000
12,025,000
10,925,407

10,839,938

2013

2014

10,700,000
9,375,000

9,458,601

9,518,927

2011

2012

8,625,940
7,849,133

8,050,000

7,308,699

6,725,000
5,612,525
5,400,000
2006

2007

2008

2009

2016

2017

자료: 정흥준(2019),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그림 5-3

전국 음식점업 및 비알콜 음료점업 종사자 수 추이(2006~2017)
(단위: 명)
558,957

560,000
540,636
540,000

520,000

512,653
499,032

500,000
486,345
480,000

470,006

460,000
443,193

444,972

2006

2007

442,205

444,589

2008

2009

440,000
2011

2012

2013

자료: 정흥준(2019),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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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6

2017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음식배달대행업에 관해서는 통계청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자료는 없다. 하지만 2020년 한국농총경제연구
원이 작성한 ‘2020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음식점업
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배달대행업체 이용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020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식업체 중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는 약 19.9%이
며, 배달대행을 이용하는 업체는 15.4%로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 현황
배달앱 이용 현황

19.9

배달대행 이용 현황

예

예

15.4

80.1

아니오

84.6

아니오

자료: 2020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세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43.0%)과 중식(36.0%)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한식(13.7%)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
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2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세
업종 중에서는 치킨전문점(79.4%)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
점업(65.9%)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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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비중은 15.4%로 나타났는데, 상
세 업종별로는 일식(33.0%)과 서양식(26.3%)의 배달대행 사용 업체 비중
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대행 이
용 비중은 17.8%인데,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61.8%)
과 치킨전문점(61.6%)이 배달대행업체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0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일반
음식점

업종

일반
음식점 외

운영형태

기타
음식점업

사례수

배달앱 이용

배달대행 이용

3,008

19.9

15.4

소계

1,436

17.0

13.5

한식

1,064

13.7

11.3

중식

146

36.0

23.2

일식

93

43.0

33.0

서양식

90

34.5

26.3

기타 외국식

43

19.9

16.3

소계

1,572

23.0

17.8

기관 구내식당업

87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13

41.4

41.4

제과점

133

27.6

19.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53

65.9

61.8

치킨전문점

204

79.4

61.6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41

24.9

20.6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67

22.2

22.1

주점엄

263

5.7

3.7

비알콜 음료점업

411

14.0

7.7

프랜차이즈

1,063

44.2

33.3

비프랜차이즈

1,945

10.9

8.8

자료: 2020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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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쇼핑동향 자료가 음식서비
스의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표 5-1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식서비스의 온라인쇼핑 거래규모는 2017년 2.7조원
에서 2021년 21.4조원으로 5년 새 여덟 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2.4조원에서 20.8조 원으로 크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서비
스 배달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2021년
에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1년 모바일을 통한 음식서
비스 주문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2017~2021
(단위: 조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

2.7

5.3

9.7

17.3

21.4

음식서비스 모바일쇼핑 거래액

2.4

4.7

9.1

16.4

20.8

모바일쇼핑 비중(%)

88.9

88.7

93.8

94.8

97.3

주: 2017~2020 자료는 연간 자료이며, 2021년은 5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17~2020.

한국의 O2O 플랫폼 기반 음식배달 시장이 해외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분리된 구조라는 점이다. 외국의 경
우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가 보편적인데, 이는 음식배달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문화에서 O2O 중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음식배달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영아, 2019) 반면, 한국의 경우 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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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 이전부터 음식배달이 활발했기 때
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소규모 형태의 배달대행업체들이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배달서비스의 구조는 주문자가 전화나 음식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기사에게
음식 배송을 의뢰하고 이를 수락한 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수령하여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음식배달서비스 구조

자료: 장진희·손정순(2019), 지역수준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 음식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19-9.

배달 대행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그림 5-6] 참조), 음식주문과 배달
대행이 결합된 형태(통합형)와 전국 가맹점형 음식배달대행 형태(가맹형)
로 유형이 나뉜다. 먼저, 통합형은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원서비스 형태
로 이루어지며, 배달대행플랫폼사가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앱을 같이 운영
하여 배달원들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으며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통합형은 주문중개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가 주
문과 배달을 동시에 관리하며, 주문중개업체의 자회사인 배달중개업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등)가 있다. 크라우드소싱형(배민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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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위탁 대상은 부수입을
원하는 회사원 및 주부, 대학생 등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배
민커넥터의 경우 배달 날짜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맹형은 고객이 전화 또는 음식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배달대행 플랫
폼에서 배달대행 앱을 통해 그 하위 단위에 있는 배달대행 지사(직영과 대
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 소속 음식배달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주문을 선택하
여 배달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즉, 가맹형은 주문대행과 배달대행이 완전히
분리되어 이뤄지는 방식으로, 주문자가 음식주문앱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물
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배달대행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전송받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음식배달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주문을 선택하여 배달
하는 형태이다. 가맹형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본사(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가 지역배달 대행업체에게 배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지역배달
대행업체(허브지사·스테이션)는 라이더를 관리하고 오토바이를 대여한다.
그림 5-6

배달 대행 구조

자료: 조규준(2021),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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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형이 현재 음식배달서비스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통합형은
해외의 음식배달 서비스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나 국내에서
는 주문과 배달을 모두 대행하는 자체배달의 점유율은 아직 낮은 상태이
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 주문에 비해 통합형 배달 라이더 수가 부족
해서 성수기 시즌이나 피크타임의 음식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힘든 문제
점이 있어 배달 지연으로 인한 주문취소나 고객평점 하락 때문에 가맹형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더 입장에서는 통합형보다 가
맹형이 거리상으로 커버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배달할 수 있
고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쿠
팡이츠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통합형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음식주문배달 업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음식배달
대행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2021)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월간 사용자수는 배달의 민족(1,066.1만 명),
요기요(531.2만 명). 쿠팡이츠(74.8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2020) 자료에 의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운
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사용자점유율은 총 1,276만 명(중복제외)으로
전체 월간 사용자 가운데 9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4)(<표
5-12> 참조)

124) 닐슨코리아클릭 자료(2020.9월 기준)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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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2021. 4월 기준)
(단위: 만 건, %)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오

월별순이용자

1900

757

482

20

20

점유율

59.7

23.8

15.2

0.6

0.6

자료: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시장을 양분하다가 지난해 등장한 쿠팡이츠가 급격히 성장하면
서 시장이 삼강체제로 재편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배달의민족이 딜리
버리히어로와의 기업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길었
고 그 기간 동안 공격적인 대응이 힘들었기에 그 사이 쿠팡이츠가 공격적
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그
림 5-7] 참조)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모회사인 쿠팡이 로켓 배송과 같이
운송·물류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식배달업에서도 저력을 발
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지표로 삼고 있는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거의 같은 수
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이츠의 등장은 배달대행 구조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가 한번에 한 건만 배달하도록 하는
쿠팡이츠의 배달방식을 배달의민족에서도 도입하여 ‘배민1’ 서비스를 시
작하였다. 한편, 공공배달앱도 인기배달앱 9위를 차지하며 시장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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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음식주문중개앱 시장 점유율 변화

자료: 모바일인덱스(2021.7.)

음식 배달대행업은 인접분야에서 활동하던 플랫폼 기업들이 음식배달
분야에 진입하면서 성장해 왔다. 2001년 설립된 ‘인성데이터’는 퀵서비
스 분야에서 기업의 퀵서비스 요청을 퀵배송기사들에게 중개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공급하여, 퀵서비스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회
사 ‘생각대로’를 설립하여 음식배달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주
문대행과 배달대행을 통합하지 않고, 기존 배달대행사에 음식점과 라이
더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여 서비스를 중개함으로써 시장점
유율을 빠르게 확보하였다. 실제 이들의 업종은 대부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
배달대행업체는 자체 영업을 통해 음식점과 라이더를 확보하여 효율
적인 배송대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달대행플랫폼이 제공하는 프로그
램을 활용해 배달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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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나, 플랫폼이 서비스 대비 더 많은 이익
을 가져가는 구조를 띈다. 배달대행사와 플랫폼사 간의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건당 약 50~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배달대행앱 시장 현황(2020년 12월 기준)
(단위: 개)

배달대행앱

바로고

생각대로

만나플러스

부릉

스파이더

월 배달 건수

1,675

1,500

1,400

700

400

주: 생각대로, 부릉은 업계 추산치
자료: 매일경제(2021.3.11.) “배달 생태계 지각변동-쿠팡 약진, 라이더 쟁탈전, 요기요 매각 ‘관전포인트’

나. 음식배달플랫폼 업체 사례
1) 기업 일반현황
우아한형제들은 2010년에 시작한 음식배달플랫폼 기업이다. 한국의
음식주문 앱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현
재 종사자 규모는 1,700명으로 이 중에는 배달대행 자회사인 우아한청년
들에 소속된 400명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인력을 직군별로 구분하면
개발 직군과 비개발 직군으로 나뉘며, 비개발 부문의 주요 직군은 기획,
디자인, 마케팅/브랜딩, 백오피스(스텝) 직군으로 이루어진다.
IT업계 특성상 개발자 인력 확충이 중요한 만큼 인력구성도 개발자 직
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30대 초반으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약 6:4
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리더(팀장 이상)의 비율도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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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전망
우아한형제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주문 중개 앱 배달의민족은
2019년 매출액이 8조였으나 2020년에 15조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하였
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매년 매출액이 2배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주요 이용자층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20~30대 이용자 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이
후 40~60대 이용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가 진정된 이후에도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이 현재의 규모로 유지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음식배달앱 이용 경험이 확산됨으
로써 음식주문 앱 이용의 편의성을 경험한 이용자들이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앱을 이용한 음식주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형 비즈니스로, 지방의 경우 음식점과 집의 물리
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달이 어려우므로 향후에도 지역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3) 비즈니스 구조
우아한형제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 변화, 새로
운 업체의 진출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 등에 발맞추어 비즈니스 구조
를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음식주문만을
중개하는 서비스(“배달”)와 음식 주문과 자회사를 통한 배달대행까지 수
행하는 통합서비스(“배민1”)가 있다.
먼저, 음식주문 중개만을 하는 서비스의 경우, 음식주문앱을 통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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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으로 주문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배달은
음식점에서 계약된 배달대행업체가 맡아서 수행한다. 한편, 음식주문앱과
배달대행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통합형 서비스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직접
계약한 라이더를 통해 배달을 수행하며, 주문을 여러 건 묶어서 픽업하고
비슷한 전달지로 배송하는 ‘묶음배송’에서 한 번에 한 건만 서비스 하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명칭도 ‘배민1’으로 변경하였다. 배민1의 배달
대행 서비스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며 라이더들은 이륜차, 자전거, 킥보
드, 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한다.
배민1은 2021년 6월 8일에 시작되어 2021년 8월 현재 서울 8개 구에
서만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배달의민족을 이용한 거래 중 ‘배민1’ 서
비스의 비중은 3%, ‘배달’ 서비스 비중은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음식중개와 배달대행을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배민1의 비중
이 매우 낮은 상태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배민 1 서비스 제공 지역
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IT개발자 없이 배달대행앱
의 운영만 전담하고 있으며, 이 배달프로그램은 우아한형제들에서 제작
하여 우아한청년들에 제공하고 있다. 매출발생 구조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주문중개 중심으로 소상공인 음식점주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우
아한청년들의 경우 배달대행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4) 비즈니스 확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음식배달플랫폼 기업이 비즈니스 확장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앱을 유지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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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음식주문앱 관리는
크게 앱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와 백엔드에 대한 유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와 관련된 기술은 매우 단순한 반면 백엔드 관리에는 엄청난 수
의 개발자들이 투입된다고 한다. 배달의민족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월
별로 수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월
수천만 건의 거래량에 대한 정산 시스템 유지 인력, 음식점 메뉴와 가격,
원산지 표기 등 각종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인력,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과부하 등에 대비하는 인력, 보안 문제에 대응하는 인력 등 다수의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기업 간의 주요한 갈등 요소인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관해서는 AI 배차 시스템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기술로,
아직 고도화된 로직이 개발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AI 배차 콜을 거부하는 라이더
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향후 음식주문플랫폼 업계의 기술발전에 관한 전망은 배달앱 측면과
라스트마일 측면 두 가지로 예측하고 있는데, 라스트마일 측면에서는 플
랫폼 노동이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그
룹의 전략도 그에 맞추어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퍼 로컬 라
스트마일 서비스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달서비스를 위한
배달로봇이 개발되어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 향후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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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배달플랫폼의 인력활용과 노동과정을 둘러싼 쟁점
현재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11만
5천 명의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장지연, 2020).
그 중 대표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배달라이더 간의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즉 음식주문중개앱(배달의민족)
을 통해 들어온 주문에 대한 위탁계약을 라이더와 체결하는 것을 의미
한다.
배민1 서비스의 전신인 “배민라이더스”의 경우 배달라이더를 직접 고
용 하였으나 프리랜서 라이더의 임금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 고용 라
이더의 임금이 그에 못 미치기 떄문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프리랜서 라
이더로 회귀함으로서 현재는 직접고용 라이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임
금 문제 외에도 산재보험의 경우 파트타임 라이더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의 장점이 크지 않고 여러 플랫폼과 자유롭게 계약
을 맺을 경우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의 유인이 실패한 것
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소싱형 라이더의 수는 2020년 2월 배
민커넥트 자료에 의하면, 배민라이더 2,283명, 배민커넥터 1만 1,655명
이 활동하고 있으며, 라이더 유니온은 배민커넥터 수를 2020년 10월 기
준 7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배달라이더의 인적 특성과 소득 및
배달요금 등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연령층은 20-30대가 대
부분이며 40대도 일부 있다. 성별은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200-400만 원/월 수준이다. 배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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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당 최저배달료가 3,500원(쿠팡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
며, 기본요금 구간인 1.5킬로 이후로는 1킬로 당 500원씩 할증된다.
음식배달플랫폼의 노동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산업재해로부
터의 보호와 관제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안전문제를 살펴보도
록 하자. 배달라이더의 종사상지위가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됨
으로서 전속성 기준과 적용 제외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에서 보호받기 어
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배달노동자는 높은 사고 위험에도 불구
하고 20대의 경우 일반 상업용 보험을 들게 되면 연간 보험료가 2~3천
만원에 달하기도 하는 등125) 플랫폼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제도가 무엇보다 중요
한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률이 47.8% 수준으로 절반 이하
로 나타나고 있다(정흥준, 2020).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
드소싱형 라이더는 대부분 주업이 아닌 부업 상태에 있으므로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자기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는 곳에서만 산재
보험이 적용)에 따라 전업라이더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
운 현실이다.
산재보험 가입률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대상인 우아한형제들에서는 배
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일반적
으로 회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아한청년들에 소
속된 배달종사자 전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기간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으므로

125) 라이더유니온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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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로 산재가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재보험 가입방식은
처리 건수가 많아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기반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전속성 규정을
없애야 가능한 상황이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보험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간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라이더들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보험료는
10분당 800~1,000원), 2륜차 실습교육장을 설립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 중이다. 실습교육장은 일산에 700평 규모로 조성
되어 있으며 올해 4,200명을 실습 교육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에서 관제시스템은 배달 프로세스의 효율
적 관리와 노동자 통제 및 사고 발생 위험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배달상태(대기-배차-픽업-전달)와 라이
더의 실시간 위치 업데이트를 통한 원활한 관제 및 배달업무 수행을 강조
하고 있으나, 이는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노동을 과잉 통제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이더 관제시스템에서 배차는 일반배차모드와 AI추천배차모드가 있
는데, 라이더들은 일반배차모드를 선택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전달지
로 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플랫폼업체는 라이더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픽
업지와 전달지를 정해주는 AI추천배차를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
다. 또한, 관제시스템에서 제공한 도착시간과 실제 네비게이션 도착시간
불일치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2일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
비스일반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AI모드를 우선배차하지 않으며 배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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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우아한형제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상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보를 받아 기
상청에서 제공하는 CCTV를 확인해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500미터 이내 도보라이더만 배달 가능하도록 관리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라이더 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과 서비
스일반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노동환경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
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주장하며 AI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라이더유니온과의 인터뷰 결과, 이러한 관제시스템의 문제는 노
동과정 뿐 아니라, 특히 배달료와 관련한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라이더 간
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자율규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즉, 오
토바이, 도보, 자전거, 퀵보드 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126) 무엇보다 시
간대127)와 지역,128) 그리고 배달거리129)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
에 배달종사자들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배달료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지역과 날씨 등 조건에 따른 변화가

126) 일반적으로 도보, 자전거, 퀵보드는 원거리 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낮은 편이다. 한편, 비오는
날은 오토바이 이용 배달종사자들이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 왜냐하면 도보, 자전거, 퀵보드는 비오는 날
잘 안나오려 하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의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오토바이 배달종사자들에게는 돈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라이더유니온 인터뷰 결과).
127) 배달이 많은 점심시간 때 등에는 보너스 프로모션이 붙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기본 요금보다 이러한 인센티
브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노동을 유인하는 체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8)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역별로 단가가 2,500~4,000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관
악구, 강남구, 송파구 등은 음식배달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곳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도시들의 경우 소
비자들이 느끼는 배달비에 대한 저항감이 서울보다 센 편이기도 하다. 결국 1인 가구가 많은 공단 주변 등
을 토대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추어 노조들 역시 지방도시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
에 착수하여, 조만간 일부 도시에서 노조 조직이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129) 배달거리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픽업하러 가는 거리를 플랫폼 업체가 산정해주는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픽업 거리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이더유
니온). 보다 넓게 보아 대기시간에 대한 쟁점은 향후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국면이 끝나서
배달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경우 피크타임의 노동공급이 프로모션 등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배달
종사자들의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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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업체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결국 이러한 가격체계의 모호성이 출근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한다던가, AI 배차를 거부하면 안된다던가 하는 자기검열 혹은 자기규
율130)로 연결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관제시스
템은 단지 업무를 지시하는 것 뿐 아니라, 배달료라고 하는 가격체계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며, 불투명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체계 때문에
라이더들에 대한 통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라이더들은
사후적으로 월 소득이 얼마 정도이다라는 정보는 얻게 되지만, ‘배달료가
평균 얼마이다’라는 정보는 플랫폼 업체만이 아는 사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는 실시간 변동가격제는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릍테면 초기에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가격대였다면, 최근에는 구 단위, 동 단위로 가격대가 차별화된다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간대에 따른 가격변동폭도 커지기 때문에, 라이
더들의 경우 수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효과
를 낳고 있다. 결국 이는 노동조합에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131)
한편, 이러한 노사간 쟁점에 있어서 기존 강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신흥
강자인 쿠팡이츠간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연맹에서 파악
하고 있는 두 기업 간의 정책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130) 이러한 자기규율을 요구하는 정책은 요기요과 요익스(요기요 익스프레스)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의 경우 배달종사자들이 사전에 스케쥴을 잡아야하는데, 등급에 따라 오픈 시간
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등급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분명치 않아 (접속) 지각 등에 대해 배달종사자
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
131)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외에서도 algorithm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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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달수수료 거리 할증요금 산정에 있어 배달의 민족은 직선거리로
계산함으로서 도로가 구불구불하거나 오르막길이 있거나 하는 도로상황
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쿠팡이츠는 지도 상의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구조라고 얘기한다. 둘째, 배달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배달의민족이 자체적인 안전 종합보험 개발 및 이륜차 실습 교육 등을 제
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이러한 배달노동자 안
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
하게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산재
에 가입이 되는 반면에, 쿠팡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사후
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한다.132)

4. 음식배달 플랫폼산업의 노사관계
가. 노사관계의 당사자성 문제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양자 관계(bilateral relation)
에 기반하여 성립되는 것에 반해 플랫폼 노동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사용
자-서비스 이용자의 삼자 관계(trilateral relation)를 기반으로 한다(정
흥준 외, 2020).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
할만 수행할 뿐 점차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며(김준영 외,
2018),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는 더욱 불명확해지고 있다.
현재의 노동법상 보호체계와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종속적

132) 서비스일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밖에도 쿠팡은 배차거절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좀 더
억압적인 노무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비교는 또 다른 주제이며, 쿠팡에 대한 인터
뷰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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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성 인정 여부는 오랫 동안 플랫폼 고용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어 왔다.
플랫폼 노동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이전부터 제
기되어 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배달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집단적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흥준,
2020).
대리운전과 배달 노동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상태이
며, 그 중에서도 배달노동은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에서 큰 진전
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의 경우 전속성이 매우 강
한 편이기 때문에 이는 교섭할 사업주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우아한청년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의 진행과 결과
음식배달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두 개의 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
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와 라이더유니온은 다수의 조합원이 배민라이
더스 소속이기 때문에 배민라이더스의 사측인 우아한청년들과 단체교섭
을 시작하였다.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 것은 라이더유니온이었으나, 조
합원 수가 더 많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
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 간의 단
체협약이 2020년 10월 22일 체결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 안
전, 수수료 합리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근무조건 개선
및 권리 향상 등을 포함한다. 그 중 배달료와 관련해서 기본 배달요금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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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1,000원 할증, 고층빌딩 배달 또는 커피 13잔 이상 배달 등 특수
한 조건 하에서 배달하는 경우 배달료 할증 등 구체적인 할증요인을 명시
하였다.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우아한청년들 단체협약(2020. 10. 22) 주요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배송환경과 배송조건 및 조합활동권리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
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배송대행 기본계약서 등의 제·개정]
회사가 조합원의 배송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배송대행 기본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5조

[조합활동 지원의 원칙 등]
회사는 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섭요구]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교섭의무]
회사는 조합이 제8조에 른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3. 배달료, 배송시간 등 배송환경 및 배송조건에 관한 사항
4. 라이더 인권보호 및 사회적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계약해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배달료]
배달료는 배송대행서비스를 하고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달료
2. 거리할증
3. 날씨할증
4. 특별할증

제17조

[배차중개수수료]
회사는 현재 조합원에게 지급받고 있는 배차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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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조항

주요 내용

제18조

[배달료의 지급방법]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 발생된 배달료 정산 분을 해당 화요일 기준 D+3영
업일에 주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브로스앱상에 배달료 지급 명세서를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배송시간]
회사는 사회적 배송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당 배송 시간을 제한한 정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20조

[배차]
회사는 일반모드, AI모드 어느 한쪽에 우선하여 배차하지 않는다.

