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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

신동균

현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패널조사(KLOSA)와 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
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와 관련된 사
실들을 보고하는 데에 있다. 기술적 통계량에 기초하여 분석해 본 결과, 특
정 개인이 은퇴 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칠 확률은 약 50~6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애 주직장(life-time main job)이 자영업이었던 근
로자들은 임금근로를 했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늦은 후반까지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에서의 은퇴
상태(전일제 근로, 부분은퇴, 그리고 완전은퇴)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결정은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접
한 두 연도 사이의 은퇴 상태의 이행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 전 연도보다
다음 연도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소위 역(reverse)의 은퇴 과정을 보이고
있는 고령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파악되었다. 현 연구의 발견
들은 중고령자들이 부분은퇴 직업을 여가에 대한 선호 등 자발적인 동기하
에서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현 연구 결과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나아가 고령자 고용정
책 수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점진적 은퇴, 생애 주직장, 교량적 직장,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논문접수일: 2009년 4월 27일, 심사의뢰일: 200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4일
* 이 글은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
**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dgshi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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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령화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고령화에 따라 상
대적으로 줄어든 노동력으로 ‘후생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 인구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재고용, 여성인력 활용, 출산
장려, 이민 등 줄어든 노동력을 양적으로 보충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어 왔
는데 각 정책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을 안고 있다.1) 이 중 고령자 고용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및 고령자 사회보장 부담 문제를
고령자들의 자기 부양능력 향상을 통하여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왔다. 점진적 퇴직
행위(gradual retirement behavior)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2)
은퇴가 많은 고령자들에게 영속적인 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
겨다 주게 된다는 상황하에서 고령자들을 정년에 도달하여 전격적으로 퇴직시
키기보다는 그 퇴직 시점 이전부터 정년 이후 일정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은퇴
를 준비하게 하는 이른바 점진적 퇴직은 고령자들이 정년퇴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급격한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직장 간 기술의 대체성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임금률의 하락 없이(비
록 근로시간의 감소로 근로소득은 하락하지만) 생애 주직장(lifetime main job)
에서 보다 장기간의 고용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숙련 근
로자를 채용이나 훈련비용 같은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1) 방하남 외(2005)는 노동생산성 제고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력 확충방안을 피력하였다.
2) 물론 고령자 고용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기능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노동공급 확충, 사회 참여를 통한 노년기의 소외 문제 해소, 근로를 통한 건강
한 노년 생활의 영위 문제(예를 들어 이승렬․조수기, 2008) 등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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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점진적으로 은퇴할 경우) 생
애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 퇴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직장에서의 파트타
임 근로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하고 있거나 같은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직무가 아니라 직무재배치 등을 통하여 다른 직무에서 점진적으로 은퇴하고 있
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고용주하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다(Gustman & Steinmeier, 1982; Quinn,
2003). 또한 Gustman & Steinmeier(1984)가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직장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은퇴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률의 하락을 경험하
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근로자들은 전(former) 직장에서 습득한 인적자원의 손실
등 많은 이동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라서 낮은 임금률을 감수하면서도) 다
른 직장을 통하여 은퇴하는 것일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점진적 퇴직행위
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왜 같은 연령에서도 사람에 따라 완
전히 은퇴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트타임과 같은 부분근로를 하면서 부분
적으로 은퇴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 전일제근로를 하는 사람도 있
는가? 개인의 은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현 연구에서는 점진적 퇴직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고령자들의 은퇴 과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점진적인 은퇴의 유도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수명을 연장
시킨다는 것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동공급을 통하여 자기부양능력
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시점을 연장시킴으로써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문제를 아울러 완화시켜 준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고
령자 고용 및 은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평균
적으로 몇 세에 생애 주직장(lifetime main job)으로부터 퇴직하는가? 생애 주직
장으로부터의 퇴직이 바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가? 얼마
나 많은 근로자들이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퇴직 후 다른 직장을 통하여 점진적
으로 은퇴하는가? 점진적으로 퇴직할 경우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상대적 역할을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논의는 은퇴와 관련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부분연금 제도의 도입 방안, 나아가 고령화 시대의 고령
자 고용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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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에서는 현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요약하며, 제Ⅲ장에서는 점진
적 은퇴가 갖는 경제학적 의의에 대해 논한다. 제Ⅳ장에서는 KLOSA 및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앞서 제기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점진적 퇴직행위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① 은퇴 시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
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서서히 은퇴하는 집단의 규모의 추정 ② 생애 주된
일자리를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불안정한 근로 경력을 가진 집단의 규모를 파악
③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상대적 역할을 중심으로 점진적 은퇴 경로의 유형화
작업 등을 수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개인의 은퇴행위 결정 요인을 분석한
다. 특히 은퇴 상태를 전일제근로, 부분은퇴 및 완전은퇴라는 세 가지 상태로
나누고 전일제근로에 대한 부분은퇴 및 완전은퇴의 상대적 선택 확률이 해당
개인의 자산 및 소득 상태, 건강, 교육수준, 연령 등 개인적 특성 외에도 노동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등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수요측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제Ⅳ장에서는 인접 한
두 시점 간 은퇴 상태의 이행확률 추정을 통하여 은퇴의 동학적 측면을 이해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발견된 사항들을 요약한다.

Ⅱ. 문헌 연구

점진적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만을 간략히 보고하면 우선 Gustman & Steinmeier
(1984)는 Retirement History Surveys(RHS)의 1969년, 1971년, 1973년, 그리고
1975년 자료에 근거하여 백인 남성의 약 1/3이 근로인생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부분적 은퇴 상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Quinn(2003)은 고령자의 약
1/3~1/2 정도가 궁극적으로 교량적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가 말하는 교량적 직업이란 생애 주직장(lifetime career job) 이후에 경험한 직
업들 중 근로시간의 장단을 막론하고 지속기간이 10년보다 짧은 모든 직업을
말한다. 이 연구들은 결국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바로 완전은퇴로 이어지지 않
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은퇴하는 집단의 규모가 적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Ruhm(1990)도 풀타임근로로부터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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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두 상태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고용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대
부분 이전 직장과는 다른 직장에서 보다 낮은 임금으로 파트타임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Quinn et al.(1998)과 Ruhm(1990) 등은 그 교량적 역
할을 하는 직업이 때로는 자영업처럼 완전히 커리어를 바꾸는 형태의 고용형태
를 띠기도 한다고 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Quinn & Burkhauser(1994), Quinn
et al. (1998), Ruhm(1990) 등은 파트타임의 중요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커진
다고 하였다.
한편 점진적 은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논문들로서 우
선 Gustman & Steinmeier(1984, 1986)는 은퇴행위를 생애주기의 틀 속에서 개
개인의 자발적 선택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부분적 은퇴는 보다 임금이 낮은 다
른 직장에서 이루어짐을 보였다. 그 밖에도 점진적 은퇴 과정에 겪는 직업들에
서의 임금이 생애 주직업에서의 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들로서는
Quinn(1996)과 Aaronson & French(2001)을 들 수 있다. 특히 Quinn(1996)은
임금 외에 각종 부가급부 면에서도 교량적 직업이 생애 주직업보다 열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Honig & Hanoch(1985)는 점진적 은퇴 과정의
비자발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지연(2003)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자료 형태로 재구성하여 분석
한 결과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사람들
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단
축을 통한 점진적 은퇴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였다. 한편 장지연 외(2008)
는 일생 동안 변변한 일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던 남성 집단의 우울증이 다른
어떤 집단, 예를 들어 주된 일자리가 있었다가 실업 혹은 은퇴를 한 집단보다
심함을 주장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이처럼 일생 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경험
한 적이 없었던 근로자들의 규모를 추산한다. 한편 장지연 외(2008)는 고령 자
영업자의 기대은퇴 시점이 고령 임금근로자의 그것보다 늦은 이유를 자영업이
라는 일자리의 특성과 고령자가 갖는 특성의 부합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즉 자영업 일자리는 임금근로 일자리와 비교하여 투입 근로시간 및 노동강
도를 근로자가 선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Gustman
& Steinmeier(1982)나 Quinn, Burkhauser, & Myers(1990)의 연구 결과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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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한다. 장지연 외(2008)가 자영업의 선택과 기대은퇴 시점과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면 여기서는 자영업의 선택이 점진적 퇴직 경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

Ⅲ. 점진적 은퇴의 경제학적 의미

제IV장에서 점진적 퇴직 내지 은퇴의 실태를 분석․보고하기 이전에 여기서
는 우선 여기서는 이러한 점진적 은퇴가 갖는 경제학적 그리고 현실 경제에서
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장의 목적은 점진적 은퇴 및 퇴직이 노
동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고찰해 봄으로써 장차
이 제도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 그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로서 생을 영위해야 할 기간이 증가하
게 되고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효용 문제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점진적 은퇴행위도 일차적으로는 효용 극대화를 추
구하는 개개인의 선택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개개인의 선호체계 및
예산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모수 값들은 근로 일생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변해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가에 대한 선호도는 청년, 중
장년, 그리고 고령 시기에 다르게 나타나며 예산 제약식에 영향을 주는 임금률
의 결정 요인인 노동생산성도 연령 증가에 따라 변해간다. 따라서 개인별로
최적의 노동공급량도 근로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대체적으로 고령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폴타임 근로를 선호하다가 고령에
이름에 따라 여가에 대한 선호 증가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파트타임 근로에 대
한 선호가 증가하게 될 것이나 그 시점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에 따라
Gustman & Steinmeier(1984)는 특정 시점에서 노동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of labor)을 가정하거나 반대로 어떤 근로시간이든 선택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분
석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편의(bias)가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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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점진적 은퇴행위를 아무런 제약조건
이 없는 상태에서 순순한 개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귀착시킬 경우 아무런 정책
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점진적 퇴직 내
지 은퇴를 제도화시킨다거나 확산시키는 정책은 개개인의 선택을 왜곡시켜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을 단순히 개개인의 선택 사항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개개인(특히 고령자)의 여가 내지 근로시
간의 선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직무는
성격상 일정 시간 내에 그 직무의 완성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근로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팀워크의 중요성이라든가 상당한
양의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 Oi, 1962)의 존재도 단시간근로의 허용을 어
렵게 만든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고령자는 완전은퇴라든가 전일제근로를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로
서의 생애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이러한 성격의 제약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제약으로만 간주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특히 차후의 분석에서 나
타나고 있듯이 한국의 경우 여전히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퇴직 연령이 50대
초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단시간근로를 활성화시킴
으로써 고용환경을 보다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결국 모든 개인
의 생애 효용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고령자
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일제근로와 완전은퇴 사이의 양자 택일보다는 점진적 은
퇴를 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보다 높은 후생수준을 보장하는 길일 것
이다. 나아가 그 제약의 성격이 연령차별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면 정책에 의해 제약 요인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자
원배분의 결과를 낳는 길일 것이다. 이에 고령자들의 점진적 은퇴에 도움 및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해 내는 연구의 필요성이 생긴다. 아울러 점진적 은
퇴는 고령자들로 하여금 단시간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전일제근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점진적 퇴직 내지 은퇴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보다 중요한 필요성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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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에서 찾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연금재정의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령화 자체보다는 고령화의 진전 속
도가 중요한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OECD 어느 국
가보다도 빠르다(장지연, 2004). 이에 따른 연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
나 평균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에 이른 현실에서 단순히 연금수급 연령만을 상
향 조정할 경우 그 시점까지의 소득보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 해결
방안들의 하나로 점진적 은퇴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소득공백 기간을 파트타임 근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
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3) 이와 함께 외국의 경우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을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퇴직 제도는 그 시행 방식에 따라 적어도 이론적으로
는 오히려 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이다. 한편에서는 완전은퇴 시점의
연기에 의해 당장 지불해야 할 연금재정 지출액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점진
적 퇴직의 도입과 아울러 부분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이에 지출되는 재정 문제
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부분은퇴
(partial retirement) 시작 시점을 앞당기게 하고 최종적인 완전은퇴 시점을 상당
히 늦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은 이 제도의 도입 이전보다 커질 수도
있다. 나아가 부분연금의 지원 규모와 점진적 퇴직의 확산 속도에 따라 연금재
정 지출규모는 단기에서조차도 제도 시행 이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흔히 점진적 퇴직 제도의 확산에 따라 고령자들의 고용이 연장되고 고령자들
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노동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논거로 점진적 퇴직 제도를 다가올 노동력 부족 시대에 부응하
는 정책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러한 주장 역시 이론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
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록 고령인구의 노동시장참가율을 증
가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분연금 제도를 수반
3) Gustman & Steinmeier(1982)는 그 점진적 퇴직의 시작 시점이 종전의 풀타임근로 종료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 시점은 그 종료 시점이어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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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분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이 완전은퇴를
선택하는 시점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근로시간도 현저하게 단축될 경우 개개인
의 생애 노동공급량, 나아가 총노동공급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점진적 퇴직 제도가 반드시 숙련노동의 활용에 의한 노동시장의 효율
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에도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고령자가 현 직무에서
점진적 퇴직을 할 경우 기존 숙련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도 있으나, 점진적 퇴직의 도입이 사내 직무재배치를 수반하게 된다면 고령자
재훈련 비용이 발생하며, 나아가 단순한 재배치를 넘어서 추가적인 고용을 필
요로 한다면 훈련비용 이외에 각종 형태의 준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
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다음으로는 점진적 퇴직 제도에 따른 비용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해 보자. 이
비용구조에 대한 이해는 점진적 퇴직 제도의 효율적 도입에 도움을 준다고 판
단된다. 이 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4)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 점진적 퇴직의 도입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인
가 감소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직종에 따라 다르겠
지만)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할 경우 점진적 퇴직 시작 시점을 정년퇴직
시점 이전에 설정함으로써 정년에 임박한 고령자들의 높은 임금을 어느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측면에서의 인건비도 만약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다 많은 근로자의 채용으로 보충해야 한다면 반드시 줄어
든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점진적 퇴직 경로를 통한 완전은퇴 시점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늦게 나타나므로 만약 현 직무에서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준고정비용의 발생 없이 고령자를 계속 연장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점진적 퇴직의 도입이 사내 직무재배치나 줄어든 노동투입량
을 보충할 추가적 고용을 수반해야 한다면 각종 채용, 훈련, 부가급부들(fringe
benefits) 등 비임금 인건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임금 인건비 측면에서도 적어
도 이론적으로는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
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비임금 인
4) 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비용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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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비는 대략 총인건비의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생각
해 보면 이 요인에 의한 비용 상승은 다른 비용 하락요인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결론 역시 점진적 퇴직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의료보험 등 각종 부가급부를 줄이
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고정비용은 준비 시간, 출퇴근 시간 등 각종 워밍업 비용
(warming-up cost)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단시간근로의 유인
을 삭감시킬 것이다. 아울러 현 직무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지 않을 경우 훈련,
구직활동 등 각종 노동이동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진적
퇴직 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 과정상의 이슈들을 간략히 짚어 보자. 첫째, 점진적 퇴직 제도
의 도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워
밍업 비용를 줄이는 방향은 일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전일제로 하되 주
당 출근일수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직무의 성격이 일일
단위로 전일제근로를 필요로 할 경우 사용자의 비용도 아울러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일일 단위로 노동이 불가분할(indivisible) 경우 사용자는 해당 고령자를
사내 재배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퇴직시킬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추가적인 훈
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사용과 아울러 최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직업 분할(work-sharing) 방식을 병행하면
노동의 불가분성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정 직무에서 종사하던 2인의 고령자를 같은 직무에서 점진적으로 퇴직시킬 경
우 그 직무가 전일제 근로를 요구할 경우 각각 50%의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완전은퇴나 전일제근로를 선호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부분적 은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후생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선택의 폭
을 넓힘으로써 고용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진적
퇴직을 모든 직종에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전 직종에서 전일제근로
를 의무화하는 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적일 수 있다. 셋째,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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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은퇴나 다른 직장을 통한 점진적 은퇴나 모두 점진적 은퇴의 시작 시점
은 완전은퇴 시점보다 먼저 발생하고 그 이후의 근로소득은 점차 감소하게 되
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직종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장기 인센티
브 근로계약 관계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
용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점진적 퇴직의 제도화는 직종에 따라 그 가
능성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점진적 퇴직 제도의 도입은 (그것이 가능한 직종에 대
해) 생애 주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장 간 기술의
대체 가능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통하여 점진적 은퇴를 할 경
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의 적어도 일부를 잃게 되며
사용자 입장에도 숙련 근로자를 추가적인 훈련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임금 및 비임금 인건비와 관련된
이슈들에 더하여 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는 단시간근로를 통한 고령자들의 고용
연장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무 자체가 전일제 근로
를 전제로 할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사용의 필요성, 팀워크의 중요성,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등은 모두 단시간근로 및 고령자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
인들이다.
결국 점진적 퇴직 제도는 단기에서 연금재정의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현실적
인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제도의 도입 및 확대 과정과 방식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은퇴 과정의 현 실태분석

1. 생애 주된 일자리의 정의
은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Gustman
& Steinmeier(2000)는 은퇴를 자신의 주관적 대답, 주당 (혹은 연간) 통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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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장으로부터의 이탈, 시간당 임금률
(혹은 주급), 사회보장 수급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정의를 달리
함에 따라 은퇴의 실태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자
료의 제약과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은퇴를 협의와 광의의 두 가
지로 정의하고 두 정의하에서의 은퇴 실태를 분석한다. 협의의 은퇴란 근로자
자신이 일생 동안 경험하였던 직업들 중 가장 중요한 직업(이하 생애 주직업
(life time main job)으로 표기하자)으로부터의 퇴직행위를 말하며, 광의의 은퇴
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 철수로 정의한다. 근로자에 따라 생애 주직업으로
부터 바로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애 주직업과 완전은퇴 사이에
단시간근로를 통한 부분적 은퇴를 경험한 후5) 완전은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
다. 생애 주직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현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생애 주직업을 한
근로자가 평생 동안 경험한 직업들 중 가장 장기간에 걸쳐 경험한 직업으로 정
의한다.6)
부분은퇴 기간도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는 Quinn(2003)과 마찬가지
로 부분은퇴 기간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생애 주직업 종료 이후 완전은퇴
시점까지의 모든 근로기간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 또 따른 하나는 부
분은퇴를 주당 통상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
나 KLOSA든 KLIPS든7) 개별 근로자들의 과거 직업력에 대한 정보를 회고적
방법에 의존하여 획득한 결과 과거에 경험하였던 직업들 중 상당히 많은 경우
에 대해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결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반적
으로 근로시간의 변수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현 연구에서는 두 번
째 기준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대신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예를
들어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부분 은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임금은 종사상 지위와 밀접
5) Ruhm(1990)은 이러한 부분적 은퇴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업을 교량적 직업(bridge
job)이라 칭하였다.
6) 보다 이상적으로는 평균 근로시간과 보수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의해야 할 것이나 이는 자
료의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생애 주직업이 하나 이상일 경우 직업 기간의 중심(시작점과
종료점 사이의 평균)이 40세에 가까운 직업을 생애 주직업으로 정한다.
7) KLOSA와 KLIPS 자료에 대한 소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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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기준은 적어도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부의 분석에서는 근로시간도 아
울러 고려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비임금근로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비임금근로자의
대부분도 자영업자가 아니라 무급가족 종사자이기 때문에 은퇴 과정에 대한 분
석은 주로 임금근로에 의존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르면서
도 복잡하여 여기서는 분석에서 제외하며 추후의 연구로 남긴다.

2. 은퇴 경로 실태8)

가. 근로경력이 취약한 계층의 규모
KLOSA 표본을 이용하여 정리한 <표 1-1>～<표 1-3>을 보면 총응답자들 중
생애 주직장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이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 이 수치는 세 표들에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표 1-3>
은 2006년 기준 연령을 최소한 65세(즉 1941년 이전 출생자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생애 주직장을 이미 떠난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
다. 이와는 달리 <표 1-1>에서는 45세 이상을 모두 포함(즉 1941년생부터 1960
년생까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중고령자들이 표본에 포함
되어 있는 상태다.9) 압축하면 결국 인구 5명당 1명은 일생 동안 주된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이처럼 평생 동안 안정적인 직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진적 은퇴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이 수치들은 2006년 기준 근로 일생을 이미 어느 정도 살아온 중고령자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의 청․장년들이 향후 같은 과정을 겪
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생
애 주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고 살아온 점을 감안하면 최근 금융위기 이후 보
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성장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그 수치는 더 커질 것
8)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지만 제IV장의 분석 결과들은 생애 주직업의 근속기간을
5년 혹은 20년으로 변화시켜도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밝혀둔다.
9) 총응답자가 아니라 직업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 중의 비율로 정의하여도 큰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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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은퇴 경로 현황(2006년 기준 45세 이상)
분류
총응답자 수
직업경험 유1)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10년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10년
현재 진행
임금
비임금
전격적 은퇴
임금
비임금
점진적 은퇴
임금
비임금

추정치
4,466
4,342
853
3,489(총응답자들 중 78%)
1,222(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35%)
507(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5%)
715(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20%)
823
545
278
1,444(총은퇴자 중 64%)
975(임금근로 은퇴자 중 64%)
469(비임금근로 은퇴자 중 63%)

주 : 점진적 은퇴는 생애 주직장 종료 이후 완전은퇴 시기까지.
1) 직업 경험은 있으나 시작 혹은 종료 시점이 결측되어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응답
자 수 25명이 제외됨.
자료 : KLOSA.

<표 1-2> 은퇴 경로 현황(2006년 기준 50세 이상)
분류
총응답자 수
직업경험 유1)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 <10년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 ≥10년
현재 진행
임금
비임금
전격적 은퇴
임금
비임금
점진적 은퇴
임금
비임금

추정치

3,687
3,572
628
2,944(총응답자들 중 80%)
866(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29%)
302(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0%)
564(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9%)
804
533
271
1,274(총은퇴자 중 61%)
857(임금근로 은퇴자들 중 62%)
417(비임금근로 은퇴자들 중 61%)

주 : 점진적 은퇴는 생애 주직장 종료 이후 완전은퇴 시기까지.
1) 직업 경험은 있으나 시작 혹은 종료 시점이 결측되어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응
답자 수 25명이 제외됨.
자료 : KL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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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KLOSA, KLIPS 어느 자료를 사용하든 10
년을 기준으로 생애 주직장이 있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0년의 기준
이 다소 자의적일 수는 있으나 Quinn(2003)도 교량적 직업을 ‘생애 주직장
(lifetime career job)을 떠난 후 겪은 직업들 중 전일제근로든 단시간근로든 지
속기간이 10년보다 짧은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2006년 조사 시점에 여전히 생애 주직장에서 근속하고 있는 응
답자의 규모
<표 1-1>～<표 1-3>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생애 주직장의 근속기
간이 최소 10년이 넘는 사람들 중 2006년 조사시점 기준 여전히 생애 주직장에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45세 이상, 50세 이상 , 그리고 65세 이상으
로 한정할 경우 각각 35%, 29% 및 18%로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근로자들
중에서도 2006년 기준 여전히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은 무시
하지 못할 수준이다. 이 수치들을 임금금로와 비임금근로로 나누어 보면 생애
<표 1-3> 은퇴 경로 현황(2006년 기준 65세 이상)
분류
총응답자 수
직업경험 유1)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 <10년
생애 주직업 지속기간 ≥10년
현재 진행
임금
비임금
전격적 은퇴
임금
비임금
점진적 은퇴
임금
비임금

추정치
1,736
1,660
275
1,385(총응답자들 중 80%)
245(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8%)
29(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2%)
216(지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6%)
553
359
194
587(총은퇴자 중 51%)
386(임금근로 은퇴자 중 52%)
201(비임금근로 은퇴자 중 51%)

주 : 점진적 은퇴는 생애 주직장 종료 이후 완전은퇴시기까지.
1) 직업 경험은 있으나 시작 혹은 종료 시점이 결측되어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응
답자 수 25명이 제외됨.
자료 : KL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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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 그 비율은 45세 이상, 50세 이상 및 65세 이상 세
집단에 대해 각각 15%, 10%, 2%로 나타나 고령화됨에 따라 생애 주직장 유지
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나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인 경우 해
당 수치들이 각각 20%, 19% 및 16%로 감소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난다. 자
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의 경우 심지어 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도 생애 주직장이
10년이 넘는 사람들 중 16%가 여전히 2006년 기준 생애 주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연령화에 따라 생애직장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보다 빠르게 나타나며, 반면 자영업자
의 경우 인생 후반 늦은 시기까지 생애 주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 은퇴 시 점진적 은퇴 과정을 선택할 확률
다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은퇴를 할 때 점진적 과정을 거쳐서 은
퇴를 하는지를 알아보자. 여기서는 우선 점진적 은퇴를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이탈한 후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경험하는 모든 다른 직장들’로 정의한다. 반
면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완전은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현 연구에서는 전격
적 은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모수 값은 특정 근로자가 은퇴
시 점진적 과정을 거쳐 은퇴할 확률이다.
우선 <표 1-3>을 보면 총은퇴자들(전격적 은퇴+점진적 은퇴) 중 점진적 은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
는 연령 제약을 45세 이상 및 50세 이상으로 완화한 <표 1-1>과 <표 1-2>의
경우 더 커져서 6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비율에 관한 한 어느
표에서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집단 사이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점진적 은퇴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데에 대한 한 가지 추측은 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생한 집단이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 효과, 여가에 대한 선호 증가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분은퇴와 여가의 조합을 조기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
유로서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표 1-3>과 비교하여 <표 1-1> 표본
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비례적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흐려지면서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생애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신동균) 

17

주직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생하게 됨으로써 생애 주직장
이후의 근로 인생이 보다 길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라. KLIPS 자료를 이용한 통계
<표 1-4>에서는 <표 1-2>의 내용을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재차 요약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2006년 기준 50세 이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KLOSA와 KLIPS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생애 주직장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인 사람들 중 전격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의 비중은 각각 27% 및 26%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2006년에 여전히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은
KLOSA 자료에서는 29%로서 KLIPS의 2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편 은퇴 시 점진적인 과정을 밟을 확률은 KLOSA(61%)보다 KLIPS(66%)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확률을 임금근로 집단과 비임금근로 집단으로 나누
어 각각 비교해 보면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자들 중 점진적으로 은
퇴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KLOSA(62%)보다 KLIPS(71%)에서 더 높게 나타
<표 1-4> 은퇴 경로 현황(50세 이상) : KLIPS
분류
총응답자 수
직업경험 유1)
LMJ 근속기간<10년
LMJ 근속기간≥10년
현재 진행
임금
비임금
전격적 은퇴
임금
비임금
점진적 은퇴
임금
비임금

추정치

2,133
255
1,878
447(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24%)
185(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0%)
262(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 중 19%)
488
245
243
943(총은퇴자 중 66%)
597(임금근로 은퇴자들 중 71%)
346(비임금 근로 은퇴자들 중 59%)

주 : 점진적 은퇴는 생애 주직장 종료 이후 완전은퇴 시기까지.
1) 직업 경험은 있으나 시작 혹은 종료 시점이 결측되어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응
답자 수 25명이 제외됨.
자료 : KLIPS.

18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났으나 비임금근로 집단 중에서의 비율은 KLIPS(59%)보다 KLOSA(61%)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두 데이터를 종합하여 볼 때 은퇴 경로 선택 시 점진적인 단계를 거칠 확률
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을 경우 약 60~70% 정도로 추산되며 비임금근로
의 경우 약 60%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생애 주직장으로
부터 완전은퇴로 바로 이행하기보다는 교량적 직업(bridge job)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은퇴하게 된다.

마. 점진적 은퇴의 유형
<표 2-1>과 <표 2-2>는 각각 KLOSA를 이용하여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자
였던 응답자들과 비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의 점진적 은퇴 경로를 세부 유형별
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표 2-1>을 보면 생애 주직장에서 임금근로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은퇴한 857명 중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은퇴 과정에
서 겪은 직장들(그 수가 몇 개이든) 모두에서 생애 주직장과 같은 임금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거치서 점진적으로 은퇴한
응답자들의 비중은 22%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표 2-2>을 보면 생애주
직장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였다가 점진적 은퇴경로로서 생애주직장과 같은
자영업을 고집했던 응답자들의 비중은 45%였으며 임금근로로 전향한 응답자
들의 비중은 38%로 나타났다. 결국 고용형태 면에서 생애 주직장과 동종의 고
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논리로 점진적 퇴직 시 다른 고용형태로 전향할 확률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보다 자영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3>과 <표 2-4>는
각각 <표 2-1>과 <표 2-2>의 분석을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모든 표본 제약은 KLOSA와 KLIPS 사이에 같게 설정하였다. 두 자료를 이용
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유지율 및 전향률이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자들의
경우 점진적 은퇴 과정에서 임금근로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 및 자영업으로 전
향한 비율이 KLOSA의 경우 각각 60% 및 22%였던 것과 유사하게 KLIPS 경
우 해당 수치들이 각각 56% 및 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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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의 점진적 은퇴 과정 : KLOSA
분류

추정치
소계

임금근로만(518)

518( 60)

상시

365( 43)

일용

80( 9)

상시→일용

32( 4)

기타(혼합+결측)

41( 5)

자영업만

188( 22)

기타

151( 18)
857(100)

전체

주 : 2006년 기준 50세 이상, ( )안의 숫자는 총계에 대한 퍼센트.

<표 2-2>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의 점진적 은퇴 과정 : KLOSA
분류

추정치
소계

임금근로만(160)

160( 38)

상시

98( 24)

일용

38( 9)

상시→일용
기타(혼합+결측)

9( 2)
15( 4)
186( 45)

자영업만

71( 17)

기타

417(100)

전체

주 : 2006년 기준 50세 이상, ( )안의 숫자는 총계에 대한 퍼센트.

<표 2-3>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의 점진적 은퇴 과정 : KLIPS
분류

추정치
소계

임금근로만
(332)

상시/ 상용
일용/ 임시, 일용
상시→일용/상용→임시, 일용
기타(모두 결측)

332( 56)
177(30)/130( 22)
62(10)/109( 18)
1(0)/1( 0)
92( 15)

자영업만

133( 22)

기타

131( 22)

전체

597(100)

주 : 2006년 기준 50세 이상, ( )안의 숫자는 총계에 대한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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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의 점진적 은퇴 과정 : KLIPS
분류
소계
상시/ 상용
임금근로만
일용/ 임시, 일용
(152)
상시→일용/ 상용→임시, 일용
기타(모두 결측)
자영업만
기타
전체

추정치
152( 44)
70(20)/48( 14)
27(8)/49( 14)
0(0)/0( 0)
55( 16)
125( 36)
69( 20)
346(100)

주 : 2006년 기준 50세 이상, ( )안의 숫자는 총계에 대한 퍼센트.

