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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법제는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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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실무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도에 한정하
여 먼저 살펴보았다. 나아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해고법제가 노동시
장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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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경영상 해고란 해고의 사유가 사용자 측에 있는 해고, 즉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를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경영상 해고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해고의 일종이고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
고제한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약칭함)
에 경영상 해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판례와 학설에 의해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이른바 4요건이 제시되었고1), 현행 근
기법의 규정은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법 제24조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실체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3요건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2) 이러한 경영상 해
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함이 없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사용
자에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 관념에는 징계․일반 해고에서와 같이 근로
자보호사상이 일차적인 명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영상 해고
의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고를 단행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 판례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
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립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 해고회피 노력의무는 그 내용 구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예컨대 신규채용금지, 배치전환, 희망퇴직 실시 등)은 양 측면 모두에 걸쳐진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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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긴다면 다수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해 소수 근로자의 직장 상실이라는 관계
에서 근로자보호 관념과도 결부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3)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의 의미를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보호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인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존립보호가 제1차적 요소로 등장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기법 제2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징
계․일반 해고와는 동일한 평면 위에 있는 제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4) 이
와 같이 기업의 존립보호를 위하여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 없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인원정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용자의 경영 운영상의 결정
이 자의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해서 법적 규
제와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5)
이 글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경영상 해고의 인정기준이 실제에서 어떻
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약칭함)에서 이
루어진 판정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운용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실
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
도에 한정하여 먼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해고법
제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미, 즉 경영상 해고법제가 경직되게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해고의 법제도적 측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이외의 다른 면에 원인
이 있는지를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2. 조사 분석대상 및 방법
경영상 해고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그 중에서도 서울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이 그러하다.
4) 박종희,「개정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노
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pp.98~100 참조.
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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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룬
해고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중 재심판정에 들어간 중앙노동위원회 그리
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전체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
을 경우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나, 주어진
여건의 제약에 따라 전체를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사
에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사건, 그 중에서도 2002년 7월부터의 사건들로 한정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연도도 본 연구의 제약 사정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바, 2002년 하반기부터 2010년 전반기까지 8년간 이루어진 서울지노위 판
정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서울지노위
에서 행한 2002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판정례를 대상으로 하되
중노위의 인터넷 노사마루에 등재된 해고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
게 하다 보니 노사마루에 최근 판정례는 판정문 전문이 등재되어 있으나 2004
년 이전 판정례에는 판정문 전문은 없고 판정 요약본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
서 판정 요약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하거
나 확인 가능한 사항만을 참조하였다. 조사의 기준 연월은 사건 발생일 즉, 해
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6) 따라서 2002년 7월~2010년
6월까지 발생한 해고사건 중 서울지노위에서 판정한 부당해고 관련 판정례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노사마루에 등재된 판정례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2010년 6월까지 발생한 해고사건이나 조사 시점 당시 아직 판정되지
않았거나 노사마루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6) 법률 제8372호로 2007년 4월 11일 개정시 부칙 제11조(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적용례)
에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
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
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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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

a)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0호로 근기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
정’에 관한 제31조의 규정 및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던 부칙 제1조 단서
(1997. 3. 13. 법률 제5209호)를 개정 및 삭제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변경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판례와 학
설을 수용하여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한 4요건이 입법화된 것이다. 즉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입법화된 것이며 이 요건 중 하나라
도 결할 경우에는 요건 흠결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된다
(근기법 제24조 제5항). 입법화 이전의 판례는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4가지 사
항을 정당성 판단의 요건이 아니라 판단의 요소로 보았으며, 특히 근로자 측과
의 사전협의 절차에서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7)
입법화된 이후에 판례는 입법화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그 요건
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하고 있지만 그 판단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는 4가지 사항
을 판단 요소로 보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
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등 :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
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
호의 관점에서 근로자 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정리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
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 조항이 없으며 또
해고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
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
용자가 근로자 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
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8)고 하여,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사항을 ‘요건’이 아니라 종합적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판단의 ‘요소’로 파
악하고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2002년 “근로기준법 제31조(현 제24조) 제3
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
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이유에서인바”라고 판시9)하여 3, 4번째 사항을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
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고, 사전협의 절차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
에서 규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2003년 사전협의 기
간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2003년에 사전협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현 제24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 실
시 60일(현 50일) 이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 근로자
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이
고,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
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
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
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
693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인원감축 대상인 3급 이상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 전 사업장에 걸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은행이 위 조항의 문언이 요구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
리해고의 대상인 3급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
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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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10)는 판결이 나온 이래로 사전협의 기간뿐
만 아니라 사전협의의 주체로서는 근로자 대표 및 사전협의 의무에 대한 판단
이 대폭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1) 2006년 판례12)에서는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
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
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과반수 미달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
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근기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명시된 각 요건들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성실하게
협의’는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는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사전협의의 주체(근로자대표), 내용 및
기간은 명문으로 근기법 제24조 제3항에 입법화되었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제23조 제
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가 입법으로 명문화된 경영상 해고의 ‘4요건’을 종합적 고려하는 측면에서 판
단의 ‘요소’로 파악하고, 사전협의의 주체, 내용 및 기간을 유효 요건이 아니라
고 해석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초월적 법형성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적 개선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판례가 60일이든
50일13)이든 사전협의 기간을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법 해석
10)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
여, 공단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단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
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온 사우회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후, 정리해고 기준에 관하여 부당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 기준을 합의하여 결정한 이상, 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정
리해고는 근로자 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
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단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60일의 사전통보 기
간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으며,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1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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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b)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합의,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이14) 체결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이 문제시된 바 있다. 최근의 대법원
은15)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실
시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16)을 유지하였
다. 인수 예정자 A가 대상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인수 후에 인
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특별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
결하였으나 A가 인수 후에 이러한 합의를 어기고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사안
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
시할지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는 원칙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
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고
전제한 뒤, 위 조항은 첫째, 인수 예정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사용자가 되는 것
을 전제로 스스로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
로 한 것이며, 둘째, 이는 고용안정협약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
한 정한 부분(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회사 인수 후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
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 변경이 있어 협약
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서 특별 단체교