제21조

[초상권]
회사는 조합원의 초상권을 위해 고객 주문앱 상 초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22조

[라이더 사회적 인식 개선]
회사는 조합과 함께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 배송 플랫폼 산업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연 2회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세부내용은 조합과 회사 간 협의로 한다.

제23조

[배송 중 발생한 각종 사고 처리]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장의 사유로 음식 훼손 등이 발생한느 경우 조합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4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라이더에 대해 반기
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참석자에게는 회사가 정한 교육비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태풍, 폭설, 폭우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

[건강검진 비용지원]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어느 하나를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이 기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건강검진
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제26조

[피복비 지원]
회사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에게 기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달료 지급일에 피복비 4만원을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제27조

[렌탈비]
회사는 조합원이 사고로 인해 배송서비스가 불가능 하여 바이크를 반납한 경우에는 렌탈비를 받지 않는다.

제28조

[업무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위해 고객센터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② 회사는 상습적으로 조리를 지연하거나, 라이더에게 욕설을 하거나, 라이더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악성
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원활한 배송서비스를 위해 카드결제기를 도입한다.
④ 회사는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브로스앱상으로 운행수
단, 본인인증을 하는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⑤ 회사는 라이더들의 어뷰징 문제 해결과 배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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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계속

조항

주요 내용

제29조

[소통구조]
회사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SNS상의 창구를 마련한다.

제2조

[추가배차]
① 회사는 주문금액 10만원 당, 음료수(커피 등) 13잔 이상에 대해 추가배차 한다.
② 회사는 전달지의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전달지가 10층 이상일 경우 라이더의 요청에 따라 추가 배차하고
이후 5층당 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3조

[장기계약자 우대]
회사는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조합원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휴식비를 지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휴식지원비 실비를 지급한다.
1. 기준일 전날까지의 계약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 기준일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

자료: 단체협약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일반적인 노사의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협약을 체결
하고 1년에 한 번 임금협상이 진행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1년이 경과하
는 2021년 10월 경 플랫폼업계에서 임금협약에 준하는 수수료 문제에
관해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음식배달플랫폼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는 안전배달료와 AI 알고
리즘 문제 등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관한 쟁점들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우아한형제들의 입장은 안전배달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이며 AI 알고리즘은 배차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술 공개를 준비 중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진전
이상에서 살펴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큼에
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범위가 크지는 않다. 배민라이더스가 아닌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 조합원 수도 아직은 많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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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합의
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20년 4월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1기 사회적 포럼’이 출범하게 되었다. 사측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코리아와 배달대행 스타트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 사업자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과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포럼 출범 후 6개월 후인 2020년
10월 6일 전체 배달 플랫폼 산업의 자율협약으로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발표하였다. 자율협약에는
공정한 계약,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 조건, 효과적인 업무 수행, 안전과
보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 5-16> 참조) 하지만 이러한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
는 다른 배달앱들이 참여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해 대변을 위해 노사
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규범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로 중요한 함의
를 지닌다. 또한, 플랫폼 사회적 대화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과 함
께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보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정흥준, 2020).
표 5-15

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 경과

일시

내용

2020.4..1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출범

2020.10.6.

배달플랫폼 업계에서 노사가 최초의 자율 협약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 체결

2020.10.14.

국토교통부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2020.10.22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단체협약 체결

2021.4.29.

경기도 플랫폼노동 사회적대화 협약 체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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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합의문 주요내용
항목

주요 내용

1장. 총칙

- 협약의 목적과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배달서비스 정의
-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종사자, 노동조합 정의
- 협약의 원칙,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호 존중
소비자, 공급자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발전의 원칙과 과제 등

2장. 공정한 계약

- 계약 체결의 원칙과 필수 포함 사항
- 종사자의 시간, 업무 선택 권리 인정 및 기업의 책임 등

3장. 작업조건과 보상

- 업무선택 전 작업조건, 보상 명확화
-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배분의 원칙
- 업무 수행에 관한 종사자의 책임 등

4장. 안전과 보건

안전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업, 종사자의 상호 역할 등

5장. 정보보호와 소통

- 고충 처리 창구, 업무 가이드라인 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
- 종사자의 업무 수행 이력에 대한 기업의 정보 제공 등

6장. 후속 과제

- 상설협의기구 구성, 운영, 주제
- 협약사항의 분쟁에 관한 협의와 조정
- 기업과 노동조합의 갈등 발생시 협의와 조정
-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추가 논의 등

[추가]
제도개선 합의사항 및 정부 건의

-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자료: 합의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단체교섭 이외에도 지난 해 진행되었던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의 후
속 조치와 이행점검에 대해서 현재 배달서비스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적
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드러진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보다는 기존의 협약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
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 주체들이 주요 의제 발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모
아야 하지만 노사정의 관심사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비스연맹에서 검토
중인 배달플랫폼 노동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오토바이 관련법 개정
문제로, 오토바이가 오랜 기간 레저용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보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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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으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최근 배달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서 오토바이 보험료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토바이 관련법 개정은 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올해 하반기
에 추진할 정책 아젠다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플
랫폼 노동과 관련한 의제를 다뤄왔는데, 2019년 10월 발족한 ‘디지털 전
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회는 이른 바 4차 산업
혁명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사와
정부,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도출하기도 한 바 있다. 나아가 한국노총과 라이더유니온의
주도로 이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에 2020년 5월 배달
분과를 설치하여, 특히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산재보험 가입 문제를 집
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합의”를 2020년 9월에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효험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좀처럼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 하지 않던
쿠팡에서도 이후 산재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라이
더유니온 인터뷰 결과).

라. 쿠팡이츠의 부상과 단체교섭 추진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2019년 쿠팡이츠 서비스를 시
작하여 현재 음식주문중개앱 점유율 3위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쿠팡이츠
는 현재는 쿠팡의 사업부 가운데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나, 독자적인 법인
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최소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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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배달료를 면제하고 30분 이내 로켓배달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마
케팅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배달앱과 달리 배달원 배차 시스템을 직접 운
영하며 직영 배달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쿠팡이츠와 계약된 배달원들은 프리랜서로,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 전기
자전거, 킥보드, 자가용, 도보로 배달이 가능하며 기존의 배달대행과 달리
1건 1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단시간에 쿠팡이츠를 업계 3위의 위치
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고객갑질 문제,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
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규모는
약 30만 명이고 그 중에 매일 일하는 사람은 10만 명 안팎으로 보고 있
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수요 폭증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기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쿠
팡이츠도 프리랜서 배달파트너들을 쿠팡이츠에 전속된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팡이츠와의 교섭 진행상황은 아직 교섭 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쿠팡이츠가 4륜차 중심의 배달업을 주로 하는
쿠팡 본사와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진행 후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
섭단위 분리신청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단체교
섭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이러한 배
경에는 올해 있었던 쿠팡 불매운동 등으로 악화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이츠와의 단체교섭의 주요 의제는 지난 해 우아한청년들과의 단
체협약에서 다루어진 노조 활동 보장, 수수료 합리화, 안전하게 일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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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장,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서비스일반노조의 배달지부와 라
이더유니온이 모두 교섭을 신청해서 공동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
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지
만, 라이더유니온은 원칙적인 요구들을 많이 하고 서비스연맹은 단계적
으로 실행 가능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노조의 전략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라이더유니온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
제 도입은 최저수수료 개념으로 현재 공공물류적 성격이 강한 화물운송
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서비스연맹에서는 그보다 먼저 달성할
수 있는 할증요금, 배차 차별 금지 등의 문제 해결 후 다음 단계로서 안
전운임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단체교섭 진행 시기에 관해서도 서비스연맹은 노동조합의 세력을 더 확
장한 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했던 반면 라이더유니온은 빠르게 변화
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교섭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전략133)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공제사업 방식의 출현
공제사업은 사실 노동조합운동의 원시적 형태와 같은 것으로서, 노동
자들의 각종 어려움을 상호부조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멀
리는 유럽의 길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공제 활동이 새삼 주목받게
133) 이러한 라이더유니온의 입장과는 달리 정작 상대방인 쿠팡과의 대화 채널은 인터뷰 시점까지는 원만하게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한데, 2021년 연내에 단체교섭이 이
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대화채널의 성격과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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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플랫폼 노동이 공장제 노동처럼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의 노동
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용자조차 모호한 노동조직 방식이기 때문
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제기금 등을 마련하여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이나 사
회적 대화의 추진과는 별도로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
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내에서 여러 노력이 전개되어 온 결과 마침내
2021년 8월 25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
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이 대회를 통하여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자조 조직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공
제회는 목돈 마련을 위한 이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직업훈련, 건강
증진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향후 공제회 조합원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지켜봐야
겠지만, 일단 양대노총간의 조직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고
전적인 조직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라이더유니온도 최근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오
토바이 수리를 위한 자차공제 사업과 대출 사업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라이더유니온 인터뷰 결과). 그밖에도 안전운전한 라이더에 대한 포
상을 비롯한 안전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고난 사람들에 대
한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라이더유니온은 상
급단체가 없는 소규모 독립노조인데, 이 공제회 사업의 초기 자금을 우분투
재단이 제공한 것이다. 우분투 재단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으로서, 노조간 연대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공제회 사업은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와는 다른 경로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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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종사자들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기
존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다른 양태라는 점에서 그 성공과 발전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음식배달업계 노사관계 현황과 향후 전망
쿠팡이츠의 출현으로 음식주문중개 앱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쿠팡이츠는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하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묶음 배송으로 같은
방향의 배달지역에 네다섯 건의 배달을 묶음으로 수행하던 것이 업계의
관례였는데, 쿠팡이츠가 1인 1배차, 즉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한집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의민족도 배민1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서비스연맹은 현재 배민커넥터는 약 10만 명, 쿠
팡의 배달파트너는 약 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이러한 플랫
폼 배달노동자들을 전속계약(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오토바이
대여나 구매비 대출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노동자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서 인력확보를
위해 프로모션 제공 등 자본을 투입하면서 상당수의 배달노동자들이 대
형업체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음식배달 시장의 확대와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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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노사관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와 플랫폼 배달 노동에서 노사관계 형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지
난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큰 진척이 있었던 것은 배달의민족이 2020년에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쿠팡이츠도 2021년
증시에 상장하였고 시장 독점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이미지 악화에 대응
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의 노사관계 전
략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이 정체되거나 침체되면
노사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서비스연맹은 노사관계
가 일단 형성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제도화가 이루어지므로 후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교섭과 사회적대화
를 거치면서 조합원수가 100여명에서 500명 정도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서비스연맹의 노동조합 조직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세
분화 되어 있는 노조 조직 형태를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전환한다는 계획
에 있다고 한다. 현재는 서비스연맹에 택배노조, 배달서비스지부, 퀵서비
스노조를 묶어 물류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삼 년 내에 하나의 노
조로 통합하여 세 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재조직화를 통한 조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본 절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음식배달플랫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플랫폼 경제는 그 규모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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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자료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플랫폼
시장 현황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현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현황에 대
해 개괄하였다. 연구들마다 제시하고 있는 정량적인 분석에는 차이가 있
지만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기술발전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
구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배달플랫폼 종사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코로
나19 종식 후에도 경험과 관성에 따라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에서 밀려나거
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인력들이 대거 음식배달 업무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플랫폼 사업과 노동의 팽창을 가져온 것이다. 즉, 노동수요 뿐 아니
라,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과 노동의 확
장에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또한 수입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
한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참여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19 국면의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같은 노동 수급 상황이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 어떻
게 전개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 노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내제되어 있는 불안정
성과 저임금,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에 더해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법적 측면,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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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
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현황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노동자 본인의 이해를 대변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지난 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형제들 간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6개월 여만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또한, 올해인 2021년에는 서
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쿠팡이츠를 대상으로 공동교섭을 진행 중이
다.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도 공식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과 밖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
자체적으로 공제회 방식을 통하여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한국노총과 라이더유니온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 측면의
진전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생각되지만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노사관계 측면의 성과들이 적지 않지만, 배달전문앱과 연계된
지역 대행사들의 경우 소속된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 대행사들의 경우 이른바 소규모
‘동네 사무소’이기 때문에 사장의 방침에 따라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이라
고 한다.134) 특히 지방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각계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와 노동조합을 중
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전개되어 왔지만, 사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134) 동네 사무소들의 비공식성과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배달업등록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즉, 적어도 공식적인 규율과 제도의 틀 내로 들어와야 각종 규칙의 제정, 혹은 교섭이나 대화가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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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적지 않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을’의 위치에 서고,135)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결사체
도 수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러한 점에서는 ‘을’들의 연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이
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또한 이렇게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을들의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자칫 소비
자들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은 기술발달의 혜택
을 누리고자 하는데,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와 자영업자,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소비자에 이르
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도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종사자
들의 보호 주체로서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배달노동은 일반인들이 파트타임으로 다양한 운송수단(킥보드,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에 대해서
는 현재 안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서비스연맹은 안
전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이 안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강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산재보험 적용을 크라
135) 이를테면 배민은 ‘번쩍’, 쿠팡은 ‘치타’라고 하는 신속 배달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맹점을 앱에서 더 많이 노출시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이 요구하는 데 따라
조리 완료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 때 무조건 빠른 신속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는
적시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밖에 배달 종사자들은
시간대별로 요율이 변동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정비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1건
배달이 일반화되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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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소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쿠팡이츠와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한국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
황에도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 배
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국에서는 배차 차별에 관해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배차 차별을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등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전향적
인 자세를 갖고 있는 데 비하여 여타 업체들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
려져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 쟁점들이
만나는 지점이 결국 배달료와 그것의 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지점은 안전운임제가 될 것이다.136) 정부가 이에
대해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종국에는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대화와 협력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된 것이
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
기보다는 제3의 범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음식배달
종사자들 이외에 웹툰작가, 전시형 플랫폼, 가사노동 종사자 등으로 포괄
범위가 넓다 보니, 어느 한 직종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만일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된다면, 음식배달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도적 지형이 조성될 것임은 물론일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6)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라이더유니온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경우 조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당분간은 여타 주변 조건을 개선하
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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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137)
1. 도입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이 빠르게 발전하고 널리 활용됨에 따라 인류사회의 전자화, 정보화, 디
지털화가 심화되면서 현대 인류의 삶에 지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인류
사회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경제분야가 특히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전자정보기술이 더 강한 유연성과 고효율의 배치방식을 부여해
경제분야에서 심대한 정보기술 혁명을 초래했다. 그리고 신기술이 촉진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digital platform economy)가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라는 용어는 캐나다의 경영 컨설턴트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이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는 경제의 정보화와 디지털화가 인류의 경제행위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를 예측해 분석했다.138) 우리는 텝스콧의 관점과 당대 디지털
경제의 발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디지털 경제를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기술 및 콘텐츠 제공업체의 고도성장에 의해 창출되고 변혁
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더욱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술적 배경과 참여주체의 시각에서 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콘텐츠 제공
업체’는 단지 사업자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논리
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체나 기업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
137) 이 절의 필자인 인민대학의 장하오(張皓) 교수는 특별히 조교인 류링화(劉凌華)의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의 도
움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138) Tapscott D (1997) 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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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모두가 콘텐츠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동하고 거래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메센버그(Mesenbourg)는 디지털경제를 구성요소 차원에서 분
석하여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비즈니스’(e-business), ‘전자
비즈니스인프라’(e-business infrastructure)를 디지털 경제의 3가지 주
요 구성요소로 지적했다.139)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연구팀은
‘전자비즈니스인프라’를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과 ‘디지털 플
랫폼’(digital platform)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함의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
으로 각 생산요소, 예컨대 자본과 노동력이 더욱 쉽고 빠르게 심지어 지
역을 넘어 결합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공급과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해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맞춤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으
로 제도화된 고용조직과 구별되는 노동과정을 실현했으며, 노동의 가치
를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형식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고
용형태의 다원화를 가져왔으며, 대규모 임시직(零工) 일자리와 불안정 노
동자 집단을 창출했다”고 지적한다.140)
중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기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공급과 수
요 양쪽에서 비즈니스와 경제 발전 모델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즉
국가 전체의 거시경제 운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 등 민생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이자 동
력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국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39) Mesenbourg TL(2001),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U.S, Bureau of the Census
140) 中國人民大學勞動人事學院課題組, 《數字經濟發展對勞動關係領域的影响及對策分析》(2019年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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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구 기관의 중점 연구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중국 ‘국가정보센터’
(中國國家信息中心)는 중국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공유경제 발전 보고서를 발
표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 2021>에서는 공유경제를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용권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대량의 정보를 통합하고 자원을 분산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제활동의 총체로서 정보혁명이 일정 정도 발전한 후에 출현한 새로운
경제형태”로 정의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운용방식 및 수요와
공급의 정합성 측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발전은 노동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
유경제 모델은 원래 분산되어 있던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활
용하도록 하여 특화·틈새화·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보다 많
은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의 질과 노동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
으며, 이외에 임시직과 겸직 취업도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이미 점차 현대사회의
중요한 경제모델이 되었으며, 그 발전이 노동과 고용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노동관계 연구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2.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 개괄
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2014년과 2015년에 폭발적 성장을 거쳤
으며, 최근 5년 동안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시종일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리서치 업체인 아이메이(艾媒)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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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중국 공유경제업종 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인터넷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1,450억 위안으로 2013년 5,240억
위안 대비 118.5%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22,360억 위안으로 다시
95.3% 증가했다. 이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약세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공유시장의 규
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성장률 둔화가 시장 쇠퇴나 소비자
구매력 감소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쟁과 퇴출 메커니즘으로 시장의 각종
자원과 요소의 집중화 수준을 높였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또 소수의 몇몇
플랫폼들이 성공적인 시장경쟁, 인수합병, 융자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내
주도기업이 되었고, 공유경제 시장의 규칙과 제도를 정비되기 시작하였으
며, 기존의 단순자본투입과 시장의 초보적 수요에 의존해 이윤을 얻던 조
야한 발전모델이 관리와 정보기술의 혁신, 다양화와 심층수요 발굴에 의
한 세밀한 발전모델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유경
제 시장규모 성장세의 둔화는 시장 존속량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이제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그림 5-8

2012~2019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단위: 만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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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이메이리서치, <2018~2019중국 공유경제업종상황 연구보고>141)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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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비록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산업의 각 업종이 각기 다른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국민경제 운용의 요동도 컸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
제의 시장 거래액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해 코로나의 충격에서도 중국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중국 국가정보센
터가 2018년부터 발표한 일련의 <중국 공유 경제 발전 연례 보고>에 따
르면 금융 융자 공유 분야의 거래액을 포함해 계산하면, 2017년 중국 공
유 경제 시장의 거래액은 이미 4조 9,205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중 비금
융 공유 분야의 거래액은 2조94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8% 증가했
다. 코로나 충격으로 공유경제의 발전 속도는 줄었지만, 시장 존속량과
규모가 큰 덕분에 시장거래액은 소폭 상승했다. 즉 2019년 공유경제 시
장거래액은 약 3조 2,828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3조 3,773억 원
으로 2.9%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015,586.2억 위안이고, 공
유경제 교역액이 그해 GDP의 약 3.3%를 차지했다.
그림 5-9

2012~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거래액
(단위: 만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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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國國家信息中心經濟分享中心, <<中國共享經制年度發展報告(2018)>>142)와 <<中國共享經制年度發展報告(2021)>>143)에서 정리.

