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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의 ‘노동자국가’
-현대 중국의 노동현실과 향후 전망
〈정책자문위원 전 현 준〉

Ⅰ. 사회주의(혁명)화 시기
0.1911년 신해혁명 당시중국은 4억 인구의 땅에 단 100만 명 이하의 노동자
만이 존재
노동계급의 수적 빈약은 근대적 의미의 pt계급의식의 성장을 방해
1. 중국의 공식이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중국pt의 당이라 주장한다. 그렇
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도시 노동계급과 중국공산당의 유대는 1927년 장
제스의 4.12대학살로 이미 끊어졌으며, 이후 중국 노동계급은 1949년 중국공
산당의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
하여 중국 pt의 규모가 늘고, 중국 공산당이 도시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제
1차 5개년계획(공업화와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초축적)이 끝날 무렵인 1957년
말에도 공산당원 중 노동자 비율은 고작 14%에 불과했다.
2.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래로 모든 노동 불평등과 노동차별의 근본원인
이 되는 노동의 이중적 이원구조를 유지하였다. 즉, 사회주의 시기부터 현재까
지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3. 1949년 건국 후 무의 상태에서 선진 자본주의(제국주의)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채택된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은 당-국가와 사회의 관료화와 전문화, 규칙
화를 초래하여, 이제 혁명정당의 간부들은 행정가와 기능적 관료로 변신하게
되었다. (노간부와 신간부의 갈등, 관료와 인민의 갈등, 도농의 갈등, 노농의
갈등, 정육의 갈등을 야기)
4. 노동자들에게 강력하고 급속한 공업화의 추진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노동
규율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또한 이는 노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임금과 직위
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였다. 숙련노동자들은 현장감독이 되었고, 임금정책의
경우 도덕적 인센티브 대신 기술성, 전문성에 따른 차등화된 급여 및 상여금을
주는 물질적 인센티브가 마오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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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혁 시기 노동자 집단과 노동현실
1)문혁 시기 노동자들은 보장노동자인 보수적인 숙련공 및 당 관료조직에 대
항적인 저임금 노동자인 비숙련공(실습노동자까지 포함)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간극은 국가에 영구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할 대립이었다. 원래 ‘3대 격차’의 하
나였던 노농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계약제는 국가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이윤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뿐이었다. 이 계약제
는 다른 형태의 노동착취와 마찬가지로 문혁 전후로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다.
2)1966년 11월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노동계급과 도시빈민들에 의해 혼란스
러울 정도로 다양한 경제주의적 정치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출현하였는데, 서로
사회경제적 요구조건이 달라 이들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당시 베이
징의 마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생산적 역할을 혁명적 역할보다 더 강조했
으며, 문혁에 참가하기 전에 8시간 노동을 완수해야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건국 이후, 팽배한 관료주의의 폐단과 분열된 노동계급 간 갈등 속에 이런 훈
령이 지켜질 리 없었다.
3)문혁의 광풍 속에 느슨한 동맹관계를 이루었던 노동계급조직들과 홍위병 조
직 간에 대중의 지지와 권력을 놓고 서로 격렬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유명했
던 노동조직 중 가장 큰 것은 방직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나중에 4인방의 한명
으로 활동하는 왕훙원이 조직한 ‘상하이노동자혁명조반총사령부’(이하 노총사
로 줄임)가 있었다. 그리고 노총사와 가장 먼저 동맹을 맺었으나 조직적으로
분리되고 정치적으로 훨씬 급진적인 ‘노동자 제2병단’(성미가 불같은 겅진장이
이끄는 50만 육체노동자들의 강력한 조직)과 ‘노동자 제3병단’(노총사에서 갈
라져 나온 수십만의 급진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결성한 조직) 그리고 제대군인
들의 느슨한 전국연맹의 한 부분인 ‘홍기군’이 있었다. 끝으로 이런 급진적 노
동자들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주로 숙련노동자들과 기술자로 구성된 보수적 ‘마
오쩌뚱 사상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적위대’(이하 노동자적위대로 줄임)가 있
었다.