13) 2007. 1. 26. 개정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법률 제8293호로 사전협의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후술하도록 한다.
14) 여기서 고용안정협약은,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주로 구조조정을 할 시에 노동조합과 사용
자가 합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
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별도의 합의서 내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으로 체결된 것을 통칭하도록 한다.
1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7526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18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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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합의서 중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효력을 배제할 특별
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바,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안정협약 체결
당시에 비하여 급격한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바 “고
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한 이상 경영상 해고의 구체적
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금번 법원의 판단은 종전 대
법원의 입장을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17) 고용안정협약
의 법적 성격, 유효성과 그 유효성의 한계로서 효력 배제 사유를 구체화시켰다
는 데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평가된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이와 관련된 서울지노위
의 판정례를 분석하거나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노동위원회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58138 판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
43278 판결 : 심리 불속행 기각). “고용안정협약에 기재된 ‘D자동차 노사가 향후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분은 당해 규정의 전단에 기재된 ‘회사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인력재배치 등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에 비추어볼 때에 소정의 기간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으
며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무조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단정하여 해석하기
는 어려운 데다가, 앞서 본 사실과 같이 그 직후에 회사를 둘러싸고 전개된 상황이 급
격한 변화를 맞이하여 장기간 진행되어 오던 외국 대기업과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고 채
권자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어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통상적인 예상을 크게 벗어나 회사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하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에 이루어진 고용안정협약
의 정리해고 미실시 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당초
에 이루어진 고용안정협약에 기재된 문언 내용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결과에서는 서로 다르게 판단하였지만) 금번에 대법원
판단이 이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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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 현황 및 실태

1. 경영상 해고건수 및 구제율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지노위에서 판정한 해고사건 총 2,703
건 중 경영상 해고건수는 총 128건(4.7%)으로 징계․일반 해고의 2,575건에 비
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이는 경영상 해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적음
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영상 해고가 실제 일어나도 법적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 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도 한다.
고용보험의 이직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를 보면(표 1 참조),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자’ 123,265명으로 전체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6.2%를 차지하다가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 경기가
회복된 2002년 28,853명으로 0.8%로 최저를 기록한 이래 다소 증가되어 2009
년 현재 74,439명으로 1.6%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명예퇴직 및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 1998년 256,096명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4년 484,018명으로 14.4%에서 2008
년 677,189명 15.2%, 2009년 840,872명 17.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경영상 해고가 실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경영상 해고법제가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상 해고를 이용하기
보다는 명예퇴직 및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가 입법화된
1997년 이래 경기변동을 제외한 법제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18) 경영상 해
18) 판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도 측면에서도 완화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요건 판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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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998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반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은 줄곧 증가하
는 것을 보았을 때, 경영상 해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해고법제가 현실에 별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표 1> 이직 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추이
(단위 : 명, %)

전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392,542
(100)
1,983,688
(100)
2,499,662
(100)
2,981,558
(100)
3,234,745
(100)
3,404,669
(100)
3,394,502
(100)
3,364,005
(100)
3,720,733
(100)
3,860,139
(100)
4,061,173
(100)
4,453,152
(100)
4,722,915
(100)

전직․ 결혼․
자영업 출산․
거주지
변경․
가사
사정
1,001,691 27,998
(71.9) (2.0)
1,052,798 44,654
(53.1) (2.3)
1,277,837 100,570
(51.1) (4.0)
1,206,397 113,711
(40.5) (3.8)
1,060,729 101,750
(32.8) (3.1)
1,076,833 101,830
(31.6) (3.0)
871,260 103,492
(25.7) (3.0)
689,308 89,279
(20.5) (2.7)
669,277 85,463
(18.0) (2.3)
637,765 84,781
(16.5) (2.2)
624,860 83,402
(15.4) (2.1)
612,027 83,794
(13.7) (1.9)
512,600 75,368
(10.9) (1.6)

질병․ 징계 기타
회사 기타
부상․ 해고 개인사정 이전등 회사
노령
근로조 사정에
등
건변동 의한
퇴직

17,380
(1.2)
22,917
(1.2)
46,301
(1.9)
53,328
(1.8)
53,176
(1.6)
58,706
(1.7)
63,445
(1.9)
65,263
(1.9)
70,914
(1.9)
76,860
(2.0)
78,438
(1.9)
83,319
(1.9)
82,399
(1.7)

6,226
(0.4)
10,590
(0.5)
12,592
(0.5)
12,022
(0.4)
10,639
(0.3)
11,195
(0.3)
11,100
(0.3)
10,199
(0.3)
8,457
(0.2)
7,532
(0.2)
6,907
(0.2)
6,215
(0.1)
5,667
(0.1)

0
(0.0)
31,455
(1.6)
290,966
(11.6)
889,576
(29.8)
1,136,869
(35.1)
1,360,392
(40.0)
1,385,421
(40.8)
1,393,792
(41.4)
1,588,064
(42.7)
1,707,529
(44.2)
1,843,805
(45.4)
1,980,851
(44.5)
1,936,277
(41.0)

0
(0.0)
27,806
(1.4)
59,879
(2.4)
40,614
(1.4)
42,267
1.3)
37,210
(1.1)
42,447
(1.3)
45,113
(1.3)
42,926
(1.2)
40,994
(1.1)
39,315
(1.0)
38,703
(0.9)
48,290
(1.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2,240
(1.6)
256,096
(12.9)
245,918
(9.8)
255,756
(8.6)
379,432
(11.7)
336,488
(9.9)
397,332
(11.7)
484,018
(14.4)
537,005
(14.4)
543,809
(14.1)
576,141
(14.2)
677,189
(15.2)
840,872
(17.8)