141) https://www.iimedia.cn/c400/66502.html，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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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과 [그림 5-9]는 현재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현황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구체적인 산업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전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고 고용총량 및 시장규모가 크다는 등의 이
유로 Uber와 디디추싱 등의 기업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교통이동 산업과
배달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생활서비스산업이 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문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의료산업, 지
식기능 공유와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 교육산업 등 다른 유형의 플랫폼
산업과 영역의 발전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정보센터’는 공유경
제를 ‘교통이동, 공유숙박, 지식기능, 생활서비스, 공유의료, 공유사무실,
생산능력’ 등 7개 거시분야로 세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다양한 플랫폼
경제 분야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발전 전
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7년의 경우 거래액이 가장 많이 증
가한 공유경제 영역은 교통이동과 생활서비스 분야가 아닌 지식기능 분
야로 126.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
며 수년간 성장률 3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2020년에는 30.9%의 시장규
모 성장률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생산능력 공유영역도 공유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생산능력 공유영역의 거래액
은 이미 교통이동 영역을 넘어 4120억 위안에 달했으며, 그해 전체 시장
거래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로 주민들의
문진과 의약 및 치료 방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유의료 영역도 소중

142) https://max.book118.com/html/2018/1227/7064151143001166.shtm，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143)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속
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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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기회를 얻었다. 공유의료 분야의 2020년 거래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27.8%로 의약 및 치료 방면의 긴박한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고용과 의료자원의 활용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표 5-17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분야별 순위
(단위: 억 위안)
1위

시장거래액

2위

시장거래액

3위

시장거래액

2017年

생활서비스

13214

생산능력

4120

교통이동

2010

2018年

생활서비스

15894

생산능력

8236

교통이동

2478

2019年

생활서비스

17300

생산능력

9205

지식기능

3063

2020年

생활서비스

16175

생산능력

10848

지식기능

4010

지료: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표 5-18

<中国共享经济发展报告(2021)>144)를

토대로 정리.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규모 증가속도 분야별 순위
1위

증가율

2위

증가율

3위

증가율

2017年

지식기능

126.6%

생활서비스

82.7%

공유숙박

70.6%

2018年

생산능력

97.5%

공유사무실

87.3%

지식기능

70.3%

2019年

공유숙박

36.4%

지식기능

30.2%

공유의료

22.7%

2020年

지식기능

30.9%

공유의료

27.8%

생산능력

17.8%

자료: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中国共享经济发展报告(2021)>145)를 토대로 정리.

그러나 시장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예약 배차로 대표되는 교
통이동 분야와 배달로 대표되는 생활서비스 분야가 시종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유연고용 플랫폼으로 자리잡

144)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
속일: 2021년 9월 5일
145)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
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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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산업 중 교통이동 분야와
온라인 배달 업계의 발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1) 교통이동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교통이동 분야에서 주로 발전하고 있는 비즈니
스 모델은 온라인 예약 배차 영역이다. 온라인 배차는 보통 자차기사(快
車司機), 외주고용기사(專車司機), 대리운전기사(代駕司機)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두 종류의 취업유형으로 분류
된다.
자차기사는 온라인 근로형 취업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배
차 플랫폼에 등록해 기사가 되며,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온라인 배차 플
랫폼에서 발주하는 예약을 접수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플랫폼 접속 시간
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노동시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노동자가 플랫폼 예약을 접수한 후 주문이 지속되는 동안에
노동자는 반드시 플랫폼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플랫폼이 설계한 경로
대로 승객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는 플
랫폼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다. 우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6월
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최대 온라인 배차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등록
해 수입을 올린 자차기사의 규모는 2000~3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중화
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모두
236개의 온라인 배차 플랫폼 기업이 있으며, 허가를 받은 차량 운전자는
351만 명이 넘는다.146)

146) 中華人民共國交通運輸部, 《交通運輸部要求網約車平台設定抽成比例上限 督促貨運平台不得誘導貨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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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기사와는 다르게 외주고용기사는 외주관리형 취업유형이다. 이들
은 렌트 회사 소속으로 렌터카 회사와 온라인 배차 플랫폼 간에 제휴를
맺어 기사들이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호출을 받아 일상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한다. 이들의 업무과정은 렌터카 회사와 플랫폼의 이중 관리를 받는
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는 기사들의 차량사용과 콜 완수량 등을 관리
하고, 플랫폼 회사는 기사들에게 복장과 서비스 절차 제정 등 보다 세밀
한 요구를 한다. 세번째 유형인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외주관리형
취업자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배차 플랫폼 회사가 렌터카 회사
를 통해 노동자를 모집해 대리기사로 채용한다. 이들은 플랫폼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과 유니폼을 구입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중국의 주요 대리운전 플랫폼은 e대리운전(e代駕)과 디디
대리운전(滴滴代駕)이 있는데,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자는
지금까지 2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298개 도시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있으며,147) 후자는 아직 공식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표 5-19

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 및 배달 서비스 보급 현황
영역

이용자규모(단위: 만 명)

네티즌이용율(%)

온라인 배차

36528

36.9%

온라인 배달

41883

42.3%

자료: CNNIC, <<第47次中國互聯联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148)에서 정리.

不合理報报價》(2021년 8월 19일 공고), 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8/t2021

0819_3615774.html(최종접속일: 2021년 8월 27일).
147) 자료: http://www.edaijia.cn/aboutus.html,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148) 자료: http://www.cac.gov.cn/2021-02/03/c_1613923423079314.htm,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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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빅데이터 처리와 빠른 자원 분배 능력 덕분에 온라인
배차 모델은 기존 순행 택시 모델에 비해 수요에 신속하고 적시에 응답하
여 고객의 맞춤형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5-19>는 중국 온라인 배차 및 배달 서비스의 보급 현황을 보여주는데,
플랫폼 경제의 특수한 경쟁우위에 힘입어 온라인 배차 서비스는 주민들
의 광범위한 환영을 받으며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배차 플랫폼
의 이용자 규모와 서비스 보급율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망
정보센터(CNNIC)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중국의 온라인 배차
가입자 규모는 약 36528만명이고, 네티즌 이용률은 약 36.9%에 달한다.
온라인 배차 운송량과 거래액 비중도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 아이메이리서치가 발간한 <2018∼2019 중국 공유경제업종 전황연
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도시 주민 공유이동 지출이 도시 주민
교통비 지출 총액의 약 10.3%를 차지했고, 2018년부터 온라인 배차 이
용객 비중이 36% 정도를 유지하는 등 산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림 5-10

중국 도시주민 교통비 총지출에서 공유이동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억 위안)

3
2.4061

2.5
2.0939
1.8348

2
1.6016
1.5
1
0.5
0.1

0.128

0.201

0.2478

0
2015년

2016년
공유여행서비스비용

2017년
도시민 교통비

자료: 艾媒諮詢, <<2018~2019中國共享經濟行業全景研究報告>>149)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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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림 5-11

2016~2020년 중국 온라인 배차와 기존 택시 운송량 비중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3.7%

63.5%

63.8%

36.3%

36.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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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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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83.4%

50.0%
40.0%
30.0%
20.0%
10.0%

30.1%
16.6%

0.0%
온라인택시호출승객 트래픽 비율

크루즈택시 이용객 비율

자료: 國家信息中心分享經濟研究中心, <<中國共享經制發展報告(2021)>>150)에서 정리.

2) 온라인 음식배달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왕성하게 발전시키
는 또 다른 핵심 영역이다. 이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는 배달음식을 만드
는 상가와 점포 및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달 노동자’로 구성된다.
특히 ‘배달 노동자’의 고용유형은 더욱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고, 여기서는 온라인 음식배
달 분야의 발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림 5-12]에 의하면 알리페이(支付宝)와 위챗페이(微信支付)라는 양
대 모바일 인터넷 결제 기술의 성숙과 보급이 배달업계의 성장을 극대화
하고 있다. CNNIC가 발표한 <제47차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발전 상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 음식배달 이

149) 자료: https://www.iimedia.cn/c400/66502.html,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150)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속
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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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은 이미 42.3%에 달하고,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으로 2020년 3월
보다 2,103만 명 늘었다. 이 중 모바일 음식배달 가입자가 4억 1,800만
명이다.

그림 5-12

2016. 12~2020. 12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 가입자 규모 및 이용률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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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NNIC, <<第47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151)에서 정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중국 외식업계
의 보편적인 경영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오프라
인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상점들이 많이 생
겨나고 있다. ‘오타쿠 문화’ (宅文化) 가 갈수록 번창하고 모바일 결제의
발달과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그림 5-13]에서 나타나
듯이 전국 외식업계 수입에서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중
국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액은 839억 위안에 달한다.

151) http://www.cac.gov.cn/2021-02/03/c_1613923423079314.htm,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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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2016~2020년 온라인 음식배달 매출이 전국 외식업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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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國家信息中心分享經濟研究中心, <<中國共享經濟發展報告(2021)>152)에서 정리.

나. 관련 정책 개괄
1) 업종 정책
2014년부터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했는데 발전 초기에는 과도한 정책적 간섭이 없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나 명확한 찬성을 표명하지 않는 일종의 관망적인 태도
를 취했다. 불과 4년만에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경제성장의 거대
한 신영역으로 성장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대규모의 고용기회를 창출했
다.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알리
바바의 중국 소매 플랫폼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10.89% 증가한 408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153)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 국민경
제와 주민들의 일상적인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2)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속
일: 2021年 9月 5日
153) 中國人民大學勞動人事學院課題組, 《數字經濟發展對勞動關係領域的影响及對策分析》,2019年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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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중국
중앙정부도 거시적인 지도사상의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은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처
음 언급하며 신흥 성장모델인 ‘인터넷+’가 중국 경제 급부상의 새로운 동
력이고,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주민들의 생산 및
생활방식을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영역에서 ‘인
터넷+’ 행동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진해야 하며, 정부도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 및 감독을 견지하고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의 폭넓
은 활용을 장려·추동해 신흥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새로운 형태의 업종과
모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발
전을 촉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시장 강화’와 ‘고용우선’ 등 정부
의 거시적 성장목표도 처음 제시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국내시장
수요를 통합하고 활성화시키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모델과 거대한 일자
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총량을 제고하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업종형태로
서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2019년 7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
서 리커창은 중국 중앙정부의 플팻폼 경제 발전에 대한 지지 태도를 명확
히 했으며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증대’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같은
해 8월 국무원 판공청은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
견(이하 ‘플랫폼 발전 지도의견’)>(關于促進平台經濟規範健康發展的指導
意見)을 발표했다. 우선 이 ‘플랫폼 발전 지도의견’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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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경제운용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고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생산력의 새로운 조직방식이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지적
했다. 또 자원배분의 최적화와 경계를 초월한 발전과 대중창업 및 만인혁
신을 촉진하고 산업고도화를 추동하며 소비시장 특히 고용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시장진입 조건의 최적화
완비’, ‘감독관리 이념 및 방식의 혁신’,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업태 장려
와 성장점 육성’, ‘플랫폼 경제 발전 환경의 최적화’ 등 4개 방면에서 플
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발전 지도의견’은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와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법치 보장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
은 지도의견의 공포는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본격적인 ‘정부 관리
감독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점차 규범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체 중국인민의 생산 및 생활 질서가 충격을 받
았고, 글로벌 경제무역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중국의 거
시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변동이 발생했으며, 중국 경제 발전은 일련의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요소에 직면해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는 ‘6가지 안정’과 ‘6
가지 보장’((六穩六保, 역주: 중국 지도부가 2021년도 경제 운용에서 ‘안정’ 속
‘질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6가지 안정은 고용,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경기 전망 6가지 분야에서의 안정을 의미하고, 6가지 보장은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산업망·공급망, 정부정책 이행을 보장한
다는 뜻이다)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고용안정이 최우선 과제”
임을 명시하고, ‘긱경제’(零工經濟, gig economy)의 발전을 장려하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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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경제의 새로운 강점을 만드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민생 일자리를 확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경제성장
의 질적 변혁, 효율적 변혁, 동력 변혁 추동 등의 측면에서 공헌했음을
인정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휘한 대체불가한 적극적 역할을
인정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이미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
을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 같은 해 7월 국무원은 <새로운 업
태와 모델의 건강한 발전과 소비시장 활성화 및 고용확대 선도 지원에 관
한 의견>(關于支持新業態新模式健康發展激活消費市場帶動擴大就業的意
見)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지도의견

을 제시했고, 공유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육성 발전시켜 생산요소 공급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겠다는 발전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 9월에도 국무
원은 <새로운 업태 및 모델로 신형 소비의 가속화를 이끌어낼 것에 관한
의견>(關于以新業態新模式引領新型消費加快發展的意見)을 발표해 플랫
폼 경제가 내수 진작 및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그
리고 다양한 소비패턴을 육성 및 확대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
배달, 온라인 배차, 직송배달, 숙박공유 등 새로운 업종업태의 발전을 더
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국가정보센
터는 현재 중국의 공유경제 분야에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경쟁 혐의, 악
의적 데이터 경쟁,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미비 등의 리스크와 문제가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예방 및 해결되지 않으면 플랫폼
경제의 정상적 운영 논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기본생
활과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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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제기되었다.154) 2021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서 통
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 요강>(이하 ‘14.5 계획’)에서는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의 건강
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현대 산업시스템의 발전 및 경제시스
템의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삼아야함을 재천명했다. 또 “법
률에 의거한 플랫폼 경제의 감독 강화, 플랫폼 기업의 지위와 관리 규칙의
명확화, 독점 인정 법규범의 완비”를 강조했으며,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호히 규제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강조했다.
뒤이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에 관한 지
침>(關于平台經濟領域的反壟斷指南)을 발표해 ‘14.5 계획’에서 제기된
플랫폼 경제의 난맥상 관리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서의
독점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
호하고, 플랫폼 경제를 규범화하여 질서 있고 창조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같은 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2021년
도 입법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독점법 개정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포
함시켰다.155) 국가시장관리국은 알리바바 그룹이 기업 인수 과정에서 행
한 ‘양자택일’ 등의 독과점 행위를 법에 따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발표했
으며,156) 2021년 4월 10일 알리바바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

154) 中國中国政府網 2020年 12月 27日 文章《解讀中央經濟工作會議精神: 防止資本無秩序擴張张》, 网址:
http://www.gov.cn/xinwen/2020-12/27/content_5573663.htm,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155) 中國人大網 2021年4月21日公告《全国人大常委會2021年度立法工作計劃》, 网址: http://www.npc.gov.
cn/npc/c30834/202104/1968af4c85c246069ef3e8ab36f58d0c.s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156) 國家市場監管局 2020年 12月 24日 公告《市場監管總局依法對阿里巴巴集團涉嫌壟斷行为立案调查》,
网址: http://www.samr.gov.cn/xw/zj/202012/t20201224_324638.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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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공시했다.157)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
과적인 반독점 감독 등 일련의 제도와 법적 규제 수단이 이미 대세로 자
리잡았고, 정부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감독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 노동고용 정책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으
며, 그 최대 공헌 중 하나는 대규모의 고용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창출된 일자리
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계약제 고용이 아니라 크라우드소싱과 겸직 및 대
리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 취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과 법률 등
의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고용에 대해 관리하고 단속할 필
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 고용을 관리하는 국가 차
원의 거시적 정책이나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아직 중국 학계에서 디지털 플랫폼 고용 모델에 관한 인식과 분류를 둘러
싼 이견이 크고,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상충되는 시각
이 있어 정책 조언자와 브레인 집단이 통일된 정책 건의를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 고용이 여전히 많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
우위이며, 과학적 분석과 신중한 정책결정을 거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강

157) 國家市場監管局 2021年 4月 10日 公告《市場監管總局依法对阿里巴巴集團控股有限公司在中國境内網
絡零售平台服务市場實施 “二選一” 壟斷垄行爲作出行政處罰》, 网址: http://www.samr.gov.cn/xw/zj
/202104/t20210410_327702.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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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의
거시적 목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과 법률에 따른 강제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실업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발전의 동력
을 약화시킬 수 있어 민생안정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취업자들은 플랫폼 기
업과 제3자 기업이 저비용 혹은 무보수로 노동자를 착취하여 권익을 침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로’성 규정 혹은 법률로 자신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
장부가 이미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정책과 법규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인사부’와 ‘국가발개위’, ‘교통운수부’ 등 8개 부처
가 합동으로 <새로운 취업형태 노동자의 노동보장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지도의견>(關于維護新就業形態勞動者勞動保障權益的指導意見)을 발표해
새로운 취업형태의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안정, 민생개선, 사
회거버넌스 강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도의견은 우선 각
급 정부와 기업 및 플랫폼 취업자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것과, 쌍방
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험 등 복
지의 보장과 유관기관의 책임 등에 대한 건의와 요건을 제시했다.158)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플랫폼 고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한 지도성 정책 문건
으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고용이라는 새로운 고용모델에 대해 점차 중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8) 中華人民共和國人力资源和社會保障部 20201年 7月 16日 发布《人力资源和社會保障部 國家發展改革
委 交通運輸部 應急部 市场監管總局 國家醫保局 最高人民法院 全国總工會關于維護新就業形態勞動者
勞動保障權益的指導意見》, 网址: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ldgx
/202107/t20210722_419091.html,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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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분야와 업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 고용을 관리하려는 시도도
있다. 우선 온라인 배차 업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는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온라인 예약 택시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網絡
豫約出租汽車經營服务管理暂行辦法)을 공포해 온라인 배차 플랫폼 회사

와 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했다. 즉 이 문
건은 “온라인 배차 회사는 응당 노동시간, 서비스 횟수 등의 특성에 따라
운전기사와 다양한 형식의 노동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랫폼 회사는 반드시 운전기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며, 관련 법규와 직업윤리, 서비스 규범, 안전 운
영 등에 관한 사전 훈련과 일상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2020년 8월 교통부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안건
에 대한 화답으로 온라인 배차 플랫폼과 기존 순행택시 간에 일정한 공통
점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양자를 동일한 입법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의
개정에 착수했다.159) 2021년 5월 17일 교통부와 인사국 등 8개 정부 부
처는 합동으로 디디추싱(滴滴出行), 수도자동차예약차(首汽約車) 등 10개
의 교통운수 신업종형태 플랫폼 회사들이 공제비율이 높고 분배시스템이
불투명하며, 임의로 가격 산정을 조정하고 온라인 화물운송 정보를 독점
하며 악의적으로 운송가를 인하하고 회원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등 그간
자행해 온 문제에 대한 관련 기업주체들의 책임이행과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160) 중앙정부의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신규 취업형태 노동자의

159) 中華人民共和国交通運輸部 2020年 8月 26日 公告《關于十三屆全國人大三次會議第6349號建議的答复函》,
网址: https://xxgk.mot.gov.cn/2020/jigou/ysfws/202011/t20201120_3492736.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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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의견>(關于維護新就業形態勞動者勞動保障權益的
指導意見)을 공포한 후, 교통부도 온라인 호출차량 업종에서의 각종 조치

들이 잘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교통
부는 온라인 배차 플랫폼의 공제비율 상한선을 설정할 것과 각급 기관에
서 화물운송 플랫폼이 불합리하게 운송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국 책임자인 이화강은 교통운수부
는 온라인 배차 플랫폼 업체에게 합법적인 고용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며, 노동계약제 고용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여 플랫폼과 운전자 사이
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
인 배차 플랫폼 기업에게 업무 성격, 노동 강도, 업무 임무, 현지 평균 임
금, 시장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의 노동 보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사회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에게 지속적으로 할증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가능한 한 차량이 온라인
에 접속해 있을 때의 경영 효율을 높여 운전자의 초과 노동과 졸음 운전
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161)
온라인 배차 업종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음식배달 영역의 플랫폼 고용
상황을 규범화 하는 시도도 있었다. 2021년 4월 30일 난징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 난징시 시장감독관리국, 난징시 사법국, 난징시 공안국은 새
로운 취업형태 하의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고용 문제를 규범화 하고 합

160) 中華人民共和国交通運輸部 2021年 5月 17日 公告《八部门聯合约談十家交通運輸新業態平台公司》, 网址:
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5/t20210517_3593006.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161)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2021年 8月 19日 公告《交通运输部要求网约车平台设定抽成比例上限 督促货
运平台不得诱导货主不合理报价》, 网址: https://www.mot.gov.cn/jiaotongyaowen/202108/t2021
0819_3615774.html,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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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연합하여 <새로운 취업형태 하 온
라인 음식배달 노동자 고용의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시행)>(關于規範新
就業形態下찬餐飮網約配送員勞動用工的指導意見见(試行))을

발표했다.