점진적 은퇴 경로로서 임금근로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은퇴 행위를 보다 세분
화하여 살펴보자. 이 집단은 점진적 은퇴 직장으로서 상시직만을 경험한 집단,
일용직만을 경험한 집단, 상시직에 종사하다가 일용직으로 바뀐 집단, 그 밖의
기타 집단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분명 두 번째 및 세 번째
집단은 전반적인 종사상 지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점진적 은퇴 경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경로로서 상시직만을 수행한 집단의 경우 과연 이
응답자들이 ‘점진적으로’ 은퇴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특히 상시직의 대부분이 상용직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10) 불행하게
도 KLOSA의 경우 상시직을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교량적
직장으로서의 상시직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KLIPS 자료에서도 여전
히 확인되며 이러한 현상은 생애 주직장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수행하다
가 임금근로로 전향한 응답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임
금근로 중 상시직의 포괄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행하게도 KLIPS 자료는 임금근로의 경우 상시직을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아울러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분류 체계를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으로 바꾸어 재계산한 결과를 <표 2-3>과 <표 2-4>의 사선 오른 쪽에
10) 물론 지금까지는 생애 주직장을 고용 기간으로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 기준에 의하면 아
무리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생애 주직장 이후에 경험하였다면 이를 완전은퇴 이전에 경
험한 교량적 직장으로 간주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Quinn
(2003) 역시 교량적 직업을 ‘생애 주직장 이후 겪은 직장들 중 전일제근로든 단시간근로
든 지속 기간이 10년보다 짧은 모든 직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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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그 결과 <표 2-3>을 보면 생애 주직장에서 임금근로를 하다가 교
량적 직장에서 상용직만을 수행한 응답자들의 빈도(전체 점진적 은퇴자 중의
비율)는 130(22%)로 나타났으며, <표 2-4>를 보면 자영업에서 전향한 응답자
들의 경우 해당 수치가 48(14%)로 나타났다. 만약 이처럼 교량적 직장으로 상
용직만을 수행하다가 은퇴한 응답자들을 점진적 은퇴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이
들을 전격적 은퇴자로 분류할 경우 총은퇴자들 중 점진적 은퇴 경로를 거친 집
단의 규모는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인 경우에 대해 각각 60%
및 49%로 이전과 비교하여 다소 줄어드나 여전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3. 연령 변화에 따른 은퇴 행위의 변화 패턴
지금까지는 2006년 기준으로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자들을 그들이 과거 겪
어온 은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에 치중해 왔다. 연구의
초점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생애 주직장과 완전은퇴 사이에 교량적 직업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하
는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과정에서 임금금로와 자영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개개인이 직접 경험한 근로생애사에 근거
하여 은퇴 경로 및 유형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증거는 개개인의 근로 생애사에 대한 정보가 이용가
능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는 근로 인생의 시점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퇴직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경로
를 선택할 확률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경로를 택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
애 어느 시점에서 점진적 은퇴를 시작하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부분은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러한 시점 내지 기간에 대한 정보
는 연금재정 추계, 부분연금제 도입 방안, 노동공급 예측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KLOSA, KLIPS 각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각 개인을 생애 주직장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상태, 부분적으로 은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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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완전히 은퇴한 상태라는 세 가지 은퇴 상태로 구분한다. 앞선 분석에서
는 과거의 은퇴 과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2006년 시점에서 완전하게 은
퇴한 상태라도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전격적 은퇴, 거쳤으면 점진
적 은퇴로 분류하였지만 여기서는 2006년 시점에서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므
로 양자 모두 완전히 은퇴한 상태로 분류된다. 다음으로는 모든 응답자들을
2006년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표본을 나누고 각 연령별 표본 내에서
각각의 은퇴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연령별로
세 가지 은퇴 상태의 합은 1이 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KLOSA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그림 1-3]과 [그림 1-4]는 KLIPS를 이용하여 도식화한
결과이다. 연령 증가에 따른 은퇴 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다 완전하게 도식화하
기 위해 기준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생애 주직장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그림 1-1]을 보면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응답자들 중 동일 직장에
잔존하여 남아 있는 비율은 40대 중반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약 60% 정
[그림 1-1]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응답자들의 2006년 기준 은퇴 상태의 연령별
분포 : KLOSA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신동균) 

23

[그림 1-2]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인 응답자들의 2006년 기준 은퇴 상태의 연령
별 분포 : KLOSA

도였던 것이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8세에는 약 30% 정도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9세에 이름에 따라 생애 주직장에 잔존하여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은 일 년 만에 거의 20%p 정도 하락하여 10%를 약간 상회하
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정년퇴직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 잔존자의 비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락
하는 것에 맞추어 완전은퇴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부분은퇴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은 50대 초․
중반까지는 증가한 다음 그 후 대략 60대 중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60대
중반에 급격히 하락한 후 서서히 소멸되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에 나타난 세 가지 은퇴 상태 사이의 관계를 연령 구간대별로 설명
해 보자.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자들의 45세부터 75세까지의 연령
구간은 은퇴 과정에서 부분은퇴 직장의 역할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구간은 45세부터 50대 초․중반에 이르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에서는
비록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
전은퇴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동 구간 부분은퇴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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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응답자들의 2006년 기준 은퇴 상태의 연령별
분포 :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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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인 응답자들의 2006년 기준 은퇴 상태의 연령
별 분포 :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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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구간에서는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탈출이 바
로 완전은퇴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분은퇴 상태로 활발히 유입되는 기간이다. 수
치들을 살펴보면 40대 중반에 60%대에 머물러 있었던 생애 주직장 비중은 54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신동균) 

25

세에 이르러서는 40% 정도로 약 20%p 이상 하락한 반면, 부분은퇴 상태의 비
중은 40대 중반 30%대에 있었던 것이 54세 기준 50%로 10~20%p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은퇴 상태로의 활발한 진입에 힘입어 완전은퇴자의 비중의 증가는
동 연령 기간 10%p를 밑돌고 있다.
두 번째 구간은 부분은퇴자의 비중이 약 40%대에서 등락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구간으로 대략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구간이 이에 해당한
다. 이 제2구간에서는 생애 주직장으로부터 이탈 속도만큼이나 완전은퇴 상태
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9세에 정년퇴직이 집중되면서 완
전은퇴자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60대 중반 이후의 구간으로 이 제3구간은 부분은퇴 상태에 있
던 근로자들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퇴출되는 시기로 규정된
다. 이 시기에도 완전은퇴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탈 때문이 아니라(이 시기에는 이미 생애 주직장에 남아
있는 비율이 10%를 밑돌고 있다) 그동안 부분은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근로자
들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완전은퇴자의 규
모를 축소시켜 고령자 고용의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50대 중반
이후의 연령층에 대한 부분은퇴 직업을 활성화시켜 동 연령대의 완전은퇴의 증
가 속도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상의 [그림 1-1]에 나타난 패턴은 [그림 1-3]의 KLIPS를 이용한 분석에서
도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부분은퇴 상태의 비중이 50대 중반까지 미
약하게나마 증가하다가 60대 초반까지 약 40%대를 유지함으로써 동 기간 빠른
속도의 생애 주직장 이탈에도 불구하고 완전은퇴의 비중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나 60대 초반 이후 부분은퇴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함에 노동시
장으로부터의 완전이탈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KLIPS의 경
우 표본의 수가 KLOSA보다 작음으로 인하여 추세를 보다 명확하게 읽어낼 수
없었다.
[그림 1-2]는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은퇴 상태간 분포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를 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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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늦은 후반까지 주직장에 남
아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에는 생애 주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약 70~80% 정도이던 것이 70대 중반의 약 40%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물론 임금근로
자의 경우처럼 생애 주직장 잔존 비율이 59세에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도 관찰
되지 않는다. 둘째, 이에 따라 완전은퇴자의 비중도 75세에 이르러서도 7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생애 주직장에서의 잔존율이 생애 후반까
지 높게 유지됨에 따라 부분은퇴자의 비중도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
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낮게 나타난다.11) 넷째, 그러나 생애 주
직장이 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은퇴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의 비중은 약한 역U자형 모습을 띠면서 변해가고 있다. 즉 50대 중반까지는 약
하게 증가하다가 그 후 60대 중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 후 60대 중반부터 줄
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림 1-4]에서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재도식한
결과 생애 주직장에서 자영업으로 남아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
서 KLOSA보다는 KLIPS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나 은퇴 패턴과 관련된 전반적
인 특성은 두 자료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분은퇴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약한 역U자형 커브를 보이는 현상은 KLIPS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역시 표본 수의 문제로 명확한 패턴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1-1]～[그림 1-4] 사이의 분석은 특정 시점(2006년)에서 관찰한 개개인
의 은퇴 상태에 대한 횡단면적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앞선 분석에는 특
정 개인이 연령 증가에 따라 겪게 되는 은퇴 과정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
어 있는 면이 있다. 앞선 분석 결과가 개개인이 근로 인생을 통하여 겪어나가게
될 은퇴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간 연령 차이에
따른 은퇴 상태의 차이가 특정 개인이 연령 증가에 따라 겪게 되는 은퇴 상태의
변화와 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개개인이 시간의 경과
11) 재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부분은퇴 상태를 생애 주직장 이후에 경험한 일자리들로 정의
하고 있다. 임금근로와는 달리 자영업의 경우는 생애 주직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료의 제약에
의해 실제의 추정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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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겪은 경험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선 분석에서는 개개인의
은퇴 상태를 식별함에 있어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주직장에 있었는지,
그 이후의 교량적 직장들에 있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부분은퇴와 관련하여서는 생애 주직장 이
후에 겪은 모든 직장들을 부분은퇴 직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
에 따라서는 생애 주직장 이후에 경험한 모든 직장을 부분은퇴 직장 혹은 교량
적 직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분은퇴를
정의할 경우, 특정 개인이 생애 근로직장에서 전일제로 근로하다가 다른 직장
에서 전일제로 근로한 후 완전은퇴를 하였다면 해당 개인은 점진적으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은퇴한 셈이 되며 근로 인생 어느 시점에서도 부분은
퇴 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는 셈이 된다. 물론 임금률을 기준으로 부분은퇴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임금률과 근로시간을 모두 고려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 연구에서는 부분은퇴를 정의함에
있어서 앞서 사용한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단순한 근로시간이 아닌 한국의 실정에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이
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하겠다. 셋째, 앞선 분석은 모두 특정 시점에서 개개인이
과거 수십년에 대해 회고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하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는 회고적 조사 자료에 나타난 측
정오차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게 된다. 넷째, 앞선 분석에서 사용된 연령별 표본
수는 다소 작아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1998～2006년까지의 KLIPS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자료에는 개인간의 연령 차이에서 오는 은퇴 경로의 차이와 개개인이 연령 증가
에 따라 겪게 되는 은퇴 경험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회고 조사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의(bias)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이상적으로는
과거 직업력에 나타난 모든 직업에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KLOSA, KLIPS 자료 모두에서 과거 직업들에 대한 정보들 중 임금, 근로
시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변수 값들이 많은 경우 결측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12)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은 최근의 직업 경험보다 오래 전에 겪은 직업 경험을 보고할 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유사한 직업을 묶어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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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은퇴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며 정의의 차이에 따라
추정된 통계 값들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Gustman & Steinmeier,
2000). 이하에서는 부분은퇴를 정의함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와 근로시간을 병
합하여 사용한다. 근로시간만으로 부분은퇴를 정의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예
상된다. 첫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듯이 근로시간의 측정오차 문
제가 심각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단시간근로 내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선
진국들과 비교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이인제, 2004). 실제로 차후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에서는 주당 통상근로시간
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의 규모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지나치게 작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부분은퇴 직장에서조차도 근로시간으로 보면 전
일제근로이지만 보수나 각종 부가급부 면에서 보면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많다. 한 가지 방법으로 임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임금 역시 심각한 측정오차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확히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에 근거하여 부분은퇴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
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KLIPS든 KLOSA든 과거 직업에 대
한 임금 정보는 많은 경우 결측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임금
및 부가급부가 종사상지위 내지 고용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근
로시간 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부분은퇴의 정의를 생애 주직장 이
후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상용직이나 자영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주
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1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상용직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근로 인생 후반에 해당 직장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
을 줄여나가면서 임금 및 부가급부를 동시에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
태는 부분은퇴 상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우선 2006년 조사 시점에서 기준 생애 주직장의 지속 기간이 10년 이상이었
고 동시에 조사 첫 연도인 1998년에 최소 40세 이상이었던 응답자들을 선택한
후 이들의 8개 조사 연도 조사 시점에서의 은퇴 상태를 연도별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하였다. 즉 연도별 및 개인별 관찰치는 ① 상용직이나 자영
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 ② 임시․일용직이나
상용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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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령별 은퇴 상태 분포의 변화 과정 :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

자료 : KLIPS (상용직+자영업)이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
상인 전일제 근로 집단을 지칭하며, (임시직+일용직+기타)란 임시직이나 일용직
혹은 상용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는 부분은퇴 집단을 나타냄. ‘무근로’란 수입을 목적으로 전혀 근로를 제공
하지 않는 완전은퇴자를 지칭함.

[그림 2-2] 연령별 은퇴 상태 분포의 변화 과정: 생애 주직장이 비임금근로

자료 : KLIPS (상용직+자영업)이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
상인 전일제 근로 집단을 지칭하며, (임시직+일용직+기타)란 임시직이나 일용직
혹은 상용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는 부분은퇴 집단을 나타냄. ‘무근로’란 수입을 목적으로 전혀 근로를 제공
하지 않는 완전은퇴자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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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분은퇴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 그리고 ③ 무근로자(완전은퇴 상태에 있었
던 사람)의 세 상태로 분류되었다. 은퇴 상태에 대한 연도-개인별 관찰치는 우
선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이었던 집단과 비임금근로였던 집단으로 나누어진
다. 다음으로는 각 표본 내에서 관찰치들을 연령별로 분리하고 각 연령 내에서
개인들을 은퇴 상태별로 분류한 후 각 상태에 해당하는 표본 수가 연령 내 총표
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처럼 두 집단에 대해 계산한 연령별
은퇴상태의 분포를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고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 집
단을 나타내는 상용직 및 자영업자는 상용직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으로 재차
구분하여 도식하였다.
[그림 2-1]을 보면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든 비임금근로였든 부분은퇴 상
태의 비중은 최대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그림 1-3]이나 [그림
1-4]와 비교하여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분석과는
달리 생애 주직장을 이탈하였어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한 상용직과
자영업자를 모두 부분은퇴 집단(임시직+일용직+기타)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여서도 은퇴 상태 분포의 연령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 패턴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
한 사항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 부분은퇴, 즉 (임시직+일용직+기타)
의 비중은 50대 중․후반까지 증가 내지 유지를 하다가 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 패턴은 <표 1-1>에 나타난 패턴과 유사하다) 비임금근
로자의 경우 60대 중반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임금근로인 사람들은 보다
생애 늦은 후반까지 부분은퇴 상태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로시간 면에서 자영업이 신축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임금근로 기회의 부족
때문인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 준비가 취약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영업이 임금근로
와 비교하여 탈세 등의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지 현재의 자료로써는 파악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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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본 은퇴 상태의 결정요인 분석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근로자들이 은퇴 시 생애 주직장으로
부터 전격적으로 완전은퇴를 선택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은퇴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왜 근로자들 사이에 은퇴 방식 내지 경로상의 차이가 나는
가? 같은 연령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은퇴 상태의 결정요인들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KLIPS 표본 중 2006년 기준 50세 이상이면서 생애주
직장의 지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들로서, 2001년 기준 전일제로 임
금근로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은퇴 상태는 2006년 상태
를 기준 전일제근로, 부분은퇴 및 완전은퇴로 나뉘며, 전일제근로란 상용직을,
부분은퇴란 임시직이나 일용직 혹은 자영업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인 자, 그리고 나머지의 완전은퇴로 구분하였다. 2006년의 은퇴 상태를 결정하
는 변수들은 2001년 조사에서 추출하였다.13)
<표 3>은 2006년의 은퇴상태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multinomial) 로짓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비교 대상 집단은 전혀 은퇴를 하지 않은 전일제 근로이
다. 제2열의 추정치들은 각 변수들이 전일제 근로에 대해 부분적 은퇴를 선택
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며 제3열의 추정치들은 전일제근로에 대
해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보고하고 있다.14)
가장 큰 관심사들 중의 하나인 근로시간 제약의 효과를 보자. 여기서 근로시
간 제약이란 최저 근로시간 제약(minimum hours constraint)을 의미한다. 일단
추정된 계수의 부호 면에서 볼 때, 전일제 직장에서 근로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
차후 전일제근로 대비 다른 직장에서의 임시․일용직을 통한 부분은퇴를 선택
할 확률은 증가하지만,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통

13) 조사 첫 연도인 1998년보다 2001년을 택한 이유는 2001년 조사에서 은퇴와 관련된 정
보를 보다 상세하게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 각 변수들이 전일제근로 선택 확률에 대한 부분은퇴 상태 선택 확률의 비율, 그리고 전일
제근로 선택 확률에 대한 완전은퇴 선택 확률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 부호 면에서
추정된 계수의 부호와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간결성을 위해 추정된 계수들만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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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은퇴 상태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Multinomial)로짓 분석

근로시간 제약=1
일 수준→5 높음
일 대체성→5낮음
연금 제공=1
의료보험 제공=1
고용보험 제공=1
일 만족도→5높음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노조 가입=1
교육수준
배우자 있음=1
건강상태→5나쁨
남성=1
상수
로그우도값
확률(카이제곱>우도비)

부분은퇴
완전은퇴
추정된
추정된
추정된 계수
추정된 계수
표준오차
표준오차
0.6142
0.7004
-0.2097
0.6680
-0.1330
0.4584
0.2049
0.3671
0.3274
0.2041
0.5351***
0.1569
0.3301
0.6734
1.0455*
0.6333
-1.6035**
0.7070
-1.0873*
0.6321
-0.0231
0.5428
-0.0865
0.3923
-0.1414
0.2193
-0.3348*
0.1822
0.0002*
0.0001
-0.0001
0.0001
-0.0004
0.0004
0.0002*
0.0001
-1.5269***
0.5738
-0.5561*
0.3281
-0.1758***
0.0575
-0.0534
0.0464
-0.9191
0.6264
-1.0748**
0.4946
0.3159
0.2345
0.2763
0.1845
0.6853
0.5120
-0.3687
0.3566
0.5498
2.147
-0.1238
1.6777
-270.8 053
0.0000

자료 : KLIPS, N=401명, 비교 대상은 전일제 근로.

계적 유의성이 떨어진 이유들로서는 표본의 규모가 작다는 것 외에도 변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KLIPS에서는 주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제약에 대한 직접적
인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1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현재의 근
로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아니면 늘리고 싶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줄
이고 싶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의 경우에 대해 해당 직장에서 하방(downward)으
로의 근로시간 제약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였다. 만약 줄일 수 있었다면 해당 직
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점진적 은퇴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이 대리 변수에 측정상의 오차가 어느 정도 존재할 경우 이는 추정치의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직장에서 최저 근로시간 제약
이 존재할 경우 다른 직장을 통하여 보다 낮은 임금하에서 근로시간을 줄여가
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것이라는 예측은 Gustman & Steinmeier(19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들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 우선 제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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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치들을 보면 현 직장에서 배운 기술이 다른 직장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록 은퇴보다는 전일제근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일제
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양(+)으로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현 직장에서 배운 기술과 다른 직장
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대체성이 낮을수록 전일제근로보다는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제4열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전일제근로 직장에서 연금을 제
공할 경우 차후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금이 은퇴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전일제 직장에서 제공
되는 의료보험(제5열)은 차후 전일제 대비 부분은퇴나 완전은퇴의 가능성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의료보험은 전반적으로 은퇴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특성들과 관련된 변수들의 효과를 보
면 전일제근로와 은퇴 사이의 선택에는 경제적 유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일자리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차후 완전은퇴를 선택하기
보다는 전일제근로 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은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이다. 2001년
현재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차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일제근로에 대한 부분은
퇴 가능성을 높이게 되나,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현 직장에 남아 있을
금전적 유인을 증가시키나 비근로소득의 존재는 현 직장에 남아 있을 금전적
유인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은퇴의 선택이 금전적
제약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2001년 기준 전일제 근로직장에서 노조원이었던 근로자는 비노조원이었던
근로자와 비교하여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5년 후 부분은퇴나 완전은퇴보다는
전일제근로 상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 제 고용 여건이 비노조원보다 노조원에게 있어서 더 좋
고 이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노조의 교섭력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근로 대비 부분은퇴의 확률이나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
는 경우와 비교하여 전일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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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퇴의 동학
지금까지는 은퇴 시 점진적 경로를 택할 확률을 추정하고, 은퇴 경로를 유형
별로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개개인의 은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
요 측과 공급 측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는 시간
의 경과에 따라 개개인들이 경험해 나가는 은퇴 상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결
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Ⅳ장의 제3절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각 은퇴 상
태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개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은퇴 과정을 겪어나가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Ⅳ장의 제2절에서도 개개인의 점
진적 은퇴 경로를 세부적으로 논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생애 주직장에서 상
용직으로 임금근로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임시․일용직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
퇴한 근로자들의 규모를 논하였지만 그 근로자들이 상용직에서 바로 임시․일
용직으로 이행되었는지 아니면 일단 완전히 은퇴를 하였다가 다시 어떤 경제적
욕구에 의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부분은퇴 직업을 경험하다가 은퇴하였는지
에 대한 논의는 결여되어 있다. 실제의 상태에 따라 부분은퇴 직업의 성격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상용직에서 바로 임시․일용직으로, 그리고 임시․일
용직에서 완전은퇴로 이어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용직에서 일단 완전히 은퇴
를 하였다가 다시 임시․일용직을 경험하거나 혹은 교량적 직업으로 임시․일
용직을 경험하다가 다시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은퇴 직업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여기서는 KLIPS 자료를 패널데이터 형태로 구
성하여 분석한다. 즉 인접한 두 조사 시점 간 은퇴 상태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를 관찰함으로써 개개인이 은퇴 과정에서 겪어나가는 경험들을 미시적인 차원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1998년 기준 45세 이상이었던 응답자들을 대상으
로 2006년까지 매년 개개인의 은퇴 상태를 ‘은퇴하지 않은 상태’, ‘부분은퇴 상
태’ 그리고 ‘완전은퇴 상태’로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인접한 두 조사 연도 사이
에 은퇴 상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관찰한다.15) ‘은퇴하지 않은 상태’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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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 ‘전일제근로’를 정의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용직이나 자영업 중 주
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부분은퇴 상태’ 역시 제3절의 정
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상용직이나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표 4-1>과 <표 4-2>는 전체 표본을 생애 주직장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와 자
영업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두 인접한 조사 사이의 은퇴 상태의 변화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세로 축은 (t-1) 연도에서의 은퇴 상태를, 가로 축은 (t)
연도에서의 은퇴 상태를 나타낸다. 우선 <표 4-1>에서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
였던 근로자들을 보면 적지않은 응답자들이 (t-1)연도에 비해 (t)연도에 보다 많
은 근로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응답자의 약 2%는 (t-1)연도에 부
분적 은퇴 상태에 있었다가 (t)연도에 전혀 은퇴하지 않은 상태로 이행하였으
며, 완전은퇴 상태에 있다가 다음 기에 부분은퇴 및 전혀 은퇴하지 않은 상태로
이행한 응답자들도 전체의 각각 2%를 차지한다. 모두 합쳐서 약 6% 정도의 응
답자들이 전연도에 비해 다음 연도에 역(reverse)의 은퇴 과정을 경험하였다. 반
면 (t-1)기에 전일제 근로 상태에 있다가 (T)기에 부분은퇴나 완전은퇴로 이행
하거나 혹은 (T-1)기에 부분은퇴 상태로부터 (T)기의 완전은퇴로 이행하는 소
위 정(+)의 은퇴 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약 8%를 약간 밑돌아 비록
그 수치가 역방향의 규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역방향의 은퇴 과정을 겪
는 응답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 확률들은 2006년 기준 연령 제약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t-1) 및 (t)기에 모두 은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
<표 4-1> 은퇴 상태의 변화 과정 :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
은퇴 안했음

부분은퇴

완전은퇴

전체

은퇴 안했음

0.459

0.022

0.035

0.516

부분은퇴

0.021

0.11

0.019

0.15

완전은퇴

0.019

0.022

0.295

0.336

0.499

0.154

0.349

1.002

전체
자료 : KLIPS.

15) 1998년 기준 응답자의 연령을 40세나 50세로 바꾸어도 분석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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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은퇴 상태의 변화 과정 :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
은퇴 안했음
부분은퇴
완전은퇴
전체

은퇴 안했음
0.448
0.058
0.013
0.519

부분은퇴
0.062
0.093
0.016
0.171

완전은퇴
0.03
0.02
0.26
0.31

전체
0.54
0.171
0.289
1

자료 : KLIPS.

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은 연령 제약을 45세에서 65세로 증가시킴에 따라 감
소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모든 결합 확률의 값들도 달라질 것이다. 따
라서 보다 의미 있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시점 간 은퇴 상태가 변했다는 가정하에 그 변화가 역방향의 은퇴 과정을 의미
할 확률은 약 45%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이었던 남성들 중에는 인접한 두 조사 연도 간 역
및 정방향의 은퇴 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규모가 각각 전체의 약 9% 및
11%로 나타나 임금근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방향의 은퇴 과정을 경험하는
응답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16) 이 수치들을 조건부
확률의 의미로 각색해 보면, 은퇴 상태에 변동이 있었던 응답자들 가운데에서
역 방향의 은퇴 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비중이 약 44%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역방향의 은퇴 과정은 일견 은퇴 후 근로에 대한 인식 및 선호의 변
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은퇴 후 겪게 되는 재정적 한계와 무
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부분은퇴 상태에 있다가 전일제근로로 전향하는 경
우 이들은 재정적 이유에 의한 역방향의 은퇴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이었던 남성근로자들 중 약 6% 정도가 전 기의 부
분은퇴로부터 다음 기에는 전일제근로로 전향하였다. 과연 이처럼 전일제근로
를 원하였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이 부분은퇴 상태에 있었던 응답자들
이 그 부분은퇴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제Ⅳ장 제4절의 분석 결과는 그만큼 신뢰를 잃게

16) 서로 다른 은퇴 상태 간의 이동성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응답자들보다는 자영업
이었던 응답자들 상이에서 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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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상의 추정치들은 은퇴과정에서 겪는 교량적 직업들이 어느 정도
금전적 요인에 기인함을 추측하게 한다.

V. 요 약

KLOSA와 KLIPS 조사에 나타난 직업력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i)
2006년 기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 중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근속 직장 경험
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즉 근로 경력이 취약한 사람들의 비중은 약 20% 정도
(5명당 1명)되며, (ii)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생애 주직장으로부터의 이탈 현상
은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의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며, (iii) 특정 개인이 은퇴 시
점진적인 경로를 거칠 확률은 약 50~6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iv) 점진적
은퇴 시 생애 주직장과 동종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자영업보다는 임금
근로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논리로 점진적 퇴직 시 다른 고용형태
로 전향할 확률은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보다 자영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v)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 40대 중반부터 약 50대 중반까지
는 부분은퇴 직업(partially retired job)의 활발한 경험으로 주직장으로부터 완
전은퇴로의 이동을 막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부분은퇴의 역할이
정체 내지 감소됨에 따라 완전은퇴 집단의 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vi) 생애 주직장이 자영업이었던 근로자들은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늦
은 후반까지 주직장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분은퇴자의 비중
도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낮
게 나타난다. (vii) 비록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였던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이었
던 근로자들이나 부분은퇴자의 비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약한 U자형의 모습
을 띠며 변해 가나 그 정점은 두 집단 사이에 다르게 나타난다. 생애 주직장이
임금근로인 경우 약 50대 중반까지는 부분은퇴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그 후 정체 내지 감소하지만 자영업이었던 근로자의 경우는 60대
중반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애주직장이
임금근로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임금근로인 사람들은 보다 생애 늦은 후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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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은퇴 상태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vii) 은퇴 상태 결정요인에 대한 multinomial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주직장에서 최저 근로시간 제약이 존재할 경우 주
직장에 남아 있기보다는 다른 직장에서 임시․일용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은
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Gustman & Steinmeier(1982)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주직장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은 차후 부분은퇴나 완전은퇴 대비 현
직장에서 전일제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연금의 제공은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간 기술의 대체
성이 높을수록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주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차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일
제근로에 대한 부분은퇴 가능성을 높이게 되나,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전일제
근로 대비 완전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분은퇴의 선택이 금전적 제
약 때문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노조원은 비노조원과 비교하여 차후 부
분은퇴나 완전은퇴보다는 전일제근로 상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일제근로 대비 부분은퇴의 확률이나 전일제근로 대비
완전은퇴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i) 마지막으로 전 연도보다 다음 연도에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등 역의 은
퇴 과정을 보이고 있는 고령자들의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고령자들이 부분은퇴 직업을 여가에 대한 선호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기보다는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 연구의 발견들은 고령자들의 전일제근로 및 부분근로의
선택이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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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dual Retirement in Korea
Donggyun Shin
On the basis of work history files contained in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and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paper

investigates

retirement

behaviors of male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ose in our sample of older workers
experience partial retirement at one time or another, and that a sizable
number of workers experience a reversal in the course of retirement,
moving from a state of less work to a state of more work between
adjoining waves of the KLoSA and the KLIPS.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uggest that the choice of partial
retirement reflects financial necessity rather than preferences for leisur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gradual retirement, lifetime career job, bridge job, wage
earners, self-employed workers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노
1)

동 정 책 연 구

2009. 제9권 제2호 pp.43~65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43

연 구 논 문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박진희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편의 미취업상태에 대한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선택적 결혼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 기술통계 분석결과 유배우 가구수준에서 부부의 인적속성과 경
제활동상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노동시장
에서 선택적 결혼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또한 동태적 패널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의 이질성 및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후 남편의
미취업상태는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
리나라 노동시장에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핵심용어 :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실망실업효과, 선택적 결혼

I. 서 론

최근 핵심 노동계층인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논문접수일: 2009년 2월 26일, 심사의뢰일: 2009년 3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5일
* 이 논문은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으로서 초고의 개선․보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성효용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woo991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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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유휴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주목된다. 2008년 6월 중장년층 남성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506천 명으로 전체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 핵심 노동계층의 유휴 인력화는 그들의 비구직 이유와 전직특성
을 고려할 때 건설 및 내수 산업의 경기침체1)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적 요인에 따른 남성의 유휴 인력화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선택에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남편의 미취업상태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가구내 주 수입원이던 남편
의 실업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은 가구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성 배우자
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게 하거나 이미 취업하고 있는 경우 노동시
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부가노동효과(added worker effect)이다. 다른 하나는 남편의 미취업상태
가 여성 배우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정보
역할을 하여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 퇴장이라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망실업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이다. 이러한 효
과는 가구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결과는
남편의 미취업상태에 대한 여성배우자의 두 가지 노동공급효과 중 어느 효과가
지배적이냐에 달려 있다.
실망실업효과가 부과노동효과보다 크다는 것은 남편이 취업하고 있을 때 여
성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고, 반대로 남편이 미취업일 때 여성 배우자가 미취
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간에 유사한 경제활동상태는 그들의 인적속성 또는 직면하는 노동시장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교육수준이 높고(낮고) 소득이 높은(낮은) 사람들끼
리 결혼하는 소위 ‘선택적 결혼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2008년 6월 현재 중장년층 유휴 경제활동인구의 57%가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등의 비자발적 이유로 유휴 비경제활동상태
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 중장년층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 특성을
보면, 이직한 지 6개월 이내가 78%였고, 제조업, 건설업, 개인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일
용․임시 근로자로 종사하였던 저학력자로 나타나 건설 및 내수 산업의 경기침체 영향이
고용불안정 계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이시균 외,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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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망실업효과와 부가노동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는 가계수준에서
여성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선택이 남편의 미취업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것
인지 아니면 여성 자신의 일하는 성향이나 인적자본축적 정도 등에 따른 선택
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편의 미취업상태에 대한 여성 배
우자의 노동공급효과 중 부가노동효과가 지배적인지 또는 실망실업효과가 지
배적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선택적 결혼효과의 존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편의 미취업이 기혼여성의 노동시
장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남편의 미취업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
는 저자가 판단하기로 국내 연구로 최초의 분석이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기
존과 달리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과 초기 조건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 노동공급 관련 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남편의 미취업상태가 여성 배우자
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실
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하며,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글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가구 내에서 남성의 미취업상태가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선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국내 문헌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는 수행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는 가구가 아닌 여성 개인의 관점에서 여성의 총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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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황윤재․최강식, 1998; 성지미․차은영, 2001) 또는 임금(서병선․임찬영,
2004) 그리고 노동시장참가 여부 또는 취업 여부의 이항선택변수(이효수, 1990;
김지경․조유현, 2001; 황수경, 2002; 최형재, 2008) 등을 종속변수로, 학력, 연
령, 경력 등 개인 속성변수와 자녀수, 남편임금, 남편의 종사상지위, 가구소득
등 가족관련 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해 이들 변수가 여성 개인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구 내에서 남성의 미취업상태가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선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외국 문헌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선택 모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로 남성의 미취업상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중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Davies et.
al.(1992), Giannelli & Micklewight(1995), Del Boca et. al.(2000) 등이다.
영국의 경우를 분석한 Davies et. al.(1992)은 SCELI(Social Change and
Economic Life Initiative) 자료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동학모형을 통해 남편이 고용상태에 있는 기혼여성보다 실업상태에 있는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커플의 상태 의존적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분석한 Giannelli & Micklewight(1995)는 독일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가계 내 남편의 실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의 주된 연구 결과는 남편의 단기적인 실업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남편의 실업급여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노
동시장에서 퇴장하였을 때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높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탈리아 기혼여성의 고용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Del Boca et al.(2000)은
남편과 부인의 고용 속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고용이 남편의 실업
에 대한 보상인지 일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결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일하고자 하는 성향이 남편의 실업과
소득수준과 관련된 변수보다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였다.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이라는 위의 논문들과 달리 부가노동효과가 지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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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Prieto-Rodriguez & Rodriguez-Gutierrez(2000)와 Başlevent
& Onaran(2003)이다.
스페인 노동시장을 분석한 Prieto-Rodriguez & Rodriguez-Gutierrez(2000)는
SCBC-91(Structure, Coscience and Biography of Class of the year 1991) 자료
를 이용하여 프로빗, 서수적 프로빗 모델 등을 이용하여 부가노동효과가 존재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여전히 남편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남편이 실업인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터키 노동시장을 분석한 Başlevent & Onaran(2003)도 가구노동력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이항프로빗 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가노동효과가 실망실업효과에
비해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dward & Robert의 연구에 따르면, 부가노동효과는 저소득 국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며, 중진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없
다는 것을 밝혔다(Başlevent & Onaran, 2003에서 재인용).
한편, 부가노동효과보다 실망실업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
들 선행연구에서는 생애주기적 측면에서의 효과, 선택적 결혼효과,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의 존재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남편의 실업 가능성을 실업이
되는 그 시점 이전에 알 수 있고, 배우자인 여성의 노동공급은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시장 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 그 시점에서는 부가노동효과가 작
다고 설명하고 있다(Stephan, 2002). 둘째, 선택적 결혼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갖춘 상대
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이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
약 선택적 결혼이 존재한다면 가구의 구성원은 동일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기 때
문에 남편의 미취업에 따른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선택은 부가노동효과보다
는 실망실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Prieto-Rodriguez & Rodrig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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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ierrez(2000), Del Boca et. al.(2000) 등은 선택적 결혼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고 설명하였다. Prieto-Rodriguez & Rodriguez-Gutierrez(2000)에 따르면 Meloney
(1991; Prieto-Rodriguez & Rodriguez-Gutierrez, 2000에서 재인용)는 실망실업
효과의 존재 이유 중 선택적 결혼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존재는 실업 이전에 받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수
급기간 동안 받게 되므로 배우자인 여성은 노동시장의 참가를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노동시장에 지배적인 부가노동효과 또는
실망실업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고소득 국
가의 경우 실망실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단순한 프로빗
또는 순위프로빗 분석을 이용한 연구(Prieto-Rodriguez & Rodriguez-Gutierrez,
2000), 여성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이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노동공
급에 대한 선택이 부부 간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거나(Başlevent & Onaran, 2003),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
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하거나(Del Boca et. al, 2000; Giannelli & Micklewight,
1995), 가구 내 여성의 노동공급이 부부의 상태 의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동학모형을 이용한 연구(Davies et al., 1992)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미취업
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중 부가노동효과가 큰지 아니면 실망실업효
과가 큰지에 대해 동학적 패널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원인이 선
택적 결혼효과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1. 분석 모형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공급에 미칠 수 있는 개인 간의 관측, 미관측 이질성들과 상태의존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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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부가노동효과
또는 실망실업효과의 존재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
인간의 이질성은 남편의 미취업의 가구환경에 대해 개인들이 가지는 일에 대한
태도, 선호 등의 특성 때문에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상태의존성은 과거의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인들의 일에 대한 선호, 동기, 생산성의 차이 등 비관측 이질성 때문인
지 아니면 습관, 인적자본 축적, 탐색비용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 등 상태의존성
때문인지에 따라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은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Keane&Sauer,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유배우 기혼여성들 간의 관측, 미관측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통제
할 수 있는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은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일 때 t기 유배우 기혼여성  의 취업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태적 모
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       

위 식에서    는 잠재종속변수이고,

(1)
   는 관측된 이항결과변수이다.



      ≥ 
즉    
 

여기서   는 설명변수들이며,      는    와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변수이다. 그런데    와      는 과거의 경제활동상태가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배우 기혼여성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오차항   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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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식 (1)에 대입하면
          ′          

(3)

그런데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식 (3)을 추정할 때,      의 존재로 인해
일관된 추정치를 얻지 못한다. 이는 초기조건이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Hsiao, 1986)(김우영․권현지(2008)에서 재인용). 초기
조건의 문제란, 조사에서 관찰된 기간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개인이 실제 사건
을 경험한 확률적 과정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석
상훈, 200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eckman(1981)(Islam, 2005에서 재인용)은 잠재변수
의 초기조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Heckman이 제안한 잠재변수의 초
기조건에 대한 축약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은 설명변수의 초기 값(즉   )을 포함한 외생적인 도구변수이고,
  는   와 상관되어 있다. 그러나 2기 이후부터는 상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5)

        

여기서   와   은 서로 독립적이다. 만약   이 2기 이후   와 같은 분포
를 한다고 가정하면, 초기의 잠재변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6)

여기서 z는 1기의  변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주어진   하에서
개인  의 관측된 가능성은   가 독립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           

우도함수로 도출하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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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기서 F는     의 함수이다.
그런데 이때   가 자기상관되어 있다면 복잡한 추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
기서는   가 AR(1) 또는 MA(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우도함수를 도출하면,









 

 





      

 



 

   

(9)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차항   가 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Hyslop
(1999)와 Stewart(2006)는 식 (10)과 같은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10)

이때 -1<  <1이다.
한편, 오차항   를 1계이동평균(MA(1)) 과정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
계가 성립한다.
            