폐업․ 경영상 정년
도산․ 필요에 퇴직
공사 의한
중단 퇴직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종료

75,297
(5.4)
139,440
(7.0)
112,180
(4.5)
134,237
(4.5)
168,948
(5.2)
169,916
(5.0)
236,309
(7.0)
172,644
(5.1)
199,360
(5.4)
200,683
(5.2)
196,762
(4.8)
246,577
(5.5)
201,851
(4.3)

25,096 189,132
(1.8) (13.6)
52,230 206,282
(2.6) (10.4)
165,386 93,875
(6.6)
(3.8)
209,445 13,432
(7.0)
(0.5)
212,437 18,352
(6.6)
(0.6)
196,699 13,816
(5.8)
(0.4)
215,560 15,320
(6.4)
(0.5)
315,239 30,577
(9.4)
(0.9)
397,072 49,877
(10.7)
(1.3)
422,326 58,620
(10.9)
(1.5)
487,855 23,071
(12.0)
(0.6)
586,650 30,483
(13.2)
(0.7)
892,275 29,056
(18.9)
(0.6)

14,963
(1.1)
123,265
(6.2)
80,557
(3.2)
39,608
(1.3)
36,652
(1.1)
28,853
(0.8)
39,144
(1.2)
52,836
(1.6)
54,594
(1.5)
59,681
(1.5)
78,702
(1.9)
83,477
(1.9)
74,439
(1.6)

12,519
(0.9)
16,155
(0.8)
13,601
(0.5)
13,432
(0.5)
13,494
(0.4)
12,731
(0.4)
13,672
(0.4)
15,737
(0.5)
17,724
(0.5)
19,559
(0.5)
21,915
(0.5)
23,867
(0.5)
23,821
(0.5)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사유
및 분류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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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지노위에서 경영상 해고를 다투어 판정
한 사건 128건 중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행한 사건은 92
건으로 71.9%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기각된 사건은 30건으로 23.4%
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징계․일반 해고에 비하여 높
은 구제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각하율은 현저히 낮다(표 2와 표 3 참조). 이
의 원인은 후술하는 구제명령을 행한 사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분석은 가능할
것이다.
<표 2> 경영상 해고의 수 및 구제율 등
(단위 : 건수, %)

사건 수

2002. 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전체

전부인용

전부기각

전부각하

8

5

2

1

(6.25)

(62.5)

(25.0)

(12.5)

14

13

-

-

(10.9)

(92.9)

21

17

4

(16.4)

(81.0)

(19.0)

14

10

3

(10.9)

(71.4)

(21.4)

10

10

-

(7.8)

(100.0)

-

일부․인용․
기각․각하

-

전체

8
(100)

1

14

(7.1)

(100)

-

21
(100)

1

14

-

(7.1)

(100)

-

-

10
(100)

18

9

8

(14.1)

(50.0)

(44.4)

22

15

6

(17.2)

(68.2)

(27.3)

15

8

6

(11.7)

(53.3)

(40.0)

6

5

1

(4.7)

(83.3)

(16.7)

128

92

30

1

5

128

(100.0)

(71.9)

(23.4)

(0.8)

(3.9)

(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

1

18

(5.6)

(100)

1

22

(4.5)

(100)

1

15

(6.7)

(100)

-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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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징계․일반 해고의 수 및 구제율 등
(단위 : 건수, %)

2002. 7
2003
2004
2005
2006
2007
1~ 6
7~12
2008
2009
2010. 6
전체

사건수
119(4.62)
243(9.44)
281(10.91)
294(11.42)
270(10.49)
352(13.67)
138(5.36)
214(8.31)
426(16.54)
464(18.02)
126(4.89)
2,575(100)

구제
41(34.5)
116(47.7)
131(46.6)
124(42.2)
102(37.8)
138(39.2)
54(39.1)
84(39.3)
151(35.4)
138(29.7)
30(23.8)
971(37.7)

기각
64(53.8)
90(37.0)
110(39.1)
125(42.5)
118(43.7)
156(44.3)
67(48.6)
89(41.6)
195(45.8)
210(45.3)
64(50.8)
1,132(44.0)

각하
14(11.8)
37(15.2)
40(14.2)
45(15.3)
50(18.5)
58(16.5)
17(12.3)
41(19.2)
80(18.8)
116(25.0)
32(25.4)
472(18.3)

전체
119(100)
243(100)
281(100)
294(100)
270(100)
352(100)
138(100)
214(100)
426(100)
464(100)
126(100)
2,575(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한편, 사건수가 아니라 신청인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로 다투어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 총 462명 중 구제명령에 의해 구제된 신
청인은 293명으로 63.4%이며, 기각된 신청인은 164명으로 35.5%, 각하된 신청
인은 5명으로 1.1%이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는 구제율보다 8.5%가 낮다.
경영상 해고는 대량해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판정한
사건 수 128건에 총 신청인 492명으로 평균 3.6명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내
용을 보면 신청인이 1~2명인 사건(85건)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10명을 초
과하는 사건(11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신청인 수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표 4> 신청인 수와 건당 평균 신청인 수
(단위 : 건, 명)

사건 수
총 신청인 수
평균 신청인 수

2002. 7 2003 2004
8
14
21
18
44
105
2.3
3.1
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전 체
14
10
18
22
15
6
128
61
32
46
71
67
18
462
4.4
3.2
2.6
3.2
4.5
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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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및 사업장의 특성
조사대상 기간 동안 서울지노위에서 경영상 해고로 판정사건 중 확인된 신청
인(259명)의 근속기간을 보면, 징계․일반 해고와 달리 10년 이상인 신청인이
95명으로 3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1년 이하
인 신청인이 53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다.19) 구제명령의 이유로서 ‘합리
<표 5> 신청인의 근속기간
(단위 : 명, %)