이 지도 의견은 배달 노동자를 ‘크라우드소싱 라이더’(衆包騎手)와 ‘하청
라이더’(專送騎手)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와 플랫
폼 또는 제3자 간의 고용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배송협력업체’(配送合作
商)들이 마땅히 배달 노동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162) 현재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고용 영역에서 정책과 법률 규범 및
규제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초보적인 시도는 모두 소중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도 현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구체적인 발전 수준과 단계, 현지 플랫폼 고용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
제점을 결합하여 시범적인 규정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공회의 실천
노동자들에게 공회의 설립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중국 각 지방 공회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비록 플랫폼 기업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기업 내 통
일적으로 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와 전국
총노조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의 노동 권익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
다고 명시했고, 다수의 지방 정부와 공회 조직도 특별히 이들의 노동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에 기반한 공회를 건립했다.

162) 南京市人力資源與社會保障局 2021年 4月 30日 공告《關于印發<關于規範新就業形態下餐飮網約配送員
勞動用工的指導意見(試行)>的通知》, 网址: http://rsj.nanjing.gov.cn/njsrlzyhshbzj/202104/t202104
30_2902108.html, 최종접속일: 2021年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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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식배달이 신종 직종으로 발전한 초기에는 비록 공회 조직이
배달업 종사자를 공회 회원의 범주에 아직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들
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2018년 8월 상하이시 바오
산구(寶山區) 총공회와 가오징진 총공회는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문명교통은 너, 나, 그에게, 식품안전은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주제로 행
사를 열고 창장(長江) 소프트웨어파크(軟件園)에 배달 노동자를 위한 ‘기
층 직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163)
같은 해 광저우시 총공회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흥기와 왕성한 발전
이 이미 대세가 되었음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신기술과 신업태는 전통산
업을 재구성하고 택배기사와 배달노동자 등 새로운 산업을 양산하는 등
갈수록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 노동자
의 권익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저우
시 총공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기술과 신업종형태 영역에서 기업공
회의 건설과 노동자의 공회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19년 1월 9일
350명의 음식배달 노동자가 광저우시 총공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 배달
플랫폼 경제의 첫 번째 공회 회원이 되었다.164)
광저우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공회도 플랫폼 경제의 새
로운 형태의 취업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의 공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2020년 10월 30일 산둥(山東)성 정부판공청은 “다양한 경로의 유연

163) 搜狐新闻 2018年 8月 17日 文章《服务外賣騎手, 工會在行动！》, 网址: https://www.sohu.com/a/248
450372_751405,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17日.
164) 廣州日報 2019年 2月 2日 文章《350名外賣小哥加入工會啦》, 网址: https://baijiahao.baidu.com/s?id
=1624299043035222786&wfr=spider&for=pc,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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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에 관한 20개 조치의 통지”(關于支持多渠道靈活就業二十條措
施的通知)를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와 공회에서 ‘유연한 일자리 창출, 자

립창업 지원 장려, 유연한 고용 수급 매칭의 최적화, 맞춤형 직업훈련 실
시, 유연 고용 노동자 권익 보장 및 보호, 고용 유연화의 최적 환경 조성
및 지원’ 등 6개 방면에 20개의 의견을 제시해 고용유연화의 발전을 독
려했다.165) 2021년 4월 26일, 유연 취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
하고, ‘긱 경제’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난창시 총공회는
난창시 긱 경제 공회연합회를 설립하고 제1차 회원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모두 전체 시의 온라인 아나운서, 콜기사,
배달노동자 등 유연한 형태의 취업자들이며, 공회연합회 제1기 공회위원회,
경비심사위원회, 여성노동자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립된 ‘긱 경제 공회연합회’이다.166)
2021년 7월 28일, 중화전국총공회는 <중화전국총공회의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급 공회 조직에 플
랫폼 경제 산업의 신속한 공회 건립 및 회원가입 추진을 명확히 요구했
다. 또 이와 관련된 지도성 문건을 신속히 제정하여 플랫폼 기업 공회 설
립과 신규 취업형태 노동자 입회 계도와 규범화, 화물차 운전사와 온라인
콜기사, 배달 노동자 등 각기 다른 직종별 특성에 맞는 공회 설립 및 입
회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단독설립, 연합설립, 업종별설립, 지역별건립

165) 濟南市人民政府 2020年 11月 5日 政务公开内容《關于<關于轉發鲁政辦办發〔2020〕19號做好支持多渠
道靈活就業二十條措施的通知>的說明》, 网址: http://www.jinan.gov.cn/art/2020/11/5/art_30387_
4762704.html,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17日.
166) 南昌市人民政府, 2021年 4月 27日 新聞動態《南昌成立全國首個零工經濟工會聯合會》, 网址: http://www.
nc.gov.cn/ncszf/jrnc/202104/cf90eb37a5f141d09b9b45ba9131a9e1.shtml,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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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회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취업 노동자
들의 가입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다.167)
각 지방정부의 독려와 추진에 따라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기업
내 음식배달 노동자 공회 건립을 개시했다. 2021년 8월 17일, 메이퇀(美團)
산하의 전상씨엔(圳象鲜)과기유한공사 공회는 제1기 회원대회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총공회 기관인 광둥 실태조사공작조, 선전시 총공회,
룽화구 총공회, 민치(民治)가도 총공회, 사구공회연합회가 형성한 5급 업
무연동 전담반을 설치하여 메이퇀 기업 내 배달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유
치하기 위한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메이퇀 다완구 본부의
다른 7개 회사도 각각 공회 설립을 추진하고, 메이퇀 라이더공회연합회
설립도 준비해 배달 노동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취업형태의 노동자와 메
이퇀(선전) 회사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업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는 분명 메이퇀을 비롯한 플랫폼 경제 기업들이 공회 건립 방면에서 추진
하고 있는 중대한 시도이자 실천이다.168)
이처럼 중국 각 지방 정부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회 건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배달 노동자 혹은 라이더 공
회는 직원 서비스 사무소 설치, 생활 물자 배포, 각종 문화 체육 및 안전
교육 활동의 정기적 시행 등 직원들의 복지와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167) 中華全國總工會, 2021年7月28日公告《中華全國總工會關于切實維護新就業形態勞動者勞動保障權益的
意見》, 网址: https://www.acftu.org/wjzl/wjzlzcwj/qzwj/202107/t20210728_784163.html?sdiOEtCa
=qqrwWPeCAEWogwLg934Ig3qtv9BlrzkynS3cBhfcEX1QAzXVRLVGzGhz7sYsr.DdhG.t1TllChQR
faKj2hm0z0rjWpAnl28SH0S2QQ2YdEiPrw84aarIeFy00yqPnwwjmQH7DpOLA2N2Lko46zoHQsK0
qko,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27日.
168) 中工網, 2020年8月23日文章《这里的外賣小哥有了 “娘家人”！美團旗下公司深圳象鲜科技有限公司成
立工會》, 网址: http://www.workercn.cn/34165/202108/23/210823104727958.shtml,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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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임금 단체협상이나 단체노동계약
협상 등의 방면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미비하고 아직 주류가 되
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회도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
고는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 산동성 가오탕현 총공회는 가오
탕현 배달 음식 업계 ‘1+3’ 단체 계약 체결식을 거행하여, 100여 명의
현지 메이퇀 플랫폼 산하 배달 노동자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169)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지도자, 중앙정부 기관과 중화전국총공회, 각
급 지방정부와 지방공회가 공포한 각종 지도의견과 정책 규칙의 검토를
통해 <표 5-20>에 정리된 바와 같이 중국의 플랫폼 경제 산업 및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한 태도와 관리방식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20

주제

플랫폼
경제의
발전

중국 각급 정부와 공회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정칙 및 의견 정리
문건/회의

공표/개최 시기

공표/개최 기관

관련 내용 요약

2018년<정부공작보고>

2018年
3月 5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유경제’ 첫 언급
‘인터넷+’ 심화 강조

2019년<정부공작보고>

2019年
3月 5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새로운 업종형태 및 모델의 발전 지원,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성장 촉진, 디지
털 경제 확대

2019년국무원상무회의

2019年
7月 17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앙정부의 플랫폼 경제 발전 지지 명
확화, 지도의견과 정책 제시

<플랫폼 경제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2019年
8月 8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판공청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경제 운용에 갖
는 중요한 의의 인정, 플랫폼 산업 발전
을 위한 지도 의견 제출, 관련 입법의 완
비와 노동자 권익 보호 감독

169) 搜狐網, 2020年 9月 30日 文章《高唐縣總工會擧辦外賣行業 “1+3” 集體合同签約儀式》, 网址: https://
www.sohu.com/a/421922586_120206149,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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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주제

플랫폼
경제의
발전

플랫폼
경제
반독점

계속
문건/회의

공표/개최 기관

관련 내용 요약

2020년<정부공작보고>

2020年
5月 22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6안정 6보장’의 거시적 목표를 제시,
긱 경제 발전 장려와 디지털 경제의 새
로운 강점 창출 등을 통해 민생과 고용
보장, 플랫폼 경제가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민생 및 고용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긍정

<새로운 업종형태 및 모델의
건강한 발전 지원과 소비시장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관한
의견>

2020年
7月 14日

발전개혁위,
상무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
부 등 13개 기관

다양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
도의견 제공, 공유경제의 새로운 업종
형태 육성 발전, 생산요소 공급의 새로
운 방식 창조를 위한 발전 목표 제시

<새로운 업종형태와 모델로
신형 소비의 가속화를
선도하는 것에 관한 의견>

2020年
09月 21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판공청

내수 확대에 있어서 플랫폼 경제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새로운 업종
형태와 모델로 각종 소비를 육성 확대
해야 함을 주장

중앙경제공작회의

2020年
12月 27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을 방지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年
2月 7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플랫폼경제에서의 독점 행위 규정, 시
장의 공정한 질서 보호.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
전 촉진, 법에 의거한 온라인 플랫폼 감
전국인민대표대회 독 강화, 플랫폼 기업의 지위와 감독 규
칙의 명확화, 독과점 인정 법규범을 완
비, 독과점 행위 엄중 단속.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목표요강>

2021年
3月 13日

<온라인 예약 차량 경영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2019年
12月 28日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온라인 배차 플랫폼 회사가 운전기사
에 대해 갖는 책임 및 서비스 제공 규정

2021年
4月 30日

난징시
인력자원과사회보
장국,
시장감독관리국,
사법국, 공안국

배달 노동자를 ‘크라우드 노동자’와
‘전속노동자’로 구분, 각기 다른 상황
에서의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혹은 제3
자 간의 고용관계 규정

<신규취업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의견>

2021年
7月 16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과사회보
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교통운수부 등
8개 정부기관

플랫폼 고용 현상의 규범화 요구, 각 주
체의 책임 명확화
제도의 완비와 효능 향상을 통해 플랫
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노동시간, 사
회보험, 직업훈련 등) 강화
관련 주체의 감독 책임과 노동자 권리
보장 업무 기제의 명확화

2021年8月
정책정례브리핑

2021年
8月 19日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수부

온라인 배차 플랫폼 비율 상한선 설정,
각급 기관에 화물 운송 플랫폼의 불합
리한 가격 견적 관리 감독 요구

<신규 취업형태 하 온라인
음식배달 노동자 고용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시행)>

플랫폼
취업

공표/개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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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주제

플랫폼
산업
관련
공회의
실천

계속
문건/회의

공표/개최 시기

공표/개최 기관

관련 내용 요약

<다채널 유연 고용 지원 20개
조치에 관한 통지>

2020年
10月 30日

중국 산둥성정부
판공청

산둥성 각급 공회가 ‘유연한 일자리 창
출과 유연 취업자의 권익 보호’ 등 6개
분야에 걸쳐 20여 개의 지도의견 제출

중화전국총공회

각급 공회의 새로운 취업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업을 위한 지도의견 제공,
예컨대 공회 건립 및 가입 가속화와 인
터넷 사업자 서비스 수준 향상 등 해당
공회별로 신규 취업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임과 기능의 명확화

<중화전국총공회의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의견>

2021年
7月 28日

다. 코로나19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불리한
것만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도전의 측면은 코로나19의
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파괴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또한 플랫폼 경제의 영역 별로 영향을 받은 정도가
달라 분야 별 불균형 발전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어려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 발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들 업종에서 실직한 대량의 노동자가 플랫폼
경제 영역으로 옮겨가 재취업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에 보다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객관적으로 ‘인
터넷+’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의 편리성에 기초
한 많은 신규 직업들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는 특수한 시기
에 ‘고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일상화 상
황에서 고용과 민생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는 등 중요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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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전
우선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거래 규모는
약 3조37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에 그쳐, 그동안 매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시장 규
모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 5-14

2020년 중국 주요 영역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성장 현황

40.0%
30.9%
30.0%

27.8%
17.8%

20.0%
10.0%
0.0%
지식기술
-10.0%

공유의료

생산능력

생활서비스

교통이동

공유사무실

공유숙박

-6.5%
-15.7%

-20.0%

-26.0%

-30.0%

-29.8%
-40.0%

자료: 國家信息中心分享經濟研究中心, <<中國共享經濟發展報告(2021)>>.170)

둘째, [그림 5-14]에서 나타나듯이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
털 플랫폼이 산업 활동에서 발휘하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플랫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영역 별로 큰 차이가 있다. 반드시 오프라
인을 통해서만 최종적으로 거래가 실현될 수 있는 폐쇄적 영역에서의 시
장교역 기회가 대폭 감소했다.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영역은 온라인 배

170) http://www.sic.gov.cn/archiver/SIC/UpFile/Files/Default/20210219091740015763.pdf, 최종접
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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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대표되는 교통운수 분야로서, 코로나의 위협과 정부의 통제에 제약
을 받아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이동 횟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 일부 고위험 지역의 도시에서는 온라인 배차 운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국가정보센터의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 50개 이상의 도시가 일정 기간 온라인 호출차 서비
스를 중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차량 호출 플랫폼의
배차 완료율이 전통적인 순행 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서비스의 잠정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차
량 기사들이 플랫폼 회사에 차를 반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업
들도 온라인 근무로 많이 바뀌면서 공유사무실 수요가 크게 줄었고, 관광
시장이 위축되어 공유숙박 분야의 시장기회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통이동과 공유사무실, 공유숙박 분야의 플랫폼 경제 시장 규모가 현저
히 위축됐다. 이에 반해 지식 기능, 의료와 생산 능력을 공유하는 시장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식기
능 공유 분야가 확장됐고, 공유의료 영역도 코로나 시기 주민들의 진료
수요 덕에 대폭 상승했다.
코로나 기간에 주민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다양하게 제한되고, 집에 있
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국
가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온라인 음식 배달 수입이 전국
외식업 수입 비중의 약 16.6%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또한 외
식업체들이 이번 기회를 빌려 다양한 배달 영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으
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으로 배달 업무 비중을 확장했다.
아울러 각종 디지털 플랫폼도 계속 ‘비접촉’ 배송 업무를 제공해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온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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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배달 분야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 그러나 생활서비스 분야 중 전
통적인 오프라인 음식업, 가사 서비스업, 오프라인 레저오락 업종은 온라
인 배달 시장의 확장으로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오프라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식업의 경우,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수입이 44.3%나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상황
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영역의 불균형 발전이 증대했음을 알 수 있다.

2) 기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충격과 기존에 존재하던 고용시장의 총량 압
박 및 구조적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전통 산업 영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원래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보기 드문 기회를 맞았
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고용시장에 대량의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이러한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포용성이 강하며 유연
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어 취업이 어려운 일부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강하고 추가
소득을 보장해 주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짧은 동영상·생방송·지식공유·배달 등 분야의 시장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기회도 창출됐다. 구인구직
사이트인 ‘즈롄채용’(智聯招聘)이 발표한 <2020년 설 생방송 산업인재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 생방송 관련 일자리가 탄력적 고용의 저
수지가 됐다. 즉 설 복귀 후 한 달 만에 생방송 관련 겸직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66.09% 늘어 전임직 일자리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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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과제팀이 발표한 <틱톡 플랫폼 고용 촉진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 동안 209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생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창작 업종에 참여해 근로소
득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모두 저숙련 일자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디지털 플랫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예술적 창의력이 풍부하거나 고급 지
식교습 분야에 종사하려는 지식형 인재에게 인터넷 등을 매개로 창의성
을 발휘하는 지식집약형의 복잡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에 기반해 급성장한 경제 모델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전통 산업의 모델도 보편화됐다. 국가정보
센터의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2021)>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3차
례에 걸쳐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신규 직업 총 38종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화 관리사, 사물인터넷 설치 디버터, 드론 조종사와 프로
e스포츠 선수 등이 절반을 넘는다. 이들 신흥 직종의 등장은 디지털 플랫
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점차 ‘양’에서 ‘질’로 변화
하고 있으며, 직업 유형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산업의 비중이 향
상되고, 사회 전체의 고용구조 최적화를 추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폭발 기간에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거
래 총량과 고용 규모 증가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 경제의 내구성 강화와 고용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
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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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플랫폼 경제의 고용 증가 개괄
1)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전체 고용 상황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양질의 발전은 중국 경제 회복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 형태를 풍부하게 창출해 ‘일자
리 안정과 민생 보장’의 거시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주역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센터가 매년 발표한 <중국 공유 경제 발전 보고>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즉 2015년 500만 명에서 2020년
631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의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을 제외하
고는 매년 고용 규모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
국 사회의 전반적인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5-15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노동자 수
(단위: 만 명)

640

631

623

7.6%

8.0%
7.0%

620
598

600

6.0%
5.0%

580
560

4.2%

556

4.0%
3.0%

540

2.0%
1.3%

520

1.0%
0.0%

500
2017년

2018년
고용 규모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성장률

자료: 中國國家信息中心《中國共享經濟年度報告》（2018~20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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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2017~2020년 중국 총 취업자 수
(단위: 만 명)

76,200

0

76,058

76,000

-0.001

75,782

75,800
75,600

-0.002

75,447

75,400

-0.003

75,200

75,064

-0.4%

75,000

-0.004
-0.4%

74,800

-0.5%

74,600
74,400

-0.005
-0.006

2017년

2018년

2019년
고용규모

2020년

변화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171)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고용규모를 안정시키고 확대시키
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의의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생산수단을 상호 결합
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은 연결과 매
개 역할을 하면서 광범위한 산업과 생산요소에 새로운 고용과 결합의 기
회를 창출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기업 취업자 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와 연동된 전통 산업에 숨어있는 거대
한 취업 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고용 활력과 총량
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다. 즉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 이끌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는 플랫폼에 국한된 새로운 형태의 취업 유형만이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 관계의 틀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며, 오히려 후자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표 5-21>는 국가
정보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의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디지털 플랫폼
171) 출처: https://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최종접속일: 2021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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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발전이 중국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고, 이 영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

2017~2020년 중국 공유경제 참여자 및 서비스 제공자 수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공유경제참여자

7억

참여자증가율

/

7.6억

8억

8.3억

8.6%

5.3%

3.8%

서비스제공자

7000만

7500만

7800만

8400만

제공자증가율

/

7.1%

4%

7.7%

자료: 中國國家信息中心《中國共享經濟年度報告》（2018~2020年).