4)이런 노동자 집단의 분열과 갈등은 크게 보아 보수적인 노동자적위대와 급
진적인 노총사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1966년 12월부터 대규모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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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투쟁으로 발전하고, 공장에서는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런 혼란스런
충돌과 갈등은 위기를 느낀 베이징의 마오(주의자)에 의해 1967년 인민해방군
의 개입과 무력탄압으로 진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5)문혁은 비록 경제적 이득은 아니지만 농민들에게 교육, 의료 등 사회적 혜택
을 가져다주었던 반면 1966~1968년 문혁의 주역이었던 (도시)노동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돌아온 것이 없었다. 문혁기간 동안 조반적인 노동자집단은 기존의
공업조직체계에 전반적인 공격을 가했고 이런 공격은 베이징에 있는 급진적인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노동자 집단의 요구가 문혁 이후 추
진되고 있던 새로운 공업정책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노조 관료기구의 폐지,
상여금과 성과급의 폐지, 관료주의 위계의 일부 완화, 당 간부․관리자․기술자들
의 생산노동의 참가, 기업관리 책임을 ‘공장 혁명위원회’(노동자, 간부, 인민해
방군 대표로 구성된 3결합에 기초)에 부여함으로써 관료적 관리체계를 대체하
였다.
6)하지만 1970년 초 이런 혁신은 대부분 퇴색했고 문혁과정에서 제기된 노동
자들의 근본적 요구는 무시되거나 ‘극조’로 비난받았다. 실제로 문혁 이후 공
업조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66년 이전의 ‘과거의 귀환’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외적 통제가 유지되었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비난받았으며, 비농
업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시직 및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도의 착취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상여금은 폐지되었으나, 매달 임금이 30위안에서
108위안 사이인 공장노동자에 대한 8등급 임금제(견습공, 임시직, 계약직은 제
외)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15등급 임금제, 행정 간부에 대한 30등급 임금제
등 문혁 이전과 다를 게 없이 유지되었다.
6) 1972년 베이징의 한 공장을 예로 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30~102위안이
었고, 평균임금은 54위안이었던 반면, 전문가, 기술자, 간부의 평균임금은 약
150위안이었다, 당시를 풍미했던 급진적인 마오주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
욱 평등한 임금제도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극좌’로 비난받았으며, 노동자와
간부에 대한 등급화된 노동점수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폐기되
었던 옛 공장규칙과 규율이 되살아나고, 전문적 관리자와 기술적 표준이 점점
강조되었다. 노조 해산도 일시적이었고, 1973년 중반 새로운 합법 노조들이
각 성에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중화전국총공회(ACFTU)를 부활되었다.
당이 통제하는 새로운 노조의 기능은 문혁 이전의 노조와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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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자본주의(혁명)화 시기
중국 헌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 헌법 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1.하지만 오늘날 중국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상태는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에
처해 있음
1)오늘날 중국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적 상태는 무실권의 상태에 처해 있음
2) 뿌리 깊은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
3)형식적인 공회(노조)와 공회의 어용화
4)경제체제전환으로 기업에서 방출된 실업과 빈곤인구의 원천
5)농민공 또는 신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도시 저소득 집단을 형
성
6) 허위적 노동자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의 와해와 실질적인 중국 노동체
제의 변화 및
이에 대응하는 중국 노동계급의 변용과 재구성이 진행 중임.
2.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 사회주의 시기부터 개혁개방 시기까지
모든 노동 불평등과 노동차별의 근본원인.