(11)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Hyslop(1999)와 Stewart(2006)와 마찬가지로 오차항
   가 AR(1)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모형은 식 (8)과 식 (9)를 초기조건의 문제와 자기상관이 있는 오
차항을 고려하여 추정함으로써 초기조건과 자기상관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편
의를 교정하여 일관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패널화한 것이다. KLIPS 자료는 1차 자료 조사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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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개의 표본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이동, 소득, 교육, 직업훈련, 사회보험 등에 관해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 직업력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개인의 노동생활
과 관련된 변수가 총 망라되어 있고 패널테이터라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의 중심 논의가 되는 남편의 미취업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은 기혼여성 개인의 시장 노동에 대한 성향, 선호 등에 의해 취업의 선
택결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의가 없는 추정을 위해서는 개인 간의 이질성
문제 및 상태의존성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질성 및 상태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
였다. 분석 대상은 가구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자료와 가구
자료를 결합하여 유배우 기혼여성을 연결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로 구
성하였다. 이로써 지난 10년의 기간에 대해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의 연령, 학력
등 개인적 속성, 가구소득, 0～2세 이하 자녀수, 3～6세 이하 자녀수, 7～12세
이하 자녀수 등 가구환경,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에서 사용된 관측치는 유배우 기혼여성가구 1,770가구이며 이
들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및 기초통계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0.47

0.50

47.29

11.22

2361.85

1126.00

고학력 더미(전문대 이상=1)

0.11

0.31

수도권지역 더미(수도권=1)

0.40

0.49

2218.58

4670.44

0～2세 이하 자녀수

0.06

0.25

3～6세 이하 자녀수

0.17

0.44

7～12세이하 자녀수

0.35

0.65

남편의 미취업 더미

0.19

0.40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
연령
2

연령

기혼여성 제외 가구소득(만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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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배우자 있는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이다.
종속변수를 노동시장의 참가 여부가 아닌 취업 여부로 한 이유는 여성의 경우
실업상태에 머무르기보다는 취업↔비경활로의 양방향 이동이 일반적이라는 판
단에서이다.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험적으로 밝혀진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 변수와 기혼여성의 소득
을 제외한 가구소득, 0～2세 이하 자녀수, 3～6세 이하 자녀수, 7～12세 이하
자녀수, 거주지역 등 가구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의 관심인
남편의 미취업상태 변수2)를 포함하였고, 기혼여성의 전기 취업 여부 변수를 추
가하여 노동공급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였다.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대한 이행확률을 보면 <표 2>와 같다.
전기(t-1기)에 취업이었던 유배우 기혼여성이 다음 기(t기)에 취업상태를 유
지할 확률은 88.3%였으나, 전기에 취업이었던 유배우 기혼여성이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11.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취업의 경우에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 즉 전기에 미취업이었던 유배우 기혼여성이 다음 기에도 역시 미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8.5%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전기에 미취업이었
다가 다음 기에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11.5%로 매우 낮다. 이 결과는 유배우
<표 2>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대한 이행확률(1차년도～10차년도)
(단위 : %)

t기
t-1기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88.5
11.7
52.6

취업
11.5
88.3
47.4

2) 익명의 심사자께서 독립변수에 남편의 실업기간을 포함시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KlIPS 자료는 한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자료의 특성이 이산적인 형태를 띠
게 되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기간과 같은 연속적인 실업기간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KLIPS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기간보다는 남편의 미취업상태를 분석
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심사자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Giannelli & Micklewight(1995)의
연구를 보면, 남편의 단기적인 실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
석하고 있어 남편의 실업기간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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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배우 가구의 경제활동 현황 분포(2007)
(단위 : %)

남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
전체

임금근로자
17.3
5.3
4.0
26.6

여성
비임금근로자
미취업
4.3
29.9
11.8
12.3
1.8
13.5
17.8
55.6

전체
51.4
29.3
19.2
100.0

<표 4>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부부의 학력 분포(2007)
(단위 : %)

여성

남성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전체

고졸 이하

50.7

4.3

54.9

전문대졸 이상

12.7

32.4

45.1

63.3

36.7

100.0

전체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상태의존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유배우 가구의 남성과 여성 배우자의 인적속성 및 경제활동상태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선택적 결혼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유배우 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임
금근로자일 때 여성 배우자도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17.3%, 남성이 비임금근로
자일 때 여성 배우자도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배
우 가구에서 남성이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을 때 여성 배우자
가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맞벌이 상태인 경우는 38.7%였고,
두 부부가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13.5%임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배우자 모두 취업하고 있는 경우 학력수준을 보면 남편이 고졸
이하의 학력소지자일 경우 여성 배우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중이
50.7%이고, 남편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일 경우 여성 배우자가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중이 32.4%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남편의 학력수준
이 부인의 학력수준보다 높은 경우는 12.7%였고, 반대로 여성 배우자의 학력수
준이 남편에 비해 높은 경우는 4.3%에 불과하였다. 이는 부부가 비슷한 학력수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55

<표 5>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학력 분포(2007)
(단위 : %)

남성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상용근로자
65.0

2.1
7.2
74.3

여성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2.8
4.0

1.8
2.3
16.9

0.7
4.1
8.7

전체
81.7

4.6
13.7
100.0

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부부가 임금근로자 취업하고 있는 경우의 종사상 지
위별 상태를 보면 남성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여성 배우자가 상용근로자 상태에
있는 경우가 6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이상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유배우 가구 수준에서 부부의 인적속성과 경제활
동상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택적 결혼효과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이하에서 분석하게 될 남편의 미취
업이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

가구수준에서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지배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 배우자 개인의 이질성 및 상태
의존성을 통제한 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여 보자.
먼저, 추정 결과를 보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의 <표 6>
과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하였던
남편의 미취업더미와 가구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계량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모형 추정을 위한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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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전기의
취업
더미

기혼
여성
연령

기혼여
수도권
0 ～2 세 3 ～6 세 7 ～12 세 남편의
가구소
성의 고학력
거주
이하 이하
이하 미취업
연령 더미
득
더미
자녀수 자녀수 자녀수 더미
제곱

전기의 취업
1.0000
더미
기혼여성
연령

-0.0825 1.0000

기혼여성의
-0.1062 0.9919 1.0000
연령제곱
고학력더미 -0.0091 -0.1951 -0.1842 1.0000
수도권거주
-0.0645 -0.0673 -0.0700 0.0893 1.0000
더미
가구소득

-0.0731 -0.0299 -0.0451 0.1660 0.0756 1.0000

0～2세 이하
-0.1157 -0.2322 -0.1960 0.0909 -0.0030 -0.0389 1.0000
자녀수
3～6세 이하
-0.1132 -0.3968 -0.3477 0.1450 0.0004 -0.0242 0.2049 1.0000
자녀수
7 ～12 세 이
0.0020 -0.4503 -0.4249 0.1186 0.0247 0.0315 -0.0336 0.0837
하 자녀수

1.0000

남편의 미취
-0.1678 0.4626 0.4805 -0.0658 -0.0177 -0.0288 -0.0578 -0.1157 -0.1716 1.0000
업더미

<표 7>의 동태적 모형 (1)은 앞의 방정식 (3)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때 추정
은 2기 이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초기조건은 외생변수라고 가정한다. LR검
정을 통해 pooled probit model과 panel probit model 중 어느 모델이 적정한가
를 살펴보자. LR test 결과    이면, 전체의 분산(   )에 대한 개별 특성효
과의 분산(  )의 비중이 0이 되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1)과 pooled probit model
이 동일하게 된다. LR test 결과를 보면,   (1)=102.38이고 1%의 유의수준하에
서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별특성효과(즉 임의효과)가 존재하므로 동
태적 모형 (1)이 적절한 추정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내에서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미취업
더미변수가 양수(+)이면 남편이 미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여성 배우자가 취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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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pooled probit

동태적 모형
(1)

동태적 모형
(2)

동태적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전기의 취업 여부

2.3203
(0.0269)***

1.9295
(0.0483)***

1.8254
(0.1476)***

2.2379
(0.2295)***

기혼여성의 연령

0.0661
(0.0129)***

0.1207
(0.0197)***

0.2359
(0.1028)**

0.0917
(0.0909)

기혼여성의 연령제곱

-0.0008
(0.0001)***

-0.0014
(0.0002)***

-0.0027
(0.0010)***

-0.0012
(0.0009)

학력

0.0952
(0.0450)**

0.1307
(0.0726)*

0.2901
(0.2494)

0.2931
(0.2289)

수도권거주더미

-0.0806
(0.0273)***

-0.1500
(0.0457)***

0.1567
(0.1869)

0.0889
(0.1503)

가구소득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2세 이하 자녀수

-0.3699
(0.0674)***

-0.5293
(0.0824)***

-0.9169
(0.3023)***

-0.8050
(0.3174)**

3～6세 이하 자녀수

-0.0981
(0.0373)***

-0.1726
(0.0480)***

-0.4358
(0.2039)***

-0.3666
(0.1928)*

7～12세 이하 자녀수

0.0121
(0.0237)

-0.0353
(0.0310)

-0.1533
(0.1295)

-0.1353
(0.1149)

남편의 미취업더미

-0.2669
(0.0386)***

-0.3788
(0.0513)***

-0.7073
(0.2054)***

-0.5695
(0.1935)***

상수항

-2.1773
(0.3261)***

-3.0849
(0.4864)***

-5.0108
(2.4331)**

-2.0186
(2.0731)

0.3155
(0.0315)

0.5354
(0.0819)***

0.3160
(0.1721)*

1.0163
(0.2811)***

1.5376
(0.7759)**




-0.1989
(0.0759)***

 (ar1)
Log likelihood

-5489.52

-5438.32

-518.07

-521.28

Wald chi2(10)

11060.53

2922.63

304.52

359.7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주 :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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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여 부가노동효과가 지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남
편의 미취업더미변수가 음수(-)이면 남편이 미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여성 배우
자가 미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여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태적모형 (1)의 추정 결과 남편의 미취업더미변수가 음수(-)로 나타나 실망
실업효과가 지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ooled probit model로 추정
한 결과에서는 남편의 미취업더미변수의 계수가 -0.2669인 데 비해 동태적 모
형(1)의 추정 결과에서는 남편의 미취업더미변수의 계수가 -0.3788이어서 pooled
probit model 비해 실망실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초기조건이 외생변수가 아니라   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전기
(t-1기)가 현기(t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Stewart, 2006a). 이를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 동태적 모형 (2)이다.
동태적 모형 (2)는 초기조건을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함
으로써 일관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Heckman의 추정치(estimator)를 이용하
여 앞의 방정식 (8)을 추정한 결과이다.
초기조건은 처음 조사 시점인 1998년에 취업 또는 미취업을 선택한 유배우
기혼여성이 이전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유배우 기혼여
성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기인하는 개인의 이질성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Heckman은 초기조건을 내생화하여 추정
하게 된다. 이때   는 자기상관이 없다고 가정한다.
Heckman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동태적 모형 (2)는  =0이라는 것을 강
하게 기각하고 있어 동태적 모형 (1)이 초기조건의 문제로 추정치에 비일관성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태적 모형 (2)의 추정 결과 가구 내에서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배우자
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미취업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0.7073으로 동태적
모형 (1)의 추정 결과와 비교할 때 실망실업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때 만약   가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면, 앞의 동태적 모형 (2)는 비
일관된 추정치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Stewart(2006b)는   가 AR(1)을 따
른다고 가정하여 추정한다. 이것이 앞의 방정식 (9)를 추정한 결과이고,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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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태적 모형 (3)이다.
추정 결과를 보면,   가 AR(1)을 따르고 있고  <0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
기상관이 없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동태적 모형 (2)보다 유배우 기혼여성의 전
기의 취업 여부가 현기의 취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내에서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미취업
더미변수의 계수 값은 -0.5695로 동태적 모형 (2)보다 다소 작게 나타나 실망실
업효과가 다소 줄어든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국 어떠한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남편의 미취
업에 따른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대한 효과는 실망실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동태적 모형 (3)을 중심으로 추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배우 기혼여성의 전기(t-1기) 취업 여부는 기혼 여성의 현재의 취업
여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avies et
al.(1992)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며, 개인 간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후 ‘순
수한’ 상태의존성을 구분해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상태의존성의 존재는 기
혼여성의 과거와 현재의 미취업상태 간에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배우 기혼여성의 연령, 학력 등의 인적속성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
과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연령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황윤재․최강식, 1998; 성지미․차은영, 2001; 서병선․임찬영, 2004)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셋째,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가구소득, 자녀수를 중
심으로 보면,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여성의 취업선택에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
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가구소득 등 소득의 증가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 결과(서병선․임찬영, 2004; 김지경․
조유현, 2001; 성지미․차은영, 2001; 황수경, 2002; Spencer, 197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보다 가구소득의 계수 값이 매우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개인적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결
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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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0～2세 이
하 자녀 수는 매우 유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여전
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6세 이하 자녀수도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0～2세 이하 자녀의 경우보다 더 그 충격의 정도
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7～12세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자녀수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 등 가사부담이 기혼여성의 의중임
금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취업선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넷째, 우리의 관심 변수인 배우자의 미취업더미는 여성의 취업선택에 대해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기
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역
으로 말하면 남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개인 간의 이질성,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후 남편의 미취
업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편이 미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여성 배우
자가 미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실망실업효과가 부가노동효과보다 지배적임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에도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ting)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선택적 결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인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유사한 노동시장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
원은 노동공급에 대한 참여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KLIPS 1～10차년도 개인 및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유배우 기혼여
성의 취업선택에 있어 남편의 미취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동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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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글에서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대한 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취업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계량모델 분석 결과로도
개인 간의 미관측이질성을 통제한 후 유배우 기혼여성의 전기(t-1기) 취업 여부
가 현재의 취업 여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태의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유배우 가구수준에서 부부의 인적속성과 경제활동
상태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유배우 가구 내에서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거나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여성 배우자도 학력수준이 높
고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남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여성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선택적 결혼효과가 존재함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배우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 6세 이하 자녀
수 등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넷째, 기혼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남편이 미취업상태는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망실업효과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혼여성 개인의 이질성 및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후 실
망실업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ting) 현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주거지(지역노동시장), 유사한 부부의 인적속성 등
에 의해 동일한 노동시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가구의 구성원은 노동공급에
대한 참여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은 과거와 현재의 구조적 관계
가 존재한다는 상태의존성의 존재와 실망실업효과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가계수준에서 여성 배우자의 취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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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남편의 미취업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인적
자본 축적 정도, 일자리 탐색비용 등 노동시장 진입장벽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
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망실업효과가 지배적이어서 남편과 기혼 여
성 배우자가 동일한 경제활동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선택적 결혼효과의
존재, 즉 부부간 유사한 인적속성 및 동일 거주지로 인해 동일한 노동시장 환경
에 직면하고 있어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가구화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기혼여성에
게 특화된 평생교육 등 숙련형성 프로그램 및 일자리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직업알선 기능의 강화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 배우자의 취업선택에 미치는 효과 중 실망
실업효과가 지배적인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소득효과나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등이 여성 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공
급 선택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다양한 이전소
득, 자본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효과에 대한 분석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등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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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to the Employment Choice by Married
Women under her Spouse's Non-employment Status
Jin Hee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married women to find out which of te added and discouraged
worker effect is dominant in Korean labor market. I used the KLIPS
panel data from 1998 to 2007 to analysis. The result show that an
assortative mating effect exist through descriptive method. Als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show
that the her spouse's non-employment status negatively effect on the
employment choice of married women. Even after heterogeneity and
the state dependence controlled, this study shows that discouraged
worker effect is dominant in Korean labor market.
Keywords : the 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 discouraged worker
effect, assortative m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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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적자원의 궁극적인 수요자가 기업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인 교육훈
련은 결국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숙련의 최종 사용자로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종류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실제적인 숙련을 학습시킬 수 있는 내용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 근로자들의 실제 직무수행 과정은 그 자체로서 살아 있는 학습 방식이자
터전이기 때문에 기업 내 훈련만큼 훌륭한 직업능력개발의 장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최근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세계화
와 무한 시장경쟁의 시대를 맞이해서 숙련 요건의 내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기업 간 숙련의 통용성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반훈련보다 기업 내 교육훈
련을 통한 기업특수 숙련의 향상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 내 교육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대다수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에서 주된 문제 의식을 이루고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교육
훈련투자 동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1). 기업의 주된 목표가 이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교육훈
련투자도 그 핵심적 동인이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행위의 이해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
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
증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구나 교육훈련의 효과성이나 그에 대한 기업

1)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기업 내 교육훈련의 실시에서 근로자의 이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내 교육훈련투자는 사용자 측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 근로자 측의 이해는 배제하였
다. 경영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업 내 교육훈련의 특성 때문에 기업 내 근로자 간 교
육훈련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
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본격적인 다른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이 점에 관해 유익한 지적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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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대는 노동시장이나 고용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것이기 때
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일정하게 축적되
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Bishop, 1991; Holzer et al., 1993; Bartel, 1994;
Black & Lynch, 1996; Black & Lynch, 1997; Barrett & O'Connell, 2001; 류장
수, 1995; 김안국, 2002; 이병희․김동배, 2004; 노용진․정원호, 2006).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재무성과 중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생산성 지표로서
대부분 매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Bartel(1994)과 류장수(1995), 김안국(2002) 등
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를, Holzer et al.(1993)이 불량률을 매출액 외의 추가적
인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기업의 교육훈련이 생산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shop, 1991; Holzer et al.,
1993; Bartel, 1994; Black & Lynch, 1996; Barrett & O'Connell, 2001). 국내
연구들도 대부분 기업 교육훈련의 긍정적 생산성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데(김안
국, 2002; 이병희․김동배, 2004; 노용진․정원호, 2006), 류장수(1995)에서만
기업 교육훈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생산성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가 이처럼 상당히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태도와 행위를 이해하는 근
거로 삼기에는 몇 가지 유보를 달아야 한다. 첫째, 노동생산성은 사회적 효용성
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정부가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지만,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행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보다 수익성이 더 우선적인
투자행위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처럼 사회적 효용성을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효과
성 여부는 정부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의 논거
를 제시하는 의미는 있지만,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 효과보다 수익성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책적 입장에서도 기업 내 직업훈련에 관한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궁극
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행위에 바탕을 두고 구사된다고 한다면, 노동생산
성 효과 외에 수익성 효과에 관한 분석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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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간재 등의 제조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이 재무성과 지표로서
얼마나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특히 최근에는 모듈생산
의 확산을 기초로 해서 외주하청과 협력회사 등을 활용한 부품의 외부조달과
제조공정의 외부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기업 내부의 생산성
지표로서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매출액보다 부가가치가 노동생산
성 지표로서 더 타당한 개념이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생산성 지표로서는 더 타
당하지만, 그에 관한 정보가 상장법인 등 일부 기업에서만 제공되고 그 밖의
기업들에서는 제공되지 않아서 표본선택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와 동
시에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매출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들과의 비교검
토를 위해서도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를 매출액에 한정
하지 않고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와, 수익성 지표들인 영업이익 등 다양한 경
영성과 지표들을 사용하여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여기서 수익성 지표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육훈련의 수익에서 비용
을 차감한 교육훈련 수익성 지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변수의 작성은
현재의 재무공시체계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가장 근접
한 재무정보인 영업이익을 수익성 지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
며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자
료와 기초통계를 기술하고, 제Ⅳ장에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
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된 종속변수인 수익성과 생산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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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이
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제비용을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함수관계로 나타내 보
면, 1인당 영업이익은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비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Y는 영업이익, Q는 매출액, C는 제비용, L은 총 근로자수이다.    



가 노동생산성을,     는 1인당 비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와



    에 대한 계수들은 각각 양수와 음수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전통에 따라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Cobb-Douglas 생산함수는 생산량이

자본과 노동의 함수로 나타난다.

     (Q는 생산량, K는 자본,  는 유효 노동)

(2)

본 연구의 취지상 노동량을 단순한 노동량이 아니라 질적 차이를 구분한 유
효노동을 독립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우선 개인근로자
들의 숙련 수준에 나타나기 때문에 유효노동은 교육훈련의 결과 축적된 숙련
수준의 함수로서 나타나게 된다(Bartel, 1994) :     (T는 교육훈련). 여기
에서 유효노동은 해당 시기의 교육훈련뿐 아니라 이전의 교육훈련에 의해서 누
적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회분의 짧은 패널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교육훈련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것을 Cobb-Douglas함수
식에 산입하고 log를 취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식을 얻게 된다.

                      
ln
ln
ln
ln



(3)

 
 
는 노동생산성, ln
는 노동장비율,  는 교육훈련,  는
여기서 ln


기타 통제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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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익성 함수는 노동생산성 함수의 독립변수들과 1인당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은 크게 자본비용, 노동비용, 원자재비용 등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금 수준, 노동장비율, 원자재비용 등의 함수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장비율은 생산성 함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 함수에 임금수준과 원자재비용 등을 추가하여 수익성함수를 도
출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원자재비용에 대한 정보가 본 연구의 사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계수에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







                     

(4)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상의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성 함수를 추정할 때
부닥쳤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훈련 변수의 측정 문제이고, 다
른 하나는 내생성 문제이다. 그 중 교육훈련 변수의 측정 문제가 본 연구의 문
제 의식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내생성 문제는 아래에
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교육훈련의 측정은 크게 훈련수혜자 비율․훈련시간과 훈련비용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전자의 변수들은 물리적 측면이 강하고, 후자는 재무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는 생산성 함수에, 후자는 수익성 함수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의 선행연구들은 교육훈련의 물질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가령
Bartel(1994)은 공식 훈련의 존재 여부, Black & Lynch(1996)는 훈련참가 근로
자 비율, Holzer et al.(1993)은 1인당 훈련시간 등을 교육훈련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아일랜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Barrett & O'Connell(2001)이
훈련참가 근로자 비율, 1인당 훈련일수, 1인당 훈련비 등 다양한 교육훈련 변수
들을 사용하고 있다.
역으로 선행연구들이 주로 물리적 개념의 교육훈련 변수 사용은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에 치우치는 한 원인이 되었다(Bartel, 2000). 즉 노동생산성은 재무
적 측면보다 물리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시간이나 교육훈련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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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율 등의 물리적 개념은 노동생산성에 더 조응하는 개념이다. 동일한 논리
에서 보면, 교육훈련의 수익성 효과 모형은 그에 조응하는 개념으로 교육훈련
비 개념을 요청하게 된다.
이처럼 수익성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미국 선행연구들의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물리적 개념을 사용하여 왔다. 가령 Columbia Business School Survey를
사용하고 있는 Bartel(1994)에 의하면, 그 설문조사에 교육훈련비 문항이 존재
하지만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아서 훈련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독립변수로 1인당 교육훈
련비를 사용하고 있다(류장수, 1995; 김안국, 2002; 이병희․김동배, 2004; 노
용진․정원호, 2006).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교육훈련비는 모두
기업의 재무정보 공시에서 입수한 교육훈련비인데, 이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김안국, 2002). 생산직과 판매관리직의 교육훈련비가
각각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분리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제조원가 명
세서는 상장기업 중심의 제한된 기업에서만 공시되고 있다. 기업에 따라 교육
훈련비를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로 분리하여 보고하는 원칙이 명확하
게 지켜지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병희․김동
배(2004)와 노용진․정원호(2006)에서는 기업의 재무공시 자료에 기초하여 산
출한 교육훈련비 평균과 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기초로 유사 집단
에 대해 산출한 교육훈련비 평균이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인적자본기업패널」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
고 있는데,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거기에서 입수한 교육훈련비 평균값이 노동
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교육훈련비 평균과 유사함으로 보이고 있다.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 부닥치는 또 다른 문제는 교육
훈련비가 직접비용 외에도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회비용
은 주로 교육훈련 실시에 따라 노동일수의 손실로 구성된다. 이 기회비용을 구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실시로 인해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채우지 못한
생산액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그것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한계 때문에 본 연구도 교육훈련비를 결국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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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실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회비용이
직접비용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다소 강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재무공시 자료가 가지는 정보 제약으로 인해 그 자료만을 이용하는 교육훈련
의 재무성과 효과성 모형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름 아니라, 그
것은 통계모형이 통제변수들을 충분하게 통제하지 못한 단순모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때 사용 자료가 무작위 추출에 의해 표집되고 회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문제가 없지만, 통상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풍부한 교육훈련 경영성과 효과
모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내용이 풍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인적자본기업
패널(HCCP)」을 이용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훈련 변수들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높은 1인당
훈련비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로서도 노동생산성 외에 수익성 지표들을 사용하
며 노동생산성 지표로도 매출액만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모형 추정에서 부닥쳤던 또 한 가지 과제
는 내생성 문제의 해결이었다. 교육훈련이 노동생산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영성과가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 회
귀모형을 추정하게 되면 교육훈련의 계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실
제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따라 요구되는 숙련의 정도 차이나 고용관계의 장기
성, 교육훈련투자에 필요한 여유 자원의 존재 여부 등이 교육훈련투자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성과가 교육훈련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선행연구들은 다수가 패널 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Holzer et al.(1993), Bartel(1994), Black & Lynch(1997), Barrett & O'Connell
(2001), 김안국(2002), 이병희․김동배(2004) 등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있
다. 반면에 Tan & Barta(1995), 류장수(1995) 등 일부 선행연구들은 2SLS모형
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중 노용진․정원호(2006)는 고정효과모형과 2SLS모형
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2SLS의 경우, 교육훈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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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만 노동생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도구변수를 찾기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2SLS모형도 결국 패널 자료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2SLS
모형의 추정도 패널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내생성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결과는 Black & Lynch(1996)과 Black &
Lynch(1997)에서 발견된다. Black & Lynch(1996)는 미국 센서스국이 1994년
에 실시한 National Center on the Educational Quality of the Workforce(EQW)
의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이 조사 자료
와 센서스국의 Longitudinal Research Database를 결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것이 Black & Lynch(1997)이다. 이들 분석 결과들에
의하면, 교육훈련의 노동생산성 효과는 횡단면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패널데이터 분석에서는 교육훈련 생산성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 결과들은 내생성 문제의 해결이 교육훈련
투자의 경영성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 분석의 고정효과모형과 2
단계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이중적으로 체크해 보고자 한다. 패널 분석의 고정
효과모형은 오차항 중 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
지 않는 고정효과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고정효
과는 식 (3)과 식 (4)의 통계모형을 1계차분(first-differencing)하거나 평균에서
차분(demeaning)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널 자료
가 2회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계차분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1계차분 패널모형을 이용하면 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고정효과를 쉽게 제
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노동생산성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역방향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1계차분 고정효과모형은 동시에 주요 독립변수에 측정
오차가 있는 경우 추정치의 편의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교육훈련비나 교육훈련시간 등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서 측정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1계차분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도 신
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2SLS모형은 연립방정식 모형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위해 식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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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외에 교육훈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교육훈련모형의 독립변수들은 일종의 도구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로 주로 전기의 영업이익이나 교육훈련비, 그
밖에 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작업조직, 임금체계, 인적자원의 구성, 산업, 기업
규모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 추정에서 발생하는 내생
성 문제를 주로 패널 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이나 2SLS모형을 사용하여 해결
하고 있는데, 2SLS모형도 대부분 패널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 모형
모두 패널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교
롭게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교육훈련에 관한 공식적인 패널데이터
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연구자들은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연구자
들 스스로 사적으로 수집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데이터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필요한 정보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연구자가 사적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낮은 회수율을 우려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
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에서는 사용 변수들의 내용
과 다양성이 제약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HCCP라고 하는 공식적인 패널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풍부하고 신뢰성이 높은 변수들을 사용하는 이점이 있다.

Ⅲ. 자료와 기초통계

1. 자 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인적자본기업패널」의 2차년도 자료(2006
년)를 중심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1차년도 자료(2004년)를 활용하고 있다.「인
적자본기업패널」은 기업체와 근로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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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조사 자료만이 사용되고 있다. 조사는 2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2차년도 조사는 2007년에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 연도는 2006년이다. 조
사방식은 방문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정보
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본추출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KIS 기업 Data(2005)』중 100인 이상
기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1차 산업, 제조업의 일부 산업, 서비스업의 일부 산
업을 제외하고 산업별, 규모별, 기업형태별(상장사, 코스닥, 등록 등)로 실시한
층화추출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2차년도 기업체 단위의 표본은 제조업 316개,
금융업 35개, 비금융서비스업 116개 등 총 467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2차년도
기업체 단위의 조사는 1차년도의 원패널 기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휴폐업이나 M&A 등으로 망실된 기업 21개소와 조사 거절 기업 23개
소 등 총 44개소가 2차 조사에서 패널 탈락한 기업들이다. 그 중 사용 변수들에
서 결측치를 보인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남은 361개 기업이 본 연구의 기본 표
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수들의 경우에는 결측치가 더 있어서 모형
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다소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변수의 작성과 기초통계
본 연구의 주된 종속변수들은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영업이
익 등의 로그값이다. 그 중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노동생산성을, 영업이익은 수
익성을 위한 변수들이다. 이들 재무지표들에서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서 로그값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하였다: (1) Y>1이면 log_Y = log(Y), (2)
-1≤Y≤1이면 Log_Y = 0, (3) Y<-1이면 Log_Y = -log(-Y)
이들 재무지표들의 기초통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평균 1인당 매출액
은 1차년도에 4.1억 원, 2차년도에 5.6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부가
가치 평균은 1차년도에 0.7억 원, 2차년도에 0.9억 원, 1인당 영업이익 평균은
1차년도에 0.2억 원, 2차년도에 0.1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의 매
출액과 부가가치 등은 1차년도에 비해 더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78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N=361)
변수
인당
인당
인당
인당
인당

훈련비(천원)
고용보험환급액
매출액(천원)
1)
부가가치(천원)
영업이익(천원)

평균(표준편차)
1차년도(2004년)
2차년도(2006년)
334.5 (446.3)
400.8 (589.0)
31.3 (54.7)
50.7 (69.4)
412,511.5 (560,605.9)
562,355.1 (1,317,978.3)
74,744.7 (63,980.6)
86,317.1 (94,301.6)
24,808.5 (56,645.6)
12,530.1 (141,859.3)

주 : 1) N=205(2004년), N=159(2006).

주요 독립변수들인 1인당 훈련비는 HCCP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
는 교육훈련비 총액을 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이들 변수들도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고 있다.
1인당 교육훈련비는 1차년도에 33만 원, 2차년도에 4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10인 이상 기업 규모의 통계만 정
리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2). 반면에 노동부가 2008년에 실시한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자료에서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비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기준 연도인 2007년도의 인당
훈련비를 계산하면 약 38.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HCCP의 교육훈련비와
근접하고 있다3).
<표 2>에는 기타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먼저 노동장
비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1인당 고정자산이 사용되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의 재무정보 중에는 노동장비율 항목이 존재하지만, 결측치가 많아서 1인당 고
정자산을 노동장비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평균 1인당 고정자산은
2) 참고로 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10인 이상 기업 규모의 1인당 훈련비가 2004년
도에 24.3만 원, 2006년에 26.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비 수준은 기업규모별로 편
차가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여기서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를 기준으로 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
의 사용 자료에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 정보에 결측치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많고, 동시
에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 자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의 교육훈련비가
낮은 신뢰성을 보이는 이유는 교육훈련비가 그 대상에 따라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
서 등으로 나뉘어 보고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 중 제조원가 명세서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직의 교육훈련을 대차대조
표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안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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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에 약 2.0억 원, 2차년도에 약 3.1억 원이어서 1～2차년도 사이에 고정
자산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초 통계(N=361)
변수
인당 고정자산
근로자수
인당 인건비(백만원)
작업장혁신지수
성과급 임금지수
수출 비율
노사관계의 성격
유노조
고용조정 비율(%)
비정규직 비율(%)
연령 40대 이상 비율(%)
대졸자 비율(%)
과장급상 비율(%)
근속연수 10년 이상 비율(%)
연간 이직률(%)
기업 연령(년)
음식료품
섬유봉제모피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비금속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
전기
전자
자동차운송장비
금융보험연금
통신업
SW/SI/온라인DB
전문직서비스
인력대행/교육서비스
오락/문화

평균(표준편차)
1차년도(2004년)
2차년도(2006년)
199,737.7 (335,533.7)
312,100.6 (947,113.2)
758.4 (1807.2)
803.7 (1951.7)
32.19 (18.8)
40.93 (73.1)
0.52 (0.3)
0.52 (0.3)
0.45 (0.3)
0.47 (0.2)
26.80 (24.2)
24.22 (28.7)
3.91 (0.9)
0.49 (0.5)
6.21 (17.2)
0.01 (0.1)
12.48 (20.7)
8.71 (17.0)
33.38 (20.0)
39.45 (25.7)
41.95 (25.9)
37.67 (16.6)
15.05 (17.2)
11.99 (12.8)
12.64 (31.3)
27.14 (17.3)
0.06 (0.2)
0.03 (0.2)
0.10 (0.3)
0.03 (0.2)
0.12 (0.3)
0.07 (0.2)
0.01 (0.1)
0.05 (0.2)
0.14 (0.4)
0.09 (0.3)
0.06 (0.2)
0.02 (0.1)
0.08 (0.3)
0.04 (0.2)
0.07 (0.3)
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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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로는 근로자수가 사용되었다. 근로자수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재무정보에 있는 총근로자수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결측치를 보인 경우에는
HCCP에서 조사된 근로자수를 사용하였다. 평균 근로자수는 1차년도에 758명,
2차년도에 803명이다. 1인당 인건비는 HCCP에서 조사된 총인건비를 근로자수
로 나눈 값인데, 평균 1인당 인건비는 1차년도에 3.2천만 원, 2차년도에 4.1천
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1～2차년도 사이에 1인당 인건비 상승이 꽤 가
파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CCP에는 제품시장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서 제품시
장의 특성 변수로서 매출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였다. 평균 수
출액 비율은 1차년도에 약 26.8%, 2차년도에 약 24.2%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작업조직과 인사제도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작업장혁신지수와 성과주의
임금지수를 포함하였다. 작업장혁신지수는 1～2차년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QC, 제안제도, 6시그마 등의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범주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4). 그 평균값은 1차년도에 0.52, 2차년도에 0.52
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과급 임금지수는 연봉제, 인센티브(개인성과급, 팀성과
급), 대집단 성과급(사업부 성과급, 전사성과급, 이윤배분제도(Profit sharing), 성
과배분제도(Gain sharing) 등의 성과주의 임금제도들의 도입 여부에 관한 더미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그 중 개인성과급과 팀성과급은 1차로 평균
을 구해서 인센티브지수를 구하고, 사업부 성과급, 전사성과급, 이윤배분제도
(profit sharing), 성과배분제도(gain sharing) 등은 1차로 평균을 구해서 대집단
성과급지수를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연봉제, 인센티브제수, 대집단 성과급지수
등 3가지 변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성과주의 임금지수의 평균값
은 1차년도에 0.45, 2차년도에 0.47로 나타나고 있다.
노사관계의 성격변수로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노사관계의 협력성 정도
에 관한 정성적 측정(5점 척도)을 포함하였다.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는 변화성
이 약하기 때문에 2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였고, 노사관계 성격에 관한 1차년
도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서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성격 변
4) QC가 2차년도에는 QC와 TQM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TQM을 제외하고 구한 2차
년도의 작업장지수가 0.45 정도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장지수를 산출할 때 QC와
TQM 등 두 변수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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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은 2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은 유노
조기업이 49%를 차지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성 정도는 3.9 점으로서 협력적 노
사관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관계의 안정성 지수로서 고용조정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 연간 이직률
등을 사용하였다. 고용조정 비율은 1차년도의 자료의 경우에는 2002～2004년
까지의 3개년에 걸친 고용조정 근로자수를 2004년 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며, 2
차년도는 2005～2006년의 2개년에 걸친 고용조정 근로자수를 2006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고용조정 비율의 평균값은 1차년도에 6.21%, 2차년도에
0.0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
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하였다. HCCP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비정
규직 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 등 간
접고용은 제외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심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1차년도에 12.5%, 2차년도에 8.7%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연간 이직률은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수를 총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다.
연평균 이직률은 1차년도에 12.0%, 2차년도에 12.6%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훈련이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령인력 비율, 고직급자 비율, 고근속자 비율, 고
학력 비율 등을 포함하였다. 고령인력 비율은 40대 이상 인력의 비율로, 고직급
자 비율은 과장급 이상 인력의 비율로, 고근속자 비율은 근속연수 10년 이상
인력의 비율로, 고학력 비율은 대졸자 이상 인력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 중
40대 이상 인력의 비율과 과장급 이상 인력의 비율, 근속연수 10년 이상 인력
의 비율 등은 2차년도에만 조사되어 있다. 그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40
대 이상 인력의 비율은 33.4%(2차년도), 과장급 이상 인력의 비율은 37.7%(2차
년도), 근속연수 10년 이상 인력의 비율은 15.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졸
자 비율은 1차년도에 39.5%, 2차년도에 42.0%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력의 고령화․고근속화․고직급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고학력
비율도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연령과 산업중분류를 통제하고 있다. 기업 연령은 조직의
성숙 단계를 가리키는 지표로서 포함되었고, 산업중분류는 업종적 차이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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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기업 연령은 매년 1년씩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
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기초통계도 2차년도에 한해서만 정리하였다. 표본
기업들의 평균 기업 연령은 27.1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분류도 시계열적으
로 불변이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자(14%), 금속․비금속(12%), 석유화학(10%)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
어 있고, 컴퓨터 및 사무용기(1%), 오락문화산업(1%), 통신업(2%0 등의 산업에
낮게 분포되어 있다.