2) 업종별 디지털 플랫폼 경제 고용
중국 인민대 노동인사학원 연구팀은 <디지털 경제 발전이 노동관계 영
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분석>에서 3개의 주요 디지털 경제 플랫폼(알
리바바, 메이퇀, 디디추싱)의 2019년 고용 총량을 대략 추산해 [그림 5-17]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5-17

3대 주요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2019년 고용량 추산
(단위: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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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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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퇀

디디추싱

10
0
알리바바

자료: 中國人民大學勞動人事學院課題組, 《數字經濟發展對勞動關係領域的影响及對策分析》(2019年10月)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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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알리바바는 총 6,300만 명을 고
용했다.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의 하나
이며, 이 플랫폼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상인과 소비자는 엄청난 규모
이다. 이들이 바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공급자 및 수요자
이다. 알리 플랫폼의 상층부는 플랫폼 상점의 생산과 운송 도매 상품 등
의 여러 단계를 책임진다. 매 단계의 노동자 고용은 플랫폼에서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플랫폼 하류는 거대한 배송 및 물류사슬, 그리고 AS
관리 서비스 노동자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메이퇀은 약 1천 954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현재 이 플랫폼은 온라인 음식배달과 공동구매 서비
스에 주력하고 있다. 주된 역할은 상점과 고객을 연결하는 것이며, 여기
서 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상위의 식품 생산 및
가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온라인 배
달 서비스가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메이퇀은 2020년에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배차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디디추싱 플랫폼은 2019년 약 1천 825만 명의 고용
을 이끌었고, 여기에 취업한 사람들은 운전기사 외에 하위에 속하는 차량
정비사와 상위에 속하는 자동차 임대 업체 등이 있다.172)

나.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관계 문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거시경제에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주
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의 발전을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플랫폼 경제가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

172) 中國人民大學勞動人事學院課題組, 《數字經濟發展對勞動關係領域的影响及對策分析》(2019年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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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노동관계
에 초래하는 문제점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노동관계 안정에 드러나지 않은 폐
해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기존 노동법 체계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생산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독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노동과정의 실현이
다양한 주체에 걸쳐 있어 권리와 책임의 불분명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발전이 노동관계 거버넌스에 가져온 첫 번째
난제는 ‘기댈 곳 없는’(無法可依)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노동과 고용 법률체계의 핵심은 모두 노·사 양측이 수립
한 표준적 노동관계의 기초 위에 확립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운영 논리는 공급 측의 노동자와 수요 측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다. 이는 직관적으로 보면 노동자와 상품 소비자 간에 원래 존재하던 노
동자가 상품을 생산하도록 조직하는 고용자와 고용조직이 사라지고, 대신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매개로 구축된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 사
이의 3자 관계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3자 관계에서는 직접적
인 노동력 사용 주체인 고객과 노동자 간의 관계가 모호하며, 플랫폼 회
사들도 자신들은 노동과정에서 단지 ‘중개’의 역할만 했을 뿐 노동력의 통
제와 사용 및 조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전통적인 노동
법 체계가 규정한 고용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취업 유형은 노동관계의 판정에 어려
움을 초래하고,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가 명료한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관계를 포괄하기 어렵다. 만약 이
러한 새로운 경제조직 방식이 기존의 노동법 체계의 구속을 회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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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고 있다면(예컨대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노동력 외주 플랫폼),
이는 노동법을 의도적으로 허울로 만드는 행위이기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금지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 모델 하에서 자원배치의 효율성 향상과 수
요와 공급을 맞추기 쉬워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차별화, 소수화(小衆
化), 맞춤형 서비스로 시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

용촉진, 시장서비스 공급의 다각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민생 및 복지를
향상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小而美) 상점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를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제
도와 수단이 없을 수 있고, 근로기준에 맞는 작업조건, 노동임금, 복리후
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가게들은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자의 작업 안전도 보
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비록 소규모로
분산된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과 노동과정이 파편화·복잡화됐을 가능성이
높아 플랫폼 자체의 감독뿐 아니라 정부 등 공권력이 관리 감독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다양한 고용 형태는
현실에서 다양한 주체가 얽힌 복잡한 노동관계를 초래한다. 이처럼 다양
한 주체가 연관된 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겹겹의 ‘하청’(轉包)을 거
쳐야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와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서 각 주체 간의 관계는 결코 단일하지 않다. 심지어 불법적인 관계가 있
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관계가 겹겹이 얽혀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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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가.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규모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은 줄곧 플랫폼 경제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이며,
전통 요식업이 전자정보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생
겨났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정보 플랫폼이 먼저 사업자를 플랫폼에 등록
하도록 유도해 사업자의 메뉴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하고, 이를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을 매개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또 고객 주문 후 플랫폼
으로 배송을 전담할 라이더 노동자를 모집해 전체 거래 사슬을 완성한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플랫폼은 고객의 요구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매장
으로 실시간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의 주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를
상점에서 바로 접수하여 상품을 준비한다. 따라서 정보 플랫폼은 사업자
와 고객의 수급 관계를 원활하게 맞출 수 있어 사업자의 홍보 비용도 절
감하고 고객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 있다. 또 배달업무가 플랫
폼 모델에서 독자적인 영역이 되면서 배달노동자가 점차 새로운 직업으
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플랫폼과 음식배달 산업의 결합은 효율성
및 생활 필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해 중국의 고용 수준을 끌어올려 민
생 보장과 취업난 및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5-18]에서 볼 수 있듯이 2015~2019년까지 중국 요식업 수입액
은 꾸준히 증가해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 현재 4조
6721억 위안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요식업 경영, 특히 식당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적
영업 중단 등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어 요식업계의 정상적 발전이 극도로
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 중국 요식업계의 수입은 3조 95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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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그림 5-18

중국 요식업의 2015~2020년 수입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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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艾媒數据中心數据.173)

그림 5-19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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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艾媒數据中心數据.174)

173) data.iimedia.cn,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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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증가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국 전체 요식업 수준과 비교하면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은 시종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9]에 따르면, 중국의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의 발전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온라인 음식
배달 산업의 최초 확장기인 2011~2017년은 급속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
진 시기로, 시장 규모가 연평균 50% 이상 성장했고 특히 2014년과
2017년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65%까지 증가했다. 이는 한편으로
는 플랫폼 음식배달이 신흥 산업으로서 개발 초기에 비교적 유리한 이점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플랫폼 음식배달 산업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플랫폼 배달 산업의 발전이 점차 전환
기에 접어든 2018~2020년으로 이 단계의 주요 특징은 시장 확장 속도
가 완만해지고 시장 규모가 커졌으며 인센티브 기반이 축소했다는 것이
다. 이 단계의 플랫폼 음식배달 시장은 이미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기에 기본적 인센티브가 점차 축소되었으며, 플랫폼과 상점 모두 서
비스와 상품의 질을 높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 이윤을 얻어야 했다.
소비자와 정부의 개인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택과 정부가 공포한 각종 정책은 플랫폼 음식
배달 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조악한 방식에서 서비스 수준과 상품 품질
의 정교화를 추구하도록 변화시켰다. 특히 2020년 코로나의 충격 속에서
도 플랫폼 배달 산업 규모는 여전히 성장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6646.2억 위안을 기록했다. 비록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같은 해
전체 요식업 수입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공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는 한편

174) data.iimedia.cn,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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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달 전담 인원의 지정 배달 경영 방식으로 인적 접촉과 밀집을 줄
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기간에 배달 플랫폼 사업의 범위
와 종류를 확대(슈퍼마켓 신선품 배달 등)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생활
용품 수요의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배달 규모의 지속적인 성
장은 이 산업이 앞으로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소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분야임을 말해준다.
그림 5-20

중국 각 지역의 음식배달 주문량, GDP,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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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研究院《中國外賣産業調査研究報告(2019年前三季度報告)》.175)

플랫폼 배달 산업의 발전은 국민 경제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중국은 지역 간 경제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
산업의 발전도 지역 간 차이가 있다. [그림 5-20]은 중국의 2019년 1~3

175) https://about.meituan.com/research/report,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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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음식배달 주문량이 지역경제 수준과 정비례함을 보여준다. 구체적
으로 화둥지역(산동, 장쑤, 안후이, 상하이, 저장, 장시)은 전국 GDP의
33.9%를 차지해 전국 플랫폼 배달 주문량의 33.8%를 기록했고, 화난지
역(푸젠, 광둥, 광시, 하이난)은 플랫폼 배달 주문량 18.7%로 이 지역의
GDP 비중 17.3%보다 약간 높았다. 화베이 지역(베이징·내몽골·허베이·
산시·톈진)은 플랫폼 배달 주문량이 12.8%로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배
달 주문량이 이 지역의 GDP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소비와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플랫폼 배달 산업 이용자 규모
시장 규모만이 아니라, 플랫폼 배달 산업의 이용자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그림 5-21]은 최근 10년간 중국의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의 발
전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1~2014년 플랫폼 배달 소비자 규모는 고
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13~2014년에는 51%의 폭발적 성장을 이뤘으며, 2014년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는 1억 620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0.55억 명 증가했다.
이 시기의 플랫폼 배달 산업은 여러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기
였고,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麽),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 커우베
이(口碑) 등 플랫폼 ‘백가쟁명’이 진행되면서 각 플랫폼마다 일정한 이용
자층을 형성했다. 이 시기에는 비록 이용자가 분산되어 있었지만, 플랫폼
배달 산업의 경우 전체 이용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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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중국 2011~2020년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
(단위: 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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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艾媒數据中心數据.176)

2015~2020년 사이 플랫폼 배달 이용자 규모는 여전히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는 이 산업의 총체적 규모가 이미 정
해진 상황에서 각 플랫폼 간 경쟁은 단지 이용자의 플랫폼 간 이동만 가
능하게 했으며,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플랫폼들은 서비스 품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신규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 모델의 전환으로 배달 산업은 중속도
고품질 성장기에 진입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24일, 어러머가 바이두
와이마이를 인수했고, 이후 플랫폼 배달 산업은 메이퇀과 어러머(어러머
씽쉬엔饿了么星选 포함)를 양대 산맥으로 하고, 맥도날드(麦乐送), KFC
(肯德基宅急送), 피자헛(必胜客宅急送) 등의 브랜드 전문 배달업이 보조
하는 비즈니스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176) data.iimedia.cn,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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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배달 산업의 주요 플랫폼기업 현황
여기서는 독자들이 중국 플랫폼 배달 산업에 대한 정확한 기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의 주류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와 메이퇀의 현
황을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림 5-22]는 2021년 1분기 중 주류 배달 플랫폼의 거래액이 차지하
는 비중을 보여주는데, 메이퇀이 총 거래액의 67.3%를 차지해 플랫폼 배
달 업체의 선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러머(26.9%)와 어러머씽쉬엔
(4%)의 거래액을 합치면 30.9%이며, 나머지 기타 온라인 배달 플랫폼 거
래액은 1.8%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플랫폼 배달 산업은 메이
퇀과 어러머 양대 플랫폼이 서로 각축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22

2021년 제1분기 주요 배달 플랫폼 거래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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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tuan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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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ustdata 移動大數据監測平台《2020年Q1中國外賣行業發展分析報告》177)

177) http://report.itrustdata.com/report/pdf/2020%E5%B9%B4Q1%E4%B8%AD%E5%9B%BD%E5%A4
%96%E5%8D%96%E8%A1%8C%E4%B8%9A%E5%8F%91%E5%B1%95%E5%88%86%E6%9E%90%E6%
8A%A5%E5%91%8A.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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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이퇀와이마이(美團外賣)
왕싱(王興)이 2010년 3월 4일 설립한 메이퇀왕(美團網)은 “모두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돕자”는 사명으로 2012년 영화표 온라인 예매,
2013년 주점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2017년는 신선제품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까지 메이퇀 산하에 식품, 배달, 신선제품 소매, 영화,
관광 등 200개 이상의 생활서비스 품목을 망라하고 있으며, 주요 목록은
메이퇀, 다중디엔핑(大衆点評), 메이퇀와이마이(美團外賣), 메이퇀마이차
이(美團買菜) 등이다. 2015년 10월 8일, 메이퇀과 다중디엔핑이 합병해
메이퇀디엔핑이 설립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178) 같은 해 10월, 메이퇀디엔핑은 “Food+Platform” 전략을
선보이며, 조직 구조를 업그레이드해 음식 서비스와 플랫폼 운영 모델의
결합을 강조하고, 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 수단을
통해 생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디지털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179)
2015~2016년 메이퇀디엔핑(美團点评) 수입액

그림 5-23

(단위: 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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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点评2019年度報告》180), 《美团團020年度報告》181)

178) https://about.meituan.com/details/history,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79) https://about.meituan.com/details/desc,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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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15년 메이퇀과 다중디엔핑이 합병한 이후, 메이퇀디엔핑의 연간 수
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23% 성장해 약 129
억 위안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합병을 통해 메이퇀이 음식 서비스의
능력과 질을 높이고 플랫폼의 사업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메이퇀디엔
핑의 수입액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급성장해 2019년 약 975억 위안
의 수입을 달성했다.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국 요식업계가 모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비록 수익 증가폭은 줄었지만, 메이퇀디엔핑의 수입
액은 여전히 18% 증가해 약 1148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플랫폼 배달
산업의 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편 메이퇀이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2021년도 1~3월 메이퇀디엔핑 전체 플랫폼 수입액은 약
37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0년 1~3월)의 167억 위안에 비해
120.9% 증가했다.182)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를 효과적을 통제하고 있
고, 각종 오프라인 외식, 여행, 영화, 공공오락 등의 사업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서비스업이
2020년의 혹한기를 지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플랫폼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180)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0041708160230919238681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81)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82) 《美团截至2021年3月31日止三个月業績公告》, 网址: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528
1712591732610662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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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음식배달 수입액
(단위: 천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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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点评2019年度報告》183), 《美團点评2020年度報告》.184)

음식배달 서비스는 줄곧 메이퇀디엔핑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전체
연간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24]에 따르면 2018년
음식 배달 사업의 수입액은 약 381억 위안으로, 그해 전체 플랫폼 수입
의 58.4%를 차지했다. 2019년 음식 배달 서비스 수입은 약 548억 위안
으로 고속 성장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며, 그해 전체 플랫폼 수
입액의 56.2%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같은 기간 전체 플랫폼 수입 증가율(18%)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 이
는 메이퇀디엔핑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으며, 당시 수입액은 662.6억 위안으로 최고치
를 경신했다. <메이퇀의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실적 공고>에 따르면

183)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0041708160230919238681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84)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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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월 음식 배달사업 수입은 94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2021년
에는 약 20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했다.185) 전체 플
랫폼의 총수입 증가 수준보다 약간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코로나 시기
에 배달과 요식업의 본격적인 회복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며,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
고 배달 업체 선택도 신중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5-25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거래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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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点评2019年度報告》186), 《美團点评2020年度報告》.187)

[그림 5-25]는 2018~2020년 메이퇀 플랫폼에서 거래한 이용자 수를
보여주는데, 중간 속도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185) 《美團截至2021年3月31日止三个月業績公告》, 网址: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528
1712591732610662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86)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0041708160230919238681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87)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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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각각 전년도 대비 12.5%, 13.3% 증가했으며, 거래 이용자 수
도 2018년 약 4억 명에서 2020년 약 5.1억 명으로 증가해 플랫폼 경제
의 성장세가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줬다. 메이퇀의 2020년도 보고서에 따
르면, 하급(低線) 도시의 신규 가입자가 2020년 가입자 증가의 주요 동력
이며, 대다수의 신규 가입자는 모두 3급 이하의 도시와 향진 지역에서 발
생했다.188)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현재 개발·건설 중인 광범위한 향진
(鄕鎭) 지역은 플랫폼 경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광대한 소비시장을 제공
하고 있다. 1, 2선 도시는 이미 플랫폼 경제가 보편화되어 경쟁 구도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3, 4선 도시와 향진 및 농촌 지역의 개발과
인터넷 보급으로 이들 지역도 점차 플랫폼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각종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전장’이 되었다.
그림 5-26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 가입자당 평균 거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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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2019年度報告》189), 《美團2020年度報告》.190)

188) 《美團2020年度報告》, 网址: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
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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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것은 [그림 5-2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록 메이퇀디엔핑
가입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가입자당 평균
거래 수 증가율은 2.5%인 28.1건으로 대폭 둔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코
로나19의 영향 때문으로, 한편으로는 대규모 여행, 오프라인 식당, 공공
오락 시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심지어 일시 중단되어 이용자의 서비스 선
택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안전
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동과 배달 구매를 줄였기 때문이다. 중
국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양호한 통제에 힘입어 2021년 1~3월 메이퇀디
엔핑의 가입자당 평균 거래 건수는 30.5건으로 전년 동기의 26.3건보다
16.7% 증가했다.191) 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현재 서서히 회복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27]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메이퇀디엔핑에서 활동한 상
점 수를 보여준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메이퇀 연보의 자료에서 알 수 있
듯이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가
상승하고 있다. 2018년 580만 개였던 활성화 사업자가 2019년 640만
개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중국 요식
업계는 큰 어려움을 맞았지만, 동시에 디지털화 혁명이 촉진되었다. 즉
대량의 식당 업주들이 배달 업무를 개시하거나 심지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은 중단하기도 했다. 이 역시 2020년에 플랫폼 활동

189)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0041708160230919238681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90)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91) 美團截至2021年3月31日止三个月業績公告》, 网址: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528
1712591732610662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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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중요한 원인이다.
그림 5-27

2018~2020년 메이퇀디엔핑에서 활동한 상점 수
(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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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美團2019年度報告》192), 《美團2020年度報告》.193)

2) 어러머(餓了麽)
어러머는 2008년에 장쉬하오(张旭豪)가 창립했으며, 초기에는 배달과
음식 공급망을 양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었다. 이후 직송과
신규 유통 방식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소비자
들은 이미 어러머를 통해 온라인에서 정식, 식품, 일용품, 생화 및 약품
등을 주문해 구매할 수 있다.194) 2016년 창업자인 장쉬하오가 기업 비
전을 기존의 ‘아름다운 생활을 내 손으로’에서 ‘모든 것을 30분 안에 만

192)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0041708160230919238681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93) http://media-meituan.todayir.com/2021041908000317739722495_tc.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194) https://www.alibabagroup.com/cn/about/businesses,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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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Make Everything 30min)로 변경했는데, 이는 어러머를 ‘온라인
음식주문 플랫폼’에서 ‘생활 편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어러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러머는 2011년 이미 2000만 위안,
2013년 온라인 거래 규모 10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1년 동안
중국 전역의 2000여 개 도시에 업무망을 구축해 33억 위안의 온라인 거
래액을 달성했다. 어러머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이미 2000만 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고, 어러머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은 1만
5000명, 플랫폼에 등록한 라이더는 300만 명 이상, 이용자 규모는 2.6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195)
2017년 8월 24일, 어러머가 바이두와이마이를 인수했고, 2018년 10월
바이두와이마이는 ‘어러머씽쉬엔’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8년 4월, 알리
바바는 앤트진푸그룹(蚂蚁金服集團)과 공동으로 어러머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어러머와 커우베이를 합병해 ‘현지 생활 서비스’ 회사의 설
립을 선포했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의 부회장인 왕레이(王磊)가 어러머
의 CEO를 겸임하면서, 어러머는 본격적으로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사업
에 편입되었다.

195) 《饿了么2017年企业社会责任报告》, 网址: https://max.book118.com/html/2018/0930/620014205
3001221.shtm,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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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2019~2021년도 어러머 수입액196)
(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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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里巴巴2021財政年度報告》.197)

<알리바바 2021년 회계 연례보고>에는 ‘어러머 플랫폼’의 영업 매출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현지 생활서비스’ 수입액으로만 나와있다.
그러나 “현지 생활서비스의 수입이 주로 어러머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를 대략적인 어러머의 연간 수입액
으로 간주한다. 알리바바의 회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동
안 어러머 플랫폼의 수입액은 급성장을 유지했다. 즉 2019년 약 180억
원에서 2021년에 약 31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2021에 수입액 증가폭은 비록 감소했지만, 여
전히 24%의 성장 수준을 보였다. 이는 메이퇀디엔핑의 매출액 증가율
(21%)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플랫폼 자체의 매출 지수가 다르기 때
196) 알리바바의 재정 및 감사 규칙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를
의미하며,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도 이렇게 추정하면 2021 회계연도 연간 수입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가 아닌,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197) https://doc.irasia.com/listco/hk/alibabagroup/annual/2021/car2021.pdf, 최종접속일: 2021年
9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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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어러머 플랫폼의 매출 상승폭이 메이퇀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어러머의 영업 수입은 2018년 알리바바 그룹에 합병된 후, 알리바바
그룹 총수입의 5%를 차지해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198)

5. 사례연구: 중국C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중국 C 배달 플랫폼의 관리자, 등록 사업자, 등록 배달원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플랫폼 배달
산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두 가지 취업 형태인 크라우드소싱(衆包,
crowdsourcing)과 하청(專送, subcontracting)의 주체 간 관계, 사회
인구적 특성, 소득 수준, 노동시간 등의 차이를 사례 연구 방식으로 비교
분석한다.