1~2년
이하

2~4년
4~6년
6~10년
10년
1년 이하
전체
이하
이하
이하
이상
2
1
3
9
15
2002. 7
(13.3)
(0.0)
(6.7)
(0.0)
(20.0)
(60.0)
(100)
12
5
4
2
1
6
30
2003
(40.0)
(16.7)
(13.3)
(6.7)
(3.3)
(20.0)
(100)
2
3
1
3
1
10
2004
(20.0)
(30.0)
(10.0)
(30.0)
(0.0)
(10.0)
(100)
1
3
3
2
4
13
2005
(7.7)
(23.1)
(0.0)
(23.1)
(15.4)
(30.8)
(100)
2
4
4
2
4
16
2006
(12.5)
(25.0)
(0.0)
(25.0)
(12.5)
(25.0)
(100)
10
3
6
1
5
14
39
2007
(25.6)
(7.7)
(15.4)
(2.6)
(12.8)
(35.9)
(100)
13
8
4
7
4
14
50
2008
(26.0)
(16.0)
(8.0)
(14.0)
(8.0)
(28.0)
(100)
4
3
2
5
20
34
2009
(11.8)
(0.0)
(8.8)
(5.9)
(14.7)
(58.8)
(100)
7
4
9
2
7
23
52
2010. 6
(13.5)
(7.7)
(17.3)
(3.8)
(13.5)
(44.2)
(100)
53
30
28
24
29
95
259
전체
(20.5)
(11.6)
(10.8)
(9.3)
(11.2)
(36.7)
(100)
주: 신청인들 중 건당 최대 4명까지 조사한 내용이며, 근속기간은 확인된 신청인만을 반영한 수치임.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19) 징계․일반 해고의 경우, 해고된 신청인 2,575명 중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710명(27.6%), 6월~1년 이하의 신청인이 343명(13.3%), 1~2년 이하가 344명(13.4%)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해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해고율이 높
다는 것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관계에서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측면
과 근로자가 회사에의 적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채용관리 측면에서 근
로자로서의 적격성 검토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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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청인의 연령
(단위 :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6

20대

-

1

2

-

1

30대

3

11

12

4

6

40대

9

11

17

17

6

50대

4

9

9

14

1

60대

-

2

1

1

-

전체

16

34

41

36

14

전체
4
(2.8)
36
(25.5)
60
(42.6)
37
(26.2)
4
(2.8)
141
(100)

주: 신청인들 중 건당 최대 4명까지 조사한 내용이며, 연령은 확인된 신청인만을 반영한 수치임.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결여로 구제명령한 사안 8건 중(표 9 참조)에서 근
로자의 이익(근속연수․연령․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행한
것은 단 1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에서도 위와 같이 10년 이상인 신청인이 많은 비중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이익 즉, 장기근속자의 임금․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의 문제 해소 등을 반영한 해고선발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은 신청인의 연령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표 6 참조) 신청인
중 연령이 확인되는 141명 중 40대가 60명(42.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으며, 그 다음 순으로 50대가 37명(26,2%)으로 나타난 점이다.
신청인 사업장의 업종을 보면(표 7 참조), 이 경우에도 징계․일반 해고와 약
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소매 및 서비스업이 32건 2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제2순위가 제조업, 보건․사회복지․단체로 나타
났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도․소매 및 서비스
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상 해고든 징계․일
반 해고든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업에서 경영상 해고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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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신청인 사업장의 업종
(단위 : 건, %)

2002. 7 2003 2004 2005 2006 2007
1
공공부문
(7.1)
1
2
3
4
3
제조업
(12.5) (14.3)
(21.4) (40.0) (16.7)
1
전기가스
(5.6)
2
건설업
(9.5)
2
1
1
운수업
(14.3)
(7.1)
(5.6)
보건․사회
2
2
2
3
(9.5) (14.3)
(16.7)
복지․단체 (25.0)
금융․
1
2
3
1
1
1
(12.5) (14.3) (14.3) (7.1) (10.0) (5.6)
보험업
부동산․임
2
1
1
1
2
(14.3) (4.8) (7.1) (10.0) (11.1)
대․청소업
I T ( 정보․
2
2
1
1
2
(11.1)
통신․전산) (25.0) (14.3) (4.8) (7.1)
1
1
2
1
오락․문화
(12.5)
(4.8) (14.3) (10.0)
도소매․
1
1
10
3
3
3
(12.5) (7.1) (47.6) (21.4) (30.0) (16.7)
서비스
1
1
교육사업
(4.8)
(5.6)
2
1
기타
(14.3)
(5.6)
8
14
21
14
10
18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2008 2009 2010. 6 계
1
1
3
(4.5) (6.7)
(2.3)
3
2
1
19
(13.6) (13.3) (16.7) (14.8)
1
(0.8)
4
2
1
9
(18.2) (13.3) (16.7) (7.0)
1
2
7
(4.5) (13.3)
(5.5)
3
2
14
(13.6) (13.3)
(10.9)
0
1
1
11
(6.7) (16.7) (8.6)
2
1
1
11
(9.1) (6.7) (16.7) (8.6)
1
9
(16.7) (7.0)
1
6
(4.5)
(4.7)
7
4
32
(31.8) (26.7)
(25.0)
2
(1.6)
1
4
(16.7) (3.1)
22
15
6
128
(100) (100) (100) (100)

이고 있다.20)
신청인 사업장의 규모를 보면(표 8 참조), 10인 이상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
20) 징계․일반 해고의 경우 최근 8년 동안 평균 신청인의 업종을 보면 총 2,575건 중 전통
적으로 해고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소매서비스업 444건(17.2%), 부동산임대업․청
소업 422건(16.4%), 운수업 280건(10.9%)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44.5%)를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하반기 31.1% → 2003년 31.7% →
2004년 48.4% → 2005년 49.0% → 2006년 51.1% → 2007년 46.4% → 2008년 47.9%
→ 2009년 39.7% → 2010년 상반기 49.9%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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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9건으로 30.5%를 차지하며, 그 다음 순으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 25건으로 19.5%, 10인 이하 사업장이 13건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
다. 전체적으로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4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규모
가 큰 사업장일수록 경영상 해고를 다투는 사건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규모가 큰 사업
장일수록 경영상 해고에 대한 법률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행한 해고로
서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
지 아니하고 명예퇴직 및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애초부터 해고의 분쟁이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8> 신청인 사업장의 규모
(단위 : 건, %)

