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Ⅱ) 
-문헌 및 사례 검토 세미나-

1. 취지

○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Ⅱ)> 연구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노동운동 혁신 담론’과 ‘대안적 실천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노동운동에게 있어 “실행과 성취가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헌 검토 및 사례 분석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의 노동운동 혁신 담론과 대안적 실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자 함. 이러한 검토를 통해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틀을 정교화하고, 심층적
인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을 확정할 것임.

○ 한편, 본 세미나는 열린 형태로 진행될 것임. 연구소 내외부 연구자들의 세미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이슈와 관련된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대안적 의견들과 실천 사례들을 수집할 것임.     

2. 형식

○ 본 세미나는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격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총 4회, 매회 2시간 정도씩 진행됨.  

○ 매회 세미나 참여자들이 분담해서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사례발표 시에
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매회 발제를 맡도록 함. 그 외 세미나에 참여하는 연구
자들은 필수적으로 1회 이상 발제를 맡도록 함. 

3. 내용

○ 제1차 <각국의 노동운동 대안전략과 실천> 일시: 5월22일
[미국 사례] 
- 마크 딕슨 외,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엮음, 2013, 『노동운동의 혁신과 조직화』 1~4

장, pp.4~199, 노동의 지평. 
[독일 사례] 
- 이종래 편역, 2009, “전략적 노조주의: 위기탈출을 위한 혁신방안인가?”, 이상호, 

2009,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pp.140-192, 금속



노조 노동연구원.
- Loswell Turner, 2009, Institutions and Activism: Crisis and Opportunity 

for a German Labor Movement in Declin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2, No. 3, pp. 294-312, Cornell University.

[일본 사례]
- 기노시타 다케오 지음, 임영일 옮김, 2011,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21세기 

일본의 노동운동론』, 3~7장, pp.50-229, 노동의 지평  
- 다카수 히로히코, “유니온운동의 형성과 실태”, 마크 딕슨 외,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엮음, 2013, 『노동운동의 혁신과 조직화』, pp.331~378, 노동의 지평. 

○ 제2차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및 혁신 담론> 일시: 6월12일 오후 2시 반~
- 이호근, 2010,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원인과 대안적 모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상호, 2009,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연구자료집』, 금속노조 노

동연구원.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11, “현장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진단․평가”, 노동운

동평가대안포럼-1차.
- 노중기, 2009,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동향과 전망』 77호, 

pp.248-280.
-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2007,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사회운동포럼 1차

워크샵.

○ 제3차 <실천 사례 검토1> 일시: 미정
[시민사회 내의 행위자]
- 화섬연맹/민주노총 지역본부/노동자건강권 시민단체 등: 발암물질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2011~)
- 양 노총 지역본부/협동조합/지자체 등: 지역사회 생활협동조합운동(확인 필요)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행위자]
- 민주노총: 제2기 미조직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2010~) + 학교회계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2010~)

○ 제4차 <실천 사례 검토 2> 일시: 미정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행위자]
- 한국비정규직네트워크/희망연대노조: 새로운 노동자(조합원) 정체성 형성 노력들 
[노동시장제도 내의 행위자]
- 양 노총 중앙: 비정규직법(2004) 및 비정규직조례(2010~) 제개정을 위한 개입
- 양 노총 중앙: 4대 보험/사회안전망/최저임금 등에 대한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