Ⅳ. 실증분석 결과

기업 교육훈련의 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교육훈련의 효
과성에 관한 정성적 평가에 관한 기초통계를 <표 3>에 정리하고 있다. 설문조
사 문항들은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직무능력, 노동생산성, 회사 이미지, 직원의
의욕 제고, 이직 방지 등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성적으로
묻고 있다. 척도는 거의 향상되지 않음 - 조금 향상됨 - 어느 정도 향상됨 - 많이
향상됨 등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그 결과를 보면,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지도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은 답변을 내리고 있다. 굳이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
면,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우세하지만, 통상적인 기대치만큼 높은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그 중 직무능력 제고나 직원의 의욕 제고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표 3> 교육훈련의 효과성 : 정성적 지표
향상 정도

직무능력

노동생산성

회사 이미지

직원 의욕

이직 방지

26(5.59)

63(13.55)

97(20.86)

38(8.17)

109(23.44)

조금

205(44.09)

214(46.02)

181(38.92)

185(39.78)

193(41.51)

어느 정도

209(44.95)

169(36.34)

152(32.69)

213(45.81)

148(31.83)

25(5.38)

19(4.09)

35(7.53)

29(6.24)

15(3.23)

465(100.0)

465(100.0)

465(100.0)

465(100.0)

465(100.0)

거의 없음

많이
전체

주 : 4점 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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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이나 이직 방지,
회사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다소간 의문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에는 교육훈련투자의 노동생산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og(1인당 매
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모형들은
OLS모형, 2SLS모형, 패널 데이터의 1계차분 고정효과모형 등으로서 그 분석
결과들이 각각 1～3열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OLS모형에서는 1
인당 훈련비가 1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2S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각각 양
측검증으로 α=0.01 수준과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무래도 2S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이 불편성이 더 높은 안정적인 모형
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형의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대체로 1인당 훈련비가 1인당 매출액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추정 결과들은 대체로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Bartel,
1994; Barrett & O'Connell, 2001; 김안국, 2002; 이병희․김동배, 2004; 노용
진․정원호, 2006). 다만, OLS모형의 추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존의 분석 결과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Black & Lynch, 1996; 노용
진․정원호, 2006). 특히 OLS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고정효과모형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Black & Lynch(1996)와 Black & Lynch
(1997)의 분석 결과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패턴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교육훈련투자를 오히려 적게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 이 점은
생산성 수준이 기대보다 높은 기업일수록 교육훈련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는
Bartel(1994)의 분석 결과와는 상통하고 있다.
5) 본 연구의 사용 자료를 이용하여 log(1인당 교육훈련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매출액 증가
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면, 매출액 증가율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음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체크하도록 권고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
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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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산성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
독립변수

종속변수 : log(인당 매출액)
OLS
2SLS
고정효과모형
(N=361)
(N=361)
(N=353)

상수항

2.011 (0.419)

1.342 (0.525)

-

log(인당 매출액 04)

0.724***(0.036)

0.653***(0.048)

-

log(인당 훈련비)

0.022 (0.019)

0.206***(0.076)

0.014* (0.008)

***

***

***

log(인당 고정자산)

0.147 (0.023)

0.126 (0.026)

0.241 (0.038)

log(근로자수)

-0.124***(0.025)

-.169*** (0.032)

-0.499***(0.054)

작업장혁신지수

0.118^ (0.075)

-0.005 (0.094)

0.067 (0.060)

성과급 임금지수

0.159^ (0.102)

0.051 (0.119)

-0.065 (0.109)

**

***

수출비율

0.002 (0.001)

0.003 (0.001)

0.000 (0.001)

노사관계의 성격

-0.017 (0.024)

-0.018 (0.026)

-

유노조

0.069 (0.055)

0.040 (0.061)

-

고용조정 비율

-0.126 (0.166)

-0.033 (0.183)

-0.001 (0.001)

비정규직 비율

-0.001 (0.001)

0.001 (0.002)

-0.002

연령 40대 이상 비율
대졸자 비율

0.000 (0.001)
0.000 (0.001)
^

0.004

*

(0.002)

*

(0.002)

*

-0.003

^

(0.001)
-

^

-0.002

(0.001)

과장급상 비율

0.002 (0.002)

0.003

(0.002)

-

근속연수 10년 이상 비율

0.003 (0.002)

0.001 (0.002)

-

0.001 (0.001)

-0.000 (0.001)

연간 이직률

*

0.001 (0.001)

^

기업 연령

0.002 (0.002)

0.002

R2

0.880

0.846

(0.002)

-0.970

주 : ^ p<0.10(단측) * p<0.10(양측) ** p<0.05(양측) ***p<0.01(양측).
산업중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
지 않고 있음.

<표 4>에는 다른 통제변수들의 추정치도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1
인당 고정자산과 조직규모 정도가 3가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머
지 변수들은 3가지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 중 수
출 비율의 추정계수가 OLS모형과 2SLS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40대
이상의 고연령 비율, 대졸자 비율, 과장급 이상 비율 등이 2SLS모형에서 양측
검증으로 α=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교육훈련은 노동생산성의 다른 지표인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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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표 5>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분
석 결과를 보면, O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교육훈련이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SLS모형에서는 교
육훈련이 1인당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추정치
의 부호가 이론적 기대와 반대 방향인 음수이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교육훈련이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표 5> 생산성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 인당 부가가치

상수항
log(인당 부가가치 04)
log(인당 훈련비)

종속변수: log(인당 부가가치)
OLS
2SLS
고정효과모형
(N=144)
(N=144)
(N=143)
5.234 (6.046)
12.226 (6.631)
0.793***(0.100)
0.814***(0.094)
**
-0.316 (0.277)
-1.347 (0.569)
0.021 (0.128)

log(인당 고정자산)

-0.852** (0.387)

독립변수

log(근로자수)

*

0.714 (0.403)
***

-0.589^ (0.385)
**

1.061 (0.415)
***

작업장혁신지수

2.972 (1.082)

3.894 (1.111)

성과급 임금지수

1.714 (1.451)

1.664

-2.406***(0.699)
0.815 (1.160)
-0.272 (0.792)

(1.362)

1.773 (1.786)

-0.021 (0.012)

-0.023 (0.011)

-0.019 (0.010)

노사관계의 성격

0.379 (0.329)

0.255 (0.315)

-

유노조

0.082 (0.819)

0.278 (0.775)

-

고용조정 비율

-0.015 (1.725)

-1.021 (1.692)

0.000 (0.017)

비정규직 비율

-0.053* (0.030)

-0.085***(0.032)

0.021 (0.029)

0.014 (0.020)

-0.002 (0.020)

-

수출 비율

연령 40대 이상 비율

*

**

**

*

대졸자 비율

0.024 (0.021)

0.051 (0.024)

0.012 (0.024)

과장급상 비율

0.033^ (0.023)

0.029^ (0.022)

-

근속연수 10년 이상 비율

^

0.058 (0.036)

**

0.074 (0.034)

연간 이직률

***

***

-0.084 (0.025)

-0.100 (0.025)

기업 연령
2
R

-0.001 (0.023)
0.602

-0.023 (0.024)
0.553

*

-0.041 (0.018)
0.829

주 : ^ p<0.10(단측) * p<0.10(양측) ** p<0.05(양측) ***p<0.01(양측).
산업중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
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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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익성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 영업이익
종속변수 : log(인당 영업이익)
OLS
2SLS
고정효과모형
(N=361)
(N=361)
(N=353)
상수항
-14.313 (6.248)
4.457 (15.858)
0.328***(0.066)
0.465***(0.123)
log(영업이익 04)
**
0.727 (0.334)
0.105 (1.476)
0.056 (0.167)
log(인당 훈련비)
-0.357 (0.351)
0.417 (0.688)
0.099 (0.795)
log(인당 고정자산)
0.785* (0.433)
1.079* (0.607)
3.887***(1.126)
log(근로자수)
0.333 (0.782)
-6.744 (5.852)
-1.136^ (0.705)
log(인당 인건비)
작업장혁신지수
1.375 (1.322)
2.155 (1.721)
1.008 (1.257)
성과급 임금지수
0.570 (1.804)
1.055 (2.085)
1.107 (2.276)
*
*
수출 비율
-0.033 (0.016)
-0.019 (0.021)
-0.021 (0.012)
노사관계의 성격
1.440***(0.422)
1.399***(0.457)
유노조
-0.332 (0.973)
0.446 (1.197)
고용조정 비율
0.045 (2.928)
1.309 (3.527)
-0.008 (0.024)
비정규직 비율
0.017 (0.026)
-0.033 (0.047)
0.039^ (0.025)
연령 40대 이상 비율
0.023 (0.025)
-0.001 (0.037)
^
대졸자 비율
0.019 (0.025)
0.076 (0.050)
0.004 (0.030)
과장급상 비율
-0.003 (0.026)
0.026 (0.038)
근속연수 10년 이상 비율 -0.027 (0.028)
0.033 (0.053)
연간 이직률
-0.050***(0.013)
-0.028^ (0.022)
-0.019^ (0.013)
기업 연령
0.024 (0.027)
0.026 (0.031)
2
0.323
0.127
0.712
R
독립변수

주 : ^ p<0.10(단측) * p<0.10(양측) ** p<0.05(양측) ***p<0.01(양측).
산업중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
지 않고 있음.

매출액 모형과 부가가치 모형은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과 함께 표본의 크기
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 모형의 추정 결과들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
가 종속변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본의 크기 차이에서 기인하
는지는 여기서 알 수 없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 변수에
결측치를 보이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남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매출액
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가 <부표 1>에 정리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인당 교육훈련비가 1인당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매출액 효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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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부가가치효과모형의 추정 결과가 상이한 것은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종속변수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6>에는 교육훈련비가 1인당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추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1인당 영업이익은 조직의 내부 효
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OLS모형
에서는 1인당 훈련비가 1인당 영업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2S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OLS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의 분석 결과
는 교육훈련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 주고
있지 않다.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치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로 뒤섞여 있어서 교육훈련의 수익성 효과가 어느 방향인지도 가늠
하기 힘든 상황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의「인적자본기업패널」을 사용하여 기업의 공식적인 교육훈련이 재
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성과로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사용하였고, 생산성 지표로서는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수익
성으로는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 변수로는 1인당 교육훈련비
를 사용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모형은 2SLS모형과 2계차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1인당 교육훈련비가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들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훈련비가
우선 매출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가가치
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교육훈련의 수익성 효과를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성 효과
는 부분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효과도 더 엄격한 측정치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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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가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이상의 분석 결
과는 결국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와 수익성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
육훈련이 긍정적인 재무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
고 있다. 이 점은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정성적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
과가 긍정적인 교육훈련 효과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교육훈련이 충분한 수준에서 활성
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만약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업들이 교육훈련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공교롭게도 생산성 지표로서 매출액을 주로 사용함으
로써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재점검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훈련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가가치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
고 있다. 우선 이 분석 결과들이 인적자원개발과 숙련의 불필요성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숙련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훈련은 공식적 교육훈련일 뿐이고, 기업들
은 그것 외에도 현장훈련(OJT)과 비공식적인 작업장학습 등을 이용하여 근로
자들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업의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에서 공식적인 교육
훈련의 효과성이나 역할이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업 교육훈련의 재무성과 효과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귀분석 결과는 기업 교
육훈련의 효과성이 평균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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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효과
적인 교육훈련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적 요인으로 교육훈련이 효과적
인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유한킴벌리처럼 교육훈련의 재무성
과 효과성이 높은 기업 사례들을 볼 수 있다(노용진 외, 2002).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훈련의 불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높은 조건을 찾아내는 노력(노용진․
정원호, 2006)이나 기업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탐
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업의 숙련관리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기업들에게 교육훈련
을 실시하게 만든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논리적 배경은 기업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준공공재적 성격 때문
에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시장실패가 존재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과소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소투자를 인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훈련분담금-지원금(levy-grant)체제를 통해 기업들의 교
육훈련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주요 내용
이 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기업 교육훈련의 실시를 유도하는
물량 공세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훈련만이 아니
고 작업장혁신까지를 포함한 기업의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체계 속에서 공식
적인 교육훈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신중
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다. 첫째, 본 연구의
교육훈련 변수는 교육훈련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회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직접비용만을 측정하고 있다. 통상 교육훈련비는 직접비용보다 기회비용
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교육훈련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비용이 직접비용과 정비례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점은 현실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사용 자료가 2회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패널 데이터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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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1차계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차계분 고정효
과모형은 측정오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
럼 교육훈련 변수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편의성을 주었을 가
능성이 남아 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 2SLS모형을 사용하
고 있지만, 가용 도구변수의 제한성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요
청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추후 보다 안정적인 패널자료의 확보와 함께 해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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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인당 매출액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 인당 부가가치 모형과 동일한 표본을
사용함
독립변수
상수항

OLS
(N=144)

종속변수 : log(인당 매출액)
2SLS
고정효과모형
(N=144)
(N=143)

2.203 (0.765)
***

1.583 (0.785)

-

***

log(인당 매출액 04)

0.684 (0.061)

0.650 (0.060)

-

log(인당 훈련비)

0.021 (0.030)

0.146** (0.065)

0.033** (0.015)

log(인당 고정자산)

0.150***(0.046)

0.130***(0.045)

0.175** (0.084)

-0.107** (0.043)

-0.146***(0.045)

-0.387***(0.140)

log(근로자수)

**

0.236

(0.111)

0.121 (0.119)

성과급 임금지수

0.059 (0.154)

0.060 (0.147)

-0.213 (0.215)

수출 비율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0.007 (0.035)

0.007 (0.034)

-

유노조

0.016 (0.087)

-0.008 (0.084)

-

고용조정 비율

0.049 (0.184)

0.175 (0.185)

-0.002 (0.002)

비정규직 비율

-0.003 (0.003)

0.001 (0.004)

-0.010 (0.003)

노사관계의 성격

연령 40대 이상 비율

0.001 (0.002)
^

^

0.003

0.143

^

작업장혁신지수

(0.096)

***

(0.002)

-

대졸자 비율

0.003

(0.002)

0.000 (0.003)

0.000 (0.003)

과장급상 비율

0.001 (0.002)

0.001 (0.002)

-

0.003 (0.004)

-

근속연수 10년 이상 비율

0.005

^

(0.004)

^

연간 이직률

0.002 (0.003)

0.004

(0.003)

기업 연령

0.000 (0.003)

0.003 (0.003)

R2

0.887

0.869

-0.001 (0.002)
0.952

주 : ^ p<0.10(단측) * p<0.10(양측) ** p<0.05(양측) ***p<0.01(양측).
산업중분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간명한 표 정리를 위해 여기에 보고하
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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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vity and Profit Effects of Corporate Formal
Training
Yong jin Nho․Chang Kyun Cha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ductivity and profit effects of corporate
training empirically in order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their
training investment behaviors, utilizing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by KRIVET. As dependent variables, net sales per capita and
value-added per capita are used for productivity, and operating income
per capita is for profit. Training cost per capita is fo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o

solve

endogeneity

problem,

2SLS

and

first-differenced fixed effect model are adop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raining cost per capit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most of the models. However,
it does no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value added per capita
or operating income per capita. Finally, the results are interpret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corporate formal training, productivity effect, profitability effect,
endogeneity, train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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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김재훈

본고는 최근 경제위기시 빈발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
익변경시 법적인 한계점을 탐구하고 있다. 관계법령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
정이 없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의 쟁점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목적상 한계로 개별 조합원의 영역으로 이전한 권리와 같이 노동조합
의 목적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내용상 한계로는 인사관련 사항들과 같이 개개 근로자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결정자유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적인 한계로는 노조 내부에서의 의사형성절차가 보다 민주적으
로 반영되어 불이익변경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적정하
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적인 한계로는 공정대표의무법리와 같은 원
리가 마련되어 절차 면과 내용 면에서 민주적이고 균등한 원칙이 작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용어 :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목적상 한계, 내용상 한계, 절차적 한계, 주체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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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근래 급속하게 진전되어 온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경쟁의 지속화에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빈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
대로 이어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이어서 1996년 국제협력기구(OECD)에의 가
입 이후 국제적인 거래가 성행해 왔다.
그런데 1997년 초반부터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등으로 심각해진 경제적 위기
상황(특히 금융․외환위기)은 급기야 우리 경제 주체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는 극복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취약했던 경제상태는 심각한
외환위기로 이어져 우리 정부는 급박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동년 12월부터
자금지원의 대가로 우리 경제에 대한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었다.1)
약 4년간 지속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기
업들의 국내외적 매각 내지 사업부문 축소 경영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근로관
계 및 노사관계에 급격한 변동이 초래되었다. 여러 근로조건 변경 수단을 통한
기존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은 말할 것 없고, 기업간 인수․합병(M&A) 내지 사
업영역 축소를 통한 경영상 해고가 빈발하여 다각도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를 야기시켰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안정되는가 싶었던 경제․노동관계는 최
근 2008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발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전 세계
적 차원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기억하기 끔찍한
위기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
익(하향)변경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고, 그 요건 내지 절차는 어떻게 되며,
한계 설정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법리를 근래 정립되어 가고 있는

1) 김형배,『노동법』(신판 제4판), 박영사, 2007,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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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법리를 검토하면서 논하기로 한다. 이 문제는 노사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기본 원리가 경제위기 상황과 어떻게 접목되어 운
영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
정의 한계 일반론에 이어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것이다.
논의 순서는 관련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 현실적 쟁점들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라는 테마 아래서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기로 한다. 이에서는
큰 범주로 목적상․내용상․절차상․주체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Ⅱ.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분석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선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다루고 있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IMF 경
제위기 상황때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한 이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법리의
전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관련 논의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이다.

1. 동부고속 사례(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가. 유사 취지
- (주) 동성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사건의 개요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1997년
12월 30일 회사 측과 노동조합은 ‘특별노사합의’라는 명칭으로 동년 12월 25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여금 및 1998년 6월까지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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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2)을 지급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상
여금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하여 회사가 경영성과와 향후 경영 전
망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노조 조합원이었던 원고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합의는 단
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서 무효이며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 청구
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하였다.

다.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가능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
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
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참조).
2) 노사 합의의 해석
이 사건 특별노사합의와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합의는 IMF 관리체제 하에
서 어려위진 회사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그 인건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노사합의상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한 향후의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합의 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회사의 경영상태,
노조와 회사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 당시
2)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그 지급 시기는 설날에 50%, 2월 25일, 4월 25일, 6월 25일
각 100%로 약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8월 25일, 10월 25일 및 12월 25일에 각 100%
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99

노사 양측의 의사는 근로자가 이미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구체
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
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불이익변경의 한계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
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
를 할 수는 없다.

라. 분석
이 사건은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본 법리를 설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 분석된다.3) 협약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본 불이익변경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그 한계선에 대한 일반론을 전개하고, 구체적 사례에 비추
어 불이익변경의 한계점을 찾아낸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
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
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법리는 나중
의 (주)동성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및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3) 이 판결에서는 참조 판례로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을 들고 있다. 중
소기업은행 사례 이 판결에서는 상당한 추가보수를 받고 명예퇴직을 하기 직전 타결된 단
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하였고 그 조건으로 “지급조건을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설정한 경우,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예퇴직자들의 추가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임금 인상분의 지급 대상을 한정
한 단체협약 내용으로 엄밀하게 보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소급임금의 지급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 참조 판례로 든 것으
로 분석된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내용의 해석 문제이면서도, 그 내용이
가능한 한도를 설시한 한계와도 관련되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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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이익변경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표지에 대한 설명이 빈약한 점을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노사합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여금의 ‘지급
(수령) 유보’로 판단한 원심 서울고법의 입장과 달리 ‘지급(수령) 포기’로 결론
내린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성격상 단
체협약을 통한 불이익변경은 극히 드문 상황이며 이러한 특수 상황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 점, 그 문언의 내용들을 볼 때 원심 판결4)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합의들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사정 등에 따라 추후에 지급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
석되며,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지나치게 회사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다.

2. 한국산업증권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가. 유사 취지
- (주) 동성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나. 사건의 개요
한국산업은행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피고 회사가 1995년 이래 계속된 증권
시장의 침체와 1997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 및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
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그 단독주주인 한국산업
은행은 회사 측에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회사 측은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998년 1
월 9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1998년도 보수제도 운용방안, 직군제 운영방
안, 인력구조위원회 운영방안, 특별퇴직금 지급조건” 등 시행안을 작성하여 회
4) 서울고법 1999. 10. 29. 선고 98나65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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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표이사와 과반수 노조 위원장이 그 실시를 합의한 후 각 서명․날인하였
다. 이 합의방안에 의하면 1998년도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직원들 보
수 수준은 1998년도 기본급의 10%를 반납한 수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노조 조합원이었던 원고 근로자들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개별적
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노사간 합의는 무효이며, 나아가 노동조합 위원
장이 위 보수제도 운용방안을 합의한 후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결의
또는 인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시 개별적 동의 필요 여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
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
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
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
67536 판결 등 참조).
2) 노조의 특별결의 필요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
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
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
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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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
인 위 보수제도 운용방안을 합의한 후 노동조합총회나 대의원대회의 결의 또는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서, 위 단체협약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분석
본 사례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대법원 판례로 분석된다. 장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앞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그 절차에 조합원 개인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판시하고 있다. 이 법리는 나중
의 (주)동성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에서도 다시 인용
되고 있다.
그런데 나아가 이 판례는 불이익변경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
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불법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점을 노정(露呈)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개별 근로자들의 생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
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불이익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앞두고 노조원들의 의사를 묻고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잘못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과연 조합대표자의 전면적인 협약체결권을 인정한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5)에서 들고 있는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전면
적․포괄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참으로 의문이다.6)
5) 위의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수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결이다. 김유성,『노동법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법
문사, 1997, pp.134～136; 임종률,『노동법』(제8판), 2009, pp.116～118; 김인재,「단체협
약 인준투표조항」,『노동법연구』 제3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편, 진원사, 1993, pp.22
4～247 등. 김형배 교수는 대외적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제도 자체의 흠의 없는 한 노조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김형배,
앞의 책, pp.740 ～743), 주요 국가의 입법례(심지어 미국의 경우까지)를 보거나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등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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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사례(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
18584 판결)

가.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에 차체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였던 피고 회사는 2004년
임금단체협상시 노동조합의 적법파업을 거친 후 동년 9월 단체협약이 체결되
었다. 이에서는 “① 기본급을 월 65,000원 인상하고, ② 회사 측은 차기 아이템
수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되 만약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노조 측
요구안인 월 125,445원으로 인상한다”고 합의하였다.
회사 측은 그 후 현대자동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지만 납품단가가 경쟁업
체보다 높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하여 신규 아이템 수주에 실패하였고, 현
대자동차가 그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던 부품마저 다른 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하여 기존의 계약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5년 2월 폐업하
기에 이르렀다.
원래 약속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원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7)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
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회사가 신규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시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한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시 오로지 더 많은 임금을 소급
해서 챙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로서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

6) 일본에서는 교섭 타결시 가협약(假協約)이 체결되고 조합집행부는 이 가협약에 대하여 조
합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정식협약을 조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세스이며 이와 같은 타
결권한과 협약체결권한의 구별은 여러 판례에서 명확히 인정되고 있고[大阪白急Taxi 事件大阪地判 1981. 2. 16.(勞判 360號 p.56)에서는 조합원 집회에 의한 집행부에의 일임도
타결권한의 부여에 그치며, 협약체결에는 다시 수권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 가협약(tentative agreement)이 타결되면 해당 교섭단위 내의 모든 종업원(비조합원 포
함)들이 이를 수락할 것인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장할 것인지에 관하여 투표하고 있지
만, 인준투표제가 위법하다는 논거는 찾아볼 수 없다(임종률, 앞의 책, p.118).
7) 부산고법 2007. 2. 7. 선고 2006나15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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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
가 실현될 경우 피고 회사는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게 그 인상분을 월
125,445원씩으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게는 아무
런 반대급부도 없고 오히려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뿐이어서 이 사건 합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자 원고인 근로자는 상고를 제기하
였다.

나. 판결 요지
1) 근로조건의 유리변경시 단체협약의 합리성 심사 필요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
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
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
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될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주위적 판단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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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합의의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 여부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4년 임금협상을 위하
여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그 파업 끝에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인 이 사건 합의가 피고 회사의 당시 경영상태에
비추어 다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또한 노동조합 측은 그 주장하던 원래 임금인상안인 월 125,445원보다 낮
은 월 65,000원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대신, 피고 회사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하여 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해지므로 당초의 임금인상안인 월 125,445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
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
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분석
본 사례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고 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주 미확보로
인해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고용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의 근로조건 확보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거시적으로 보면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되는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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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본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의 중점은 관련합의 내용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
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데, 원심에서 인정된 법률
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반대로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그 배경에 있
는 구체적 사정(수주 미확보로 인한 고용불안과 이를 전보하기 위한 임금인상
조치)을 고려한 사건이라고 분석된다. 민법상 불공정행위론을 단체협약에 적용
한 사례인데, 민법상 일반론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장)에서의 집단적 노
사 자치라는 단체교섭상의 특수성을 배려한 사건이라고 보인다. 단체협약 일반
에 적용되는 법리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불이익한 상황에서의 노사자치와
사법심사 한계를 설시한 판례라고 분석된다.
즉 원심에서는 근로조건의 이익변경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시 사용하던 단
체협약에 대한 사법적 심사 개입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내용’에 해당되고 나아가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사유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협약 체결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얼핏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협약 내용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사 자치를 근
간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가급적 사법 심사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인, 의미 있는 판례라고 분석
된다.

Ⅲ. 단체협약에 의한 불이익변경의 한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살
펴보았는데,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한계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이 문제는 목적상 한계, 내용 및 절차, 주체상 한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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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상 한계

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이익변경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헌법 제33
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 제1조, 동법
제2조 제4호 등 참조], 그 목적을 문자 그대로 경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
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경기의 지속적인 불황이나 기업 재정상황 악화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근로조건 저하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유연한 노사관계의 전개를 기대하고 근로조건의 전체적인 유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의도는 달성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8)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단체협약
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을 인하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예외는 어디
까지나 엄격하게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9)이다. 본고에서는 그 한계를 목적, 내
용, 절차, 주체 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나. 노조에의 가입의사 범위에 따른 한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근로자
상호 간의 결합도 이 목적에 의해 한정된다. 개개의 근로자는 이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통제력에 따르고 그 한도에서 개인적 자유를 유보하는
데 동의하여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원이 노조 결성과
가입시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합의한 범위 내의 사항만이 단협의 대상 사항으로
되고, 규범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는 노조의 규약과 강령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는데, 이
8) 東京大學 勞働法硏究會 編,『註釋勞働組合法』(下卷), 有斐閣, 1982, pp.813～815 참조.
9) 단체협약의 해석원칙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
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
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
다카3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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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조법의 취지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조법이 추구하는 노동조합상(像)과 노조규약을 소재로 하여, 근로자
가입의사의 객관적․합리적 해석에 의해 확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되는
노조의 목적을 넘는 사항,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에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단협조항은 규범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을 것10)이다.
특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시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목적과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목적과 이에의 가입을 통한 근로
조건 결정 위임범위의 해석은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11)

다. 개별 조합원의 영역으로 이전한 권리
노동조합의 목적에 따른 단체협약 규율한계를 검토할 때, 단협 기타에 의하
여 개개인이 획득한 권리도 이미 개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이행되었다고 해석되
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규제범위 외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제기
를 초과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유예와 일부 포기를 정하는 단협 규정은 개개근
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근로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획득된 청구권이 각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이행한
다고 해석된다고 하여도, 각 노조원은 이 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할 자유를 가진
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청구권의 포
기가 사실상 사용자의 압력에 의해 결국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매개로 하지 않

10) 西谷敏,「勞働協約と勞働契約」, 本多淳亮敎授還曆記念『勞働契約の硏究』, 法律文化社, 1986,
pp.419～423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되는데 첫째,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에 의해 불이익
한 변경이 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고찰 대상으로 떠오른다. 둘째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
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재훈,「단
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근로조건 변경」,『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회 편, 도서출판 관악사, 1999, pp.292～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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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둘째로 설령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단협의 규범적 효력을 형해화시키고 근로자의 계
약자유를 집단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단체협약제도 그 자체를
동요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청구권의 포기, 즉 면제계약은
대상으로 되는 청구권이 단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
으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12)이라고 한다.13)
이러한 논의를 다른 면에서 진전시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포기
할 수 없다는 견해14)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
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그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15)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획득
되어 이미 개개 조합원의 사적 영역으로 이전된 임금 등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보는 것은, 그 취지가 남용되어 개별 노조원의
의사와 노동조합의 의사가 상반될 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
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16)만으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미지급 퇴직금 지급기준을 불이익변경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영역으
로 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퇴직금누진제17)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
12)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시대에 협약임금의 방기(放棄) 가부를 둘러싸고 크게 논쟁되었는데,
1949년 단체협약법 제4조 제4항에서 “발생한 협약상 권리의 방기(放棄)는,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화해(和解)에 의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13) 西谷敏,『勞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1994, p.277.
14)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참조.
15) 따라서 예컨대 경리 부정의 변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더라도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임종률, 앞의 책, p.400).
그런데 같은 책 p.399에서는 관련 문제로, 조합비 공제조항(이른바 check-off조항)이 있
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더라도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조합비 공
제조항이 있더라도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는 없으며, 그 조항이 효력을 지니려
면 개개 조합원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 내 조합비 공제조항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형배, 앞의 책, p.320).
16) 이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민법 관련규정(제103조～제113조)이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조합 파괴의 목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권리 포기를 권유하
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문의될 수 있을 것이다.
17) 이 제도는 장기근속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주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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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회사 측의 시도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에서 실무상 많이 문제되어 왔다. 이 점에 대해서 곧이어 살펴보기로 한다.