2002.7 2003 2004 2005 2006
3
4
1
2
10 인 이하
(21.4) (19.0) (7.1) (20.0)
1
6
6
3
4
10~30 인 이하
(12.5) (42.9) (28.6) (21.4) (40.0)
1
2
1
30~50 인 이하
(12.5)
(9.5)
(10.0)
2
3
1
50~100 인
(9.5) (21.4) (10.0)
이하
100~300 인
1
1
4
4
1
(12.5)
(7.1)
(19.0)
(28.6)
(10.0)
이하
1
1
1
300~500 인
(12.5)
(7.1) (10.0)
이하
1
1
2
500~1,000 인
(7.1) (4.8) (14.3)
이하
1,000~5,000 인
2
1
(25.0)
(4.8)
이하
1
5,000 인 이상
(4.8)
2
3
확인 불가
(25.0) (21.4)
8
14
21
14
10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2007 2008 2009 2010. 6 전 체
2
1
13
(11.1) (4.5)
(10.2)
7
6
4
2
39
(38.9) (27.3) (26.7) (33.3) (30.5)
2
1
1
8
(11.1) (4.5) (6.7)
(6.3)
1
2
1
1
11
(5.6) (9.1) (6.7) (16.7) (8.6)
2
8
4
25
(11.1) (36.4) (26.7)
(19.5)
3
4
10
(13.6) (26.7)
(7.8)
1
0
3
8
(4.5) (0.0) (50.0) (6.3)
4
1
8
(22.2)
(6.7)
(6.3)
1
(0.8)
5
(3.9)
18
22
15
6
128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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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지노위 판정 결과 분석

1. 구제명령의 사유(부당한 경영상 해고)
가. 개 요
앞서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경영상 해고를 다투어 판정한 사건 128건
중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여 구제명령한 사건 92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지노위에서 경영상 해고로 판정사건 중
전부 구제명령을 행한 92건과 일부 구제명령을 행한 4건을 보면(표 9 참조), 해
고의 서면통지 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2건이며, 실제적인 요건인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재하여 부당해고가 된 사건이 7건(7.3%),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불이행이 5건(5.2%),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
가 7건(7.3%), 근로자 대표성의 하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부재가
5건(5.2%) 등이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재하고 해고회피 노력의
무 미이행 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결여 또는 근로자 대
표성의 하자 및 성실한 협의의 부재 어느 하나 내지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가 23건(24%)이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절차적 요건을
결한 경우(해고회피 노력의무 미이행 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
정성 결여 또는 근로자 대표성의 하자 및 성실한 협의의 부재에 중복적으로 해
당하는 경우)가 34건(35.4%) 등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나머
지 절차적 요건 모두를 결한 경우가 13건(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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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제명령의 사유
(단위 : 건, %)

2002. 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 전 체
1. 서면통지 요건 불이행

2
1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부재
3. 해고회피 노력의무 미이행

1

1
1

1

5. 근로자 대표성의 하자

1

1

1

1

1

1

1

1

2

3

5

3

1

2

3

4

1

4

4

3

4

5

9

2

3

2

2

3

1

1

14

17

11

10

9

16

5

1

1

2

9. 위 2~6 모두 해당
전체

1

2

4.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
리성과 공정성 결여

6.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부재
7.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부
재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거나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 해고회피 노력의무 미이행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
리성과 공정성 결여
- 근로자 대표성의 하자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부재
8.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부
재를 제외하고 다음 중 중
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 해고회피 노력의무 미이행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
리성과 공정성 결여
- 근로자 대표성의 하자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부재

3

1

9

2
(2.1)
7
(7.3)
5
(5.2)
7
(7.3)
1
(1.0)
4
(4.2)

23
(24.0)

3

5

주 : 경영상 해고의 전부 구제명령 92건과 일부 구제명령 4건을 합한 수치임.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34
(35.4)

13
(13.5)
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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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체적인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1)
a)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절차적 요건과 관계없이 순전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는 총 96건 중 7건에 불과하며,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절차 요건의 하자만으로 구제명령을
행한 사건 수는 53건(55.2%)에 달고 있다. 또한 경영상 해고를 모두 갖추어 기
각된 사건을 모두 합하면 대체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잉여인
력으로 인력감축 대상 18명 중 희망퇴직 및 정년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
료된 자가 16명이고, 매년 평균 약 2명 정도가 정년으로 퇴직하는 사실, 경영상
해고를 행한 해당 연도에 기본급이 인상된 점, 직제 개편시 승진인사를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2), 적자
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해고한 이후에 3명을 고용하고 수출중개
업에서 다른 업종(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점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3), 122명을 고용하여 화물운반관리 용역업
체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이 물동량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사정
은 인정되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
으며 자연스런 인원감소로 인건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
1명을 정리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영상의 이익이 신청인에 대한 인건비
를 제외하고 별다른 큰 이익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4), 신청인을 채용 면접 시에 재정적으로 건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후 단지 3개월 만에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고
해고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
21) 각주 2)에 언급하였듯이 해고회피 노력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실체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례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의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전자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를 후자의 요건으로 보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등).
22) 서울2009부해2397, 2398 병합.
23) 서울2005부해640.
24) 서울2003부해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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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25), 2004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단지 1,897,000원이
감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신청인 1명
만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감축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6),
보험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2단계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하나 2단계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3년간 유보된 점, 당기순이익이
900여 억 원인 점 등에 비추어 장래의 막연한 예측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7),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탁용역업체 경비원
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기관실 기계담당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원삭감은 객관
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8), 현
금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경영상 해고를 했다고 사용자는 주
장하나 현금흐름이 다소 경색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2007
년 및 2008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15억 원, 11억 원에 달하는 등 양호한 경영지
표를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29)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사실
상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가30)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사유에 대하
여 서울지노위는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은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으로서 사실상 해고를 불
가능하게 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31)
25)
26)
27)
28)
29)
30)
31)