1)단위 내 고정공 대 단위 외부의 고용 차별화
2)호구제에 따른 도시노동자 대 농민공의 이원적 고용체제
3) ‘08년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해 농민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법률적
노동 불평등과 노동차별을 해소하려는 국가(당)의 시도. but <노동계약법>에
대한 자본의 대응전략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노동인 파견노동이 급증하는
상황
4)국영기업 및 사영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실업이 발생->각종 유
연노동 형태의 불안정노동과 비공식경제 부문으로 취업이 국가정책으로 장려
됨. (‘99 한 조사 결과, 면직된 노동자의 92.8%가 불안정노동과 비공식경제 부
문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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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식노조 및 법률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안정노동과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자생적인 노동 군체성 사건(집단시위, 소요, 폭동) 의 급증과 노동운동의 맹아
적 성장
1)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자신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제
시, 협상할 수 없는 파편화된 불안정노동과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운동이 점차 ‘폭동에 의한 단체교섭’ 혹은 ‘공식노조의 참여 없는 파업’의
형태로 표출 급증
4. 급변하는 중국의 노동현실과 급증하는 중국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1) 시장화 개혁과 노동관계의 재구성
2)노동계약제 전면화와 노동력의 전면적 상품화
3)이원적 노동관계의 지속과 노동관계의 법률적 제도화(199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법제화)
a.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법적으론 단일 노동시장을 형성
b. 그러나 현실은 미체결 노동자 비율이 63%에다가 체결노동자 중에서도 장
기계약은 15%에 불과하고 임시계약이 2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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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와 노동자들의 저항
a. 2017년 말 기준 약 2억 8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표적 불안정 노동인 농민
공들이 재계약시 파견고용 형태를 강요받음
b. 게다가 국유기업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들과 농민공들이 비정규부문으로 취
업하는 현상 급증
c. 비정규부문: 계약직, 기간제, 파견노동, 시간제 근로, 임시직, 일용직, 계절
직 등
d. 중국 신노동자들의 집단화, 조직화 추세와 한계
-주로 연해지역에 집중, 기업 공회와 노동NGO에 대한 도구적, 실용적 태도,
당국가과 전총의 엄격한 노동통제정책
-'남아 있을 수 없는 도시'와 '돌아갈 곳 없는 농촌'사이의 진퇴양난, 노동과정
의 소외, 도시에서의 기본적 권리박탈, 차별적 이등시민 신분에 어떤 '저항의
정치'를 만들어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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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중국,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만 180만 명을 해고하는 등 감원 태풍. 이
에 노동자는 파업과 시위로 맞선다. 주목할 건 시위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
다.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돼 중국 공산당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는 파업의 주역이 달라진 데 기인한다. ‘신세대 농민공(農民工)’으로
불리는 이들에 의해서다.
“전진! 전진! 전진! 우리의 대오는 태양을 향한다…우리는 공농(工農)의 자제,
우리는 인민의 무장, 두려움 없이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는 중국의 조선족
작곡가 정율성이 1939년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八路軍行進曲)’의 가사 일부
다. 65년부터는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됐다. 한데 현재는 중국의 노동자 시위
현장에서 곧잘 들을 수 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투쟁의 노래로 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 2011년 중국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파업이나 시위 건수는 185건.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 그러던 게 불과 4년 만인 지난해엔 무려 15배 가까운 2726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젠 하루에 7~8건의 시위가 터진다. 올해도 그 증가세는 멈출
줄 모른다. 2016년 노동절까지 이미 1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경기 둔화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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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룽메이(龍煤)그룹 산하 광부들의 월급이 밀리거나 수입이 감소한 일이 없
다.”- 2016년 3월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으로 차세대 중국 리더 그룹에 포
함돼 있다는 루하오(陸昊)가 중국 양회(兩會, 전인대·정협 회의) 기간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룽메이 소속 탄광 광부들이 들고일어났다. “지난 6개
월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절규하는 시위대는 ‘살고 싶다. 밥 좀 먹
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다.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2016년 초 대표적인 공
급 과잉 업종인 철강에서 50만, 석탄에서 130만 등 모두 180만 명의 일자리
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문
제다. 그러나 이는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2~3년
안에 중국에서 약 500만~60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구조조정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
만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의 파업과 시위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공산당
의 집권을 위협할 우려마저 낳는다는 데 있다.
과거 중국의 노동자 시위는 산발적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우선 시위
대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식으로 달래는 것이었다. 이어 시위가 수그러
지면 시위 주동자를 붙잡아 처벌한다. 또 다른 시위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쓰촨(四川)성에
서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 8명을 처벌하면서 밝힌 중국 당국의 말이다.
3) 하지만 최근 시위, 특히 외자기업에서 전개되는 시위는 다르다. 정교해졌다.