라. 개별 권리의 특수 사례 : 퇴직금 지급기준 하향변경과 근로자의
기득권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임금후불설적인 입장을
취하면서,18) 퇴직금누진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
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19)
고 보고 있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이라고 파악한다면,
퇴직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므로 퇴직금
채권은 일정 기간의 경과(일반적으로 1년)를 발생 사유로 하여 근로관계의 존
속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 기한에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20)
앞서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21)도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을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
직금청구권도 피전부적격(被轉付適格)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인천지
법 1990. 10. 19. 선고 90나1939 판결도, 퇴직금은 그 본질이 후불적 임금의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퇴직금 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
지만 단지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 기간에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8)
19)

20)
21)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1988년 시행 후 본격적인 수급자가 발생
하고 있음) 그 여건이 변화하면서 단수제 내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840 판결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징계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관련되는데, 대법원 판례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는 이러한 경우 감액하여 산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퇴직금(단수제에 의해 산정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그 감액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근로기준법령(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을 다분히 제도보장적인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김형배, 앞의 책, p.622; 김형배,『근로기준법』, 제6판, 박영사, pp.299～300;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p.628 등 참조.
김치선․김유성,『판례교재 노동법』, 법문사, 1987,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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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퇴직금 채권도 기한부 권리에 대한 침
해금지원칙에 따라(민법 제154조, 제148조) 개개인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보호
되며, 단체협약으로 퇴직금지급 기준을 하향변경한다고 하여도 이는 장래에 향
하여 그러할 뿐 기존의 권리분에 대하여는 개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22)
독일에서도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을 제한하려는 원칙의 하나로 신뢰보호의
원칙(Vertrauensprinzip)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단협에 의해 일정한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가 장래에 걸쳐서도 존속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단협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23) 이 원칙은 독일 단체협약론에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유리원칙과 함께 협약자치의 한계를 획정하는 기준으로
열거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본래 어떤 사람이 타인의 법 형성(사법상의 형성권
의 행사와 공법상의 법규범 설정)에 따라야만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자의로부
터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원칙인데, 협약규범이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는 점에서 협약자치의 한계를 획정하기 위해서도 채택되는 원칙이다.
그리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소급적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미 발생
한 청구권의 보호가 이 원칙에서 도출되고 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하는 소급효를 지닌 단체협약은 그 내용의 객관적인 정당성이 부여되고 신뢰원
리가 침해되지 않을 때에만 고려되며,24) 퇴직 이외의 요건이 거의 충족되어25)
연금수급 자격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22) 渡邊章,「協約自治と個別勞働者の法的地位」,『日本勞働法學會誌』, 第38號, 1971, p.58 이
하; 西村健一郞,「協約自治とその限界」,『日本勞働法學會誌』, 第61號, 1983, p.40 이하
등 참조.
23) 대표적인 견해로 Söllner․Waltermann, Arbeitsrecht, 14.Auf., Verlag Vahlen, 2007,
pp.189～195; Hanau․Adomeit, Arbeitsrecht, 9.Auf., Alfred Metzner Verlag, 1988,
68-71면; Hans Brox, Arbeitsrecht, 11.Auf., Verlag W. Kohlhammer, 1993, pp.178～
188 참조. 대표적인 판례로 BAG 21.8.1980. 참조.
24) Vgl. BAG 14. 6. 1962, AP Nr. 4 zu §1 TVG Rückwirkung=NJW 1962, p.2029.
25) 퇴직 직전의 연금수급 기대권을 변경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도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및 이에 찬성하는 일반적 견해가 있다. HueckNipperdey, Lehrbuch des Arbeitsrechts, Bd. Ⅱ/1, 7.Auf., Verlag Franz Vahlen G.m.b.H.,
1966, p.4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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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다면,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근로자집단
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없어서
무효인데 그 후 단체협약에 의해 그 불이익변경에 대한 추인을 인정하는 일련
의 대법원 판례들26)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7)

2. 내용 및 절차, 주체상 한계

가. 내용상 한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래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외에 있다고 보여지는 사
항에 관한 단협조항은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한편 노조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단협의 대상으로 되고 규범적 효력
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항의 성질상 집단적․획일적 규율에 친한 근로조건, 즉 근로조건 결정과정
에의 근로자의 실질적 관여의 보장이라고 하는 단체협약의 기본 이념 내지 규
범적 효력의 근거로부터 집단적 규율에 맡기는 것이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보장
하는 것으로 된다고 고찰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단협의 규범적 효력이 승인
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개 근로자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것이야말
로 계약자유의 이념으로부터 보아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
인의 결정자유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경우 더욱 강조되고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은 인사의 영역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우선 채용․해고․퇴직 등 근로자의 지위에 관련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단체협약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인 채용․해고․퇴직 그 자체를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할 수는 없다.28) 이와 같은 인사조항들은 어디까지나 노사의 개별적 관계
2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91다 31753 판결 ;
대법원 1994. 5. 24. 93다4684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등.
27)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소급적 불이익변경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는 김재훈,「근
로조건 불이익변경의 법리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1999. 2, pp.67～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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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개별의사를 매개로 하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9)
근무 내용과 근무 장소는 채용시 그 명시가 요구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이와 같은 인사 사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도에서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의한 집단적․획일적 처리는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의 차원에서 일
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두고 개별적․구체적인 결정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
사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의 실질화라고
하는 협약 이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즉 근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의 결정, 특히 그 변경은 노동조합으로서도 관심
을 가지게 되는 사항인데, 단체협약에 인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
우는 가능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개개 인사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이 실질적인 계약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이념에 적합할 것이
다.30)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의무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단협 규정에 의하여 시
간외근로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31)는 시간외근로에 필요한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개별적 동의설의 입장
을 관철하여 단체협약상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다면, 기업의 유연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28) 近藤昭雄,「勞働協約自治の限界」,『勞働判例』, 第360號, 1981, p.14 참조.
2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에서도,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경
우 이와 같은 규정상의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바로 퇴직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정
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당연퇴직 조치도 일종의 해고로서 근로기준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
야 적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30) 西谷敏,『勞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1994, pp.282～283 참조.
3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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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가능성이 있다.32)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 의무는 이와 같은 의무의 일시나 사유 어느
것이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고찰된다.33) 그리고 이상과 같은 시간
외근로 지시권의 발생요건 외에, 이와는 별도로 동 지시권의 행사요건으로서
개개 구체적인 지시의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나. 절차상 한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조합원)의 생활이해(生活
利害)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해 불이익변경이 협약 목적의 관점으
로부터 정당하다고 허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조합 내부에 있어서의 단결의
사의 형성절차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
라는 견지에서 비판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해 권리를 형해화(形骸化)하는 것, 즉
전면적․포괄적 제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총회 인준권 조항이 조합대표
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경
우에도 부인되는 효력의 범위는 대사용자 관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34)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노조 내부의 의사형성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을 전면적․포괄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석 하에서 위 법조항과의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단체협약은 집단적 자치의 도구로서 근로관계를 자주적으로 규율하는 중요
한 역할을 지니는 것인데, 협약이 이러한 기능을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서는 단협의 체결 자체가 단결자치의 원칙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명확한 조
32) 東京大學 勞働法硏究會,『註釋勞働時間法』, 有斐閣, 1990, pp.458～459 참조.
33) 土田道夫,「勞働協約․就業規則と勞働者の義務」,『季刊勞働法』, 第166號, p.117 참조.
34) 김유성,『노동법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1997, pp.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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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의 형성에 근거하여 행해질 것이 불가결하게 되고, 단체협약 체결에 관
한 과정 일반에 그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노조원총회 기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명확한 의사결정
과 그에 근거한 노조 대표자에의 수권(授權)이 불가결한 요건으로 된다고 할 것
이다.35)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단
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러한 때에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노조 의사에 근거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협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
한 사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법 동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
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법에 비하여 조직형태의 변
경시 등 특별의결사항을 중시하고 있는데,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사항이 그 내
용의 비중상 이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의 근로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당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당해
불이익변경 내용이 절차․내용상의 공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점은 이어서 설명하는 대표자의 공정대표의무, 노조원의 균등
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에 따른 설명에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36)
35) 後藤淸,「協約自治とその限界」,『現代勞働法講座 6』, 總合勞働硏究所, 1981, p.32에서는,
근로조건의 인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과 이에 근거하는 협약체결권까지를 조
합대표자에게 일임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조합원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다수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大
阪白急Taxi 事件- 大阪地判 1981. 2. 16.(勞判 360號 p.56)]도 존재한다.
36) 미국의 경우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자가 선정되지만, 이 배타적 교섭대표제
하에서 근로자 개인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돋보인다. 이에 대
해서는 Benjamin Aaron, “Rights of Individual Employees Under the Act,” American
Labor Policy(based on the Proceedings of a Symposium: The Labor Boar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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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수결원리는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평등원칙에 저촉되는 형태로 일부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노조
원의 일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이 집중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규범적 효력 승인의 전제조건을 흠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일본에서의 사례로 주목되는 것으로 大阪白急택시事件이 있다.
이 사건은 업적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적이 좋은 일부 노
조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금의 인하를 초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다투어진 것이다. 최초의 가처분결정(大阪地
決 1978. 3. 31. 勞働判例 298號)은,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기 때문에, 개개
노조원의 수권이 없는 한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단협에 의
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그 효력의 한계를 획정하는 기준을 노동조
합의 목적에서 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假處分異議事件의 판결(大阪地判 1981. 2. 16. 勞働判例 360號)에
서는,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신임금체계에 관한 협약체결권을 수권하는 명확한
노조 내부절차가 행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였다. 불이
익변경에 관한 노조 내부의 의사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체결권한의 수권을 둘
러싸고 명확한 절차가 경유되었는지 여부의 관점으로부터 신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 경우로서, 역시 적정한 절차를 통한 노조원의 의사 반영을 효력
요건으로 부가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神姬버스事件은 단체협약으로 事務補職의 폐지, 事務補 및 車掌의 희망
퇴직, 퇴직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의 가이드(Guide)로의 전환, 임금체계의 대
폭 변경 등을 규정하고, 덧붙여 그후 가이드직으로 전환된 자의 급여를 종전의
약 반액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약
5%의 임금인상을 행한 사례인데, 神戶地姬路支判(1988. 7. 18. 勞働判例 523號
46면)에서는 “일정한 범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인하되는 등 현저한 근로
조건의 저하를 포함하는 불이익을 인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
개 근로자의 수권까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노조 내부에서의 토론을 거쳐 노조
Mid-Centry),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1987, pp.119～214 참조.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117

총회나 노조원 투표 등에 의해 명시 혹은 묵시적인 수권이 행해지는 등의 방법
에 의해, 그 의사가 사용자와 노조와의 교섭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한 노조원
전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37)
이와 같이 소수 근로자의 희생하에 다수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할 것38)이다.

다. 주체상 한계
이상의 절차상 한계 문제에서 간략히 소개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노조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노조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
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법상의 배타적 교섭대
표제와의 관계에서 강조되는 공정대표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의 고찰
방식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로 선출된 조합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교
섭권한은, 한편으로 소수파 내지 개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
을 수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는 내용의 단
체교섭을 행하여도 다수근로자가 그것을 지지하는 한, 피할 길이 없게 되기 때
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연방노사관계법(NLRA)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그러나 1944년의 Steele사건39) 이래 판례40)에 의하여 공정대표의무의
37) 그런데, 이 사건의 중점은 노조 총회나 노조원 투표라고 하는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의 의사가 교섭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었고, 노조 총회나 노조
원 투표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결론적으로 노조 총회나 노조원 투
표가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저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양보를 하였
기 때문에 교섭과정에 노조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事務補職의 폐지와 희망퇴직
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가이드 직 등으로의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의 규범
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西谷敏,『勞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1994, p.272 참조.
38) 小宮文人,「合理化により廢止された ‘事務補職’者の‘專用バスガイド’ への配轉」,『日
本勞働法學會誌』, 第74號(1989年), p.107 참조.
39) Steele v. Louisville & Nashville R. R., 323 U. S. 192(1944). 이 사건은 철도노동법
에 관한 케이스이지만, 배타적 교섭권한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공정대표의무라고 하는 구
조는 철도노동법, NLRA 공히 같다.
40) 대표적인 케이스로 Vaca v. Sipes, 386 U. S. 171 (1967) 참조. 미국법상의 공정대표의
무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승욱,『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pp.142～145; 김재훈,「근로조건 변경의 법리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9, pp.58～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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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형성되어, 교섭대표노조의 자의적․차별적인 권한행사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론에서 이익대표의 ‘공정성’은 절차 면과 실체 면 양쪽에서 체
크되게 된다.41) 특히 노조원 일부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단체협약 조항은 그 내용으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며,
당해 사업(장) 근로자 전반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도 직종․업종 별로 불이익변경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이 원칙의
적용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은 노조원 간의 실질적 평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게 되며, 노조원의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우리
나라 노조법 제22조)’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규제기능에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을 노조의 남용으로 하는 견해도 마찬가
지의 흐름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에 바라는 기대 사항, 또 노동조합이 본
래적으로 그 사명으로 하는 바 등을 고려한다면, 노조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특정한 근로자․근로자군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
며, 거기에는 노동조합 목적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거기에는 상응한 보상조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다)가 없는 경우, 혹은 노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것이거
나 다수결에 의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불이익조치가 취해진다면
노조원의 균등대우의 원칙(노조원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중요한 권리)에
대한 위반으로 되고,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42)이다.

41) Vaca v. Sip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대표의 법적 의무 위반은 단체협약 적용단위
의 구성원에 대한 노조의 행위가 자의적(arbitrary), 차별적(discriminatory)이거나 악의(in
bad faith)인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Getman․Pogrebin,
Labor Relations -the basic process, law and practice-, The Foundations Press, 1988,
pp.49～73 참조.
42) 西谷敏,『勞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1994, pp.292～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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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최근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상황 악화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초래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 폐업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 불
이익변경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경험한 경제위기
상황인 1997년 말 IMF 관리체제하에서 발생한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단체협약
의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행해진 후 판례로 문제되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실체적으로는 불이익변경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
체적인 표지(標識; Merkmal)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점으로는 불이익변경시에도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만을 지나치게 강
조하여 조합원에의 의사청취절차 일체를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노조의 운영 및 관련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판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점은 목적, 내용, 절차, 주체상
한계로 나누어 논할 수 있겠다. 먼저 목적상 한계점으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초과하는 사항,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조합
에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개 근로자(노조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항에 대한 협약조항들에 대해서는 개별 노조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추
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되는 문제로 내용상 한계점으로는 개개 근
로자의 자기결정에 맡기는 것이 실질적 계약자유의 이념으로부터 보아 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결정자유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문제는 근로자(조합원)의 생활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해 불이익변경이 단체협약 목적의 관점에서 정
당하다고 허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조합 내부에 있어서의 단결의사의 형성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점에서 절차상 한계점 문제가 한층 부각

12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되는데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노조원에의 의견청취절차 특
히 불이익변경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 경우 당해 집단의 의사반영절차(주체상
한계점)가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자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중시하는 미국
에서도 이 경우 공정대표의무 법리가 생성되어 발전되어 온 점이 충분히 감안
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문제는, 노동조합의 목적 내지
활동의 범위, 노동법에서의 개인과 집단 각 고유가치의 조화로운 운영, 노사자치
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원리가 경제위기 상황과 어떻게 조화롭게
기능하여 실질적 자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구명해 내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 규율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들, 개별 조합원의 영
역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권리들(최근 경제상황의 급변과 노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및 연금제도 관계
사항들), 조합원 인준투표의 적절한 절차를 설정하는 문제들, 특히 근로조건 불
이익변경시 당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정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장치 문제들,
노동조합 대표자의 공정대표의무 법리의 정착 문제 들을 대표적인 향후 과제로
들 수 있다. 시론(試論)적인 본 연구에 이어 각 세부 요건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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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Limits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on
Employment Conditions by Collective Agreement
JaeHoon Kim
With the advent of world-wide economic crises, labor-law issues on
the disadvantageous alternation of employment conditions have emerged
as a matter of primary concern. This paper researches into the legal
limits of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ee's employment conditions by
alte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Labor Union's decisional authority in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unlimited. Depending on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bargaining subjects: (1) some matters require special authorization by a
general meeting of the union and a vote of the members; (2) where such
group authorization is insufficient, some matters require individual
authorization from individual workers; (3) even though the union has
obtained the above group or individual authorization, this may be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other matters.
In short, there may be certain special matters about which decisional
authority does not reside in unions. Matters requiring group authorization(No.
1 above) are believed to include substantial wage reductions and lengthening
of working hours in order to rebuild a company, personal adjustment
policies to reduce a work force, and the like; i.e., measure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which have a drastic effect upon the
group and are taken in response to unusual circumstances.
The matters requiring individual authorization(No. 2 above) include
those in which the rights of individual workers are disposed of by, for
example, abandoning existing wage claims and agreeing to the end the
employment of specified union members. Finally, an example of
unauthorized matters(No. 3 above), would be one dealing with the
thoughts and beliefs of union members.
Keywords : limits of collective agreement, disadvantageous alteration,
bargaining subjects, authorization,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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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① 거시수준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예를 들어 노사정협의회)을 강화하고 절차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② 중위수준(산업/업종/지역)에서는 주로 분배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
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소산별(업종) 단체협상의 활성화를, 무노조부
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직종․업종별 협의를 활성화하
도록 하고, ③ 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기업단위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무노조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
서는 무노조 대의기구를 통한 노사갈등의 해소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 조정시장경제(CME), 자유시장경제(LME), 효율성/형평성, 거시/중위/미시
수준별 노사관계 모형, 수정된 조정시장경제 노사관계 모형

I. 서 론

한국의 노사관계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7년 외환위기로 두 번의 패러
다임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후 10여 년간의 환경변화는 또 다시 새로운 노사관
계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 환경은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의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하는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
모형의 구축이 절실하다.
대내적으로는 우선 노동조합의 구조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간 노동조합 형
태의 90% 이상을 차지해 왔던 기업별노조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는 동시에
초기업노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업단위 노조와 초기업단위 노조의 비
중이 약 6 : 4에 이르게 되면서(이병희, 2008), 기업별노조는 더 이상 한국 노사
관계의 전형으로 간주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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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01년 26.8%였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에
3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고(정부 발표 기준), 최근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 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노사관계 모형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
는 양극화(bipolarization)(전병유 외, 2007)와 적절한 대의기제의 부재로 인한
근로자 대의 격차(representation gap)의 확대 문제는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8년부터는 세계적 경
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 국가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
우하는 주요 요소로 인정된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
동력이 되기보다는 갈등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의 노사정 당사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을 모색하고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인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각자의 경제시스템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적
합한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노사관계 모델
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국 노사관계의 주체들은 공통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변
화를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새롭게 구축될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모델이 되어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지혜가 수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한 선진국의 사회협약의 경
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와 노동의 자발적인 참여 없는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
형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 OECD국가의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셋째, 한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설명
하고자 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논
의를 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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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연구 흐름

본 장에서는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함으
로써, 새로운 모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과 분석틀에 대한 기초적 이슈들
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을 탐색한 기존의 국내 문헌들
을 소개함으로써 본 논문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1.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세 가지 논의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노사관계 체계에 대한 연구들로서 노사자율이나 다원주의적 관점
을 가지고 노사간의 관계와 규칙에 초점을 둔 논의이다. Dunlop(1958)의 주장
에 따르면 노사관계 체계 모형은 경제, 기술, 세력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행위자로서의 노사정(노조 및 노동자, 사용자 및 그 단체, 정부 및 그 정책), 결
과(outcome)로서의 규칙망(web of rules) 등의 구성 요소들로 구축되는데, 환경
의 압력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칙망이 결과로 나타난
다고 설명한다. 또한 Kochan, Katz & McKersie(1986)는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
형에다 전략적 선택 이론을 끌어들여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둘째, 네오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비교정치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로서 국가와 노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노사가 자신
의 이해관계를 국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칭한다. Schumitter
(1974)는 코포라티즘을 이해대변 체계이자 정책형성 양식으로 정의하고, 사회 자유주의적 유형(선진 민주 자본주의에 배태된 유형)과 국가 - 권위주의적 유
형(후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존재)으로 구분한다. 또한 Hemerijck(1995)은
(i) 조직적 이해관계들이 공공정책 형성의 틀 안에 제도적으로 통합된 정도, (ii)
가능적 이해조직들에 의해 제공된 코포라티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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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차원을 따라 코포라티즘을 부동코포라티즘(immobile corporatism), 침체한
코포라티즘(corporatist disengagement), 혁신 코포라티즘(innovative corporatism),
및 책임 코포라티즘(responsive corporatism) 등으로 유형화하고 거버넌스 측면
에서 코포라티즘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이후 Rhodes(2001)은 유연성과 저비용 압력 등의 분권화 압력을 제대로 수
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높은 신뢰와 협력 그리고 거시적 집중적 노사관계
규율을 포괄하는 경쟁적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을 주장하였다.
한편 Traxler(2004)는 세계화에 의해 신흥공업국가의 가격 경쟁에 내몰린 선
진각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유연성과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
라 이를 보장할 고신뢰구조로서 거시적 코포라티즘, 즉 공급 측면 코포라티즘
(supply-side corporatism)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중앙교섭과 국
가보증에 의존한 코포라티즘은 새로운 린(lean) 형태로 덜 중앙집중적이고 국
가보증이 결여된 형태로 발전한다는 린 코포라티즘(lean corporatism)을 주장하
였다.
세 번째 노사관계 모형의 연구 흐름으로 여러 국가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의 다양성에 의해 배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
본주의 유형(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가 있다. Hall & Soskice(2001)은 경쟁력
및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핵심 행위자를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기
<표 1> CME와 LME의 제도적 특성
하위체계

조정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노사관계

-

교육훈련
체계

- 매몰적 인적자원투자 가능

기업지배
구조

- 공시정보 없이도 평판을 통한 자 - 정보, 위험, 평판의 공시를 통한
본획득 가능
자본 획득

고용보장
임금억제
노동자의 협력
공동결정권

기업간 관계 - 협력, 표준설정, 기술이전 가능
자료 : Hall & Soskice(2001).

- 노동시장 탈규제를 통한 저비용의
채용과 해고
- 공동결정권 부재
- 유연보상정책
- 일반숙련 투자만 가능

- 경쟁을 통한 표준 설정 및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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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주요 관련 영역들인 노사관계, 교육훈련체계, 자본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등과의 조정(coordination)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 유형을 결정하며, 각 하위 체계들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 사업 체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된 각국 정치경제의 유형화를 ‘자본주의
다양성’이라 하며 이런 유형에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이하 CME)와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이하 LME) 등이 존재한
다고 주장하였다(표 1 참조).
조정시장경제 체제의 경쟁력은 근로자들의 높은 숙련과 사회 전반에 걸친 조
율능력에서 오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감소가 꼽히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노동유연성의 확보와 경영자
들의 창의력과 혁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제를 극소화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세 가지 논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
다임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시스템 접근을
취하고 있는 논의들은 국가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산업, 지역 등)
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 메커니즘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네오코포라티즘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은 조직화된 분권화(organized
decen- tralization)(Traxler, 2004)의 유연한 운영이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구축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을 탐색함
에 있어 노사관계의 각 수준(국가수준, 산업 및 지역수준, 기업 및 작업장수준)
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사관계의 상호작용이 차별화되는 동시에, 각 수준 간에
는 유기적인 조정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노사관계 모형을 설계함에 앞
서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특
성에 정합성(alignment)을 갖출 수 있는 모형 설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
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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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한국의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논의는 최근 수년간 이루어졌고, 자
본주의 체계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
성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로 시장의 유연성 요
구와 공동체의 사회통합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학자들이 모색
하여 왔다. 한국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임상훈 외(2005), 삼성경제연
구소(2004) 등이 있다.

가. 임상훈 외(2005)의 노사관계 모형
임상훈 외(2005)의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노사관계 주체가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임상훈 외 보고서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품질을 개
선하고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
구해 나가는 통합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 모형은 코포라티즘
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요 중심 코포라티즘(demand-side
corporatism)보다는 공급 중심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코포라티즘은 ‘혁신 코포라티즘(innovative corporatism)’
에서 ‘부동 코포라티즘(immobile corporatism)’으로 퇴행되었고 앞으로의 코포
라티즘은 사회적 지지도와 제도적 통합 모두 높은 ‘책임 코포라티즘(responsive
corporatism)’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3자 협의주의의
제도화, 민노당은 노동운동의 체제 내화 및 장내화 의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민
주노총은 책임 있는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
규직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기업노조는
상생적 연합을 도모하고 기업은 노조를 사회적 협의 파트너로 인식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상훈 외 보고서는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으로서 조정된 분
권화 모형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수준별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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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7~97년을 ‘사회적 협의의 형성’
시기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4․1 임금협약, 1994년 3․30 임금협
약 및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하여 김균(2005)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칭할 만큼 부정형(不
定形)의 한국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협약
이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으며 1997년 조정된 분권화 모색으로 연
계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 수준별로 모형을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각각의 수준별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연구자들이 한국 노사관계 모형이 조정시장경제(CME)로 발전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정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효
율성 저하 현상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였을 경
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 역시 미흡하다. 한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단순히 조정시장경제로서 풀이하기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양성과 복합성
을 가지고 있어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삼성경제연구소(2004)의 노사관계 모형
삼성경제연구소의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이하 SERI보고서)에서는 우
리나라 국민소득을 2만 불로 성장하기 위해서 8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돌파전략을 제시하였다.
SERI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대립적 노사관계’, ‘노사분규
하기 좋은 나라’에서 ‘생산적 협력관계’ 또는 ‘기업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노사
관계를 가진 나라’로 탈바꿈할 것을 주장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글로벌 경쟁 우
위를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국형 신사회협약’의 채택 추
진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달
성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업 차원의 법․제도, 관행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신사회협약의 채택을 추진하도록 주
장하고 있다. 둘째,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조기 정착하도록 유도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①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합리적 노동운동 및 노동쟁의 관행의 정착을 위한 법적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두․진숙경․김윤호) 

133

요건 강화, ②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노사문제에 대한 즉시 대응체제를 구축, ③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 유도, ④ 노사관계에 시장원리를
도입, ⑤노사 관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 자율적으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 ⑥ 국가 및 산업, 기업, 사업장 등 각 수준별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갈등의 해결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한국형 경영참가 모형의 조기 정립을 주장한다. 즉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과 공존을 지향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고, 경영
권을 현저하게 제약하는 경영참가 허용 합의는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노조와 관련하여 ① 노조전임자 수의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②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③ 쟁의행위 요건의 강화, ④ 불법파업과 연대․동정
파업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⑤ 유니온숍 규정 삭제 등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
한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다섯째,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권한의 강화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용계
약을 1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므로 3년 이내에서 자
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며, 중간노동시장(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근로, 파견근
로 등의 비정규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수고용직
은 현행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SERI보고서의 주장을 살펴보면 노사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
며,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엄격한 적용 및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Hall & Soskice(1998)이 주장한 자유시장경제
(LME)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각종 노
사관계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단체가 수용하기 곤란한 요건
등을 제시하거나 한국형 신사회협약을 제시하면서도 노사정의 균형 잡힌 시각
이라기보다는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이 강하여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주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상훈 외 보고서(2005)는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을 시대별(산업
화와 민주화를 근거로)․분석수준별(국가수준, 산별․직종별․지역별, 기업별․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조정시장경제(CME), 특히 공급중
심 코포라티즘 및 책임 코포라티즘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134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편,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2004)의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은 기업경영의 경쟁
력 제고 및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임상훈 외(2005)와 삼성경제연구소(2004)는 정반대의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노사관계의 이상적인 모형에 대하여는 주창자
의 견해에 따라 극단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형의 일방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실증적인 연구의 결
과에 의거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OECD국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노사관계 모형(자유시장경제(LME)과 조정시장경제(CME))
의 경제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의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Ⅲ. 노사관계 유형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노사관계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balance)을 들고 있다. 즉 ① 재화와 용역을 수익
적․효과적으로 생산하는 효율성(efficiency)의 달성과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를 발현시킬 수 일련의 근로조건, 공정한 대우 등과 같은 형평성(equity)의 확보
가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되는 것이 노사관계의 근원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Budd, 2003).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국가의 ①
노사관계 유형과 ② 효율성과 형평성을 나타내는 경제사회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유시장경제(LME)
또는 조정시장경제(CME)와 노사관계 지표 및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연구한 내
용을 정리하면 첫째, 코포라티즘 수준이 높은 국가는 임금인상 및 물가인상이
완화될 뿐 아니라 근로손실일수도 낮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Traxler,
2004; Cameron, 1984). 즉 코포라티즘은 경제적 형평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나
타나고 있는데, 특히 실업률 감소, 지니계수 축소, 물가상승률 완화, 파업 감소
등에서 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같은 효율
성 지표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부(-)적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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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Minnich, 2003; Elmeskov, Martin & Scarpetta, 1998;
Hicks & Kenworthy, 1998; Kenworthy, 1995; Calmfors & Driffill, 1988; Lange
& Garrett, 1987; Crepaz, 1992). 반면, 민간자유시장경제 또는 신자유주의적 경
향과 효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경쟁시장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거시적
경제 지표 특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aunders, 1986;
Landau, 1983; Scully, 1989; Barro, 1991)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코포라티즘과 노사안정화
지표, 형평성 지표 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권순식․이규용, 2007)에서는 코포
라티즘이 대체적으로 노사안정화 지표(예 : 파업감소 등)와 형평성 지표(예 : 지
니계수 감소, 실업률 감소, 소비자물가 하락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율성 측면(경제성장률 등)에서는 다소 혼재된 영향을 가지는 것
으로 보였다. 반면, ‘민간시장경제 활성화 정도’는 효율성 관련 거시 지표(예 : ‘제
성장률’, ‘동생산성’, ‘경상수지’ 등)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
‘파업’ 등 형평성에 대해선 다소 혼재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면 코포라티즘이 중시되는 유럽식 조정시장경제
(CME)와 자유주의적인 변화를 강조한 영미식 자유시장체제(LME)는 그 나름
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럽식 조정시장경제의 핵심인 코
포라티즘은 경제적 형평성 및 노사안정을 달성하는 것에 탁월하였지만 효율성
달성이라는 면에서는 인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반면에 영미식 자유
시장체제의 핵심적 요소인 시장경쟁의 활성화는 효율성 달성이라는 면에 뛰어
나지만 형평성과 노사안정이란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국가의 경제가 조정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시장체
제로 이행할 것인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전략적 목표나 산업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한국의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형의 정립을 위한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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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현상과 한국의 산업구조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상적인 노사관계
모형을 정립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목표와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지를 판단하고, 한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이
다. 이하에서는 한국 노사관계의 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① 한국 노사관계의
노동자보호와 갈등의 수준과 ② 한국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달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어서 ③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진
단하고자 한다.

1. 한국 노사관계의 노동자보호와 갈등의 수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근로자보호는 미흡하고 갈등 수위는 높은 이중의 문
제를 안고 있다. 첫째, 통계자료(표 2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
조조직률은 9.9%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OECD국가
중 8～9% 정도의 노조조직률을 기록한 프랑스 다음으로 낮은 조직률이다. 더
욱이 전체 근로자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극히
열악하여 노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노조조직률은 2～3%에 불과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과 공기
업은 거의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공무
원과 교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각각 60%와 30%를 상회하고 있다. 즉 국가 전
체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낮아서 근로자 보호에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현상은 노조가 절실히 필요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의 경우 대부분 미조직 상태여서 노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갈등적인 노사관계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1987년과 1997년 두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거치면
서도 과도한 갈등 양상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
이다.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141.7일, 2002년 111.4일, 2005
년 56일에 이르는 등 비교대상국보다 수십 배에 이르는 월등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파업건수는 줄고 있지만 파업의 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나고 장기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1987년 3,600여 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던 파업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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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노조조직률과 노동손실일수
(단위 : %, 일)

노조 조직률
한 일 대 싱가 독 영 미
일
국 본 만 포르 일 국 국 한국 본
1985 12.4 28.9 15.4 20.6 39.8 50.5 18.0 7.9 6.1
1986 12.3 28.2 16.8 20.7 39.3 49.3 17.5 8.5 5.8
1987 13.8 27.6 16.3 20.5 38.9 48.5 17.0 755.8 5.8
1988 17.8 26.8 20.9 19.9 38.7 46.6 16.8 562.0 3.8
1989 18.6 25.9 24.2 19.5 38.4 44.8 16.4 611.3 4.7
1990 17.2 25.2 27.1 16.3 37.5 43.4 16.1 409.8 3.0
1991 15.8 24.5 27.1 16.4 41.6 43.1 16.1 286.8 1.9
1992 14.9 24.4 27.6 16.8 40.1 41.3 15.8 131.5 4.5
1993 14.1 24.2 29.0 17.1 38.4 40.3 15.8 110.9 2.2
1994 13.5 24.1 26.6 16.4 37.2 38.2 15.5 120.4 1.6
1995 12.6 23.8 23.5 15.7 36.0 36.8 14.9 30.7 1.4
1996 12.2 23.2 22.6 17.1 35.5 35.5 14.5 68.4 0.8
1997 11.2 22.6 21.5
- 30.4 30.4 14.1 33.6 2.0
1998 11.5 22.4 21.2
- 29.9 29.9 13.9 119.1 1.9
1999 11.8 22.2
- 29.6 29.6 13.9 109.1 1.6
2000 11.4 21.5
- 29.5 29.5 13.5 141.7 0.7
2001 11.5 20.7
- 29.0 29.0 13.4 79.3 0.5
2002 10.8 20.2
- 29.0 29.0 13.3 111.4 0.2
2003 10.8 19.6
- 29.1 26.6 12.9 90.2 0.1
2004 10.3 19.2
26.0 12.5
81
2005 9.9 18.7
26.2 12.5
5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해외노동통계』각년호.

1,000 명당 노동손실일수
대 싱가
프랑 독 스웨
만 포르 호주 스 일 덴
0
0 225.0 50.3 1.5 126.5
0 0.1 241.6 59.0 1.2 174.6
0.3
0 220.9 54.6 1.4 3.7
1.6
0 266.4 69.2 1.8 199.1
4.3
0 184.1 43.8 4.1 100.9
0.1
0 209.1 27.6 14.6 190.9
0
0 249.0 25.8 4.6 5.5
2.4
0 147.4 18.7 47.1 7.4
0
0 99.5 26.8 18.3 53.7
0
0 75.6 26.2 7.1 15.0
7.5
0 78.8 300 7.7 177.2
0.4
0 131.4
57 3.1 17.4
0 75.1
42 1.6 6.7
0 72.1
51 0.5 0.5
0 88.2
64 2.5 21.7
- 60.5 114 0.3 0.1
- 50.1
82 0.8 2.9
- 32.4
- 9.7 0.2
54
- 5 164
46
- 2
4
-

영국 미국

298.8
89.8
164.3
166.3
182.2
83.1
34.2
24.1
30.0
12.8
18.9
58.3
10.1
11.9
10.0
20.6
21.4
54.4
19
34
-

74.9
122.4
45.0
43.0
164.2
57.0
44.6
38.5
37.9
46.5
52.4
43.7
36.7
40.6
15.5
161.1
9.1
5.1
32
8
-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7년 78건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외환위기와 구조
조정의 와중에 파업이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건수와는 달리 파업지속일수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계속 길어
지는 기현상을 보인다. 즉 1989년에는 평균 파업지속일수가 5～6일 정도에 불
과하였으나, 파업기간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55일에 이르렀다. 최근 장기
파업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234일을 끌고 타결된 알리안츠생명, 434일 만에
노사가 합의한 뉴코아, 몇 년째 분규가 지속되는 기륭전자, KTX 등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제도권 밖에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직종종사자의 노동쟁의가 증가
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비제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불법쟁의의 비율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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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노동쟁의의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비제도화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노사갈등은 국제기준으로 보아 현저히
높은 상황이며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제도화된 파업이 고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편이어
서 근로자보호에 취약한 반면 노사갈등의 문제는 경쟁국 중 가장 심각한 이중
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능이 약한 반면
(즉 사업장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약하고) 반면 갈등의 수위가 높은
(즉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상은 한국 노사관계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낮은 노동조합조직률과 높은 노사갈등 수준으로 볼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2. 한국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달성 정도
우리나라 사회의 효율성과 형평성 달성 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
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1인당 GDP(효율성)와 ‘1/지니계수’(형평성)를
종축과 횡축으로 하여 1981～2005년까지의 위치점을 연결한 결과가 [그림 1]
에 나타나 있다.1) 구체적으로 보면 1981년 이후 1987년까지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지속적인 효율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형평성의 개선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였으며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로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하
여 1999년까지 효율성 지표와 형평성 지표 모두가 현격하게 하락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효율성과 형평성이 개선되는 중이다. 경제위기 직전인 1990
년대 중반의 상황과 비교할 때 효율성은 비슷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특히 2004
년 이후 효율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형평성 지표는 경제위기 전의 상태를

1) 이규용(200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2003년까지 분석하였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여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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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연도별 효율성과 형평성의 변화 추세

주 : 지니계수의 역=(1/지니계수).
자료 :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 2006』, 2006.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효율성은 개선
된 반면 형평성은 오히려 후퇴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보
듯이 효율성 및 형평성 모두에서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시장
경제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효율성이 아주 높고 상대적으로 형평성
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조정시장경제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일본, 스웨덴은 형
평성이 아주 높은 반면, 효율성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국가나 조정시장경제국가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반면 자유시장경제
국가보다는 효율성이 아주 낮고 조정시장경제국가보다는 형평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OECD국가들에 대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지표를
각각 수십 개씩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인 김동원 외(2006)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국가의 노사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며
(Budd, 2003) 모두 높은 수준인 우상단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한국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형평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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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3년 국가별 효율성과 형평성 비교(미국=100)

주 : 지니계수의 역=(1/지니계수), 단 한국(KOR)은 2005년도 자료.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자료.

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즉, 한국 노사관
계의 이상적인 모형을 구축할 때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산업구조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형
노사관계 모형의 대표적인 두 형태인 유럽식 조정시장경제(CME)나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체제(LME)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적합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즉 유럽식 조정시장경제(CME)는 장기고용에 의한 숙련형성과 경제 전반
의 조정능력을 중시하는 전통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에 적합하며, 영미식
자유시장체제(LME)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경영자의 자유로운 혁신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첨단산업을 성장의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적합하다(Hall & Soskice,
2001). 예를 들어, 2003년도 독일, 미국 및 한국의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
펴보면(그림 3 참조)2) 조정시장경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전통산업 부문
2) Hall & Soskice(2001: 41)이 독일(대표적인 CME 국가)과 미국(대표적인 LME국가)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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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인 국가
인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산업부문에서 특허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식 조정시장경제(CME)는 전통산업의 발전에 적합하고, 영미식 자유시장
체제(LME)는 첨단산업의 성장에 적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의 경우는 특허출원건수가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처럼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산업이 첨단산업부문(예를
들면, 전자통신)과 전통산업부문(예를 들면, 전기소자/전력)에 산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이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골고루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2003년도 독일, 미국 및 한국의 산업별 특허출헌 현황
<a> 독일의 경우

상으로 산업별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방법에 근거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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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국의 경우

<c> 한국의 경우

자료 : European Patent Office(2003); 통계청(2008). 지적재산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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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액을 비교하여 보
면 일반제조업은 생산액 부문에서 6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이테크 제조
업은 생산액 부문에서 25.1%, 기타 지식기반 제조업에서는 생산액 7.8%를 차
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지식기반산업 포함)
이 약 6:4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전통제조업이 한국의 주된 산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첨단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
으로 우리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에 골고루 분포되
어 있으며 산업구조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 산업구조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그림 4] 지식집약도별로 분류된 제조업 생산액 비교

주 : 1) 강순희 외(2000),『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00), p.145의 제
조업 분류기준에 따라 제조업을 일반제조업(노동집약적제조업, 중화학공업), 하이
테크제조업 및 기타 지식기반제조업으로 구분.
2) 2004년도 및 2006년도는 자료 중 ‘핵연료가공업’과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의 생산액은 중분류상의 산업과 동일하게 추정.
자료 : 통계청,『2006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assessed on 1/9/2009,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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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사관계 모형이 전통산업에 적합한 조정시장경제
(CME)나 첨단산업에 어울리는 자유시장체제(LME)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V. 한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상적 노사관계 모형 :
수정된 조정시장경제주의 모형

1.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의 기본 방향
전술한 대로 한국의 노사관계와 산업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노조조직률이 낮아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능이 약하고 (형평성이 미약)
갈등의 수준이 높은 (효율성을 저해) 현상을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노사관
계 모형은 유럽식 조정시장경제(CME)와 영미식 자유시장체제(LME) 중 어느
국가군에도 속하지 않고 효율성 및 형평성 모두에서 경쟁국가보다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은 (조정시장경제에 적합한) 전통산업
과 (자유시장경제에 적합한) 첨단산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구조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6 : 4 비율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①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② 산
업구조가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혼재된 이중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노사관
계 모형 역시 조정시장경제(CME)나 자유시장체제(LME)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이중적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첨단산
업은 자유시장경제(LME) 국가군이 갖는 정책적 장점을 취하여 효율성을 달성
하도록 하고, 전통산업은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이 보유한 정책적 장점을
통해 형평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IT, NT, CT, BT 등과 같은 지식기반첨단산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단산업에서는 경영진의 창의력과 혁신, 그리고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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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노사자율주의(voluntarism)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ME)와 유
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전통산업의 경우 그 역사가 오래된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들로서 경영
자의 혁신보다는 근로자의 숙련과 산업 차원에서의 조율능력에 더 많이 의존하
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의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 한국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조정시장경제체제가 주축이 되
고 부문에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미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 크기가 중규모이어서 노사정간의 조율기능을 발휘할 경우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국가의 크기가 아주 클 경우 조정시장경제
체제는 사실상 실시가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 산업화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일
종의 조정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자유시장경제체제보다는 조정시
장경제체제에의 적응이 쉬울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노사간의 불신과 노사
분규로 인한 산업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할 때 노사갈등을 조정하
는 기능이 미약한 자유시장경제체제보다는 노사정이 함께 이견을 조율할 수 있
는 조정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노사분규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 prime movers들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국내 경제주
체들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대한 조율능력이 뛰어난
조정경제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정시장경제체제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융합된 ‘수
정된 조정시장경제체제(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를 한국 노사
관계가 추구할 수 있는 모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정시장경
제의 기본틀 위에서 전통산업에서는 전형적인 조정시장경제체제의 틀을 사용
하되 첨단산업에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원용한다는 의미에서 ‘수정된 조정
시장경제체제’라고 명명하였다.