서울2004부해934.
서울2004부해524.
서울2005부해173․부노21 병합.
서울2007부해1661․부노153 병합.
서울2009부해537.
서울2004부해525 등.
기업에서 해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 담당하였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총 140건)에서, 경영상 해고 시 어렵다고 느끼는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 해
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확정(41건),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31건), 경영상 긴박한 필
요성의 입증(29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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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의 경영상
해고는 22건으로 조사대상인 다른 연도에 비하여 비교적 많았다고 할 수 있는
데, 그 사건 중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재(1건)하거나 이와 더불어 다
른 절차적인 요건을 결하여(3건)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
나 자의적인 경우에만 부인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b) 근기법은 제24조 제1항에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
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사이에 긴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정
당화된다.32) 즉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긴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러한 긴박성의 정도와 그 판단기준은 근기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기 판례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
울 정도의 긴박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해고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영
악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33)
그 이후 1991년 판결을 기전으로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
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
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34) 더 나아가 2002년 판결에
입증상의 어려움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확정상의 어려움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훈․박종희․이정․유경준․김윤호․이수용,『근로기준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연구』(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고용노동부, 2010, p. 280 이하 참
조}.
32) 김형배, 앞의 책, p.652.
3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5 판결.
3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
결; 대법원 1997. 9. 5. 96누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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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
고 있다.35)
위 법원의 판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계속된 적자경영 상태로서 경영
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 차원에서 행해지는 인원감축의 경
우와 기업경영의 적자 상태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폐지․신기술 도입․업무 외
주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직무가 제거됨으로 인해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누적 적자의
경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36), 해고를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영상의 위
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긴박성의 정도는 해고 당시의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누적 적자 등의 경영 상태와 무관
하게 사업주의 경영상 결단에 따라 작업공정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사업의 폐
지․축소, 부서의 폐지, 업무의 외주화 등이 행해짐으로써 직무 자체가 소멸되
거나 축소되어 이의 결과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이 유휴인력을 배치전환 등의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인원삭감은 ‘객관적으
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업경영의
위기 상태 유무와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직무가 제거됨으로 인하여 유휴노동력
이 발생하고, 이 노동력에 대한 고용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
는 사회적 보편적 인식을 원용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도를 해석하는
것이다.37) 따라서 경영합리화 조치와 해고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는 그러한
3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97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
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
11339 판결; 대법원 2004. 11. 15. 선고 2001두1154․1161․1161 판결.
36)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비용의 절감노력 유무, 신규채
용의 유무, 당해 해고가 갖는 인건비 절감 효과의 정도 등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
가 된다.
37) 하경효,「기업 구조조정과 근로자 해고의 문제」, 『비교사법』, 제1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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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긴박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며 유휴인력을 배치전환 등의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을
때 즉, 고용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긴박성’은 인
정되는 것이다.

다. 절차적인 요건
a) 서울지노위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구제
명령을 내린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2010부해193/부노19 병합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신청인 중 1명에 대해서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구제
명령을 하였다.
○ 서울2006부해314․315 병합 : 노동조합의 협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마련된 점, 근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기준은 사용자 측 사정만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 점, 사용자가 작성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기준을 적용
한 점, 사용자가 마련한 선정기준과 달리 신청인의 포상 경력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도 못하고 그 적용도 공정하
지 못하다 할 것이다.
○ 서울2003부해395․483/부노72․87 병합 :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첫
째, 이 당시는 신청인들이 파업을 끝내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
기였음에도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둔 채 정규직인 신청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둘째, 관리직원이나 비노조원은 대상에서 제외
한 채 노조원인 신청인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셋째, 구체적인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고 예고기간도 없이 해고사실을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업무수행 능력, 연령
등 사회통념상 공감이 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비록 피신청인 회사가 상시근로자
10명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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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법에 정한 모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할 것이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 서울2004부해1363/부노175 병합 : 피신청인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단 한 차례 이루어진 인사고과의 배점이 30점으로 다
른 항목의 배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점, 통상적으로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는 포상과 징계의 배점이 다른데다가, 총 14개 부서의 구조조정 대
상자 36명의 부서별 현황에서 2개 부서에는 해고대상자가 전혀 없는 반면
에 제작지원 부서에는 21명이나 되는 등 부서별로 해고대상자 수를 선정
한 기준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본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2005부해199 : 노동조합에서 관리자의 구조조정 대상자를 대표이사에
게 일임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
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제
대로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무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구
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계량적인 측면이 미흡하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 서울2005부해850/부노106 : 다수의 신청인들 중 신청인 임OO, 맹OO, 박
OO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나 건강보험증상의 부양가족과 실제 부양
가족의 차이가 있음을 피신청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청인들이
사실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점수에서 불
이익을 받았으며, 신청인 송OO의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부양가족을 정리해고 평가표에 이기하여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평가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따라서 피신청인
은 신청인 임OO, 맹OO, 박OO, 송OO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노위는 해고대상의 선정기준에 어떤 사항
을 포함시킬 것이며 그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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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재량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
이다. 즉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시한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
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선정기준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올바르
게(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의 이익관
점에서 판단한 사례38)도 있으며, 근로자의 보호관점에서 판단한 사례39)도 있
다. 판례는 해고대상 선정기준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관점과 근로자의 보호관
점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 오다가 2002년 판결에서 명시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
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
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
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
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0) 즉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
를 거친 해고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
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대법원은 해고기준으로 어떠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이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평가 비중을 둘 것인가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3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90 판결(감원대상자를 근로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
관계, 경력, 기능의 숙달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
여되거나 형평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직원
의 조직 구성이나 업무 성격상 대외적으로 미군 등과 접촉을 하여야 하는 직원의 경우
능숙한 영어구사 능력이 요청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근로자의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3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다34858 판결 :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4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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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41)
결국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서울지노위의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서울지노위는 한 발 더 나아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존재한다면 명백하
게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당해 해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하자 내지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b)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기간이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되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전후의 서울지노위 판정사건을 보면,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협의 기간 자체가 문제된 사안은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사
전협의가 부재(4건)했던 사건이다. 즉 애초부터 사전협의를 행할 근로자 대표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협의 자체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사안들이다. 이를 보았을 때 “①
현행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 등을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
이 지나치게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OECD 등에서 문제
점으로 지적함). ②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축하도록 함. ③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42)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사
전협의기간의 단축은 해고 실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
려 이는 사전협의기간(60일)이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43) 서울지노위에서 사전협의기간의 준수가 문제되었던 사안 자체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판
례가 없어 위 판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사전협의기간 단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50일로의 단축은 최소
41) 김형배, 앞의 책, p. 664.
42) 2007년 1월 26일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8293호의 입법 취지.
43) 앞의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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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협의기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기간이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
게 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2. 정당한 경영상 해고(기각된 사건)
a)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되어 기각된 사건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유의 유형을 보면(표 10 참조) 총 32건 중
누적 적자 등의 경영악화로 인한(인건비 절감 등) 경영상 해고가 13건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예상되는 경영악화 및 적자
<표 10>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사유
(단위 : 건)