중국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정치성은 되도록 배제한 채 임금이나 복지 등 기본
권 보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공동체 생활 및 문화적 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연대의식을 키우고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NGO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권
리 쟁취에 나선다. 1930년대 미국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며 ‘학습’하기도 한다. 향후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연
결되면 중국에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 중국 노동자의
주축인 농민공(農民工)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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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은 농민(農民)과 노동자(工人)를 합성한 신조어다. 농민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에서 노동을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는 약 2억770
만 명으로 도시 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1세대 농민공은 빈곤한 농촌
에서 탈출해 도시에서 노동으로 돈을 번 뒤 귀향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들의 자제인 ‘신세대 농민공’이 등장하며 변화가 생겼다.
신세대 농민공 또는 ‘농민공 2세’로 불리는 이들은 80년대 출생인 바링허우(80
後)와 90년대 태어난 주링허우(90後)로 구성된다. 신세대 농민공 수는 현재 전
체 농민공의 47%로 절반에 가깝다. 노동시장과 소비시장 모두에서 새로운 주
역으로 부상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들은 농민공 1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
이 높고 자아의식과 권리의식 또한 강하다. 또 도시 문화에 익숙해 돈을 벌면
귀향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호구(戶口)를 얻어 시민으로 정착하기를 갈
망한다.
4) 그러나 이들이 처한 여건은 차갑기만 하다. 학업의 경우를 예로 보자. 전체
농민공 자녀의 70%가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다. 한데 과거 농민공 자녀
의 호구는 부모처럼 역시 농업호구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학교 진학이 불가
능했다. 2004년 9월이 돼서야 도시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베이징(北
京)의 경우엔 학비도 통일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도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별이 사라진 건 아니다. 상하이(上海)의 경우 농민공 자제는 현지 학
생과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지라도 이들과는 완전히 분리돼 수업을 받는다. 반
이 다르거나 심지어 출입하는 교문 또한 다르고 교복 또한 다르다. 수업 시간
표도 다르기에 쉬는 시간에 같이 놀 기회가 없다.
“농민공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른다. 운동장에서조차 그들과 놀아 본
적이 없다.” 상하이 한 학생의 말이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이 없다면 너는
현지 학생이 사용하는 운동장에서 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농민공 자
녀는 “아니요. 선생님이 우리는 그곳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라고 답했다.
그럼 누가 상하이 학생이고 누가 외지 학생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묻자 이 학생은 “그건 쉽지요. 우리 얼굴은 검고 그들은 하얗다”고 말했다. 또
농민공 자녀는 아직 대도시에서 공부할 수는 있어도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고입시험이나 대입시험은 대부분 농촌의 호적 소재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5)이 같은 설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이 중국 당국의 농민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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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보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제는 세력화되는 양상이다. 2008년 통과된
‘신노동계약법’이 계기가 됐다. 이 법에 따라 농민공 채용 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금 및 단체 협약, 노동조합의 권리 등이 강화됐다. 따라서 농민공도 노
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서 임금체불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국유기업 노동
자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해 합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 결과 농민공의 이미지 또한 ‘도시의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적 도시 노동자’
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력화하고 있다. 파업이나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 인상과 노동환
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노동분쟁은 2007년 35만
건에서 2008년 신노동계약법 제정 이후 69만 건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세대 농민공에 의한 파업이나 시위가 특히 외자기
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1.난하이 혼다자동차 파업사건
2010년 5월 17일, 광둥성(广东省) 포산시(佛山市)에 위치한 ‘난하이 혼다자동
차 부품제조 유한회사(南海本田汽车零部件制造有限公司, 이하, 난하이 혼다자
동차)’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 및 복지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본사 주재원인 일본인과 현지 중국인 노동자 간의 매우 큰 임금격차
가 파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당일 파업은 회사 측이 일주일 내로 답
변을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반나절 만에 끝났지만, 5월 21일 회사 측이 임
금인상은 없다고 밝히면서 2차 파업이 진행됐다. 근로자들이 2주간 임금 인상
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회사 측이 24%가량의 임금을 인상하자 조업을 재
개했는데 이는 외자기업에서 일하는 농민공 2세의 연대파업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후, 중국 전역에 파업이 들불처럼 번졌다. 비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6월 두 달 동안 크고 작은 파업이 1,000건 이상 발
생했다고 한다.