가. 자료 수집 및 표본 정보
1) 자료 수집 상황
본 연구팀은 배달 노동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일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및 광범위한 인터뷰와
‘백앤드 데이터’(後台數据) 추출을 결합한 방식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
했다.199)

198) 《阿里巴巴2021财政年度报告》에 근거해 알리바바의 핵심사업을 2021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중국소매사업(66%)，초국경 및 글로벌소매사업(5%), 현지생활서비스(5%), 물류서비스
(5%), 중국도매사업(2%), 초국경 및 글로벌도매사업(2%), 기타(2%). 어러머가 주체인 현지 생활서비스 부
문은 중국 소매사업보다는 수입 비중이 낮지만, 여전히 알리바바 그룹의 핵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199) 본 연구를 위해서 2021년 중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하의 내용은 2017년, 2018년, 2020년에 걸쳐
서 필자를 포함한 인민대 연구팀이 음식배달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해 꾸준히 조사해온 내용에 토대를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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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C플랫폼 그룹의 베이징 총부와 베이징 각지, 쑤저우, 창저우
단양시, 샤먼 지역의 현지 조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C플랫폼
그룹 본사의 주요 업무라인 관리자(응답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을
CH, WY, XB, WW로 표기함), 사업모듈별 지점 관리자, 취업 형태별 배달
노동자와 일부 상점주가 포함됐다(연구 대상의 기본 정보는 <표 5-22>을
참조).
표 5-22

연구대상 기본 정보
연구대상

직무

조사장소

CH

총부대리책임자

베이징총부

중관촌 ‘이지다’ 가맹상, 점장, 라이더

중관촌

대리상, 라이더, 상점주

베이징미윈(北京密云)

WY

총부법무책임자
크라우드소싱점장, 라이더

베이징총부
산위안치아오 크라우드소싱 지점

자영점장, 라이더
XB

총부 크라우드소싱 책임자

WW

총부 하도급 책임자

쑤저우‘윈팅’(云霆)가맹상, 라이더

베이징총부
베이징총부
쑤저우(苏州)

크라우드소싱점장, 라이더
쑤저우 ‘헤이샨’(黑闪)가맹상
단양(丹阳)대리상, 점장, 상인, 라이더
샤먼가맹상1점장, 라이더

단양(丹阳)
샤먼(厦门)

샤먼크라우드소싱1점장, 라이더
샤먼가맹상2

현지조사와 함께 유형별 배달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설
문지는 백앤드 형식으로 배포 및 수집하였다. C플랫폼 배달원의 작업 상
황과 특징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수거한 후, 샘플 배달원
의 데이터를 C플랫폼 본사의 백앤드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해 배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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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형식에 대해 정확한 자료로 보충했으며, 이를 통해 정량 조사의 한
계인 질적 부족을 보완했다. 구체적인 지표는 배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
징(연령·성별·업부지와 본적지 등 포함), 하청 취업 일자, 크라우드소싱
라이더 등록일, 최근 1년 간 월별 주문 건수, 하루 평균 주문 시간, 서비
스 별점 평가(1,2, 5점 평가량), 배송시간 준수 비율, 총 운송거리, 평균
배송시간, 오후와 저녁 피크 시간대 주문량 비중 등이다.

2) 표본 상황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설문조사의 대표성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우리는
총 4만 944명의 배달원이 작성한 설문지를 회수했다. [그림 5-29]는 이
번 조사의 표본 상황을 보여주며, 백앤드 데이터와 유효하게 매칭되지 않
는 일부 배달원의 데이터 및 일부 지나치게 적은 도시의 샘플을 제거한
총 유효 설문지는 3만 7817건이다. 그중 하도급 배달원의 설문지는
14787부를 회수해 전체의 약 39%이며,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23030
부를 회수해 약 61%를 차지했다.
그림 5-29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표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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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다른 취업 형태: 하청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배달원
조사 데이터와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플랫폼 배달 산업에는
크게 하청(專送, 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衆包, crowdsourcing)
이라는 두 가지 취업 형태의 배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두 유
형의 배달원은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성, 노동강도, 사회보장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1) 노동관계 상황
<표 5-23>는 업무 특징과 노동관계 상황이라는 두 가지 척도를 바탕
으로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을 구분한 것이다. 그중 노동관
계 상황은 크게 ‘온라인 노동관계’, ‘오프라인 노동관계’, ‘노동관계에 대
한 영향 및 문제’ 등의 하위 척도로 나눠 배달원 고용 유형별로 주체 간
의 관계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표 5-23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노동관계 상황 비교

배달원 유형

특징

노동관계 상황
온라인노동관계

오프라인노동관계

노동관계에 대한 영향 및 문제

플랫폼이 노동자를 관
리하고 통제하지만 노
동자와의 고용 관계는
없으며, 플랫폼과 제3
의 용역 주체 사이에
노무파견 및 접수의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
되어 있음

노동자와 제3의 용역 주
체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거나 노무 계약
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노동관계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명확
하지 않음

플랫폼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와 노동관계를 제3자에게 아웃소
싱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제3의 주체는 대부분 고용형식이 규범
화되어 있지 않음. 배달원과 제3자 주
체 간 노동관계 존재 여부도 쟁점임.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권리와 책임 및 관
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하청배달원

플랫폼이 제3자
용역 주체를 통해
배달원의 노동
과정에 대한 공동
통제 실현

크라우드소
싱배달원

온라인 노무 거래,
배달원과 플랫폼 간에
플랫폼이 배달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원의 노동 과정
가 여전히 논쟁 중임
직접 통제

426 ❙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파트타임(겸직)으로 일
하는 크라우드소싱 배
탈조직화·탈고용관계화·노동관계 책
달원의 경우는 아마도
임주체 불분명, 노동쟁의 주체 불명확
자신을 고용한 오프라
등의 문제가 존재함
인 단위가 따로 있을 것
임

① 하청 배달원
노동 특성 상 하청배달원의 경우 플랫폼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제3의
용역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 회사가 업무를 안내한
다. 따라서 하청배달원은 플랫폼과 용역 회사의 이중 관리를 동시에 받는
다. 본 연구팀은 이를 ‘관리외주형’(管理外包, management outsourcing)
취업형태라고 부르는데, 즉 배달 플랫폼이 제3자 용역 회사와 업무 협약
을 맺어 배달원에 대한 관리 기능을 용역 회사에 넘김으로써, 배달원에
대한 노동관계 상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으로 취업
한 배달원은 제3자 용역 주체의 조직과 통제 하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
해 주문을 받으며, 전체 배송 과정에서 플랫폼과 용역 회사의 감독과 관
리를 받는다. 이는 배달 플랫폼의 측면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시장을 확대
하고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며, 노동관계의 책임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배달 플랫폼 회사는 하청 배달원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도시를
구역별로 나눠 각각의 사이트(站点)를 설치하는데, 사이트별로 각 구역
내(예컨대 3km 범위 내)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담한다. 이후 배달 플
랫폼은 이들 사이트를 가맹점별로 배분하고, 각 가맹점이 배달원 모집 및
조직을 전담하며, 배달원이 플랫폼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업무를 관리한
다. 배달원은 배달 플랫폼의 배달 경로와 배송 시간 제한 준수 등의 명령
외에 가맹점의 관리도 받아야 하며, 가맹점 관리 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외에도 배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해 배달
원의 스케줄이나 주문을 관리한다.
노동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배달원과 제3자 용역
회사 간에 노동관계(정식 노동계약 체결 여부는 제3자 기업의 관리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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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합법화 수준에 따라 결정)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반면 제3
자 기업과 배달 플랫폼의 관계는 노무 제공과 차용의 업무협력 관계로 인
식한다.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규정하는 “관리외주형”은 일반
적인 노무 외주 모델과는 다르며,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배달 플랫폼은 일부 관리 기능만 제3자 기업에 외주하고, 배달
원은 일상 및 노동 과정 중 지속적으로 배달 플랫폼과 제3자 기업으로부
터 이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은 독립된 앱
을 통해 노동 과정에 있는 배달원의 배차, 배달 시간 제한, 배송 규범 및
예절 등과 관련하여 배달원을 관리한다. 반면 제3자 기업은 일상적인 직
원 관리에 더욱 치중하며, 단지 배달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형식으로 배달
원과의 노동관계 형성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할 뿐이다.
둘째, 배달 플랫폼은 업무합작 형식으로 제3자 기업으로서의 가맹상과
대리상을 모집하는데, 이들 가맹상과 대리상에 고용된 배달원의 실적과
업무 태도는 배달 플랫폼의 제3자 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와 상벌 결
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관리외주’ 형태의 배달원은 일반적인 노무용역 모델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업무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외주’ 형태로 취업한 배달원들은 비록 제3자 기업과 공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이나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들 제3자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체로 소규모의 가맹상이나 대리점이기 때문에 자체
적인 고용 조건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수행한 C플랫폼 배달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원의 약 50% 정도가 제3자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또 하청배달원의 50%만이 각종 사회보험(사회보험, 신형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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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의료보험, 농촌양로보험, 도시민 의료/양로보험 등)을 보유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배달 플랫폼의 주체 책임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즉 배달 플랫폼은 하청배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제3자 서비스상에게 노동자의 보호나 노동
조건 개선을 감독할 법적 의무도 없다.

②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노동의 특징 차원에서 우리는 크라우드소싱 모델을 ‘온라인 근무
(online work)’로 칭하는데, 크라우드소싱 모델에 취업한 배달원은 일반
적으로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력
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은 플랫폼의 통제(노동시간, 근무지, 급여
수준 및 기준, 실적 평가와 고과, 노동환경 그리고/또는 기타 노동조건
등의 제한)를 받는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는 일반적으로 배달원에게 노동
과정과 서비스의 품질이 플랫폼이 제정한 규칙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
록 (온라인) 기능 교육도 실시한다.
노동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개인 단위로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일을 한다. 그들은 어떠한 제3자 조직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으며, 배달 플랫폼과도 어떠한 노동 계약도 맺지 않는다. 하
지만 중국에서 배달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독립적인
모바일 앱을 통해 하청배달원에게 수시로 각종 지시를 내려 노동과정을
통제하며, 때로는 배달원에게 통일된 복장과 설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는 이들 배달원과 배달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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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지방법원의 판례도 자주 엇갈린다.
노동관계와 노동법 관련 학계에서 근래에 노동관계 인정과 관련해 제
기되고 있는 논쟁도 바로 취업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노동
자의 노동과정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실질적 통제를 볼 때, 디지털 플
랫폼 경제의 취업자는 대부분 노동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00) 반면
다른 학자들은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를 노동관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201)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전통적인 ‘피고용인(employee)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이원적 분석 틀을 넘어 제3의
유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장 문
제를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202)
오프라인 노동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배달 일을 겸직으로 하고 있는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은 상대적으로 정규적인 일자리를 따로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 근무 시간 외 남는 시간을 활용해 배달 플
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용돈 벌이’를 하려는 것이 배달 일을 겸직하는 주된
이유라고 말한다. C플랫폼 배달원에 대한 우리 조사에 의하면, 약 47%의

200) Aloisi A. 2016, “Commoditized Workers. Case Study Research on Labor Law Issues Arising from
a Set of ‘On-Demand/Gig Economy’ Platforms.”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37(3).; Cunningham-Parmeter K. 2016, “From Amazon to Uber: Defining Employment in the
Modern Economy.”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96.;常凯,鄭小静.雇用關係还是合作關係?——互
聯網經濟中用工關係性質辨析, 中國人民大學學報,2019,33(02):78-88.
201) 王天玉.基于互聯網平台提供勞務的勞動關係認定——以 “e代駕”在京、沪, 穗三地法院的判决爲切入点[J].
法学, 2016(06):50-60.
202) Harris Seth D. and Alan Krueger 2015a, “A Proposal for Modernizing Labor Laws for
Twenty-First-Century Work: The ‘Independent Worker’.” working Paper, http://www.hamilton
project.org/papers/modernizing_labor_laws_for_twenty_first_century_work_independent_wor
ker.; Stanford J., 2017, “The Resurgence of Gig Work: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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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이 또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에만 배
달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본업 조직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며, 본업의 수입이 배달 일을 통해 버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
(반드시 더 많은 것은 아님)이었다.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약
14%가 배달 일을 주요 직업으로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으며,
약 39%만 전업으로 일하고 있었다.
크라우드소싱 취업 형태의 등장은 중국의 노동관계 관리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탈조직화와 탈고용관계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개별 판례 결과와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절반 이상
의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이 사실상 노동관계와 노동법 보호의 외부에 놓
여있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는 주로 고용관계에 기초해
구축돼 있어,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에 속해있어야만 노동의 안전성을 보
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크라우드소싱 모델에 따른 탈고용관계화 추세
는 노동자의 수많은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한다. 비록 정식으로 합법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겸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플랫폼과 분쟁이 발생
하거나 업무 중 직무 안전 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들 사이에 정식 고
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2) 인구학적 특징
여기서 우리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C배달 플랫폼 배달원의
인구학적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하청배달원과 크라
우드소싱 배달원의 주요 특징은 대체로 비슷한데, 즉 배달원 집단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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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의 ‘3저 집단’, 다시 말해 ‘저연령’, ‘저인적자본(학력)’, ‘저사회
적자본(호구와 사회적 편입 정도)’으로 묘사할 수 있다.
배달원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 외래 노동자로, 대도시에서는 호적과 사
회적 편입 수준이 낮은 점 등으로 사회적 자본이 낮으며, 반면 생활비가 더
싼 소도시에서는 더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현지 사회 환경에 편입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다.
① 남성 위주
우리는 두 취업 유형 모두에서 남성 배달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하청배달원은 98.49%가 남성이고,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93.59%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배달원 비중이 전체
배달원의 약 95%에 달한다.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시 등급이 낮을수록 여성 배달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에
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5-30
99.00%

고용유형별 남성 배달노동자 비중
98.49%

98.00%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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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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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전체

② 낮은 연령
배달원의 연령대는 20.48%가 27~29세, 약 50%가 25~35세 사이로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배달원들이 비교적 젊은 층
으로 강한 체력과 활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된 배송 업무와 불규
칙한 노동 시간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같은 저연령화는
이 집단의 교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하청배달원과 비교했을 때, 겸직의 크라우드소싱 배
달원의 평균 연령이 더 높다는 점이다. 즉 전체 표본에서 크라우드소싱
겸직 배달원의 비중은 36.37%인데, 그중 53.65%가 40세 이상이다. 또
한 40세 이상의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이 모든 유형의 전체 배달원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6.13% 정도이며, 하청배달원의 경우 이 수치는 6.07%에
불과하다.

③ 낮은 인력자본
[그림 5-31]는 두 유형 배달원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배달원들의 학력은 중학교(34.61%), 고등학교(20.65%), 실업고/중등전
문학교/직업기술학교(26.43%)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플랫폼 배달원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으며, 중국 9년 의무 교육 과정
(중학교까지)이나 직업학교를 졸업한 인원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배달원 업계에서는 고학력 수준의 인재가 비교적 적은데, 고학력 인
재는 종종 창의력과 학습 능력에 기반해 산업 관리 능력과 거버넌스 모델
의 업그레이드와 전환 및 변혁을 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C 배달 플
랫폼의 배송원 집단의 경우 아직 이런 산업 관계와 산업 거버넌스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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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을 선도할 능력이 비교적 부족할 수 있다.
한편 하청배달원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29.45%), 고등학교·실업고/중
등전문학교/기술학교(29.20%), 전문대(17.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크
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는 중학교(34.61%), 고등학교·실업고/중등전
문학교(25.29%), 고등학교(20.90%) 순서이다. 이처럼 하청배달원의 학
력 수준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보다는 약간 높다. 특히 하청배달원 중 대
학생 비율은 20%에 육박하지만(전문대 17.09%, 학부 또는 석사 2.26%),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중에 대학생 비율은 15.57%에 불과하다. 또 배달
원이 속한 도시 등급이 낮을수록 고학력(전문대 및 그 이상) 배달원의 비
중이 크다.
그림 5-3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학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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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④ 호적
전반적으로 볼 때, 배달원은 대부분 농촌 지역과 외부 성시에서 온 외
지 노동자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원의 75%가 농촌지역(해당 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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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23%, 타지 시 농촌호구 52%) 출신이고, 배달원의 61%는 다른 성시
에서 온 외지 노동자(타지 시 농촌호구 52%, 타지 시 도시호구 9%)이다.
배달원의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현재 근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적은 중국
특색의 사회와 인구 관리 제도로 사회 보장, 정착 포인트 적립(积分落户),
주택 구입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호적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집’과 ‘뿌리’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한 개인
의 사회적 편입과 현지 사회적 통합에 대한 자기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상 타향을 떠돌며 낯선 거리를 뛰어다니는 배달원들의
경우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과 사회적 안정감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하청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호적 방면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인다. 즉 하청배달원 중에는 현지 농촌호구의 비율이 약 43%로 높
은 편이며,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는 타지 농촌호구 소지자가 62%
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양자 모두 농촌호구 소지자의 비율이 높다
는 점은 동일하다. 하청배달원 중 농촌호구는 71%이며(현지시 농촌 호구
43%, 타지시 농촌 호구 28%),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중 농촌호구는 77%
(현지시 농촌 호구 15%, 타지시 농촌 호구 62%)로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아마도 배달원의 도시 분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현지 시 호구 배달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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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호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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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⑤ 거주 기간
[그림 5-32]는 크라우드소싱과 하청 배달원의 거주 기간 분포를 집계
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배달원들은 취업지에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9.16%의 배달원이 취업지에서 5년 이상 넘게 거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다수의 배달원들이 호적 때문에 직면한 사회
적 자본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것으로, 특히 배달원의 업무 기
능 학습 및 숙달에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현지 환경과 교통 상황을 숙
달하고, 현지 풍토 및 인적 네트워크에 익숙해지면 더욱 효율적이고 질
높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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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거주기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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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취업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하청배달원의 9년 이상 취업지 거주
비율(60.11%)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37.98%)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조사한 하청배달원 중 현지 농촌 호구 소지
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⑥ 가족구조
그림 5-3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결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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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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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배달원의 결혼 상황이 대체로 비
슷한데, 배달원 10명 중 6명(61.26%)이 기혼이고, 배달원 10명 중 3명
(33.73%)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취업 유형
배달원의 결혼 상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도시 등급별 배달원 데이
터를 분석해 본 결과, 도시 등급이 낮을수록 기혼 배달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급 도시의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취업 기회
가 적기에 기혼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달 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5-35]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달원들의 자녀 양육 상황도 취업 유
형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배달원의 약 42.01%가 무자녀,
배달원의 34.43%가 1자녀, 두 자녀를 둔 배달원의 비율은 약 20.81%이
고, 배달원의 약 2.75%만이 3자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노동자
들의 자녀 양육 및 결혼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들의 가족부양 스트
레스는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3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자녀양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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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3자녀 이상
전체

하지만 C플랫폼 배달원의 부모 생존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배달원이 전체 배달원의 절대 다수인 7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는 배달원은 약 18.52%로
그중 약 6.47%는 아버지가, 12.05%는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5-36]은 배달원의 가구당 연간 소득 상황을 보여준
다. 전반적으로는 배달원 가구의 약 45.71%가 연소득 5만 위안 미만(연
소득 2만 위안 미만 14.51%, 2만~5만 위안 3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간 소득 수준은 부부와 부모가 모두 건재하고, 1명의 자녀를 양
육해야 하는 가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5만 위안 미만의 연간 소득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발표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인 32,189위
안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203) 또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
원 가구의 연간 소득 상황을 비교해 본 결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연
평균 가구 소득이 하청배달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라
우드소싱 배달원 중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비율은 약
31.55%로 하청배달원의 같은 데이터(20.63%)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203) 中國國家統計局公布的數字, 网址: https://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최종접속일:
2021年 8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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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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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부모 상황
77.71%
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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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5.90% 6.70%

10.00%

10.8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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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0.00%
부모 모두 생존