146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2.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 구축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은 크게 거시/국가수준, 산업/업종/지역수준, 기업/작업
장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①먼저 거시/국가수준에서는 경제전
반에 걸친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주로 절차
적 이슈를 다루도록 한다. ② 산업/업종/지역수준에서는 분배적 이슈를 다루도
록 하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6 : 4로 구성된 이중적인
(hybrid) 특성을 반영하여 이원화된 모델을 검토하였다. 유노조 기업이 주축
<표 3> 한국형 노사관계 모형 : 수정된 조정시장경제체제

국가 수준
산업/업종/지역
수준

명칭 및 내용

주요
관심
사항

노사정협의제도의 활성화

절차적
이슈

(소)산별․업종별 협상의
활성화

(소)직종․업종별․지역별
협의의 활성화

산업특성

전통산업

첨단산업

적합한 경제형태

조정시장경제(CME)

자유시장경제(LME)

(세분화된)
산별․업종별 노동조합

(세분화된)
직종․업종 협회
(무노조 다수 예상)

당사자
유형

근로자
단체 유형

사용자 (세분화된) 산별․업종별
단체 유형
사용자 단체

(세분화된)
직종․업종․지역별
사용자단체

교섭 유형

(소)산별․업종별
중앙교섭

직종․업종별 중앙 협의

쟁의권 여부

(세분화된) 산별․업종별
노동조합에만 부여

파업권 제한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

노사갈등의 해소창구
제공

산업특성

전통산업

첨단산업

근로자
당사자 단체유형
유형
사용자

(소)산별 노조의 지부

무노조 대의기구

단일 기업 사용자

단일 기업 사용자

교섭 내용

(소)산별․업종별 협약에
대한 보충교섭

보완적 보충협의

쟁의권 여부

파업권 제한

파업권 제한

기업/작업장 수준

분배적
이슈

통합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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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소)산별(또는 업종별)노조를 통한
업종별 협상을,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무노조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근로자들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닌 노동자대표기구인 무노조 대의기구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NER)를 통한 직종․업종별 협의가 바람
직할 것이다. ③ 기업/작업장 수준은 주로 통합적인 이슈를 다루게 되며 산업구
조에 따라 이원화된 모델을 제시한다. 대체로, 전통산업에서는 노조(지부)와 협
상을,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노조 노사협의회를 통
한 노사협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설명한 모형
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가. 거시수준(macro level) : 노사정대화기구 활성화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조율능력
강화를 통한 교섭비용의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노동문제에 대하
여 국가가 직접 노사정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 수위를 낮추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
가수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social
dialogue institution), 즉 노사정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 및 정보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동시
장 유연성과 사회보장 간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공급 측면 코포라티즘(supplyside corporatism)’(Traxler, 2004)이 태동하게 되어 기존의 코포라티즘이 변형
된 형태로 부활하거나 더욱 발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코포라
티즘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국가에서도 성공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자유시장경제(CME)에 속하는 경제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1987년 이전까지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987년 국가재
건협약(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PNR) 체결 이후 여러 개의 노사정협
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1987년 근로시간당 GDP(1980=100)가
124.6에서 2003년 258.8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파업건수는 1986년 102
건에서 2003년 24건으로, 노동손실일수는 26만 4,339일에서 동년 3만 7,482건
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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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처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실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문
제를 노사관계 당사자 개별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임상훈 외, 2005) 특
히 노동정책의 현안들은 노사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들로 정부
안의 일방적인 추진은 극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들
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논의의 장은 노사정협의체이다. 노사정대화는 경제위
기 이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이든 노
사정대화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노사정대화기구의 개선안을 모색하여 보면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정협의기구는 사회적 지지를 도출하는 ‘책임 코포라티즘’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경쟁적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Hemerijck(1995), Visser & Hemerijck(1997)이 네덜란드의 경험을 토대로 노사
정협의체를 구분하였을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정협의체는 제도적 통합은
잘 구비되어 있으나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상태(부동 코포라티즘; immobile
corporatism)인데 이 상태에서는 노사정협의체의 성과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사회적 지지도를 높이는 노력(책임 코포라티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사정대화기구의 주요 의제는 거시경제, 조세정책,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부의 재분배, 사회보험, 노동기본권 등과 같은 절차적 이슈를 주요 협의대상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나 정규직과 비정
규직 간의 차별문제 등 노동시장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도 노사정대화기구
에서 논의하여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후술하는 대
로 분배적인 이슈나 통합적인 이슈는 산업별 차원이나 기업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 중 일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노사
정협의체의 장은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맡음
으로써 의결사항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유력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익
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일몰시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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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위수준(meso level) : 소산별(업종별) 협상/중위수준 노사정대화의
활성화
중위수준의 노사관계 틀은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산업구조의 특성(즉 전통산
업과 첨단산업의 비율이 각각 7 : 3으로 구성)상 각 산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이
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통산업의 중위수준 노사관계 모형은 조정시장경제(CME) 국가군의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별노조체제를
갖고 있어 교섭구조 역시 기업별교섭이 주류였으나, 최근 초기업 단위의 노동
조합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의 노조원
비중이 약 5 : 5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금융노
조 등 3개 노조가 산별 중앙교섭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교섭이 이뤄
져 협약이 체결되는 단위는 사업장이나 기업수준이다.
이 모형에서 상정하는 교섭 조직은 세분화된 소산업별․업종별(제품단위)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사용자 단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산별 협상은
소외계층의 이해대변과 산업 내 조정능력의 확보를 통한 교섭비용의 축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먼저, (소)산별교섭을 함으로써 기업
별노조의 자사이기주의를 방지하여 전통산업의 영세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
업자 등 소외계층의 이해를 (소)산별노조 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산별
협상이 형평성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다. 또한, 소산별(업종별)
로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해외의 경쟁기업과 실제로 제품간 경쟁이 일어나는
업종 단위(제품 단위, 예를 들면, 완성차업종, 자동차부품업종, 조선업종, 반도
체업종 단위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간의 조율을 통한 교섭비용의 절감이 가능
하여 국내 산업경쟁력 (즉 노사관계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즉 해외경쟁
기업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국내 완성차업체끼리 소산별교섭을 통하여 근로
조건을 조율한다면 각 사별로 기업별교섭에 드는 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것
이다. 반면 대산별협상(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자동차부품을 모두 포괄하는
금속산업의 협상)은 포함된 산업이 너무나 다양하여 산업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 국내의 금속산업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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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유사하게 조율하더라도 세부 업종이 자동차, 조선, 자동차부품 등
으로 워낙 다양하여 개개 업종의 차원에서는 외국 경쟁기업의 근로조건 수준에
대응하는 것이 극히 힘들다. 따라서 소산별 협상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여 형
평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기업별교섭에 드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의
향상이 가능한 방안으로 간주된다.
교섭 방식은 소산별․업종별․직종별 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의 중앙교섭이
가장 이상적이다. 산별교섭에서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같은 분배적 이슈를
주요 교섭사항으로 하여 소산별․업종별․직종별 내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
이 동질화하도록 한다. 다만, 산별노동조합에게는 교섭권과 파업권이 부여되지
만 산별노조의 기업별지부에는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다중교섭과 다중분규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IT, NT, CT, BT 등과 같은 지식기반첨단산업은 경영진의 창의력과 혁
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사자율주의
(voluntarism)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LME)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첨단산업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의 특성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혁신과 창의성을 적극 발현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연
한 노동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에 적합
한 인적자원관리체제의 특징은 정부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규제가 적고, 고용
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탄력적인 보상체계 등을 근간으로 하는 무
노조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Hall & Soskice, 2001).
본 논문의 주장은 첨단산업의 경우 무노조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거나 유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첨단산업의 경우 빠른 기술진보에 따른 전
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짧은 근로기간 등의 이유로 여러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무노조화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현상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노조 환경에서 일부 관리자의 경영 미숙으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이 훼
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블랙홀형의 영세 무노조기업에서는 인적자
원관리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Guest
& Conway, 1999). 따라서 무노조 근로자 의사대변기구(NER, Nonunion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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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의 설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거나 직
능을 가진 종업원들끼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성되는 것
이 유리하기 때문에 무노조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직종/업종별에 근
거한 조직, 즉 종사자협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첨단산업
의 중위수준(산업별 차원)에서도 사용자간의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제품개발 등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사용자단체 역시 필요하다. 사용자단체는
직종별 종사자협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지역별 사용자단체로 구성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무노조 환경에서도 업종이나 지역 간의 노사협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의
사를 대변할 창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무노조
상태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도 바람직할 것이
다. 따라서 산업별이나 직종별로 무노조종사자협회(노)와 사용자단체 간의 정
례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산업과 마찬가지로 교섭(또
는 협의) 내용은 보상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분배적 이슈로 하며 무노조인 만큼
교섭이 아닌 협의를 통해 산업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노조조직인 만큼 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부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모두 지역별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기구의 활성화
가 필요하다. ‘중위 코포라티즘(meso corporatism)’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로 노사정이 이해관계 중재와 정책조율을 위하여 협의하는 제도(Cawson,
1986)이며, 코포라티즘을 유지해 온 국가들에서는 많은 성공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성과를 낸 국가 차원의 코포라티
즘 (Macro Corporatism)에 비하여(김동원, 2003),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위 코
포라티즘(meso corporatism)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3)
따라서 전통산업에는 산별노조가 참여하고, 첨단산업에는 무노조종사자협회
가 참여하는 지역별 및 업종별 노사정대화기구의 활성화가 산업 전반의 조율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지역별 노사정대화기구에서는 지역 노사정 주
체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별 특수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노동정책의 궁
3) 현재 16개 광역 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박연정,
2004)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임상훈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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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미시수준(micro level) : 노사갈등의 기업 외부화(externalization of labor
conflicts)
미시수준의 노사관계란 기업․작업장별 수준의 종업원 대의조직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조형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이 기업별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별노조와
비교하여 보면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현장관리조직과 감독층의 지위, 기업
조직 및 소유지배구조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별노조는 조직방
식과 리더십의 성격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완전히 경영의 논리에 흡수되는 형태의 ‘협조적 노사관
계’가 성립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립적이고 분쟁적인 노사관계가 구조
화되고 있다.
기업별노조는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차원이나 국가수준의
이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전문 역량 역
시 한계를 안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산업 내 종사자 간의 직종별․숙련도별 표
준임금이나 최저임금 혹은 근로조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중
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및 실업자 등의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
별조합보다 직원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협약 적용률에서도 현저히 낮
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의 동
기부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등의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제도를 실시하
지도 않으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블랙홀(black hole)형 무노조기
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영세기업의 직원들은 저임금, 낮은
기술수준 및 교육, 몰입 및 참여수준 저하, 직무만족도 하락, 이직의도 제고 및
잦은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미시수준의 근
로자조직으로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무설치․운영
하는 노사협의회가 있으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하기 어
렵고, 의무설치 기준 역시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시수준 노사관계가 노조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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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서 미시수준 노사관계에 있
어서도 유노조기업이 주축이 되는 전통산업과, 주로 무노조기업이 다수를 이룰
첨단산업으로 분리하여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미시수준의 전통산업에서는 유노조기업이 노사관계의 주축이 될 가능
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IT 등 새로이 부상하는 첨단산업에는 아직
착근하지 못하고, 전통산업의 사업장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전통산업의 미
시수준 노사관계에서는 노사 당사자 중 근로자 측의 조직형태는 중위수준에서
결성된 소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하부조직, 즉 지부나 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조 지부의 상대방은 단일 기업의 사용자로 한다. 미시수준
에서의 교섭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직업훈련 등 노사의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
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적 이슈는 이미 중위
수준에서 협의 또는 교섭되었기 때문에 미시수준에서는 분배적인 이슈에 대하
여는 세부적인 것(예를 들면, 수당의 지급 시기, 근로 일정)을 절충하는 보충교
섭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시수준의 유노조기업에서는 노사 갈등의 기업 외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
라의 기업별노조는 일본의 협조적 노사 관계와는 반대로 대립적이고 분쟁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수의 노사 갈등이 기업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구축되는 모형에서 산별 단위에서 협상을 하고 파업이 법적으
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기업 단위에서도 파업을 허용하는 것은 다중교
섭과 다중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미 산별교섭을 실시하는
의료, 금속, 금융산업에서는 다중교섭의 폐해와 다중파업의 가능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이 많으며, 타 산업으로 산별교섭이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별교섭이 다중교섭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사용자의 반
대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기업 외부로 옮기는 노사
갈등의 기업 외부화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교섭 단위를 소산별
(중위수준)로 격상시키고, 기업 단위에서는 보충적인 협의만을 하게 하여 파업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교섭에서만 파업을 허용하고 기업과 사
업장 단위에서는 파업을 불허하는 것은 독일 등 산별교섭을 채택하고 있는 대
부분의 국가의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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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시수준의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사업장이 노사관계의 주축이 될 가
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아직 IT, NT, CT, BT 등의 첨단산업
에는 진출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부침이 심하고 직원의 이직이 많은 첨단산업
의 특성상 조직된 노동조합도 단기간에 소멸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
수준의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기업의 저임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시화문제가 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영
세기업들은 직원의 동기부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치밀한 인
적자원관리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무노조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블랙홀
(black hole)형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중소영세기업 직
원들은 저임금, 낮은 기술수준 및 교육, 몰입 및 참여수준 저하, 직무만족도 하
락, 이직 의도 제고 및 잦은 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무노조 환경에서도 고충을 해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노조대의
기구(예 : 노사협의회 등)의 설치를 강제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30인 이상의 기업에만 운영이 강제되
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 기업도 10인이나 2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
여야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 내용은 전통산업의 미시수준과 같이
통합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업권은 무노조대의기구이므
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의회만으로는 첨단산업의 중소기업 직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업적인 직종별 근로자협회나 근로자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IT산업의 프로그래머나 컨
설팅업계의 컨설턴트, 가수, 연예종사자, 만화작가, 구성작가 등은 직종별로 종
사자협회 또는 직종별 단체를 구성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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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언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 노사관계
의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세부적인 제도적 대안만을 모색하여 왔다.
큰 그림에 대한 논의는 없고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노사정이 다투는
듯한 인상이 강하였다. 즉 건축물을 개축하면서 최종 모습에 대한 기본 콘셉트
나 설계도면을 먼저 마련하지는 않은 채 건축물의 각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쟁
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 노사관계의 지향점에 대하
여 노사정 모두 동상이몽으로(예를 들면, 노동계-사회조합주의적인 노사합의주
의를 이상적으로 생각, 사용자-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노정의 간섭이 없는 자
유로운 경영권 추구, 정부-노사분규가 극소화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
사관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
기는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노사정이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전체 건물의 설계도에 대
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후 세부적인 부분의 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합
리적이듯이, 노사관계의 세밀한 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한국 노사관계의 이상적
인 지향점을 노사정이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본 연구가
기획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노
사관계 모형개발을 위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OECD국가(한국 포함)
의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사
관계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정된 조정시장경제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결론이 이르렀다. 본 모형은 국가(거시)수준, 중위(산업/업종/지역)수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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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준의 세 단계별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
다. 우선, ① 거시수준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조정능력(예를 들어 노사정협의
회)을 강화하고 절차적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② 중위수준(산업/업종/지역)에서
는 주로 분배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 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소산별
(업종) 단체협상의 활성화를, 무노조 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직종․업종별 협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③ 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는데, 유노조 부문이 많은 전통산업에서는
기업 단위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기업 외부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무노조 부문이 많은 첨단산업에서는 무노조대의기구를 통한 노사 갈등의 해소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의 이론적인 의미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에서의 의사결
정은 바람직한 정도(desirability)와 실현가능한 정도(feasability)의 두 가지 기준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여러 선택 대안 중 특정 대안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
한 대안이 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을 설계할 때에는 바람직
한 정도(desirability)와 실현가능한 정도(feasability) 중 바람직함에 더 큰 무게
를 두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 이유는 실현가능성은 시대 상황과 노사정의 전
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서 노사정의 호불호는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노사정 관계를 고려할 때 노사정 모두가 동의하
는 개혁안을 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모델은 현재의 세세한 노동법 체계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당장 노사정이 함께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향후의 상황 변화(예를 들면, 급격한 경제위기로 노사정이 모두 법개정을
포함한 대타협에 합의할 경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
직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미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모형에 대하여 한 국가에서 산업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노사관계 모형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으로의 수
렴 논의(Katz & Darbishire, 2000)에서 보듯이 이미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고용 패턴이 공존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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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노사관계 모형이 섹터에 따라 동시에 작동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모델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의 한국의 노사관계 현상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
식하고 미실현된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국제비교
노사관계에서 논의하는 한 국가의 전형적인 노사관계 모형 (예를 들면, 대립적
인 미국형 노사관계, 적대적인 프랑스형 노사관계, 협조적인 일본형 노사관계,
참여적인 독일형 노사관계)은 이미 존재하는 (as is)한 국가의 노사관계를 설명
한 것이지만, 본 연구의 노사관계 모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람직한 (to
be) 모형을 상상력의 도움으로 그려 본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미래지향적
인 이론적 특징은 전술한 현재지향적인 국가별 노사관계 모형과는 구별하여 다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관계 모형은
한국의 이중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핵심 기준으로 한 후, 노동조합 구조의 변화,
근로자 대의격차의 확대, 비정규직의 증가, 갈등적 노사관계의 고착 등 여러 가
지 노사관계의 변화 방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정한 이념형(ideal type)으
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모형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추가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주변 학문들과의 상호
토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을 구축하는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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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Approach to Developing New Model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Dong-One Kim․Kyu Yong Lee․Soon Sik Kwon
Young doo Kim․Sook Kyung Jin․Yoon H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mulate a new model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

a

tool

of

enhancing

national

economic

competency.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models
of 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nd examined empirically the correlations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Models (i.e., CME, LME) and natioanl
economic performance (i.e., efficiency and equity) of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we evalu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ndustrial Relations and industrial structures, we suggested a 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Model. The model was composed of
three levels: macro (national), meso (regional/industrial), and micro
(company) levels, and in the each level different models were
formulated for the traditional industries and emerging industries. (1) In
the macro (national) level,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 mechanism for Social Dialogue regarding procedural
issues among the state, employers and labor, was recommended. (2)
Distributive issues were propos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eso level.
Whereas industrial-level wage bargaining was recommended in the
traditional industries (unionized in the most cases), nonunion joint
councils were proposed in the emerging industries (nonunion in the
most cases) to discuss working conditions. (3) Integrative issues were
recommended to be dealt mainly in the micro level. Whereas the right
to strike are supposed to be limited in unionized compan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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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industries to externalize industrial conflicts, the active
utilization of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NER) is proposed in
nonunion firms in the emerging industries.
Keywords : coordinated market economy(CME), liberal market economy
(LME), efficiency/equity, macro/meso/micro level industrial rerations
model, modifi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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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

전 인*

본 연구는 ‘2010년 복수의 노동조합의 허용’이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논쟁은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개정된 노사관계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위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의 출현 형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경제 복지주의를 추구하는 대기업 사
업장의 노동조합에서 출현 가능한 복수노조의 형태는 현장조직의 자체 분열,
외부 상급단체 혹은 사내하청 노동조합과의 연대, 계열사 노조와의 연대, 회
사에 의한 설립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양한 복수 노동조
합의 출현은 단체교섭제도의 선택과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형태 및 교섭대표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노동조합 구성원(조합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 의식조사
와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집단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현장
노사관계가 상당한 혼란과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동 연구는 보
여준다. 결론에서는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주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복수노조, 경제적 조합주의, 단체교섭 형태, 단체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
현장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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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 입

한국 노사관계는 커다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그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2010년부터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상이한 목적과 성향
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한국 노사관계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97년에 삭제되었지만
그 이행은 2001년, 2006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연되었다. 그 배경에
는 1사-1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선호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노조의 선호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정부의 시
도가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보수적․친기업적 성향의 현 정부는 경제계의 이
해를 좀 더 고려하는 노사관계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2009년은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노조전임자 이슈와 함께 복수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또 다시 논쟁과 갈등의 장을 제공할 것이
며, 이 문제는 전국단위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이 지연되는 동안 일부 연구(이강국․조준모․홍수경
(2006), 전명숙 외 4명(2006))를 제외하고 기존 연구들(예를 들어, 박종희(2000),
이철수(2005), 조용만․김인재(2005), 이승욱(2005), 조용만(2005), 한국경영자
총협회(2000, 2004))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관점이
나 단체교섭 형태들에 대한 장단점과 해외사례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법률적 제
도를 구축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배타
적 단체교섭 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연구되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2004).
이와 함께, 단체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 부분 또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단
체교섭 대표는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 등
노동조합법상 각종 행위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단체교섭 대표의 교섭
범위는 규범적 사항만 다룰 것인지 혹은 채무적 사항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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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이승욱, 2005).
이와 같이 대다수 연구들이 법률제도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제도 변화가 실
제 현장에서 노사의 대응 및 기존 노사관계 체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 노사관계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내용들－노사관행, 노사의 의식과 가치관, 노동조합의 성향, 노
조와 조합원 간 관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이 처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수노조 관련 노사관계제도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조합운동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긍정
적 측면에서 복수노조는 수적으로 노동조합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조
합의 대외적 힘을 확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및 선택성을 높
여줄 수 있다. 동시에, 단결의 자유는 더 많은 분열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노조의 정책노선에 반대하여 혹은 사측의 노조 약화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자들
이 분열하여 등장한 신설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성과를 초기에 제공
해야 함으로 그들간 선명성 경쟁과 노노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대체
로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내부갈등이 장기
화될 경우 기업내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안정 상태 및 현장정치화 혼란으로 노
사관계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제조업 대
기업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은 대기업 사용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조합－특히, 실리주의, 경제주의 노동조합－에게도 커
다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예상가능한 문제점들
을 제도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노사정 주체들은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제도가 현
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복수노조 시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현장에서 양산해 낼 수 있다. 상기 언급한 일반적 현상들이
복수노조 제도의 허용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현실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들을 기초로 진행한다. 우선, 복수노조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다(예를 들어, 복수노조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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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언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복수노조의 출현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 둘째,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호
에 대해 조사한다(예를 들어, 어떤 교섭제도를 선호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마지막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변화는 결국 노동조합 구성원(조합간부-대의
원-소위원-조합원)들에 의해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이들간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사례연구는 복수노조 허용이 실리적 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대기
업 노조에 좀 더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선정하
였다. 대상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으며 1990
년대 중반까지 대립적 노사관계의 대표 주자였으며 한국 노조운동의 민주화와
노동계층의 권익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95년 전투적 조합주의
에 대한 반작용이 노조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무쟁의 타결을 이루었다. 이후, 투
쟁 중심의 노조운동에 대한 피로감, 중공업의 노동연령계층 고령화로 인한 안
정지향성 확대 및 사측의 원칙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노사관계 정책이 결합되면
서 실리적 노조운동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 대상 노동조합은 지
난 14년간 무분규를 달성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실리주의 집행부가 들어서
면서 노사협조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현재 노동조합은 가입 대상인 정규직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에 중점을 두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표방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합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측
과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 회사의 발전이 노동조합의 이익보다 우선 개
념이며, 회사의 발전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인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
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초우량 대기업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상이
한 규모와 성향을 가진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수차례의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상호보완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경제주의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여타
대기업 노동조합에서의 변화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설문 문항(이강국․조준모․홍수경, 2006)과 조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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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대의원 토론을 통해 설문문항을 완성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2차로 정성적 방법에 의한 심층면접(조합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을 수행하
였다. 조합간부와 대의원의 경우 10～15인 규모의 집단 토론을 각각 진행하고,
이후 공개토론이 힘든 내용을 고려하여 수명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소
위원과 조합원의 경우, 4～5명을 기준으로 직무특성과 나이를 고려하여 2개 분
과에서 소규모 집단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2010년 이후 복수노조의 예상
파급효과를 논의하였다. 제Ⅳ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제Ⅴ장은 A사의
현장 노사관계 변화를 예측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향후 노사
관계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한국의 노사관계

1. 1963～98 : 노동통제 목적에서 민주노조 세력억제를 위한 복수노조
금지조항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랜 기간 단일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별 노사관계체제가 형성된 기반에는 정부와 사용자
의 노동세력 억제와 동시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제도적으로 존재했다.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어용단체로 기능하던 대한노총은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와 함께
강제 해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과 함께, “조직
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하
면서 산별 단위에서 노동세력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
쟁의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별 노조체제를 구축하고
자 하였으며, 1970년대 한국경영자협의회(1980년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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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기업 1노조 시스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대정부 로비와 건의를 통해
기업수준에서 복수노조 금지를 요구하였다. 1979년과 1980년의 정치․경제․
사회적․노사관계 혼란과 함께 전두환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재벌
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1980년 개정된 노동법은 의무적인 기업별 노조시
스템을 도입하였고 복수노조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를 통해, 개
별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작업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전인, 2007a).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의 권리를 상당 부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
나 복수노조 금지의 내용은 보다 강화되었다. 정부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
상을 같이하거나”를 추가하여 복수노조 금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민주노조세력
의 등장을 제도적으로 차단코자 하였다. 1990년대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민주노
조 세력의 제도권 내 진입을 막고 정부와 사용자의 민주노조세력 억제를 위한
핵심적 제도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이 규정은
대외적으로 ILO와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민주노
조 세력은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사회 전반에 걸친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변화가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
회를 통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요
구안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연계하여 복수노조 허용 수준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6년 12월 집권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이어진 노동계 총파
업을 거쳐 1997년 3월 초기업별 단위 복수노조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부
칙을 통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
립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장홍근, 1999; Park, Seil, 2000; 이철수, 2000;
최영기 외 3명, 2001).

2. 1998～2006 : 복수노조 금지조항 개정논의와 이행 지연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논의는 1997년 제2기 노개위 과제로 넘겨졌다. 하지
만 노사간 합의는 실패하였으며 노․사․공익안을 모두 제안함으로써 향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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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데 그쳤다.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는
IMF에서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노사정 기구를 활용하여 실행하였
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및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서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정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
의 주장과 내용들이 대안 혹은 중재안으로 고려되었다. 1999년 12월 공익위원
안은 “복수노조 허용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
되 실패할 경우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2개 이상 노조연합도 가능)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추
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키로 한다.”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기초
로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회기종료로 인해 자동폐기되었다.
2000년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한국노총의 복귀로
기존 논의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재논의되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의 주장을 유지하였다. 노사소위 공익위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의견의 청취, 해외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노사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상무위원회에 논의 결과와 공익위원안을 보고하고 논의가 종료
되었다(이철수, 2005; 조용만, 2005; 노사정위원회, 2005, 이철수․이승욱․조
용만, 2005).
노사간 완강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2월 한국노총과 경총은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을 5년간 다시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다. 주로 중소기업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전임자들의 생활
과 노조 활동이 전임자 임금지급에 의존해 왔었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소
속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였다. 사용자들은 2002년부터 허용되는 기업단위 복수
노조를 지연시키고자 했다. 경총의 회원사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같은 강성노조
가 있는 몇몇 기업은 복수노조 수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반대를 주장하였으
나, LG나 삼성 같은 온건노조 혹은 무노조 기업은 복수노조 도입에 강하게 반
대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사용자는 작업장 내
에 선제적으로 친기업적 노동조합을 구축하여 이들의 사업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성 노동조합 설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동 조항을 악용하기도
하였다. 논의 끝에 경총은 내부적으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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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경총과 한국노총은 2006년까지 두 문제에
대한 실행 시기를 늦추는 데 합의하였다(전인, 2007b).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
루어졌으며 단체교섭 형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섭창구 단일
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우선, 과반수 교섭대표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
정되지 않을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합
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다. 둘째,
비례교섭대표제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때, 조합원수에 비례
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조용만,
2005; 노사정위원회, 2005).
2005년 4월 노사정은 ‘복수노조 교섭체계 합리화방안’이라는 의제로 다시 논
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합의에는 실패하였으며 주요 3대 전제원칙을 정리하
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는 ①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
로 하되, 자율적 창구단일화에 실패한 경우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한 창구단
일화가 불가피하다. ② 다수교섭 대표제로 인해 초기업 차원의 교섭 구조를 저
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③ 다수교섭 대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하지만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
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
다(노사정위원회, 2005).
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이슈들이 쟁점이 되었다. 첫째, 교섭대표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 등
노조법상 각종 행위 주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현행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박종희,
2000). 하지만 경총(2000)은 이와 달리 교섭권 위임의 제한을 요구하며 기업별
노사관계에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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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섭범위 중 채무적 부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숍제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절차, 유일교섭단체 조항,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 내용,
조합원 범위, 노조전임제도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채무적 부분은 성질상
모든 노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다수대표제가 소수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대표 의무위반
(이철수, 2005) 혹은 차별금지법(조용만, 2005)과 같은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적 실효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강하였다. 이밖
에 유니온숍, 각종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수 확인문제, 초기업노조의 교
섭창구 단일화 참여 문제, 노조 이중가입 문제, 복수노조하에서 단체협약의 일반
적 구속력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제도적인 현안들이 논의되었다(노사정위원회,
2005).
2005년 노사정 논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을 계기로 노정 갈등은 심화되면서 정체되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
퇴하였고 논의는 중단되었다(노사정위원회, 2005). 현실적 논의의 진전없이
노․사․정은 2006년을 맞게 되었다.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정부 역시 합의되지 않는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전임자 이슈에 반발하면서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철수와 전면 투쟁을 선포하였다.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도입이 무노조 기업이나
온건노조가 있는 기업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양측의 이해가 다시 맞물리면
서 한국노총과 경총은 2006년 9월 4일 5년간 시행을 연기하자는 데 합의하였
다. 이는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야합’ 혹은 ‘담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2009년까지 3년간 시행을 연기하는 5자 합의(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
회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를 수용하였다(경향신
문, 2006년 8월 11일, 9월 4일, 5일; 한국일보, 2006년 8월 14일; 한겨레, 2006
년 9월 4일, 12일,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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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0년 이후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한국 노사관계의 역동성

한국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활용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
별 노사관계 체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동 조항은 민주화 이전
정부에게 개발독재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민주적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업의 저임금에 기반을 둔 제품의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용자들에게는 반기업 노동조합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면서 친기업 노동조합 혹은 무노조주의 노사관계를 정착
시키면서 고비용 노사관계 구조를 회피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기업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노동조합에게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
전까지 정부와 사용자에게 협조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양성화시켜 주었으며 친
정부적․친기업적 한국노총의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친
노동적 노동조합운동의 음성화와 강성화에 기여하였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와 함께, 노동권이 확보되면서 기업단위에서 강한 결속력을 기반으로 사업장을
통제하면서 강한 교섭력을 가진 기업별노조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후, 기존
한국노총세력과 민주노총세력 간 노동운동세력의 이분화가 고착되고 노동운동
의 갈등과 반목 또한 지속되도록 하였다.
19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등장한 복수노조 병존사업장의
형태는 기업합병과 영업양도에 의한 경우, 사업장(공장)별․직종별 및 조직형
태별(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지회) 복수노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조
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다(김수복․임
승현․이상익, 2007). 즉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체제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
었다(배규식, 2006).
하지만 2010년부터 시행될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은 기존 노사관계의 틀
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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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 정부가 현장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정부는 기업단위 노사문제에 대면해야 할 대상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 전략과 전술을 고안해야 한다.
나아가 노노 갈등을 어떻게 조정 및 중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의 기능과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사용자
에게는 친사용자 노동조합 혹은 무노조주의를 활용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켜
주던 중요한 보호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인적자원관리와 노무관
리 방식만으론 현장 관리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 노동조
합에서는 기존 노동조합 성향에 불만을 지닌 혹은 회사의 지원에 의한 노동조
합이 신설될 수 있다. 즉 현장 조직의 분열이 가시화될 것이고, 직종간 분열과
산별노조에서의 분열이 나타난 노노 갈등과 선명성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친사용자 노동조합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조합원과 회사로부터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복수노조가 출현하게 되면 조직률 경쟁과 선명성 경쟁으로 인
한 노조간 갈등과 혼란이 현장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노동조
합의 핵심적 역할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체교섭 형태와
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자 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현장 노사관계의
공간은 상당히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암묵적 혹은 명
시적으로 친기업적 노동조합을 지원할 것이며 친노동적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
과 탄압,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와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악용한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관계 관
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복수노조의
허용이 한국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의 문제보다 더욱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현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연 현장에서
는 제도권의 논의와 논쟁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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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수노조 관련 의식조사 결과

1. 표본 특성
표본 기업은 제조업 대기업이며 종업원은 약 40,000명 정도, 생산직과 사무
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18,000명 수준이다. 실리주의와 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
는 대상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약 17,000여명, 대의원수 190여명, 소위원수 400
여명, 노조전임자수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항목은 핵심 쟁점인 복수노
조의 설립 가능성, 단체교섭 형태 및 단체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1차 조합간부 집단토론, 2차 대의원 집단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조합원들이 설문 문항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910부의 설문지가 조합간부(55명), 대의원(187명), 소위원(396명), 13개 분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응답(무응답)

성별

1437(70)

연령

1461(46)

근속연수

1452(55)

노조와의 관계

1440(67)

구분
남자
여자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빈도
1,397
40
83
432
544
402
118
196
219
157
481
281
1,134
163
112
31