특징1, 파업 기업이 변화했다. 과거 대부분의 파업이 국유기업(国有企业)에서
발생했다면, 난하이 혼다자동차 파업 사건 이후에는 주로 사영기업(私营企业)
과 외자기업(外资企业) 등 민간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2011년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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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발생한 파업 중 소유제 형태를 알 수 있는 파업은 6,149건인데, 이중
국유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15.9%이고, 사영기업(70.5%), 외자기업(6.0%), 홍
콩․마카오․타이완계 기업(5.4%), 중외합자기업(2.2%)의 파업이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구조
조정에 따라 전체 산업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징2, 파업 주체가 변했다. 즉, 한 자녀 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0
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新生代农民工)’이 파업의 주체가 되었다. ‘농민
공’은 농촌 호구(戶口, 호적)를 갖고 있지만, 도시지역 비농업 부문에 6개월 이
상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징3, 파업의 성격이 권리분쟁에서 이익분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전에
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
러싼 분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파업이 전체의 10% 정도였다. 하지만 이 사
건 이후 이런 유형의 파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법률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대우를 요구하
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징4, 현행 중국 법에는 파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현행 중국법은 노
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명문 규정도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중국 법은 파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침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노동자의 파업권을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특징5. 중국 정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용인하고 동시에 억제한다.

#사례2. 월마트 中창더점 파업(중국서 관변 '공회' 대신한 자생적 노동운동 기
지개)
중국에서 관변 노동자 단체인 공회(工會)를 대신한 자생적인 노조운동이 서서
히 활기를 띠고 있다. 공산당의 하부조직인 공회가 관료화하면서 노동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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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당국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공회 간부
들이 귀족화하면서 공회 무용론이 확산하는 데 따른 변화다. 중국은 각 사업장
별로 노동자 조직인 공회가 조직돼 있으며 각급 지방정부별로도 지방 총공회
가 설립돼 있다. 전국 조직으로는 중화전국총공회(ACFTU)가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서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자생적 노조운동이 나타
나고 있으며 그 파문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월마트 점포 폐
쇄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중국의 자생적 노동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월마트는 2014년 3월 19일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 점포를 폐쇄했다. 이 점
포 계산원에서 시작해 중간 간부까지 오른 황싱궈(黃興國. 43)는 회사 측이 불
과 한 달 전에 점포 폐쇄를 통고한 데다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면서 보상금을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며 매장 점거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황싱궈는 그
를 따르는 70여명의 동료와 함께 투쟁했으며 이 노사갈등은 세계적인 대기업
과 중국의 자생적 소규모 노조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중국인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분규는 70여 명의 동료를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파업을 주도하는 황싱궈는
중국 노동계의 새 인물로 떠올랐다. 중국의 유명 노동문제 변호사 돤이(段毅)
의 주도로 지난주 열린 중국 노동운동가 모임에서 황싱궈는 열렬한 환호를 받
기도 했다. 또 황싱궈의 활동과 공회의 역할이 대조되면서 공회를 자극하는 모
습도 생겨나고 있다. 창더시 총공회는 애초 분규가 발생했을 때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중시하는 시 정부의 편을 들었다. 분규 해결을 위해 시 정부 주재 모임
이 열렸을 때 시 정부와 총공회는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분규를 일
으킨 직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링구 노동감찰대대와 우링구 정부, 사측의 인력조정방안이 합법적이며 노동
자들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
-사측은 창더 분점 노동자들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매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신고, 출동 경찰은 농성노동자들의 강제해산 및 체포
-창더시 총공회, 창더 분점 공회에게 '권리수호조직'이란 명칭 사용금지, 합법
적인 틀 안에서 활동 전개요구, 사건 확대 및 사건 정치화하지 말 것 지시
-월마트 中창더점 파업노동자들, 창더시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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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냈지만 모두 기각됨
-월마트 中창더점 파업노동자들, 창더시 우링구 법원에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됨

#사례3. 위위안(裕元) 신발공장 파업
2014년엔 광둥성 둥관(東莞)시에 있는 위위안(裕元) 신발공장에서 2주간 파업
이 벌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들 역시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
민공 2세였다. 위위안 신발공장은 세계 최대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 바오청
(寶成)그룹 소속으로 나이키·아디다스·리복 등 국제적 브랜드의 하청업체다.