부친 생존
하청 배달원

모친 생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4.24%

부모 사망
전체

이처럼 배달 노동자의 높은 기혼율, 자녀 수 및 부모 상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중국의 배달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족 부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배달원
집단은 저연령층이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고, 기혼률도 높은
편인데, 이는 만약 배우자도 비슷한 연령대일 경우 한 명의 배달 노동자가
노인 4명과 1∼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가족부양비율204)
약 2~3에 해당). 이는 현재 중국의 배달 노동자 대다수의 가정 생활 형편
이 ‘샤오캉(小康)’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인과 자녀가 배달 노동자의 가족 부양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204) 우리는 먼저 배달 노동자의 혼인상태, 생존부모 수, 미성년자 자녀 수 등 세 가지 척도에 따라 배달 노동자
가족부양지수를 산출했으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족부양비율 = (생존부모 수+미성년 자녀 수)/부
부 수. 이어 배달 노동자 가구의 연소득 지표와 연계해 그 유형을 고·중 가계부담으로 분류했다. 가계부담
분류 방법은 다은과 같다. 낮은 가구부담: 가족부양비율 < 2, 가정소득 5만 위안 이상. 높은 가구부담: 가족
부양비율 > =2, 가정소득 5만 위안 이하. 이외의 기타 상황은 모두 중등 가구부담인 것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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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실상 중국의 ‘2세대 농민공’ 가정이나 다름없음
을 보여준다.
그림 5-37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가정 연간 소득 분포

40.00%
31.20%
34.01%

35.00%

31.73%
32.20% 31.54%

30.08%

30.00%
25.00%
20.00%

13.56%

14.51%
15.00% 14.00% 14.71%

12.67%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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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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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위안 이상

전체

전업 크라우드소싱 배달노동자 가족부양비율과 월평균 주문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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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와 [그림 5-38]과 같이 전업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월평균
주문량과 가족부양비율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가족부양비율이 2-3 구간일
때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주문 접수 의사가 현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배달원의 가족부양비율이 3을 초과하면 주문 접수 의사가 급격
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가족부양비
율이 노동자의 가족 부양 스트레스를 극대화하고,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이 노동자의 여가와 심지어 노동 시간을 줄여 배달
원의 주문 접수량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소득상황
그림 5-39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월 평균 수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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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위안 이하

2-4천 위안

4-6천 위안

하청 배달원

6-8천 위안

8천-1만 위안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0.29%

0.78% 0.51%0.20%

1-1.5만 위안 1.5만 위안 이상

전체

[그림 5-39]는 하청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다수 배달원의 월평균 수
입이 2천~6천 위안 사이에 집중돼 있으며, 이 구간에 속하는 배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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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달원 수의 62.17%에 달한다. 월평균 8천 위안 이상은 5% 미만이
며, 2천 위안 이하인 배달원은 20%가 넘는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중국의
배달원 평균 소득 수준은 여전히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의 월평균 수입 수준을 비교해
보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수입이 2천
위안 이하인 비중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중에서는 27.79%인데, 하청
배달원의 경우는 1.68에 불과하다. 게다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규모
가 하청 배달원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중
월 평균 수입이 낮은 구성원 수치가 하청 배달원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
고 하청 배달원의 월 평균 수입 중간값도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보다 높
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청 배달원의 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본 수준
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청 배달원은 제3자 용역회사와
고용관계나 노동관계를 형성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 혹은 노동
관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에 비해 기본 수입
과 복지 수준이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고소득 구간 비중은 크
라우드소싱 배달원이 하청 배달원보다 오히려 높은데, 월 평균 수입이 8
천 위안 이상인 비중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약 4.29%인 반면, 하청
배달원은 2.94%에 불과했다. 이는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수입은 능동
적 수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번다’는 의
미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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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개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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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인주의 성향

이 같은 취업 형태별 월 평균 수입의 차이는 유형별 배달원의 개인적
성향 분석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배달원들의 고위험/고소득 및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취업 형태에
따라 배달원들의 위험 및 개인주의에 대한 성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입지향형 지수’는 배달원이 고소득을 얻기 위해 고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향 정도를 측정한 것인데, 전체 배달원의 ‘수입지향형 지
수’는 평균 2.42점이었고, 하청 배달원은 평균 2.38점으로 평균보다 낮
았다. 이는 더 많은 하청 배달원들이 비록 수입은 적더라도 위험을 피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의 ‘수입지향형 지수’는 평균보다 높은 2.43점으로 나타났다. 이
는 더 많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이 더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
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고위험 선호형 노동
자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받는’ 크라우드소싱 배달 모델에 매료
되어 크라우드소싱 배달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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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주의 지향 지수’는 배달원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경향성을 측정한 것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반
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집단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데이
터에서 전체 배달원의 평균 점수는 1.85점이고, 하청 배달원의 평균 점
수는 1.75점으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반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평
균점수는 1.89점으로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앞서본 것처럼 크라우드소
싱 배달원의 ‘수입지향형’ 지수가 더 높고 위험 선호 성향이 강하다는 결
과와 부합한다. 즉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개인의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며,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수준을 높이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4) 사회보험 가입 상황

그림 5-41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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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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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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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는 배달원의 사회보장 실태에 특별히 주목했다. 21세기
중국에서 성과 시를 넘어 취업한 농민공들이 대규모로 생겨나고 증가해
점차 중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노동력 이동 현상으로 부상한 이후, 도농
이원분할 체계에 기반해 설립된 중국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들처럼 타지
에 있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줄곧 학자들의 관심
과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 결과와 각 배달 플랫폼에서 공
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원 역시 ‘외지 노동자’(外来务工)의
특징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촌지역과 기타 성시(省
市) 및 심지어 빈곤 지역 출신 농민공으로, 배달 플랫폼이 창출한 일자리

를 통해 신흥 플랫폼 경제로 흡수되었지만 외지 노동자로서의 본질은 크
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실태에 때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C 배달 플랫폼 배달원들의 사회보장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달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는 전반적으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보험 가입 항목이 들쭉날쭉하고, 전체 가입율이 비교
적 낮았다. 그리고 자신의 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배달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마지막으로 하청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간의 사회
보험 가입 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우선 배달원의 보험 가입 항목이 현재 중국의 모든 사회보험 종류와
관련되어 각양각색이지만, 보험 가입율이 50%를 넘는 것은 의료보험뿐
으로 가입률이 61.71%이고(그중 신농촌합작보험가입자 36.62%, 도시주
민의료보험 가입자 17.28%, 상업의료보험 가입자 7.81%), 이외에 양로
보험 가입률은 21.96%, 사회보장기금 가입 가입률은 29.06%, 주택공적금
납입율은 8.14%이다([그림 5-41] 참조). 따라서 현재 중국의 절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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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아직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질병이나 빈곤 및 노
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회보장을 통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본 연구 조사 과정에서 30%가 넘는 배달원이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편으로 배달원들 스스로
가 사회보험 가입과 미래를 위한 계획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제3자 회사 및 현지 정부의 사회보장 가
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하청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간의 보험 가입 실태를 비교
한 결과, 제3자 기업과 고용 혹은 노동관계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배달원 집단이 어떠한 주체와도 고용관계를 맺지 못한 크라우드소싱 배
달원 집단에 비해 오히려 각종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크라
우드소싱 배달원의 대부분이 겸직 취업자이기에 또 다른 정식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이 정규 일자리의 고용주가 이들을 위해 사회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는 현재 중국의 제3자 용역 업체에 대한 고용 관리 체계 미
흡 문제가 광범위해서, 수많은 제3자 용업 업체가 법에 따라 그들이 고용
한 노동자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표 5-26>은 배달원들의 보험가입 의향과 실제 현황을 비교한 것
인데, 이를 분석해 보면 각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사와 실제 가입 사이
의 일치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매우 원한다고 응답한 각 유형의 배달원 중 실제 사회보험에 가
입한 비율이 대체로 낮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가입자 비율보다도 전
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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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개인들이 별로 상관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가진
다고 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개개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연한 형태로 취업했다고 해서 국가와 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
보장의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
서 일부 지역에 ‘법집행 미비’ 현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문제는 종종 ‘백성은 고발하지 않고, 관리는 추궁하지 않는’(民不
举官不究) 상태가 되었다. 한편 배달원 본인은 사회보험 가입 의사가 강

하지만, 제3자 용역 회사나 플랫폼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현지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배달원들은 잠재적으
로 노동쟁의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C 배달
플랫폼에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배달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
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2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의사 및 실제 가입 일치도 분석

하청배달원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전체

매우원함

원함

보통

별로 원하지 않음

매우 원하지 않음

보험미가입

5.09%

11.81%

24.56%

17.19%

41.45%

보험가입

3.99%

8.74%

20.03%

17.00%

50.24%

보험미갑입

8.62%

17.73%

27.67%

15.23%

30.75%

보험가입

8.48%

14.70%

23.05%

15.38%

38.38%

보험미가입

7.61%

16.04%

26.77%

15.80%

33.82%

보험가입

7.19%

12.99%

22.19%

15.84%

41.78%

5) 서비스 품질 관리
① 서비스 등급(별점) 평가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서비스 품질 방면에서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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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유형별 배송원 별점 평가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한 결과, 크라
우드소싱 배달원과 비교했을 때, 하청 배달원들이 별 다섯 개를 받은 비
율이 더 높았고 별 한 개 평가를 받은 비율은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하
청 배달원의 별 다섯 개 호평률은 94.69%, 크라우드소싱배달원의 별 다
섯 개 호평률은 90.06%였다. 그리고 별 1개 평가를 받은 비율은 하청 배
달원이 1.01%이며,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2.7%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청 배달원이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청 배달원은 제3자 플랫폼과 고용 혹은 노동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3자 회사는 기업관리 규칙과 조례에 근거하
여 하청 배달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성과와 임금 및 상벌을 결정
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배달원들이 별점 평가와 서비스 품질을 더욱
중시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림 5-42

100.0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서비스 등급 평가 현황

94.69%

91.39%

90.06%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2.70%

1.01%

2.21%

0.00%
하청 배달원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별 다섯 개 평가 비율

전체

별 한 개 평가 비율

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 ❙ 449

② 배달 노동자에 대한 낮은 평가 및 컴플레인 요인

그림 5-43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평가 및 컴플레인 원인

90.00%
80.00%

79.22%
70.28%

70.00%
63.35%

59.32%

60.00%

53.96%
50.00%

66.68%

40.00%
30.00%

19.97%
23.09%

20.00%

42.18%

51.80%

47.43%

50.72%

33.67%

24.01%

21.14%
19.99%

18.71%

10.00%

49.78%

0.00%
배달시간 초과

미리 배달

음식 훼손

하청 배달원

음식 품질 문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과도한 트집과 고의적 서비스 태도 문제
괴롭힘
전체

배달원이 낮은 서비스 평가를 받은 원인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신 사용자(소비자)가 제기한 비추천 평가나 불
만 제기에 대한 배달원의 태도와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림 5-43]은 배달
원들이 생각하는 낮은 구매 평가나 컴플레인 원인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즉 배달원들은 이러한 이유를 모두 외부적 요인,
예컨대 객관적인 ‘배달 시간 초과’(70.28%), 음식점이 빚어낸 ‘음식 훼손
(53.96%)과 품질 문제(42.18%)’, 구매자의 ‘과도한 트집과 고의적 괴롭
힘(갑질)’(49.78%) 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배달원이 낮은 서
비스 평가를 받은 이유를 외부 요인 탓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외부귀인형’),
소수의 배달원만이 자신의 서비스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21.14%)이라
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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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
면, “구매자의 트집과 갑질” 선택 항목을 제외한 모든 외부 요인 항목에
서 하청 배달원의 득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청 배달원의
‘외부귀인’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낮은 평가 및 컴플레인 처리 방식

그림 5-44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낮은 서비스평가 및 고소에 대한 처리 방식

80.00%

74.61%

70.00%
60.00%
50.00%

43.49%

40.00%

35.23%

32.06%

30.00%
20.00%

14.96%

14.69%

22.86%
17.21%

13.27%
17.33%

10.00%

3.17%

3.17%
0.00%
불운으로 여기고
대처하지 않음

점장에게 상황 설명

하청 배달원

플랫폼고객에 전화
피드백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모바일앱을 통한 불복신청

전체

배달원들은 고용 유형별로 노동관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혹평이나 불만을 접했을 때도 각기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구체적으
로 하청 배달원의 74.61%는 점장에게 연락해 주문 상황을 설명하는 방
식으로 구매자의 혹평과 민원을 해결하며,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14.96%만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반대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43.49%는 ‘불운으로 여기고 대처하지 않음’을 선택했으며, 비록 적극적
인 해결을 선택하더라도 이들은 어떠한 제3자 회사나 플랫폼 기업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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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혹은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개인적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모
색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플랫폼 고객에게 전화하여 피드백을 하거나
(17.33%), 휴대폰 앱을 통해 불복신청(22.86%)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과 고용 형식의 차이에 따라 배달원들의 유형별로 업무 분
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6) 업무 만족도와 이직 의향
노동 유형과 사회보장 및 업무쟁의 처리 등의 차이에 따라 하청 배달
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업무 만족도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배달 직
업을 바라보는 태도도 서로 다르다.

① 각 방면 업무 만족도

그림 5-45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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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00
급여수입

급여
일일 배달량
일일
적시지급
근무시간
하청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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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기회

교통안전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회사
인센티브
전체

회사복지

사회보험

배달원의 각 방면 만족도에 대한 우리 조사에 따르면,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각 방면에서 업무 만족도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
으로 하청 배달원은 급여수입(3.49점)과 급여의 적시 지급(3.85점)에 대
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한편 각종 복지 방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른 방면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예컨대 회사 인센티브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3.15점이고, 회사의 복지는 3.08점, 사회보험 만족도는
3.03점), 상대적으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이 방면 만족도(회사 인센티
브 3.24점, 회사복지 3.18점, 사회보험 3.19점)는 그나마 높은 편이다.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업무 만족도 차이는 앞에서 살
펴본 인구학적 특징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하청 배달원의 ‘수입지
향형’ 지수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에 비해 더 낮아, 고수입에 대한 요구가
그리 강렬하지 않다. 또 하청 배달원의 수입이 더 높고 평균화, 안정화되
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방면에서 대부분의 배달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반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은 제3자 또는 플랫폼과 고용이나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정식 직원의 복지와 인센
티브를 받기 어려워 본인의 기대치가 낮아 오히려 쉽게 만족한다.
이밖에 급여 지급의 적기성(3.76점) 외에,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배달
원들의 평균 만족도(3.49점)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주로 배달 직업
이 갖고 있는 유연성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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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 중 겪는 곤란 및 문제

그림 5-46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가 부딪히는 어려움 및 문제 통계
63.64%
62.05%

70.00%
60.00%

58.57%

64.28%

50.00%

63.82%
46.25%

45.51%

40.00%

48.93%

51.09%

45.51%

37.59%
36.11%

30.00%
20.00% 14.82%
10.00%

57.44%

47.22%

22.54%
12.98%

32.04%
7.43%

14.68%

12.24%

6.63% 7.75%

11.52%

0.00%

하청 배달원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전체

[그림 5-46]은 배달원이 업무 중에 겪는 각종 어려움을 집계한 것인
데, 그중 절대 다수의 배달원이 ‘배달 시간이 너무 짧다’(63.64%)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전체 플랫
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원의 배송 시간을 계속 압축하기 때문에,
배달원의 주문 건 당 배송 시간도 계속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배달원들은
촉박한 정시 배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내비게이
션보다 더 빠른 경로)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교통 안전 법규 위반) 일
할 수밖에 없다.
[그림 5-46]의 데이터를 더 비교 분석한 결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개인별 수입지향과 고위험 선호 경향이 더 뚜렷함을 알 수 있었는데, 특
히 ‘너무 적은 주문량’(63.82%)과 ‘기대보다 적은 수입’(51.09%)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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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만 사항이었다.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에게 주문 수량은 수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청 배달원의 관심사는 주로 교통
안전(46.25%)과 노동시간(22.54%) 등 근로 조건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달원들이 점차 자기 직업의 사회적
지위 및 업무 과정에서 받는 대우를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반
적으로 볼 때, 배달원의 절반에 가까운 48.93%가 업무 중 ‘사용자(소비
자)의 불이해/불존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와 사회
대중 및 배달 플랫폼이 배달원들의 수입과 삶의 질 측면의 요구뿐 아니라,
이들의 직업 발전, 사회적 관계, 심신 건강 등의 방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신형 직업의 원활한 운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③ 업무 중 받는 존중 수준

그림 5-47
3.60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들이 업무 중 받는 존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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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3.48

3.45
3.42

3.42

3.40

3.40

3.40

3.40

3.35

3.30
직업에 대한 떳떳함

이용자 존중 수준
하청 배달원

매장 존중 수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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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는 배달원이 업무 중 ‘존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주관
적인 인지 상황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떳떳함 수준’,
‘이용자(소비자)의 존중 수준’, ‘매장의 존중 수준’의 세 차원에서 평가했
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세 차원의 점수는 ‘직업에 대한 떳떳함 수
준’(3.51점), ‘이용자(소비자)의 존중 수준’(3.42점), ‘매장의 존중 수
준’(3.4점) 순서로 갈수록 낮아졌다.
두 유형의 배달원을 비교해 보면, 하청 배달원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점수는 ‘직업에
대한 떳떳함 수준’(3.58점), ‘이용자(소비자)의 존중 수준’(3.48점), ‘매장
의 존중 수준’(3.42점)이었다. 이것은 이들이 업무 과정에서 크라우드소
싱 배달원에 비해 더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이들이 상대
적으로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④ 이직 의향
전반적으로 배달원은 직원 이동률이 비교적 높은 직종으로 전체 배달
원의 50.11%가 이직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하청 배달원은
47.83%,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51.03%가 이직 의향을 보였다. 이는 주
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대부분이 배달 일을 겸직(아르바이트)으로 여
기지 정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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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고용유형별 배달노동자의 이직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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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47.00%

46.00%
하청 배달원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전체

다. 소결
이상의 분석과 서술을 통해 우리는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
원의 노동관계, 인구학적 특징, 수입과 사회보장 실태 등의 방면에서 나
타난 차이점과 일치점을 도출하여 아래의 <표 5-25>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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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배달원

배달원과 플랫폼
간 고용관계 존재
여부가 여전히
논란

온라인에서의
노무 거래,
플랫폼이 직접
배달원의 노동
과정을 통제

하청배달원

온라인 노동관계

플랫폼이 노동자를
관리하고
플랫폼 회사가
통제하지만
제3의 용역
고용관계는 없음,
주체를 통해
플랫폼과
배달원의
제3자(용역) 회사
노동과정에 대한
사이에 노무
공동 통제를 실현
수급에 대한 거래
관계 형성

특징
노동관계에 대한
영향 및 문제

성별비율
(남성위주)

연령
(낮은연령)

학력
(낮은인적자본)
호적

거주기간

낮은 사회적 자본

플랫폼 회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 및
노동자와 제3의
노동관계 관리를 제3자
주체 사이에
주체(용역회사)에게
취업지에서 9년
고용관계를
하청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현지(시) 넘게 거주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학력 농촌호구
형성하거나 용역 회피함, 하지만 제3자 주체는
크라우드소싱
수준이 낮고,
저연령화된
계약을 체결하기도 대체로 고용이 규범화되어
비율이
배달원보다 훨씬
특징을 보이나,
중국 9년
하지만, 그것이
있지 않음, 배달원과 제3자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의무교육
노동관계인지
주체 사이에 노동관계 존재 남성 위주, 크라우드소싱
높음
사회적 자본 획득
도시
배달원의 평균 과정(중학교)과
아닌지는 여전히
여부 논란, 이러한 문제에
능력이 강함
등급이
연령 좀 더
직업학교
명확하지 않음
대한 플랫폼 회사의 권한과
낮을수록
졸업자가
높음, 이는
책임 및 관련 규정이
여성 비율
겸직의
대다수이며,
불명확함
점차 상승 크라우드소싱
대학생
배달원 중
비중(전문대 및
취업지에서의 거주
고령자 비율이 학부 이상)은
파트타임(겸직)으로
기간이 하청배달원
더
많기
때문임
낮음
탈조직화, 탈고용 관계화,
외지(시)
일하는 크라우드소싱
보다 상대적으로
노동관계 책임주체가
농촌호구
배달원은 자신의
짦음,이는 각
불명확, 노동쟁의 주체
배달원이
오프라인 고용
배달원들이 속한
불분명 등의 문제 존재
대다수임
단위가 따로 있음
도시가 다르기
때문일 것임