2002.7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6 전 체
- 직영에서 하도급(아웃소싱) 또는
용역 등으로 담당 부서․업무의
소멸․폐지 등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
- 공공부문 등에서 정부의 경영효
율화 방안 등에 따라 인력감축․
경영합리화 요구 및 경영지침에
의한 경영상 해고
- 누적 적자 등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인건비 절감 등)
- 예상되는 경영악화 및 적자를 해
소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
- 신기술 도입․부서 폐지 등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44)
- 기타
전체

2

2

3

3

1

1

1

4

2

1

3

2

1

1

2

2

2

1

7

2
2

4

1
4

8

13

2
6

2
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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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경영상 해고의 기각된 사건 수 총 33건에는 전부 기각 30건과 일부 기각 3건
을 합한 수치임. 그 중 1건은 사직․퇴직의 의사로서 정당한 근로관계의 종료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되어 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2) 2003년과 2006년에는 기각된 사건이 없음.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
44) CCTV 설치 등으로 관리사무소 폐쇄에 따른 유휴인력도 이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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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영에서
하도급(아웃소싱) 또는 용역 등으로 담당 부서․업무의 소멸․폐지 및 신기술
도입․부서 폐지 등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는 6건이다.
b)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덧붙이면, 공공부문 등에서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안 등에 따라 인력
감축․경영합리화 요구 및 경영 지침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으로 인정한 사건은 2008년 2건과 2009년 1건이다. 이는 판례의 영
향으로 보여진다. 2002년 판례는 “원고 법인은 공연사업 수익금 이외에 공익자
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손익의 개
념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계약직 직원은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의 지급가능 여부에 따라 채용되는 것으로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직원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1998년 손익계산서상으로 5억 1,517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
였다거나 당시 정규직 직원의 수가 정원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원감축
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문
화관광부 장관의 정부보조금 삭감조치와 인원감축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
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45) 즉 정
부의 정부보조금 삭감조치와 인원감축 요구에 따른 인원감축은 객관적으로 보
아 합리성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인원삭감은 언제나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그 긴박성의 정
도는 해고회피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 2004. 10. 15. 선
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 순환휴직제․파트타임 근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
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조
정의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그 구조조정의 범위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결정하는 공기업
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피고 보조참가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원의 신규 채용
을 자제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이미 제1차 조기퇴직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하
여 자발적인 퇴직에 의한 인원감축을 기하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상, 공단은 원고
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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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직영에서 하도급 또는 용역 등으로 담당 부서․업무가 소멸되거나 폐지되
어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와 일부 사업 폐지 등으로 직무 자체가 소멸된 경우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긍정된다. 이러한 경우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 선정기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문제시된다. 특
히 해당 업무가 외주화되어 근로관계가 외주 업체로 유지되지 않거나 승계를
거부하여 잔류하고 있는 때에는 다른 직무로의 배치(대체근무지)가 최상의 해
고회피 노력이겠지만, 다른 직무로의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다른 해고회
피 노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을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46) 또한 대개 위와 같은 경우는 해당 근로자(잔류 근로자)만이 문
제시되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의미하
므로 이러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는 것은 그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일부 근로자만이 해고대
상자가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도 문제시될 수 있다. 서울지노위
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의 또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직 협의를 행한 것을 근로
자 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았으며47), 해당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
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없었던 이 사안에서) 성실한 협의의 절차상의 흠
이 있더라도 다른 세 가지 사항의 존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48) 요컨대 극소수의
해당 근로자만이 해고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해당 근로자
와의 사전협의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절차
를 거치지도 않고 행한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근기법 제3항․제5항).
46) 서울2007부해1206.
47) 서울2007부해417.
48) 서울2007부해1520. 동일한 취지로 서울 2007부해1206. 이 두 판정례는 경영상 해고가
입법화되기 이전의 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즉 “해고대상 근
로자에게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
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
로자 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는 판시를 원용하고 있다. 이는 입법화되기 이전의 판례이므로 원용하
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영상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 결정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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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된 사건
각하의 경우는 전부 각하 1건과 일부 각하 3건이다. 각하 사유를 보면 용역
업체 등의 변경으로 피신청인으로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부인된 경우, 5
인 이하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로서 서울지노위 판정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
료되어 근로관계가 소멸하여 없는 경우49), 서울지노위 판정 당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50)이다.