비율(%)
97.2
2.8
5.7
29.6
37.2
27.5
8.1
13.5
15.1
10.8
33.1
19.4
78.7
11.3
7.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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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조합원(1,272)에게 배포되었다. 이 가운데 1,507부가 회수되어 78.9%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무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
빈도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2. 조사 결과

가.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과 현장 노사관계
2010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면, A사에 기존 노동조합
이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에서 조합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수
노동조합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비중이 76.6%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조합원에서 조합간부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높
았다. 조합원들은 설립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반면, 비록 표본 수는
적으나 조합간부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로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활동 노선의
차이’(평균 68%))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대의원은 86.1%로
가장 높았고 조합원은 65.1%로 평균보다 낮았다. 두 번째로는 모두 ‘③직무 및
직종 차이’(평균 48.3%)를 선택하였다(조합간부(60%), 대의원(52.8%), 소위원
(49.7%), 조합원(47.3%)). 그 다음으로 ‘②회사에 의한 설립’(35.9%), ‘④외부상
급단체 개입’(27.8%) 순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는 조합간부 대 조
<표 2> 복수노조 설립가능성
조합원
예
아니요
전체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839

131

94

29

1,093

%

75.0

80.4

83.9

93.5

76.6

빈도

279

32

18

2

331

%

25.0

19.6

16.1

6.50

23.2

빈도

1,118

163

112

31

1,424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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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설 노동조합 설립의 이유(중복 응답)
① 활동노선
차이
② 회사에
의한 설립
③ 직무 및
직종 차이
④ 외부상급
단체 개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708
65.1
381
35.1
513
47.3
291
26.8

소위원
112
72.3
67
43.2
77
49.7
41
26.5

대의원
93
86.1
41
38.0
57
52.8
36
33.3

조합간부
25
83.3
6
20.0
18
60.0
15
50.0

전체
938
68.0
495
35.9
665
48.3
383
27.8

합원-소위원-대의원 간에 차이가 있었다. 조합간부들은 ‘④외부 상급단체 개
입’(50%)을 ‘②회사에 의한 설립’(20%)보다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조합원-소의원-대의원들은 ‘②회사에 의한 설립’(각각 35.1%, 43.2%, 38%)을
‘④외부 상급단체 개입’(각각 26.8%, 26.5%, 33.3%)보다 더 많이 예상하고 있
었다.
활동 노선의 차이는 일부 조합원들의 실리적 조합주의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
하였다. 불만족의 원인은 크게 분배공정성과 소통의 문제였다. 사업부의 특성
에 따라 노동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임금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었
다. 노동강도가 높은 특정 분과의 조합원들은 비록 타 분과 조합원들보다 다소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이 분과는 조사 기업의
6개 조선분과 가운데 가장 높은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과
근로자들은 이곳으로 오기를 가장 꺼려하고 이들은 타 분과로 이동하기를 희망
하는 곳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타 조합원들에 비해 자신들에
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현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에
서 회사에게 양보하는 것이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특히, 비록 소규
모이지만, 이 분과에는 현재 노조집행부에서 배제된 전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
는 현장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장 많았고 현 노조집행부에 대해 적대적 인식이
강하였다(대의원 그룹 인터뷰, 조합원 & 소위원 그룹 인터뷰).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였다. 조직 속에서 현장 조합원이 자유롭게 불만과 고
충을 제기할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집행
부가 현장의 요구를 노동조합의 요구로 구체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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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는 회사의 체계적 인적자원관리가 정착되면서 현장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
소해 나갔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일정 부분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조합간
부 그룹 및 개별 인터뷰, 대의원 그룹 인터뷰, 조합원 & 소위원 그룹 인터뷰).
이 두 가지 문제는 소수의견의 배제로 귀결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현 노동조합의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때, 신설 노동조합
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직무 및 직종의 차이에 의한 설립은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운데 기술직
종업원들은 상당히 상이한 업무와 기술을 가지고 독립된 사업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현 노동조합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고 따라서 독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대의원 그룹 인터뷰). 조합간부들은 외부단체의 개입에 의한 신설 노동
조합 설립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조합간부 그룹 및 개별 인터뷰).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몇 개의 노동조합이 신설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2개-3개-1개-4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에 대
한 비중은 조합간부(54.8%), 조합원(45.5%), 대의원(39.8%), 및 소위원(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개’는 소위원(38.1%), 대의원(36.1%), 조합간부(35.5%)
및 조합원(27%)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으로, 조합간부는 ‘1개’와 ‘4
개 이상’의 비율이 9.7%에 불과하였던 반면, 조합원은 27.5%, 소위원은 23.1%,
대의원은 24.1%로 조합간부와 다른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1] 분할 조직될 예상 노동조합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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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할의 예상규모

5% 이내
5～29%
30～49%
50～79%
80% 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192
17.4
479
43.4
332
30.1
77
7.0
24
2.2
1,104
100.0

소위원
25
15.5
73
45.3
43
26.7
15
9.3
5
3.1
161
100.0

대의원
15
13.5
64
57.7
24
21.6
6
5.4
2
1.8
111
100.0

조합간부
10
32.3
17
54.8
4
12.9
0.0
0.0
31
100.0

전체
242
17.2
633
45.0
403
28.6
98
7.0
31
2.2
1,407
100.0

복수노조로 분할될 경우 분할의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해서
는 평균적으로는 ‘5～29%’(4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30～49%’(28.6%), ‘5% 이내’(17.2%), ‘50～79%’(7%) 및 ‘80% 이상’(2.2%)
순이었다(표 4 참조). 하지만 두 번째 순위는 조합간부와 다른 집단 간에 상이
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합간부에서는 ‘5% 이내’(32.3%)가 2순위였으나
조합원, 소위원 및 대의원에서는 ‘30～49%’가 2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조합
간부는 분할의 예상 규모가 50%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한 수가 0이었으나 여타
집단(조합원 : 9.2%, 소위원 : 12.4%, 대의원 : 7.2%)에서는 소수이지만 일정 규
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우선 신설 노동조합이 등장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 규모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간부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은
분할될 신설 노동조합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비조합원이 설립할 노동조합은 몇 개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개’-‘2개’-‘3개’-‘4개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
조합원들은 주로 사무직 종업원과 일부 특정 기술직 근로자들이며 현 노동조합
과 생산 현장의 근로자들과 교류는 빈번하지 않았다. 모든 집단에서 2개 이하
가 약 90% 수준이었다. 다만 ‘1개’의 비중은 조합원(58%), 소위원(59.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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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66.4%) 및 조합간부(76.7%) 순으로 높아져,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깊을수
록 비조합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1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조합원 설립한 노동조합에 참가할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
해서는 평균적으로 전체 비조합원 가운데 ‘5～29%’(4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5% 이내’, ‘30～49%’, ‘50～79%’ 및 ‘80%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합간부와 다른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조합간부는 ‘5% 이내’(54.8%)의 비중이 가장 높고 ‘5～30%’(29%)가 두 번째
였으나, 조합원, 소위원 및 대의원은 ‘5～29%’(각각 41.8%, 37.6%, 41.8%)의
[그림 2] 비조합원이 설립할 예상 노동조합수

이상

<표 5> 비조합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참가할 예상규모

5% 이내
5~29%
30~49%
50~79%
80%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325
30.2
450
41.8
186
17.3
82
7.6
34
3.2
1,077
100.0

소위원
40
25.5
59
37.6
37
23.6
15
9.6
6
3.8
157
100.0

대의원
32
29.1
46
41.8
16
14.5
10
9.1
6
5.5
110
100.0

조합간부
17
54.8
9
29.0
3
9.7
2
6.5
0
0.0
31
100.0

전체
414
30.1
564
41.0
242
17.6
109
7.9
46
3.3
1,3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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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 이내’(각각 30.2%, 25.5%, 29.1%)가 위
치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순위는 ‘30～49%’, ‘50～79%’ 및 ‘80%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 역시 공통적으로 낮았다.
2010년부터 기업단위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현장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복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 ② “작업장 내 근로자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켜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정도는 조합간부(77.4%)-대의원(75.9%)-소위원(67.1%)-조합원(41.4%)
순으로 나타나 노동조합과 관계가 깊을수록 복수노조에 대해 더욱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이후 A사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함께 존재할 때, 전체 노동조합 조
직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노갈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하락’
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 상태 ‘유지’(38.2%), ‘상승’(14.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의 노동조합 등장이 노동조합 조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었
다. 또한, 노동조합체제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초기
복수의 노동조합에서 점차 ‘단일체제로 합병’이 57.9%였고 ‘복수의 노동조합체
제로 유지’가 42.1%로 나타났다. 이는 A사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한다
[그림 3]복수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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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지라도 향후 단일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인식이 좀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나.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단체교섭 형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시 단체교섭제도는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그림 4 참고).
[그림 4]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바람직한 단체교섭방식

[그림 5] 의무적 교섭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교섭대표 선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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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다만 집단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조합간부, 대의원, 소위원에서는
‘과반수대표제’의 비중이 63.4～74.2% 범위에 존재하였으나 조합원의 비중이
56.8%였다. 즉 조합원들은 교섭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거의 양분되어
있었다.
현재의 노동조합과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이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경
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한 기초단위(단체교섭단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조합을 하나의 단체교섭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순위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조합원과 소위원은 ‘별도의 단체교섭 단위’가 조합간부와 대의원은 ‘노동
조합 자율’이 두 번째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근로조건이 상이한 노동
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조합원들의 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창구단일화가 제도적으로 강제될 경우, 이는 현
장 노사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시 노동조합 형태가 다른 경우(예 : 기업별노동조
합-산별노동조합지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집단에서
‘창구단일화’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합간부(71.0%)-대의원(67.9%)
-소위원(63.8%)-조합원(5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자율’이 2순위였
<표 6>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한 기초 단위(단체교섭 단위)
단일의 단체
교섭 단위
별도의 단체
교섭단위
노동조합자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455
40.8
331
29.7
328
29.4
1,114
100.0

소위원
77
47.2
48
29.4
38
23.3
163
100.0

대의원
54
48.2
25
22.3
33
29.5
112
100.0

조합간부
15
48.4
6
19.4
10
32.3
31
100.0

전체
601
42.3
410
28.9
409
28.8
1,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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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 단체교섭’이 3순위였다. 이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개별 단체교섭에 대
해서는 비호의적인 측면이 높고 어떤 형식으로든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견
해가 강하였다.
자율단일화 실패 이후, 과반수대표제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단체교섭대표가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동
조합과의 관계별로 단체교섭대표가 결정될 단계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31.8%)과 소위원(32.1%)은 ‘4단계’의 비
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대의원은 ‘1단계’(32.4%), 조합간부는 ‘2단계’(35.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단체교섭대표
가 결정될 단계의 의견 순의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경우, 4-1-2-3 단계, 소위원
4-3-2-1 단계, 대의원 1-3-2-4 단계, 조합간부 2-3-1-4 단계의 순으로 각 집단별
로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노동조합의 집행간부와 대의원들은 현재
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설 노조와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들과 소위원들은 신설 노동조합의 힘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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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과반수대표제시, 단체교섭대표가 결정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329
29.7
218
19.7
208
18.8
352
31.8
1,107
100.0

소위원
36
22.2
36
22.2
38
23.5
52
32.1
162
100.0

대의원
36
32.4
22
19.8
32
28.8
21
18.9
111
100.0

조합간부
7
22.6
11
35.5
9
29.0
4
12.9
31
100.0

전체
408
28.9
287
20.3
287
20.3
429
30.4
1,411
100.0

선거를 통한 단체교섭대표 결정시(4차) 선거관리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가
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노조주관 노동위원회 지원’과 ‘노동위원회와 노동
조합 공동관리’가 전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조합간부의
72.4%와 대의원의 50%가 ‘노조주관 노동위원회 지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데 반해, 소위원은 ‘노동위원회와 노동조합 공동관리’에 42.9%의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노조주관(41.8%)이나 노조와 노
동위원회 공동관리(41.7%)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든 집단에서 노동
위원회가 주관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 기관이 현장
노사관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6] 선거를 통한 단체교섭대표 결정시(4차), 효율적 선거관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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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반수대표제가 A사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변화에 미칠 영향
① 단체교섭 효율성
향상
② 과반수 대표노동
조합 중심체제
③ 대표선거로 인한
비용 및 분쟁증가
④ 노사관계악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305
28.0
237
21.8
363
33.3
184
16.9
1,089
100

소위원
54
33.8
36
22.5
47
29.4
23
14.4
160
100

대의원
34
30.6
17
15.3
36
32.4
24
21.6
111
100

조합간부
12
38.7
3
9.7
10
32.3
6
19.4
31
100

전체
405
29.1
293
21.1
456
32.8
237
17.0
1,391
100

과반수대표제가 A사의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조합간부와 소위원은 ‘단체교섭 효율성 향상’(각각 38.7%,
33.8%)에, 대의원, 조합원은 ‘대표선거로 인한 비용 및 분쟁 증가’(각각 32.4%,
33.3%)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표 8 참고). 긍정적 혹은 안정적
측면(①과 ②)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집단은 소위원과 조합간부이었으며,
조합원과 대의원은 부정적 측면(③과 ④)에 다소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자율단일화 실패 시, 비례대표제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 단체교섭위원은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단에서 '할당제+비례제'의 비중이 ‘비례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
의원의 경우는 ‘할당제+비례제(49.5%)’와 ‘비례제(50.5%)’로 의견이 반으로 나
누어졌다.
<표 9> 비례대표제시, 바람직한 단체교섭위원 배분방식
조합원
할당제+비례제
비례제
전체

소위원

대의원

조합간부

전체

빈도

673

88

55

19

835

%

61.8

56.1

49.5

61.3

60.2

빈도

416

69

56

12

553

%

38.2

43.9

50.5

38.7

39.8

빈도

1,089

157

111

31

1,388

%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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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례대표제시, 단체협약 체결요건

노동조합 전체 동의

노동조합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 2/3 동의

비례대표제시 단체협약 체결요건에 대해서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노동조합 과반수 동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합간부(71.0%)-대의원(59.8%)-조합원(50.9%)-소위원(46.6%)
순으로 나타나 조합간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한 선호가 다른 집단보다 두드러졌
다. 2순위인 ‘노동조합 2/3 동의’는 대의원-소위원-조합원에서 20%중반-30%중
반이었으나 조합간부는 16.1%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비례대표제가 A사의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에 대해서는 ‘교섭위원단 내부의 의견대립 조정이 곤란’이 36.4%로 가장 많
았으며 그 순위는 조합간부(40.0%)-조합원(36.9%)-소위원(36.2%)-대의원(31.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비용과 선거관련 분쟁 회피’할 수 있다는 응
답이 28.9%,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이 축소’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
이 17.5%, ‘복수노조의 영속화로 노노 갈등이 지속’이 17.2%로 나타났다. 2순
위의 경우 소위원, 조합원 및 대의원은 ① ‘선거관련 비용과 분쟁 회피’였으나
조합간부의 경우 ④ ‘노노 갈등이 지속’이 차지했다.
①과 ②가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의 갈등완화 혹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③
과 ④가 노노간 갈등을 통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
례대표제에 관하여 긍정적 측면(①+②=46.3%)보다 부정적 측면(③+④= 53.7%)
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조합간부들의 부정적 견해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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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비례대표제가 A사의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변화에 미칠 영향
① 선거관련 비용과
분쟁회피
② 창구단일화관련
분쟁축소
③ 교섭위원단 내부
의견 조정곤란
④ 노노갈등 지속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합원
310
28.5
199
18.3
401
36.9
177
16.3
1,087
100

소위원
53
33.1
23
14.4
58
36.2
26
16.2
160
100

대의원
31
28.4
16
14.7
34
31.2
28
25.7
109
100

조합간부
6
20.0
5
16.7
12
40.0
7
23.3
30
100

전체
400
28.9
243
17.5
505
36.4
238
17.2
1,386
100

[그림 8] 단체교섭 횟수(혹은 시간)가 더 많이 소요될 창구단일화 방식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시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중 어느 단체교섭제도
가 단체교섭 횟수나 단체교섭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비례대표제’-‘과반수대표제’-‘차이 없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
표제’ 가운데 순위는 대의원-조합간부-조합원-소위원 순이었으며, 대의원과 조
합간부의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제’를 선택하였다.

다. 단체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이후, 단체교섭대표는 단체교섭만이 아니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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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결, 쟁의행위, 쟁의조정 등 노동조합법상 각종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의 비중이 80%를 넘었으며, 모든 집단에서 단체교
섭대표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각종 행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거의 동의하
고 있었다.
단체교섭대표의 단체교섭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서는 모든 집단에서 모든 ① ‘규범적/채무적’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② ‘규범적’, ③ ‘규범적/채무적(원칙), 예외 인정’ 순이
었다. 모든 집단에서 ①과 ③의 비중의 합이 60%를 상회하여 단체교섭대표의
단체교섭 범위는 규범적 사항과 채무적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더 높은
비중이 두고 있었다. 규범적 이슈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은 조합원과 소위원
에서 각각 35%와 32.9%로 대의원과 조합간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어떠한 단체교섭제도가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교섭제도의 순위
에 대해 개별 단체교섭제도를 1순위로, 비례대표제를 2순위로 생각하는 비율
은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과반수대표제의 경우 1순위와 3순위가 큰
차이 없이 35.1%와 33.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순위를 가름하기 어려웠다. 이
는 일부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순위라고 생각하는 곳에만 표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1> 단체교섭대표의 바람직한 단체교섭범위

① 규범적/채무적
② 규범적
③ 규범적/채무적
(원칙), 예외 인정
전체

조합원

소위원

대의원

빈도

421

75

60

15

571

%

39.3

48.4

56.1

50.0

41.9

빈도

375

51

26

7

459

%

35.0

32.9

24.3

23.3

33.6

빈도

276

29

21

8

334

%

25.7

18.7

19.6

26.7

24.5

빈도

1,072

155

107

30

1,364

100

100

100

100

100

%

조합간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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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체교섭제도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과반수대표제

35.1%

31.4%

33.5%

100.0%

비례대표제

20.2%

53.8%

26.0%

100.0%

개별단체교섭

52.5%

11.0%

36.5%

100.0%

교섭제도

교섭제도간 쟁의행의 발생 가능성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과반
수대표제’로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5% 이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29%’로 나타났다(그림 9 참고). 또한 30% 미만의 증가
가 모든 집단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비중은 소위원에서 12.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집단은 10% 미만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조합원에서 조합간부에 이르기까지 과반수대표제를 통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비례대표제’로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쟁의
행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단에서 ‘5% 이내’와
‘5~29%’가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경우 ‘5% 이내’와 ‘5～29%’의 격
[그림 9] 과반수대표제시 현재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쟁의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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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례대표제시 현재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쟁의행위 증가

[그림 11] 비례대표제를 과반수대표제와 비교할 때 예상되는 쟁의행위 증감

차가 상대적으로 컸다(그림 10 참고). 또한 모든 집단에서 30%미만의 증가가
70%를 상회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5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한
비중은 대다수 집단에서 5～10% 수준이었으나 조합간부의 경우 16.7%로 나타
나 일정 규모의 조합간부들은 비례대표제가 쟁의행위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
로 판단하고 있었다.
‘비례대표제’는 ‘과반수대표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쟁의행위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림 11]에서처럼, 모든 집단에서
‘-10~1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191

장 많았다. 10% 이상 감소한다는 의견이 20% 중반～30% 중반이었고, 10%이
상 증가한다는 응답률 또한 20% 중반～30% 중반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점은 조합원과 소위원의 경우 10% 이상 감소(각각 30.6%, 35.5%)가 10% 이상
증가(각각 26.3%, 32.9%)보다 높았으나, 조합간부는 10% 이상 감소(26.7%)가
10%이상 증가(36.7%)보다 낮게 나타나,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Ⅴ. 복수노조 출현과 현장 노사관계의 변화 : A사의 경우

조사 결과는 A사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이유는 활동노
선의 차이, 직종 차이 및 외부노조 개입이 주된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이념
적 문제보다 보상의 분배공정성과 소통의 문제에서 야기된 소수 집단의 배제가
내제된 갈등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분할되어 신설되는 노조는
2～3개 정도이며, 그 규모는 기존 노조보다는 작지만 미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
로 판단하였다. 비조합원이 신설할 노동조합의 수는 1～2개 정도, 그 규모는 매
우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 현장의 노사관계는 다양
한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보다 작업
장내 혼란과 갈등으로 단결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다소 높았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A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수노조의
출현가능성은 대략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활동노선이 다른 현
장조직이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이 사측의 반노조 전술과 기존
노조와의 경쟁을 극복할 경우 현장에서 지위를 인정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인식과 달리 몇몇 요인들을 고려할 때 현장조직이 독립적으로 신설
노조를 만들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우선, 현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 집단이 노동
조합을 설립할 경우 자본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분열의 경우 노동
조합의 기존 자산은 총유로서 현재의 노동조합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 2010
년부터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에 전
임자를 두기 위해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조합비를 과연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조합원 & 소위원 그룹 인터뷰). 또한 체계적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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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해온 회사에 대응하여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이 등장하여 생존
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두 번째 경우이다. 현장조직의 구성원이 소규모일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과 연대하거나 외부 상급 노동단체의 지
원을 요청하여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초기업단위 노조와
현장조직이 결합하여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금속
산별노조의 활동가들이 A사의 현장조직화 활동을 주도하면서 선전활동과 선명
성 경쟁을 통해 기존 노조와 사측을 압박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열악한 현장조
직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노조전임자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셋째, 직종별로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가
장 대표적으로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분화 가능성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사업
장의 생산직은 일부 기술과 업무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들 노동
자들은 자신의 노동강도 대비 보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혹은 지역내 직종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언급된 예측은 각각 독
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현장 조합원과 외부 독립적 기업노조와 연대하는 것으로
A사의 계열사 노조와 현장 조합원들이 결합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수적인 힘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노조와의 호혜적 관계를 포기하고 회사가 지
원하는 신설 노조와 외부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대한 산별지회가 모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된 상태에서 형성된 산별노조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복수노조가 등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투적 실리주의를 지향
해 온 현대자동차 기업지부 조합원 일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여 단위기업 노
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위상과 권한이 약화되면서 상급단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보이게 될 때, 산별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대공장
지회 혹은 기업지부를 조직체제 속에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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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익숙한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산별노조의 지침을 수용하기보다 독립적
으로 활동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이 친기업적일 경우, 회사의 지원을 받고 설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대기업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현장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
체교섭과 관련하여 창구단일화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으며, 교섭형태에 대
해서는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다.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의 기초 단위는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 형태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야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우 그 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보다 단순 명료한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반수대표제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해야 할 경우, 교섭대표 결
정단계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현 노조집행부에 가까울수록 자율적으로 교
섭대표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정반대로 선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최소 개입을 선호하였
다. 과반수대표제의 경우, 할당제와 비례제의 혼합이 선호되었다. 두 단체교섭
형태 모두 A사의 단체교섭과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미세
하지만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체교섭 횟수나 시간, 쟁의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가 과반수대표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었다. 단체교섭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서는 교섭대표가 각종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규범적 사항과 채무적 사항을 모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A사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상기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들이 향후 2～3년 안에 출현할 전망이다. 단체교섭은 차치하더라도,
노동조합 혹은 조합원간 선명성 경쟁과 갈등은 현장 노사관계에 상당히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며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 공간은 과거의 노동운동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현장 노동조합 운동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분열이 증폭되거나 통합을 위한 노선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둘째, 외부 노동조합과 회사를 포함한 제3자의 현장 개입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합형태가 나타나 기존의 기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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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조합 활동들이 노동운동의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상당히 정치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현장 단위의 노사관계의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수노조의 허용은 현재까지 제도권의 논의
를 넘어선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할 것이다.

Ⅵ. 결론 : 복수노조 허용과 한국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2010년 복수의 노동조합 허용은 노동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운동의 분열 기회를 확대시켜 주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 노동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일
련의 신설 노동조합 설립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유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인 외부 노동
조합과 회사가 현장 노사관계에 개입할 가능성 역시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주요 쟁점인 단체교섭 형태 및 교섭대표의 권한
등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쟁점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창구단일화의 필요
성에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공감하지만 교섭형태 및 교섭대표의 권한에 대한 쟁
점들에 대해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의견이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감안할 때, 특정 형태가 제도화된다 할지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혼란이 현실화되
어 현장 노사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0년 복수노조의 허용을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복수
노조 허용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제도권 내 논의와 쟁점
들은 대부분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추어져 있으며, 복수노조 허용이 현장 노동
운동 및 노사관계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제도가 통제가 아닌 노사간 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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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약속으로 작동하고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복수노
조의 도입 시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록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기되었으나 논의 수준은 법과 제도에 국한될 뿐 실제 현장에 대한 고려
는 상당히 미진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가 상당할 것이라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행 시점을 지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친기업적 노동조합과 호혜적 관계를 통해 현장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는 전략을 고집하기 힘들 것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다이나믹스가 복잡해질 때, 회사의 노사관계 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기업의 경
쟁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회사는 노사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근
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단일한 목소리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 노동조합이 분열을 막고 단일의
단결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조합 간부들이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의 일체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현장의 조합원들 혹은 현장조직들과 끊임없
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단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의 노동조합운동 방향이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것인지 혹은 일방적으로 구체화
된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경쟁하고 갈등하
고 투쟁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토론회와 노동교실 등을 통해 조합원-소위원-대의원-조
합간부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내부적으로 정착시켜
야 한다. 또한 조합원 특성별 및 세대별 의사소통과 맞춤형 현장 정책을 통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면서, 단일 노조하에서 내적 문제해결 능
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의무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문제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도입과 타당성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제도
변화가 경제적 노동조합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소 노동조합이나 여타 대기업의 실리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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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 및 전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성
이 있다. 상이한 형태와 성향을 지닌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들
이 종합적으로 비교평가될 때, 한국의 현장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보다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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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llenge and Chance to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ism
in 2010
In Jun
This case study examines how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ism in 2010 can have impacts o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ther multiple unionism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at workplace or not depends on the
type and tendency of new labour union. The study show that in a
workplace where labour unions pursue economic or pragmatic unionsim,
the expected emergence of new labour union will derive from 1) split
among or in factions, 2) alliance between some workers and upper-level
unions or sub-contracting firms' unions, 3) alliance among affiliated
firms' unions, 4) company union. In the process that multiple unions
introduce and establish new collective bargaining rules, significant
political conflicts will be shown at workplace. Regarding key issu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the
survey shows that union officials, union delegates and workers have
very different opinions and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union at the enterprise or
workplace level in 2010,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may experience
significant conflict and disorder.
Keywords : multiple union, economic unionism,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status and authority of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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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
김태기

본 논문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갈등을 전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서 복수노조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어떤 부문에서 만들어지게 될지 그리고 노
동조합과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본다. 또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를 위한 주요 대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
을 찾고 이때 수반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
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선택에
대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 복수노조 시대의 勞勞關係와 勞使關係의 변화를 전
망하고, 노동조합끼리의 상호 대응과 사용자 측과의 상호 대응을 게임이론을
응용해 점검하며,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방안을 갈등해결 이론에 입각해 살펴본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
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다양한 직종을 가진 대기업과
기존 노동조합 지도부가 조합원의 뜻과 달리 정치주의 노선을 밟는 경우 새
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조직 기반이 크게 다르지 않
는 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勞․勞․使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설립 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며 노조 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은 적다. 차선책으로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비교해 보면 비례대표제가 과반수대표제에 비해서 갈등비용이 클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과반수대표제도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완책
이 필요하다. 정부는 勞․勞․使가 합의를 하면 다양한 교섭구조를 인정하면
서 과반수대표제를 지원․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핵심용어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가입 및 설립, 노사갈등, 노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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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에게는 기대와 우려의 대상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정책 과제이다. 이러한 점은 2010년부터 복수노조
허용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전망과 결국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데
서 나타나고 있다.1) 전문가들도 노동기본권의 보호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허용
해 노동의 국제기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노조의 난립으로 노사관계
가 불안하고 노노관계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
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노사관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 이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勞使關係 및 勞勞關係 그리고 勞政關係가 어떻게 변화하고, 교섭창구 단일
화를 위한 각각의 대안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교섭창구 단
일화에 따른 정부의 과제에 대한 관심도 커져 왔다.3)
최근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동계
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
다. 학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이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1)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이후 세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는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문제의 경과와 기존의 논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고서(2008) 참조.
2) 복수노조 문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이승욱(2001), 이철수 등(2004) 등을 들 수 있다.
3)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조준모 등(2005), 전명숙 등(2006), 이강국(2006), 김수복․임승
현(2007)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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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복수노조
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복수노
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정부
가 해야 할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복수노조가 법으로 허용되면 복수노조가 얼마나 만
들어지고 어떤 부문에서 만들어지게 될지 그 파장을 전망한다. 둘째,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망한다. 셋째, 교섭창
구 단일화를 위해서 제안된 각각의 대안이 실행되는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예
상하고 비교한다. 넷째, 노사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노조의 설립과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선택에
대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노노관계와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상하고, 둘째,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노동조합들과 사용자 측의 상호대응을
게임이론을 활용해 점검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며,
셋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갈등해결의 이론에 입각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동조합의 신설과 노노갈등,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을 예측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노사관계를
전망한다. 제Ⅲ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원리
를 점검하고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Ⅳ
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과
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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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수노조 허용과 勞․勞․使 갈등 및 해결방안

1. 복수노조 허용과 노노갈등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이 얼마나 새로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얼마
나 가입할지는 새로운 노동조합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성장을 조합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Pencavel(1971) 이후 정립되었고 그 이후 Farber & Krueger(1992) 등으로 이어
지면서 정형화된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골자는 노동조합 서
비스를 수요하고 공급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근로자들이 새로 노
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 편익(marginal benefit)과 부담해야 할 한계 비용(marginal cost)의 크기에
좌우되며,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노동조합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운동가 또는 조직가들에게도 마찬
가지이다.4) 노동조합을 새로 만듦으로써 얻는 한계 편익이 부담해야 할 한계
비용보다 커야 노동조합의 설립에 나서게 된다.
노동조합 가입의 편익과 비용은 경제적 요소와 비경제적 요소로 나눌 수 있
다. 노동조합 가입의 편익으로는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신분 안정,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비용으로는 조합비 부담, 시간 할애, 사
용자 측의 감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후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후발 노동조합이 제
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이 후발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드는 한
4) 노동조합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는 단계별로 달라진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운동가나
조직가가 설립 이후에 운영은 조합간부 등이 주도하지만 논문의 목적상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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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용보다 많을 때 이루어진다.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후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다른 한편, 새로운 노동조합 서비스의 제공은 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얻
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많아 운동가가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나
섬으로써 이루어진다. 운동가가 얻는 편익으로는 조합 간부나 전임자로서 받는
급여, 단위노조에서 상급 노동단체 등으로의 진출 등 운동가로서 경력개발, 이
상의 실현 등 정신적 만족 등을 들 수 있고, 비용으로는 조합 전임자로서 투입
해야 할 시간, 노조 설립과 기존 노조와의 경쟁 등을 하는 데 따르는 스트레스,
노동운동에 대한 여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이때 얻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커야 이루어진다. 운동가
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운용에서 얻는 편익이 기존 노동조합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크지 못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노조를 새로 만들 인센티브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새 노동조합이 기
존 노동조합과 경쟁적인 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크게 작용하
고, 반면 기존 노동조합과 보완적인 관계에 서 있는 경우 그 반대가 될 가능성
이 있다.
노동조합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편익에서 비용
을 제한 순편익이 플러스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운동가들도 새로운 노동조
합을 만들 때 얻는 순편익이 플러스일 때 실현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수노
조 설립의 순편익은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비용의 증가를 상쇄해야 한다.5)
한 사업장에 단일노조로 노동조합이 하나만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두 개의 노
조가 만들어지느냐의 선택은 다음의 식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조합원 집단
1과 조합원 집단 2가 한 회사에서 일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노동조합의 효용함
수 U는 임금 W와 고용 L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섭비용 M은 조합원들이 각각
골고루 분담한다고 할 때 단일 노조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W, L 그리고
5)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업체에 단일노조가 유리한지 복수노조가 유리한지에
대한 조건과 교섭비용이 노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태기(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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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첨자는 조합원 집단을 의미함).