오프라인 노동관계

노동관계 상황

하청 배달노동자와 크라우드소싱 배달 노동자 비교

배달원 유형

표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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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하청배달원

배달원 유형

표 5-25

기혼율이
비교적
높음

결혼상황

절반
이상이
1~2명의
자녀가
있음。

자녀 수

배달원 집단의 평균
연령이 낮아, 부모
모두 건재한 비율이
높음

부모 상태

가정상황(가족부양 부담이 큼)

하청배달원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낮은
배달원의 비율이 더
많고, 동시에
고소득자 비율도 더
많아 수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낮은 ‘수입지향 지수’,
위험회피형,
집단주의형, 집단이익
중시

평균 소득 수준이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보다 더 높고,
수입도 더 안정적임

전반적으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낮음

보험가입 상황

보험가입 의향과
실제 간의 일치 상황

사회보장 실태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사와 실제 가입 상황
일치도가 비교적 낮음,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어떠한 플랫폼 및
매우 원한다고 응답한 각
높은 ‘수입지향 지수’, 회사와도 고용관계가
유형 배달원들의 실제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위험선호형,
가입률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감이
개인주의형, ‘많이 일해
전반적으로 더 낮음
낮음, 이로 인해
더 많이 버는’ 것을 통해
개인 이익 실현 중시 사회보험 가입 수준이
하청배달원보다 높음

개인적 특질

월 평균수입 수준

수입

별점 5점 비율은
비교적 낮고 1점
비율은 높음,
상대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짐

별점 5점 비율이 더
높고 1점 비율은 낮음,
상대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좋음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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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배달원

하청배달원

주로 배송시간 초과, 음식 품질
문제, 이용자의 양해 부족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

수입 수준이나 지급의 업무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적시성에 대해 더
노동조건과 근로기준
만족함
문제라고 생각함
존중 받는다는
감정이 대체로 더
높음

업무 중 받는 존중감

불운 탓으로 돌려 아무런 대처도 각종 복지 수준에 대해 업무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존중 받는다는
하지 않거나 스스로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만족함, 예컨대 기대 소득을 충족시키지 감정이 상대적으로
제소하는 경향이 있음
회사 복지나 장려금 등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더 낮음

점장에게 피드백 하는 경향이 있음

업무 만족도
업무 주 애로사항

각 방면 만족도

이용자 평가 관리

낮은 평가 혹은 컴플레인 귀인 낮은 평가 혹은 컴플레인 처리 방식

계속

배달원 유형

표 5-25

이직 의향이 있는 배달원이
과반수가 넘음, 대다수의
크라우드소싱 배달원들이
배달 직업을
아르바이트(겸직)로 여김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에
비해 이직 경향이 낮음

이직경향

6. 소결
본 절에서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플랫폼 경제
의 발전 환경, 관련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시기 중국 플랫
폼 경제의 발전 상황, 플랫폼 배달 산업의 발전 현황, 대표적 플랫폼 기업과
취업자 상황, 그리고 플랫폼 배달 산업 취업자 중 두 가지 주요 고용 형태
인 하청(专送, 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众包, Crowdsourcing)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관계, 인구학적 특징, 수입과 사회보장 등의 방면에
대해 상세하게 총괄하여 분석했다.
본 절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중국 디
지털 플랫폼 경제의 규모와 발전 추이 및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교통 이
동 및 배달 산업과 결합된 이후의 발전 상황과 규모를 살펴본 결과, 디지
털 플랫폼 등 신형 인터넷 기술의 도움으로 디디추싱으로 대표되는 교통
이동 산업과 메이퇀 및 어러머로 대표되는 플랫폼 배달 산업이 이용자 규
모와 소득 비중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둘째, 현재 중국이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는 각종
정책 문건을 정리한 결과, 플랫폼 경제는 2018년 중국 국무원 <정부업무
보고>(政府工作報告)에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정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
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중앙정부는 플랫폼 경제가 신경제 및 새로운 업
종형태로서 국가의 거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새로운 엔진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플랫폼 경제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정부의 ‘6가지 안정, 6가지 보장’(六稳六保, 역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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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가 2021년도 경제 운용에서 ‘안정’ 속 ‘질적 발전’을 강조한 것이
다. 6가지 안정은 고용, 금융, 무역, 외자 유치, 투자, 경기 전망 6가지 분
야에서의 안정을 의미하고, 6가지 보장은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
너지, 산업망·공급망, 정부정책 이행을 보장한다는 뜻이다)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 달성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절에서는 중국 플랫폼 배달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 및 이용자
규모와 주요 양대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과 어러머의 발전 상황과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을 정리하였으며, 사례분석으로 중국 C 배달 플랫폼에 등
록된 배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
드소싱 배달원의 두 유형으로 세분화해, 이들의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징, 소득 수준 및 사회보장 가입 상황 등의 방면에서 차이점과 일치점
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
저, 노동관계 측면에서 하청 배달원은 제3자 기업(용역회사)과 고용 혹은
노동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과는 고용관계가 없다. 반면 크라우
드소싱 배달원은 어떠한 단위 주체와도 고용 혹은 노동관계가 없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제3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가 여부인데, 제3자의 등장과 크라우드소싱 모델의 발전은 모두 중국 노
동법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둘째, 중국 배달원들은 남성 위주의 ‘3저
(低)’ 집단(‘저연령화’, ‘저(低)인적 자본’, ‘저(低)사회적 자본’)으로 표현
되며, 가족 구조에도 큰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
조사·수집한 데이터를 정리·분석한 결과, 하청 배달원과 크라우드소싱
배달원 간에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배달원들의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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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만족도, 이직 경향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발전적인 상승기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서의 역
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점차 높아지
고 신흥 인터넷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플랫폼 경
제는 여전히 광활한 잠재 시장과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가지고 있다. 이
런 요소들은 모두 플랫폼 경제가 중국에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하는 데 도
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여전히 비교적 심각한 일련의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첫째, 플랫폼 경제 시장의 급속한 확장은 중국 정부의 거버넌
스 및 법률 규제 능력이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현재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 및 경제 문제(예컨대
독점 문제와 이용자 정보 안전 문제 등)를 야기했다. 둘째, 플랫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고용 형식이 출현하고 발전하
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법률 체계가 이를 규제·관리하지 못하면서, 중국
플랫폼 경제 취업자들의 노동 권익이 침해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
결을 위해 앞으로 정부와 플랫폼, 공회와 사회 각계가 함께 플랫폼 고용
의 관리 규범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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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 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노동시장 특성,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과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배달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과 관련 쟁점들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
며 한국의 배달플랫폼 노사관계 현안 이슈들을 배달노동자 노동조합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중 양국의
디지털 경제와 음식배달플랫폼 노동시장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플랫폼 산업 발전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에서 경제
적 충격이 있었던 2020년에도 디지털 플랫폼 거래액은 성장세를 유지해
중국에서 플랫폼 경제는 중국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동
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과 민생
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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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등 중요한 성장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에도 201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상
황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커지면서 관련 플랫폼 산업도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늘어나
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수행하
는 O2O 서비스의 경우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배달·운송과
전문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가장 시장규모가 큰 분야는 교통이동
분야와 음식배달로 대표되는 생활서비스 분야로 확인된다. 교통이동 분
야는 온라인 예약 배차가 대표적인데, 온라인 배차는 자차기사, 외주고용
기사, 대리운전기사의 세 가지로 나뉜다. 자차기사는 플랫폼 노동자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온라인 배차 플랫폼에 등록해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한다. 온라인 배차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은 디디추싱으로, 디
디추싱에 등록해 수입을 올린 자차기사의 규모만 2000~3000만명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음식
배달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2020년 말 중국 음식배달앱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과 중국의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경우 3개 주요 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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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추싱의 고용량만 계산해도 2019년 기
준으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점들
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에
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플랫
폼 경제는 기존 노동법의 체계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
들은 노동과정에서 단지 중개의 역할만 했을 뿐 노동력의 통제와 사용 및
조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가 규
정한 고용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 노동법상의 보
호체계와 사회보장제도가 고용주와 노동자의 종속적 고용관계를 기준으
로 인정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와 사회보장의 사각지
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의 노사관계는 노동자
-사용자-서비스 이용자의 삼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해 하청구
조도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과정이 다양한 주체에 걸쳐 실현되므로 권리
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2.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 현황과 노동시장 특성
한국과 중국 모두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은 플랫폼 경제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발전은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의 음식배달 주문량 통계를 보면 지역
경제 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와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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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수준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음식배달 앱의 점유율을 보면(2021.7. 기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23.8%), 쿠팡이츠(15.2%)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
히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음식배달 플랫폼 거래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2019.10. 기준), 메이투안(67.3%), 어러머(30.9%)가 양대 산맥이며,
그밖에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의 프랜차이즈 전문 배달업이 보조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음식배달 서비스의 구조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음식배달 시장이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
이 분리된 구조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다른 해외 국
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를 가진다. 한국
의 음식배달서비스 구조는 주문자가 전화나 음식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기사에게
음식 배송을 의뢰하고 이를 수락한 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수령하여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배달 대행 구조는 음식주문과
배달대행이 원서비스로 이루어지는 형태(통합형)와 가맹점형 음식배달대
행 형태(가맹형)로 나뉜다. 통합형은 주문중개업체의 자회사인 배달중개
업체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원들과 크라우드소싱형(crowdsourcing)
으로 일반인들이 배달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가맹형은 배
달대행플랫폼이 그 하위 단위에 있는 배달대행 지사(직영 또는 대리점)에
소속된 배달노동자가 배달대행 앱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
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편, 중국의 음식배달서비스는 주문중개와 배달이 동일한 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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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음식플랫폼 배달원은 하청(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
싱형의 두 가지 취업형태로 구분된다. 하청배달원은 플랫폼이 제3의 용
역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 회사의 관리와 업무지시
를 받는 형태이며, 크라우드소싱은 플랫폼이나 제3의 조직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여 노동력을 제공
한다.
배달노동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0-3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크라우드소싱형
의 배달노동자는 전업보다 부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
배달노동자의 경우 두드러지는 다른 특징은 전체 배달노동자의 77%가
농촌지역 호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외지에서 온 노동자가 68%로 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는 플랫폼 배달 노동이 진
입장벽이 매우 낮고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외지에
서 온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수준 부족, 사회보험료 납부
혼란 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사회보장에 관해서도 한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노동자 간 고
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지만 노동과정에서 플랫폼의 통제(노동시간, 근무
지, 급여수준, 실적평가와 보상 등에 대한 제한)를 받는다는 점에서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 탈조직화와 탈
고용관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가 고
용관계에 기초해 구축되어 있어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속해있지 않은 노
동자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도 한중 양국 모두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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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달원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양국의
공통된 핵심 화두이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전체 플랫폼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원의 배송시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배달원들은 정시 배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
거나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게 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관제시스템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례로 관제시스템에서 제공한 도착시간과 실제 네비
게이션 도착시간 불일치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3.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 조직화와 노사관계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
이점은 배달 노동자의 조직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 현황에서 발견
된다.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집
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 간 단체협약이 체
결된 바 있으며, 2021년 9월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서비스일반노
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음식주문플랫폼 업계에 새롭게 등장하여 시장의 판
도를 재편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플랫
폼 사회적 대화도 활발히 진행되어 2020년 10월 전체 배달 플랫폼 산업
의 자율협약이 체결되었다. 플랫폼 산업 자율협약에는 공정한 계약,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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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투명한 업무조건, 효과적인 업무 수행, 안전과 보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노총과 라이더유니온 등이 주도한 경제사회노동위원
회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이 합의되고,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던 쿠팡에서도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각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조 건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배달 노
동자 혹은 라이더 노조는 직원서비스 사무소 설치, 생활 물자 배포, 각종
문화 체육 및 안전 교육 활동의 정기적 시행 등 직원들의 복지와 조직화
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이
해 대변을 위한 보다 핵심적인 의제 발굴과 임금교섭, 단체협상 추진 등
과 관련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중국의 공회는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대중조직이기 때
문에 자조 기능이 더 강조되며, 복지와 훈련 등에 더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라이더유니온 등이 주도하고 있는
공제회 방식은 이 같은 중국 공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국
의 노동보호의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중국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이렇듯
공회의 대표성과 활동성의 한계 속에서 중국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들
의 자발적인 시위와 업무 거부(사실상 파업) 등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
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Lei(2021)와 Sun & Chen(2021)은
이를 플랫폼 아키텍처, 상황적 대리인(contingent agency) 등 여러 새로
운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플랫폼 업체가 우월
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종사자들의 노동과정을 옥죄고, 정당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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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째
서 2021년 7월 중국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규취업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
다. 이 지도의견은 상당히 배달종사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보호적인 내용
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지켜질 것인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음식배달 노동과 관련하여 이렇
다 할 단체행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일찌감치 여러 노조들이 조직
화에 나서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나아가
사업확장과 증시 상장 등을 목표로 하는 우아한 형제들 등이 ‘개명된 사
용자’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
지로 2021년에 쿠팡이 서비스일반노조 및 라이더유니온과 공동단체교섭
을 받아들인 것 역시 사회적 압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 과제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이 끝나는 시점에 음
식배달 종사자와 관련한 노동력 수급 관계가 조정되는 단계가 오면, 새로
운 환경에 적합한 노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상품
시장 및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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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200여년 역사는 끝없이 신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이었다.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개발에서 나아가 자동차와 항공기, 우주선이 개발
되었으며, 라디오와 TV를 넘어서서 이제 5G 통신으로 휴대폰을 사용하
게 되었다. 신기술은 한편으로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발명가 혹은 기술개발의 선두업체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다
주었다. 물론, 기술 그 자체가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은 상
업화를 통해야만 개발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었는데, 상업화란 곧 시장
에서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이란 신기술의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새로운 작업방식의 고안 등도 모두 혁신이
라고 부를 수 있다(슘페터 저, 박영호 옮김, 2005). 나아가 신기술이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형태의 제품화가
필요하며, 그 제품을 싸고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기술발달 추세가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고, 더욱이 매우 심
각한 기후위기가 전개되면서 신기술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국가간, 기업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인 한
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기술개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와 그러
한 신기술들이 산업과 기업조직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일하는 사람들에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나라의
사례는 신에너지자동차와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노동 분야를 소재
로 하여 비교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세 산업 모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얻었는데, 산
업별 주요한 연구 결과는 요약을 참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가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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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간, 그리고 때로는 기업간에 이르는 비교 연구의 결과 도달한 결론 몇
가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신기술 개발의 프런티어에 함께
서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양국간 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났던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catch-up) 관계를 벗어나, 대등한 경쟁관
계를 보이고 있다. 흔히 중국은 선진 제품을 모방만 하는 ‘짝퉁’의 나라로
대중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만, 은종학(2021)이 방대한 저술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중국의 혁신 역량은 차곡차곡 쌓여왔고, 이제 많은
영역에서 한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이 한국을 비
월(leapfrogging)하여 앞서 나가는 영역도 많아지고 있는데, 섬유의류산
업이나 전기차용 배터리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따라서, 프런티어에 놓
여있는 많은 영역에서는 경쟁관계가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산업보
안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다만, 경제 내에는 첨단산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런티어 이외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중 분업
과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간에 신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한
편으로는 업체간 경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경쟁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신기술, 신산업 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
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중국 역시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나가고자 힘쓰고 있다. 양국 모두 배
터리 전기차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 인프라 구
축 등에 진력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추진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1980년대까지의 세세한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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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중국은 매우 노골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국계 배터리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때로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노력이 반도체 산업 사례
에서 보듯이 수포로 돌아가고, 엄청난 재정금융상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당분간은 국가가 직접 투자자이자, 세세한 자원배분의 결
정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기술이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명
시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간접적이며 사후적인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휴먼뉴딜’로 1.0 시기의 고용안
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일자리 전환 과정의 재훈련을 강조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심이 사회 곳곳에 자리 하고
있다. 그것은 전기차를 도입하면서 고용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업체들 사
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였다. 물론, 그것은 노동조합이 강하기 때문
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민간 노사에 이르는 전 분야
에서 신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가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 역시 특히 대졸자 취업난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
용량과 관련한 관심은 전 사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신기술의 적용과 같
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중 양국의 노동시장 관행과도 관련되어 있는
데, 한국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노동시장의 유동성
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에서 기술과 고용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공동부유가 주창되
는 등 분배 문제를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향
후 어떠한 정책이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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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신기술은 생산 및 노동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디지털과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관련 고급
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현상이 한중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다만,
한국에 비하여 중국이 최근 산업발달의 속도가 더 압축적이고, 일반적으
로 교육제도는 지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엔지니어 쟁탈전에
돌입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생산현장의 기능직에 대한 수요는 줄
어들거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탈숙련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의 가치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 바 오퍼레이터들의 경우는 자
동화된 설비의 감시자이자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요원으로서의 의미만
을 지니게 되었으며, 과거에 지녔던 숙련은 이미 기계로 이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숙련의 양극 분해로 인한 소득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넷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비해 중국의 직종간, 기업간 임
금격차가 더 큰 현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기업내 직종간 임금격
차 확대는 억제되는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다. 중국의 공회 역시 기업
별, 지역별, 업종별 등 다차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금체계나 직급 등에 대해서는 발언하거나 교섭하지 않기 때문에 직종
간, 직무간 임금격차는 사용자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사용자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 대한 우대를 통하여 상업화를 완성하고자 하
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또한 중국
은 파격적인 연봉을 제안하거나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 확대가 한국보다 발생하기 더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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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신기술이 시장에서 구현되기까지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
거나, 기존 조직이 변화하는 현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음식배
달 등의 플랫폼 노동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 전기차 산업에서
MA사나 MN사의 등장은 기존 조직이나 노사관계 관행을 피하여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조직 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알리바바의 코뿔소 프로젝트 역시 섬유의류업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하나
의 틀거리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일곱째, 여섯째 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조
직 형태는 곧 새로운 노동 조직 방식을 의미하고, 노동과정의 변화를 수
반하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조직 방식에 대한 우려와 보완책 마련이 노조와 지식인, 시민단체들
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해법이 공동으로 모색되는 반면에, 중국은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시민사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산당과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기까지는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례로 중국 정부
는 2021년 7월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 조치들을 내놓았는데, 이는 플랫
폼노동이 확산되기 시작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제출된 정책이다. 반
면, 한국의 경우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이미 수년전부터 본격화되
었을 뿐 아니라, 노조나 공제조합이 결성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사회
적 대화가 전개되기도 한 바 있다.
여덟째, 산업별,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신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
는 영향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이 한중 간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국의 차이는 일곱 번째 쟁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응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전기차로 대표되는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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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차 부문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강한 노조를 우회하기 위한 사용자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운데, 노조의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로서는 조합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기존 조합원의 피해만 없다면 신기술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노동운동 전체로 본다면 분명 신기술은 숙련의 위상 저하와
노조의 약화,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
에서 대응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크지만, 아직은 그러한 노조의 종합 전략
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서, 매우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만으로 일반
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적어도 이치폭스바겐과 광저우
도요타라고 하는 사례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가솔린차의 선두 주
자인 이들이 전기차 부문에서 후발자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향후 수년
간 심각한 구조조정의 압력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관련 부품업체
들에서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중국 섬유의류산업에서 드러난 국제정세 및 국내정치적 요인
에 따른 산업과 기업의 혼란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은 개발부터 적용까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대거
안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외교적 요인까지 불안정성을 부가한다면 사업
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같은 섬유의류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생산기반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여 국내 생산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산업기반의 취약함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
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더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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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결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종국에는 리쇼오링의 가능성까지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다거나, 탈숙련화가 불가피하다거나 하는 기술결정론적 논의는 큰 도움
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 일자리와 고용관계는 기술에 의
하여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단기에 있어서는 각 나라와 각
산업, 각 기업의 기존 고용관계 지형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적 변화들
이 보다 일반적일 수 있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보이는 전기차 생산에서조
차 직무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직무의 연장선상에 놓이거나 기존
직무가 재배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마케팅 전략이나 엔지니어링을
별론으로 하자면, 생산과 노동 측면에서는 기술이 부과하는 부정적 영향
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문별, 산업별, 기업별, 국가별로 신기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노동과 기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
하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을 둘러싸고, 한중 간의 정
보교류와 상호학습의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의 체제
가 다른 상황에서 신기술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것
은 거꾸로 기술개발의 사회적 수용도를 사전에 높여주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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