2014년 4월 14일 퇴직을 앞둔 관리직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사회보험국에 문
의했는데, 매월 겨우 683위안이 지급된다는 통지를 받은 일이 파업의 도화선
이 됐다. 사회보험국 기록에 회사는 매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금을 제대로 납
부하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는 임시공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100여명의 퇴직예정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공적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중국 정
부가 자국 기업 노동자의 파업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외자기업 파업에는 소극
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외자기업에 파업이 확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 여파
로 중국 전역에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업비리와 신세대 농민공이 주도하는
임금인상과 노동분쟁의 파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찬수이 공원집회와 도로봉쇄
-노동NGO개입, 광둥성 총공회의 노조 지지로 노자간 소통재개
-사회보험료 지급문제해결, 위위안 기업 공회재건
#사례4.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아이패드와 아이폰 열풍 한가운데서 중국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
다.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 12명이 잇달아 투신해 그중 11명이
사망했다. 폭스콘은 대만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로 애플이나 HP, 델의 제품을
위탁 생산한다. 연쇄 투신자살이 발생한 선전에는 노동자 40여만 명이 고용돼
있고, 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생산한다. 1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젊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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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공장 안의 엄청난 노동 강도와 군대식 통제다.
폭스콘 대변인 류쿤은 얼결에 사전에 제지된 노동자 자살만 20∼30건이라고
밝혔다. 홍하이 그룹 회장 궈타이밍은 투신자살은 개인감정 때문이며 “우리 공
장은 절대 초착취 공장이 아니다” 하고 말했지만 공장 안의 실상은 그 말을
무색케 한다.
폭스콘의 장시간 근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수천 번
의 단순 동작을 12시간가량 쉼 없이 반복해야 한다. 중국 〈남방주말〉이 잠입
취재한 기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차라리 산재를 당해 병원에서 쉬고 싶다고 말
할 정도다. 작업 중 동료들 간의 대화는 금지돼 있으며 화장실도 5분 이상 다
녀올 수 없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남겨도 벌점을 매기며 세 번 적발 시 해
고된다. 주당 100시간 노동도 흔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공장 안의 생활을 단
두 단어, “긴장과 억압”으로 묘사했다.
궈타이밍은 아홉 번째 투신자살이 발생한 이후에 유명한 승려를 불러 회사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한 것 말고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열한 번
째 투신자가 발생하자 기숙사 옥상에 3미터 높이의 철망과 아래쪽에 추락 방
지를 위한 이른바 ‘사랑의 그물’을 설치하고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 외에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고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투신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자살이나 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요
구했다가 엄청난 반발로 바로 폐기해야만 했다.
애플과 같은 초국적 기업과 폭스콘 같은 주문생산업체, 그리고 농민공들을 밑
거름으로 수출 주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 모두 젊은 노동자들을 죽
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Ⅲ. 결론을 대신하여
과거 개혁개방 40년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중국 신노
동자집단의 거대한 형성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들 중
국 신노동자집단이 사회적 진보와 집단적 지위향상을 추구해나가는 힘겨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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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충돌 그리고 타협(제도화)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개혁개방 40년은
중국 신노동자집단 형성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노동
현실은 한국의 70년대 말 아니면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EX. 노동의 이
탈유동화 현상-계급실어증인가 아니면 노동자 저항인가?)중국 신노동자집단의
정체성 자각이 곧바로 계급의식의 성장은 아니다. 즉, 이들을 체제 내부로 포
섭하거나 노동 갈등을 은폐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전략과 차별과 억압
적 상황 역시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중국 신노동자집단의 계급의식 형성과
조직화를 제약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PT계급을
가져오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증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
노동현실이 21세기 세계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변혁운동의 거대한 발화점이 될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 중국의 노동현실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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