                
  
                       

복수노조 설립의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관
행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 등을 살펴
보면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6)
첫째,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
이고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여지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낮아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도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대기업도 경쟁이
격화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 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
합에 가입할 만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가입해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조합 가입에 따
른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게 작용하여 복수노조 허용이 노조가입률을 높이는 효
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그러나 지불 능력이 좋은 대기업은 사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보다 계파 간의 주도권 확보나 운동
노선의 추구 등 ‘정치주의’ 성향을 띠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복수
노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7) ‘정치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근로
자들의 지지는 작기 때문에 탈정치주의를 표방하고 조합원 이익의 최우선적으
로 챙기는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거나, ‘정치주의’를 추구하더라도 노선이 서
로 달라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리되어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될 공간이 있다. 따
라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노노갈등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정치주의’를 따
르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익 노선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정치 노선이 상이하기
6)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배규식 등(2008) 참조.
7) 노동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이강국 등(2006))에 의하면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간 경제적 이해의 차이’가 36.2%로 가장 큰 사유로 제시되었고, ‘조합원간 헤게모
니 다툼’(31.2%), ‘조합활동에 대한 노선의 차이’(26.0%), ‘타상급단체의 활동’(6.6%) 순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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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리되는 경우에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노조
와 후발 노조의 조합원 수가 비슷한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는 노조끼리
의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기업 중에서도 종업원의 인적 구성이 지역이나 직종 그리고 근무형
태 등이 상이한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선택이 용이해지고 대기업의 지불 능력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종업원들의 업무가 대체재보다 보완재적인 성격이 강
한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8) 이러한 경향은 현재 다
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항공산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의 속성이 다
른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이 조직 분리 등으로 신설 후발 노동조합에 협조적
인 태도를 보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 갈등을 피하면서 전체 조
합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나 조직 대상의 문제 등으로 경쟁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
갈등에 빠질 수 있다.
넷째, 상급 노동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고 조직 확대를
위해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복수노조 설립은 노동단체에 의해서 주도될 가
능성이 크다. 운동가가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을 때 노조의 설립으로 인해 얻는
편익은 크고 반면, 노조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설립이 상급 노동단체 차원에서 주도되면 어떤 사업장에 한 상급 단
체의 노조가 설립되면 다른 사업장에 경쟁 상급 단체가 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
동운동의 판도를 놓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기업에서의 복수노
조의 허용은 노동조합의 ‘공급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교섭창구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보면 노동조합들끼리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놓이는 경우보다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 노동조합
과 후발 노동조합이 모두 경쟁을 선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사용자
측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9) 제한된 파이를 나누어야 하고, 파
업을 벌이더라도 그 위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8) 근로자들의 업무가 보완적이냐 대체적이냐가 복수노조의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김태기(1993), Horn & Wolinsky(1988) 참조.
9) 전명숙 등(2006)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 내 복수노조로 노조의 교섭력이 떨어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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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끼리 이해관계를 정합(coordination)하거나 또는 노
동조합 간의 인수 및 합병 등의 형태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10) 또
한 상급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사용자 측의 대응과 노사갈등
복수노조하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교섭 방식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는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의 상호대응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다. 복수노조 설립
조건과 勞․勞․使의 이해관계 문제에 대한 이론으로는 김태기(1993), Nayor
(1995), Horn & Wolinsky(1988) 등을 들 수 있다. 복수노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시도되어 왔는데 영국의 자료를 실증 분석한 Machin, Stewart
& Reenen(1993)는 복수노조와 별도 교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 반면, Donson(1997)은 영국의 복수노조 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해 복수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
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사용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조합들의 행태와 교섭 방
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별개로 사용자 측과 협상을 하면
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경우 사용자 측은 부담이 커지겠지만, 거꾸로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보다 유리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
의 협력을 기대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복수노조는 근로자
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 측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
고 있어 복수노조의 설립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는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다.
10) 노동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이강국 등(2006))에 의하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장
기적으로 복수노조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복소노조 간 합
병으로 인하여 단일 체제로 갈 것’이라는 응답이 58.2%에 달하였고, ‘복수노조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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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피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사용자 측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을 요
구하고 동시에 노무관리의 강화에 나서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시대
의 사용자 측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과의 교섭비용이 증가한다
고 보고,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변하는 교섭구
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제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노무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요구할 것이다. 사용자 측은 이미 복수노
조를 허용하면 반드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요구
하고 있다.11) 셋째, 복수노조 허용 시 노조의 난립 등을 피하기 위해서 노조
설립의 요건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용자 측은 복수노조 허용으
로 노동조합이 난립되고 노동조합들과의 대화구조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하
여 노동조합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하고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노무관
리 비용을 가급적 줄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사용자 측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증가하고, 반면 작업 몰입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작업 규율을 강화하는 등 개별적 근로관계의 강화에 관심을
보다 더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
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이 복수노조 허용을 이용하여 여러 노동조
합들 가운데 특정한 노동조합을 음성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기존 노동조합 내
의 반대파를 활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해 노사갈등이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勞․
勞․使 갈등이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관행의 정착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1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행 노조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조합 운영의 현실을 고려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배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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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섭창구 단일화와 勞․勞․使 갈등 및 해결방안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축적되어 있다.12) 그러나 교섭창구의 단일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노사가 갈등에 빠져 있다. 노동
계는 단일화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경영계는
배타적 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노사에 중립적인 학계 등의 의견은 노동조합
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되 안 되는 경우 그 대안으로 과반수대표
제와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동조합에 완전
히 맡기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려는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동조합끼리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
협약 체결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갈등이다. 이 두 가지 갈등은 단계
별로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勞․勞․使의 이해관계
득실 때문에 발생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서 손해가 예상되는 소수 노동조합은 창구 단일화 자
체를 지연시키거나, 단체교섭에 들어간 다음 교섭의 진행을 방해할 인센티브를
느낀다. 반면, 다수 노동조합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노노갈등에서 주도권을 잡
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를 배
제하려는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창
구 단일화의 지연과 교섭 진행의 방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다수 노조가 소수 노
조의 이익도 공정하게 배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생긴다.
12) 이러한 점은 노사관계 선진화 논의 등에서 확인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고서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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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원리
복수노조 체제 준비의 당면 과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勞․勞․
使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어떠한 방안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부작용을 가장 적게 일으
키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 원리를 노사
관계에 적용하여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 각각의 방안이 가지
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13)
첫째,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간이나 돈 그리고 스트레스 등 갈
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즉 노사갈등뿐 아니라 노
노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이나 파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
어야 한다.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의 비용은 교섭비용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교섭비용은 협약체결비용과 협약관리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협약체결비용으
로는 교섭대표단의 구성, 협약체결에 걸리는 시간, 협약체결이 실패했을 때 발
생하는 파업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협약관리비용으로는 협약을 명문화하는 데
드는 비용,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들 수 있다.14)
둘째,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갈등해결의 결과와 절차에 대한 공
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체교섭
의 결과로 勞․勞․使 모두 자신의 이익을 공정하게 신장하고 뿐만 아니라 단
체교섭의 진행 과정에 자신의 요구나 주장을 반영해 절차가 정당하다고 느끼도
록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교섭이 끝난 다음 노노 간의
관계는 물론 노사 간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13) 갈등해결의 바람직한 원리에 대해서는 갈등 분야 연구자 사이에 공감대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태기(2007) 참조.
14) 협약체결비용과 협약관리비용 등 협약 관행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Reder & Neumann(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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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갈등의 해결방안을 당사자들이 스스
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
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체결된 협약을 勞․勞․使가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
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갈등과 해결방법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각각의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에서 자신의 이익을 어
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에 빠지기 쉽다.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
섭창구의 단일화에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법절차
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존립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단체교
섭에 있다고 할 때 각각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게임이론을 응용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합의를 하는 경우는 각각의 노동조
합들이 ‘경쟁’과 ‘협력’의 행동 중에서 ‘협력’을 선택한 반면, 합의를 하지 못하
는 경우는 ‘경쟁’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15) 두 개의 노동조합,
A와 B가 비협력적 게임(noncooperative game)을 벌이며 A와 B가 모두 ‘협력’
을 선택해야 자율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성공하게 된다. A나 B 어느 하나
가 또는 A와 B 모두 ‘경쟁’을 선택하는 경우 자율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실패하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 A와 B가 모두 경쟁을 선택하는 경우 내시 균형
(Nash 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되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A와 B 모두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 처하게 된다.
노동조합들이 자율적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노동조합 A와 B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의 단일화를 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
는 경우다. 이것은 반복게임(repeated game)을 하면서 협력에 도달하는 경우로
노동조합 사이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노동조합 A나 B중
에서 어느 하나가 조합원 수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소수 노조가 다
15) 갈등 문제의 게임이론적 접근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적용에 대한 소개는 김태기(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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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조에게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셋째, 노동조합 A와 B의 조
직대상이 완전히 달라 상대방의 이익추구 행위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경우이다.16)

3. 비례대표제하에서 갈등과 해결방법
비례대표제는 노동조합들이 조합원 비율 등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함으
로써 갈등을 줄이면서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단체교섭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수 노
동조합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이 교섭의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하에서 勞․勞․使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勞․勞․使가 단체교섭을 효
과적으로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섭의 지연문제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교섭의 지연은 노사갈등
까지 야기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비례대표
제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단체교섭은 사용자 측과의 협상뿐 아니라 노
동조합 측 내부의 협상이 중요하다.17) 사용자 측과의 협상, 즉 단체교섭은 부당
노동행위 제도 등으로 법에서 강제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파업권을 배경으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여 단체교섭을 촉진할 수 있지만, 노동
조합 측의 내부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는 미비하다. 교섭대표단을 구성
하는 복수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교섭 안건을 결정하고 요구 사항의 우선순위
와 수준을 조절하는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갈등이 지연되
더라도 사용자측은 그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교섭 지연의
문제뿐 아니라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등 협약의 관리
16) 그러나 실제로는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추구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17) 노동조합의 내부 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Walton & McKersie(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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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반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교섭대표단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노동조합의 요
구를 반영하다 보면 협약이 복잡해지고, 단체교섭이 끝난 다음에는 협약을 책
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쉽다. 교섭대표단이 일관성 있게
협약을 최종 정리하기도 어려워 나중에 협약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노사뿐 아니라 노노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과 요구를 골고루 해결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노
동조합의 난립을 조장하고 복수노조 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것은 구조적으로 교섭비용을 낮추기 어렵게 만든다.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하
나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므로 노동조합끼리의 경쟁구조는 교섭비용
을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를 누가 맡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해둘 필요
가 있다. 첫째, 노노갈등으로 인해 교섭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노동조합
스스로 노노갈등을 해결하고 협상을 촉진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교섭촉진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단체교섭 이후에 협약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행하고 협약의 해석 및 적용 등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의
시기 및 기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勞․勞․使의 사전 합의나 교섭 관행의
문제뿐 아니라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대한 협약 관행의 확
립이 필요하다.18)

4. 과반수대표제하에서 갈등과 해결방법
과반수대표제의 장․단점으로 교섭대표권의 확립으로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18) 비례대표제를 활용하는 프랑스 등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용만(1999)참조. 배타적 교
섭 방식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분쟁해
결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갈등 예방 기능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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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지만, 배제된 소수 노조가 불만을 느끼고 교섭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① 한 사업장에 복수로 설립된 노동조
합들의 조합원 숫자가 비슷해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② 직종 차이 등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기반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에 한 노
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
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첫째,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면 창구
단일화를 하는 데 따른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적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비슷한 경우 대표의 권한
을 둘러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이런 경우 투표로 교섭대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숫자의 확인 등 교섭대표 결정의 절차적 또는 부수적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다음에도 단체협약
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노동조합끼리의 갈등 때문에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 넷째, 이뿐 아니라 과반수대표제는 복수노조가 다수 노조 중심으로 하나
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수 노조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나. 조합원들의 직종 등이 상이한 경우
과반수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직종 등 이해관계 기반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단체교섭에서 공정하게 배려하
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하는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과반수대표제의 예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러나 이것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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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립을 야기하거나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사
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과반수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
음과 같은 과제를 누가 맡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툼을 신속하고 공정
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다수 노조가 공정대표의
무를 회피하여 단체교섭에서 소수 노조의 이익을 무시함으로써 소수 노조가 반
발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
요가 있다. 셋째, 조합원들의 직종 등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조
합이 사용자 측과 합의를 통해 별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관련
된 갈등해결 장치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복수노조 허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노동정책의 중요한 과제
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때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좋은 대기업에서 직종 사이의 성격 차이가
큰 경우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기업에서 정치주의 노
선을 밟는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비정치주의 노선을 따르는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하는 방안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들의 자율에 의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갈등해결의 바람직한 원리에 입각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안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대표

복수노조 갈등: 이론과 현실(김태기) 

215

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앉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노노갈등으로 교섭이 지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면, 과반수대표제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확실한 과반수
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를 통해서 교섭대표를 결정함으로써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원리 특히 교섭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반수대표
제로 인한 부작용의 크기가 비례대표제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된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교섭구조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반수(다수)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례교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19)
그러나 과반수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
선 복수노조에 대해서 과반수대표제를 통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
라도 교섭 단위(bargaining unit) 설정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교섭 단위의 설정
은 교섭의 효율성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는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이나 복수노조 문제의 경험이 많은 영국이나
미국의 정책 방향 등을 참조해 교섭창구 단일화 정책에 교섭 단위의 적정화 문
제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20)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勞․勞․使가 합의를 하면 다양한 교섭구조를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과반수대표제를 지원․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노사의 의식뿐 아니라 정부 특히 노동위원회
의 행정능력이 과반수대표제의 정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21) 특히 과반수대표제를 실행에 옮기는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게 만들고 이

19)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고서(2008)
참조.
20) 국제노동기구는 단일노조 체제가 근로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미국의 교섭단위 정책은 성격이 유사한 조직은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다
는 것이며, 영국의 도노반위원회 보고서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태기(1993) 참조. 우리나
라에서도 복수노조뿐 아니라 다수 노조까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박호환(2008)참조.
21)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승욱(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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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갈등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위원회는 자율적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최종 시점, 자율적 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그 대안으로 과반수대표제를 통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
는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반수대표제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교
섭창구의 단일화에 들어가면 노동위원회는 어떤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즉시 그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을 인정하도록 한다. 셋째, 과반
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 이견을 가지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유권 해석을 내린다. 넷째, 이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
회는 일단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즉
각 교섭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에 착수하고, 공정선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한다. 다섯째, 노동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
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
도록 한다. 여섯째, 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직종 등 이해관계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건
과 이에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 장치를 마련한다. 일곱째, 복수노조
허용으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부
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그 여부를 판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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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s of Multi-Unions: Theory and Reality
Tai Gi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conflicts due to multi-unions
and measures to resolve them. For this purpose, it predicts the extent
and sectors of establishments with multi-unions, the patterns of conflicts
related to major alternatives for union represent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effective measures to resolve such conflicts. It investigates
changes in union management relations as well as inter-union relations
using theories on union membership and growth, interactions between
unions and those between union and management using game theory and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on
multi-unions. The effect of the legal permission of multiple unionism to
raise union membership is not so big but certain sectors seem to be
affected severely such as large enterprises with high heterogeneity of
occupation among employees or with the existing union to purse political
unionism. Unless the organizational scope of the unions to represent an
establishment is separate, it is inevitable to devise institutions to
determine bargaining representation to prevent conflicts related to multiunions. Theoretically the self determina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on
by unions is desirable but it is hard to be implemented because of the
divisive situation of union movement. Even though both majority
representation and relative representation are alternatives to self
determination, the former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the latter
because the latter may cause conflicts due to union conflicts as well as
cost due to the delay of bargaining. Nevertheless majority representation
needs to be equipped with compliment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terest
of minority unions as well as to enable bargaining structure to be
flexible once unions and management agree.
Keywords : multi-unions, union representation, single table bargaining, union
membership, union-management conflict, inter-unio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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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박은정

본고는, 노조법상 대체근로허용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래서
먼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자
체의 개념과 규정체계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규정
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수유
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절차의 성격
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초가 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필수유지업무제
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의 문제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노조법
규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주된
네 가지의 논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적 문제들을 추가해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절차적 문제보다
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다.
핵심용어 : 필수서비스, 최소서비스,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협정,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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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편의상 ‘노조법’이라고 약칭한다)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법
의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서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열려져 있던 직권중재제도
에 대한 위헌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면서 필수공익사업
분야에서의 파업을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파업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
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노조법 제42조의 2)하는
위험을 배제할 것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를 설
계할 때 ILO의 필수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에 관한 개념과 외국의 관련 제도가
비교․검토되기는 하였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ILO 및
외국의 필수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와 관련된 개념 혹은 제도적 틀과는 많은 차
이가 있고, 또한 이미 몇몇 연구자의 연구1)는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이 차이를 밝혀내면서 우
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매우 필
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쟁점들을 찾아 해
결해 나가는 것이 목전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한편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발생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미 전제된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한 쟁의행위

1) 김기우․권혁,『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7; 문무기,「파
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조항의 법리적 해석」,『노동법학』제25호, 한
국노동법학회, 2007; 박제성,「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
무와 대체근로」,『노동정책연구』7 (3), 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준희,「필수유지업무제도
에 대한 법리 검토」,『노동정책연구』8 (2),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선수,「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국회대토론
회』자료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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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
란과 함께, 그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체근로허용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이견
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대체근로허용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
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면서 분석해 나가보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하는 순서는 우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제적 개념이 되고 있는 필수공익
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자체의 개념과 규정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필수
유지업무제도 관련 법규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관련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모
해 보고자 할 것이다. 두 번째 순서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규명해 보
는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볼 것이다. 세 번째 순서로는 필수유지업
무제도의 기초가 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순서로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
의 문제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를 검
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노조법 규정을 살펴보는 과정
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추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우선 논의의 범위를 절차적 문제보다
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싶다.

Ⅱ.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필수유지업무제도

1. 전제 개념으로서의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규정체계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용어가 법에 등장한 것은 1997년 노조법 제정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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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이전부터 긴급조정 및 직권중재의 대상으로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으
로 유형화되어 왔다. 현행법과의 차이라면 현행법에서는 “업무의 대체가 용이
하지 아니”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에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①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
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으로 규정하였지만 시내버
스와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2006년 12월 30일
의 법 개정으로 항공운수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아래의 현행법
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현행 법에서의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가운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
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의미한다(노조법
제71조). ① 내지 ⑤가 사업의 종류를 나타나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
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실질적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와 각 사업 시행의
근거법률을 기초로 특정 사업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노동부의 한 설명자료는 말하고 있다.2)
우리 법체계상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는, 적
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노동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특별히 요청되는 사업
분야이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게 되지만 그 서비스를 대체할 대
체재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정․폐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분쟁이 쟁의행위로
2) 노동부,『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안내』, 200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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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예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
를 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사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보완하는 수
단으로서 특별한 분쟁해결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개정 전 노조법은 이 요구
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대한 긴급조정제도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라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수용하고 있었다. 이때의 직권중
재제도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직권중재제도가 노사의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한편,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법은 국내외적 요구에 밀려 노동위원회에 의한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부 장관에 의한 긴급조정제도만을 남겨두었다. 공익사업
가운데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을 특화시킨 것은 직권중재회부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현재 필수공익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노조법 제72조 제2항은 법체계상 필요가 없는 조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
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필수유지업무의 개념과 규정체계
필수유지업무란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전제하면서, 필수공익사
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
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
로 노조법은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42조의 2 제1항).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업
무의 범위는 노조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3)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는 필수공
익사업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개념 요건 가운데 ‘국민경제의 저해성’과 함께
‘업무대체의 비용이성’이라는 요건이 탈락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정․폐시 공중의 안전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업무를 대체할 적절한 대체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 대체의 비용
3)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1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제22조의 2 관련).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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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한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
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이를 위반하
여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노조법 제89조). 그러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
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
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필수유지업무협정’
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
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노조법 제42조의 3). 이 필수유
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
청해야 하고(노조법 제42조의 4 제1항, 위반시 벌칙규정은 없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노조법 제42조의 4 제2항). 이와 같은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이
있게 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
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
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
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
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노조법 제42조의 6).

다.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교차
위와 같은 직권중재제도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모두 ‘공익’과 ‘쟁의행위권’4)
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양 제도는 시작하는 출
4) 엄밀하게 말하면 ‘쟁의행위권’보다는 ‘단체행동권’이라고 해야 하지만, 우리 법체계상 근로
자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으로 협애화(狹隘化)되고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아닌 ‘쟁의행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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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점이 다르다. 직권중재 등 강제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는 쟁의행위를 사전적
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분쟁해결제도
가 다 그러하기는 하겠지만) 강제적 노동분쟁해결에 대한 요청이 시작되는 출
발점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사전적으로 금지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조력을 통
해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쟁의행위로 발전하는 것
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 강제적인 분쟁해
결제도의 대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이 설정했던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범위는
쟁의행위가 제한되어야 할 사업 분야가 아니다. 노동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됨으
로써 쟁의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
하게 일정한 목적의 달성(그 대표적인 예가 ‘공익’일 것이다)을 위하여 쟁의행
위를 금지해야 하는 업무 내지 사업의 분야보다 훨씬 더 포괄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강제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가 우리나라
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직권중재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분야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면서 직권중재권이
남용됨으로써 사실상 단체행동권 내지 쟁의행위권을 무의미하게 한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수품조달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
된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쟁의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제
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정주의
에 기초하여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은 노조법 제41조 제2항과 같이 구
체적이지 못하다.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이 규정의 목적 자체가 제한의 대상이
아닌 예방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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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이는 일정한 업무에서
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5) 그리고 여기에서 필수유지업무라는 개
념이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쟁의행위권 제한의
법리가, 특정한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대상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이 필수유지업무제도에 원용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
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
는 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는데, 필수공익사업이라
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서 양 개념의 혼란 내지 차이의 무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현행법이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을 요청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국한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더더욱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이 전제될 필요가 없이, 비록 현실적
으로는 큰 차이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한 사업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규정할 수 있지 않을
까?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법개정안이 처
음 도출되었던 2003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직권중재제도와 함께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노조법 제43조 제3항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허용 조항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의 기본 취지가 쟁의행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익과 쟁의행위권의 조화로운 보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예를 들어, 이준희, p.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쟁의행위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
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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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가.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
현행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하고 있다(제
43조 제1항).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노동관계 당사
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체근로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런데 현행 법은 이 대체근로금지의 원칙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의 경
우에는 관철되지 않음을,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및 제4항). 이 대체근로허용 조항에서 사용
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위 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
근로허용 조항이 새롭게 탄생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나 그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 대체근로와 필수유지업무제도
한편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별도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
위 발생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였다. 즉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노조법 제43조 제3항, 제4항). 이때 파업참가자
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노조법 시행령 제22
조의 4).
그런데, 법 규정 체계상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허용 조항은 앞선 필
수유지업무제도와는 별개이다.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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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군락을 이루게 했고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조항은 제43조이기 때문에, 형식적 체계상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도 대체근로 조항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별개의 법
제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기초하여 일정
한 수준으로 쟁의행위권을 제한받는 필수업무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
하여 사용자는 제43조에 기초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견해로서, 제43조 제3항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의하여 일정하기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대체근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실정법적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6)고 보는 견해와, 필수유지업
무제도가 작동됨으로써 대체근로를 할 만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없기 때
문에 “필수유지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에서만 대체근로가 허용된다”7)고 보
는 견해가 있다. 양 견해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필수
유지업무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대체근로허
용 조항이 쟁의행위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이 강
조되고 있다.
법률체계의 형식상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허용 규정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는 것은 필수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수유지
업무제도와 대체근로허용 조항이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규
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
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이
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충분히 정당하게 유지․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6) 문무기, p.33; 이준희, p.89도 같은 취지로 적고 있다.
7) 박제성, pp.162～163; 김선수, p.65 이하에서도 같은 취지로 적고 있다. 권영국,「토론문 :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대체근로 규정 도입의 문제점」,『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국회대토론회』자료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
동조합 주최), 2008, p.94 이하에서는 대체근로허용 자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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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고려한 쟁의행위권의 사전적 제한이다. 반면 대체근로허용 규정은 쟁의
행위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제한이다. 긴급조정제도라는 사후적 제한장
치가 또한 이미 존재한다.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
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
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면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긴
급조정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대체근로를 인정해야 할 논리적 타당성은 쉽
게 발견할 수 없을 듯하다.

다. 대체근로의 허용 범위와 쟁의행위
대체근로허용 규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43조 제
3항은 “‧‧‧‧‧‧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라고 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3조 제4항은 “‧‧‧‧‧‧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제3항의 쟁의행위가 곧 제4항의 파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항의 쟁의행위 가운데 특히 제4항의 파업에서는 대
체근로의 비율이 제한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제43조 제4항 위반에 대해서
는 노조법 제91조가 벌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50 이내로 대체근
로가 제한되는 것은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석하는 것이 법정합적 해석일 것이라고는 생각된다(즉 제3항의 쟁의행위 가운
데 특히 제4항의 파업에는 대체근로의 비율이 제한된다).8) 그런데 이렇게 해석
하게 되면, 한 연구자의 논문에서 들고 있는 예를 빌리자면9), 지하철이나 철도
에서 검표 업무를 게을리하는 형태의 태업은 시민에게 아무런 불편도 초래하지
않으며 어떠한 공익도 침해하지 않고 단지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뿐이
다. 법문대로라면 이런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대체근로가 전
면적으로 허용되게 되는데, 이때 대체근로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
8) 박제성, pp.163～164도 같은 취지로 적고 있다.
9) 박제성, p.164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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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
하기 위해서는 제3항의 쟁의행위가 곧 제4항의 파업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
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행 법의 규정체계상 부정확한 해석이다. 어떤 방
향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법해석권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보
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과 노동위원회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
현행 노조법은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이를 통해 쟁의행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특정 조합원의 쟁의행위권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연구자
에 따라서 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도 하고10) 단체협약 이외의 별도의 협정으로
보기도 한다.11)
그런데 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의의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성격을 규명할 실익이 없다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보는 입장과 단체협약 이외의 별도
의 협정으로 보는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보는 입장(단체협약 긍정설)에서 말
하는 논리의 주된 근거는 ① 필수유지업무의 체결 주체와 체결 방식만을 놓고
보면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 체결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서 체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일반 단체협약 법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② 어떤 제도의 향유 요건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입법례(예, 프랑
10) 박제성, p.151 이하; 유성재, p.388 이하; 문무기, p.27.
11) 이준희, p.94 이하; 김선수, p.56 이하. 제7판에서는 별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던 임
종률 교수도 2009년 개정판(제9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임종률,『노동법』(제8판), 2009,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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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오브리법)가 있고, ③ 노동위원회의 개입이 (비록 신청의무가 부여되고 있
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진행되더라도(심지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개입을 즉
시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사의 협약 체결의 자유는 여전히 노사의 수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12)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
약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노조법상 단체협약법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에도 적용
이 된다고 보게 되기 때문에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신고의무, 행정관
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게 된다.
반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이 아닌 별도의 협정이라고 이해하는 입
장(단체협약 부정설)의 논리적 근거는, ①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보
아야 할 실정법적, 현실적 근거나 필요가 없다는 점,13) ② 작성 방식과 효력 요
건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③단체협약
은 노사자치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사에
게 체결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노사가 자치적으로 체결하지 못하면 쌍방 또는
일방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④ 단체
협약은 사업의 성질에 불문하고 적용되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등이다.14)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단체협약에 관한 노조법의 법리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적용
되지 않고, 유효기간 또한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결국 양 견해는 노조법의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곧 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혹은 그러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 오히려 그 차이
는, 위 양 견해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결과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의 근거와, 해당 조합원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12) 박제성, pp.153～154.
13) 김선수, p.56.
14) 김선수, pp.56～57; 이준희, pp.94～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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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이해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할 조합원의 근로제공 의무는 노조법 제42조의 2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부터 도출된다. 바꿔 말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할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는 근거가 단체협약으로서 필수
유지업무협정이 되는 것이다.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수행지
시를 받고도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노
조법 제92조 제1호 바목(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며, 조합원의 근로제공 의무위반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이 저해되게 되면 제89조 제1호의 벌칙도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이중처
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이해하지 않
으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근로제공 의무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자체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노
조법 제42조의 2에서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
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제89조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된다.
한편, 단체협약 긍정설의 입장에 기초하게 되면 노조법 제42조의 4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권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단체협
약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체결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 긍정설은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의무란 것
은 법에서 규정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노사의 자율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러한 협정을 체결하라는 법의 주문”이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협
정의 체결 의무와 일반 단체협약법상의 단체협약 체결의 자유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단체협약 법리에 대한 고민을 요청
한다.15) 단체협약 부정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을 단체
협약이라고 파악하는 견해의 진정한 의도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단체협약 긍
정설은 현행 법체계상 잇따른 쟁점들을 다시 양산해 낸다. 그래서 단체협약 긍
정설은 단체협약 부정설에 비하여 현행 법체계상 상당히 불합리하게도 보이는
15) 박제성,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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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위와 같은 논리적 구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
적 성격을 단체협약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된다.
필자는 일단 필수유지업무협정이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비록 특정한 사업의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제한의
1차적 주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의 기본
적인 취지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집단적 노
동관계법제를 관통하는 노사의 집단적 자치원리에 기초하여 필수유지업무 분
야에 대한 쟁의행위권 제한의 법리를 협약자치의 원리로부터 다져나가고자 한
것이고, 이 취지를 침해함이 없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해석방향은 단체협약 긍정설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협약자치의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권은 필수
유지업무협정 체결에 대한 협약자치원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만 국
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으로 해석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곧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게 할 이유가 되지는 않
는다고 생각한다. 본래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
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

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의 신청권자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권중재제도에 대
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도입된 것이고, 그래서 직권중재제도가 지녔던 문제점
(주로 노사자율교섭의 침해 및 쟁의행위권의 원천적 박탈)을 극복하였다는 전
제를 충족시켜 줄 것이 기대되었다. 실제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는 노동관계 당
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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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된다(제42조의 3).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위 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 노
동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
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결정을 신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42조의 4 제1항). 필수유지업무에
서의 쟁의행위가 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제42조의 2 제2항),
이 쟁의행위권 제한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마련된 것이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
적 교섭에 의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노동위원
회가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갖는 것은 자율적 교
섭이 교착상태에 이름으로써 교섭의 전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인데, 노동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결정례에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
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신
청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
을 다하지 못한 경우로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하기는 하였지만16), 이는 법체계상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신청권을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나. 필수유지업무 부(不)결정과 쟁의행위
현행 법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필
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에 정해진 모든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
원이 정해지지 못하게 되었을 상황에 대한 방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하지도 못했고 노동

16) 부산지노위 2008. 3. 25. 2008필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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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법에서는 노동위
원회가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해당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 전체에 대한 쟁의행위권이
제한된다고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수유지업
무분야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수유지업무 분야에서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된
다면,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
지 또는 방해”했는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아닌) 적법성이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목적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 전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에 의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에 준하여 필수유
지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Ⅳ.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서비스/최소서비스

1. 필수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의 개념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초 개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ILO 결사의 자
유위원회 보고서로부터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의 개념은 필수유지
업무와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일정한 업무의 중단이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필수서
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상조치를 수반한다는 전제하에서17) 파업권의 제한
17)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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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금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파업이 금지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
여 그 기준은 시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명백하고도
급박한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8)
그리고 이와 함께 필수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의 특수
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수서비스라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
하고 있다.19) 다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의료, 전력공급, 수도공급, 통신,
경찰 및 군대, 소방서비스, 공영 또는 민영 교도소, 학교 청소 및 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 서비스, 항공관제 서비스 등이 필수서비스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20)
한편,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는 위 ‘필수서비스’ 이외에 ‘최소서비스
(minimum (operational) service)’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소서비스란, 파
업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로서, 위 필수서비스에는 해당
하지 않지만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이 위태롭게 된다거나 공중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등의 이유로 파업기간 중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21) 즉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①그 중단이 시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서비스(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②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는 아니지만, 파업의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시
민의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위협하는 긴급한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서
비스, 그리고 ③ 기본적 중요성을 가진 공공서비스 등22)을 그 예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최소서비스는 파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또는 전면적인 금지가 적절하
지 않은 경우에, 대다수 근로자들의 파업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거나 설비가 안
전하게 또는 중단 없이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에

18)
19)
20)
21)
22)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2006, p.595.(이하 편의상 이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이라고 쓴다)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581.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582.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585.
노동부,『공익사업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06년 노동부 학술연구
용역보고서(연구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문무기), p.17.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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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23)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최소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24).

2.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서비스/최소서비스
이상과 같은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필수서비스
는 파업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최소서비스는 파업
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업무의 지속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필수서비스는 ‘유형적 표현’이고 최소서비스
는 ‘개념적 표현’으로서, 필수서비스는 이러저러한 서비스들을 아우를 때 사용
하는 표현이고, 최소서비스는 어떠어떠한 제도적 틀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
현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는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반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최소서비스의 개념과 가깝지만, 최소서비스 개념을 접근
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들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한다.25) 하지만
다른 연구자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가 수행되는 각 업무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결사의 자
유위원회가 말하는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가 혼재된 것으로서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26)
이 논의의 실익은, 단지 언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유지업무의 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위 첫 번째 견해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받아들인 파업권 제한의 틀 안에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
무제도가 포섭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직권중재제도와 같은 국제노동기준 위
반의 문제라든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
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벗어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23)
24)
25)
26)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607.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FA, p.608.
박제성, p.148.
이준희, pp.87～88.

240 

노동정책연구․2009년 제9권 제2호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용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념을 필수서비스나 최소서비스와 비교하여 풀이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두 견해의 차이는 결국 그 논의의
목적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논의의 실익은 파업권 제한이 가능한 필수유지업
무의 범위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았다. 필수서비스나 최소서비스의 개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기본
적인 개념의 틀로만 이해를 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개념에는 필수
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양 개념이 모두 들어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필수서
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개념 기준에 비추어 필수서비스 부분에 대한 파업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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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최소서비스 부분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과잉침해로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27)
아울러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에서 제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권리의 내
용은 파업권이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 파업권을 일반적인 쟁의행위를 대표
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쟁의행위의 유형 가운데 특히 파업권에 대
해서만 제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쟁의행위의 유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업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파업 이외의 쟁의행위 유형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은 원천적으
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파업권이
아닌 쟁의행위권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Ⅴ.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
하는” 쟁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진다고 규정한다.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발생하기만 하면 이러한 벌
27) 참고적으로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시행령의 필수유지업무를 필수
서비스 및 최소서비스와 최소한의 형식적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교차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노동부,『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안내』, 2007, p.23 이하).
업무의 종류
1. 철도․도시철도
2. 항공운수사업
3. 수도사업
4. 전기사업
5. 가스사업
6. 석유정제․공급사업
7. 병원사업
8. 혈액공급사업
9. 한국은행사업
10. 통신사업

필수서비스
최소서비스
×
○
관제․보안
항공운송
○
○
○
○
×
○
×
○
○
○
예시된 범위 안에 없음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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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 다
만,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위 형사처벌규정 자체가 필수유지업무 담당 근로자
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한다.28) 그러나 노동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제한의 대상이 정해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만 하면 쟁의행위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쟁의
행위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게 되었
을 때 작동이 되는 제한의 법리임을 전제한다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
해하였다는 위헌의 논란은 어느 정도 피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적정성과 처벌 수위의 과중함의 문제까지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근로
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결과 발생을 기다릴
것 없이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29) 타당하지 않다.30)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헌
법상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①쟁의행위권 제한을 정당
화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② 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
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과 쟁의행위
위 ①의 논점과 관련하여 “정당한”이라는 요건이 모호하여 “처벌법규의 내용
을 형성할 권한을 노사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31)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리
28) 김선수, p.48.
29) 이준희, pp.109～110. 다만 이 견해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 있다(각주 71).
30) 같은 견해로 김선수, p.62; 박제성, p.150.
31) 박제성, p.151(헌재 1998. 3. 26. 96헌가20 결정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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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노동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 노동위원
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의 정지 등을
처벌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유지․운영의 내용을 노사의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지적한다.32)
그런데, 첫 번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일정
한 행위를 규정하는 법조문에서 ‘정당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당한’이라는 용어는 사
용이 되고 있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하지 않은 해고제
한규정,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위 규정 등).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입법 태도가 옳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일정한 행위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상대적 가치개념으로서의 ‘정당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노조법 제4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이라는 개념에는 문제
가 있다. 노조법 제42조의 5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위
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정당성의 기준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
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실제 그리고 제42
조의 3에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이 쟁의행
위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
을 노사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3. 필수유지업무와 죄형법정주의
②의 논점은,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필수유지업무
32) 박제성,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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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근거를 시행령 규정으로부
터 발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벌법규를 시행령에
위임할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3)에 필수유지업무가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 그래서 각 사업에 특수한 필수유지업무를
정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부득이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설
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앞선 사정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지기 힘들
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
고 있다고 보는 찬성론이 있다.34) 그리고 노조법이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시
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것을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로서 모법인 노조법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형벌의 종류와
상한․하한의 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뒤에 시행령에 세부 내용의 규정을 위
임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반대론이 있다.35)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 또한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이 왜 노조법에 포
함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인지 쉽게 이
해할 수 없다. 아마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필수유지업
무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차
차 수정해 나가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러한 편의주
의적 사정도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 시
행령에서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은, 그러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3) 헌재 1998. 3. 26. 96헌가20 결정.
34) 김선수, p.49; 박제성, p.150.
35) 이준희,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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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오며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한 규정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노
동위원회에서의 결정 절차상 문제 및 이의제기 절차의 문제, 노동위원회 결정
의 성격에 관한 문제 등, 보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대한 국내 논의는 매우 미미하고,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
들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체결방식과 같이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정당성을 전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한적인 범위에
서나마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규정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현행 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절차
적 문제들을 추가한다면,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법적으로 기존의 직권중재
제도보다 훨씬 더 문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컨대, 우리나라 노동법 학계에서 아직까
지 공익과 쟁의행위권의 관계 및 그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향후의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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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of
TULRAA
Eunjeong Park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xiting laws of Korea
concerning 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ncluding the
provisions permitting replacement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concepts and
systems of provisions of the essential public works and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themselves to understand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as well as to verify adequacy of the
laws concerning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econdly,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ecision procedu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hich kicks in when agreements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s not concluded. Thirdly,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essential service and the minimum
service of ILO forming the basis of the minimum-services-to- bemaintained system, and thereby checks whether the current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atisfie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nally, it studies the problems of essential service and criminal liability
and the laws concerning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violat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ll of these problems are to be
raised when checking the existing provisions of 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analyze
various complex procedural problems apart from four of the main issues
pursued in this paper. This paper, however, sets limits on the range of
discussion to focus on the problems other than the procedural ones.
Keywords : essential services, minimum services, 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greements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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