4. 금전보상명령
a) 현행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기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
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
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
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부당해고 구제방식과 내용의 다양화 차
원에서 종래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종래의 제도는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
률적으로 해고무효에 따른 원직복직과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는 경직된 결
과를 초래함. ○ 복직 자체를 강제하거나 실력으로 실현시킬 수 없음. ○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 사법적 효력(해고무효)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태도. ○ 따라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행청구의 소를

49) 서울2004부해307.
50) 서울2007부해546(신청인 6명 중 5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고 1명에 대해 각하한 사건
에서, 사용자가 전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산재 치료 중임을 이유로
해고기간을 유예하였으며 서울지노위 판정 당시 아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
어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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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나라
에서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전적
배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있음.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 태도로 판단됨. 다만 독일
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신뢰 파괴로 근로관계의 지속이 기대가능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노동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근
로관계해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해고
분쟁이 당사자 간의 화해(보상금지급합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인 구제제도보다는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
여 보다 다양한 구제 내용과 방식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복직이 현실적
으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가 있으나 노동위원회나 행정소송에서 근로관계 종료라는 형성적 기능을 하도
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근로자가 복직 대신에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에 보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
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51)
b) 경영상 해고인 경우, 서울지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이 도입되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건 총 8건(2008년 7
건, 2009년 1건) 모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행하였으며, 이들 중 금전보상명령
은 총 7건(2008년 6건, 2009년 1건)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모두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액 지급명령을 하였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
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건52)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되나 해고회피 노력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절
차상 요건의 흠결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안이며 신청인들은 미지급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보상액을 신청하였고, 이 사안에서 서울지노위는 “회
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금전보상명령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51)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동부, 2003. 11, pp.
137~138.
52) 서울2008부해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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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금전보상명령을 행한 7건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4건은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절차상의 하자로 구제명령을 행하면서 금전보
상명령을 행한 사안이다. 회사 부설연구소의 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로서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판
정하면서 신청인이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지급을 명한 사
례53), 2008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점, 새로운 공사 현장에
대한 수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서 신청인이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지급을 명한 사례5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나머지 절차상의 요건 흠
결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할 현장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인도 근무할 현장이 없는 상황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이
에 금전보상을 명한 사례55), 200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 감소하였
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부채총액 등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재의 적자 규모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절차적 요건을 결하
여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신청인 10인 모두에 금전보상을 명한 사례56)다. 그
중 1건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
하여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근무태만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서면통지
요건 등을 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신청인이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사용
자에게 금전보상 지급(중간수입 공제)을 명하였던 사례57)이며, 2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해고 이유로 내세우고

53)
54)
55)
56)
57)

서울2008부해268.
서울2008부해2350.
서울2009부해401.
서울2008부해2268․부해2287병합.
서울2008부해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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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
는지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
지 못한 사례58), 근로자는 이러한 조직개편 및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후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의 입사 제안을 받고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만
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고 판단하고 해고일로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금전보상명령을 행
한 사례59)다.
c)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해고가 부당해
고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
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첫
째,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에 대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원직복직을 명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영상 해고에서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긍
정되나 나머지 절차상의 하자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행하
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법문에서 “노동위원회는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전보상명령 액수에 대한 재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도 불구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행할 것인지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것인지 그 자체
도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그
재량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의 노동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었던 ‘원직복직’과 ‘소급임금 지급’과 다른 금전보상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를 근로자의 금전신청 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원상복직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60) 그러
58) 서울2010부해186.
59) 서울2008부해904.
60) 조상균,「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노동법학』, 제34호, 한
국노동법학회, 2010,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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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본다.
둘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금전보상명령
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재량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로지 근로자의 신청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앞
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금전보상명령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61)
의 견해가 오히려 타당해 보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경영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한 직무 자체의 소멸․축소로 인한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원직복직
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이 있다면 그대로
원용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금전보상명령을 행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근로자의 신청이 금전보상명령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누적적자 등
을 원인으로 하여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절
차상 하자로 인한 구제명령 시 금전보상명령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결과를 보면 서울지노위에서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
을 수 있다. 즉 현재 노동위원회는 대부분 금전보상명령 액수와 원직복직 명령
시 소급임금 지급액과 다를 바 없이 명령62)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직복직보다는
금전보상명령이 사용자에게는 덜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Ⅴ. 결 론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징계․일반 해고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으며 이는
경영상 해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다
61) 서울2008부해465.
62) 징계․일반 해고의 경우 2007. 7.~2010. 6. 서울지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을 행한 전체
70건 중 69건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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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에서는 경영상 해고가 실제 일어나도 법적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명예퇴
직 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
가 입법화된 1997년 이래 경기변동을 제외한 법제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
도63) 경영상 해고가 1998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반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은 줄곧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경영상 해고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해고법제가 현실에 별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경영상 해고는 대량해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
적인 예측과는 달리 판정한 사건 수 128건에 총 신청인 492명으로 평균 3.6명
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1~2명인 사건(85건)이 대다수
를 점하고 있으며 10명을 초과하는 사건(11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신청인 수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서울지노위에서 경영상 해고로 판정사건 중 실질적인 요
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절차적인 요건(해고회피 노력, 공정하
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해고의 서면통
지) 등을 결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구제된 사건은 55.2%이며, 나머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인된 경우(7.3%), 실질적인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일부 절차적인 요건을 결한 경우(2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차적 요건 모두를 결한 경우(13.5%)다. 이는 서울지노위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사유에 대해서
55.2%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으로 내세우는 사유에 대하여 서울지노위가 그 사용자 조치의 적정성 내지 타
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
우에만 한정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사이에 긴박
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화된다. 또한 서울지노위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에서도 해고
63) 판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구도 측면에서도 완화하여 판
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요건 판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완화하여 판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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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선정기준에 어떤 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며 그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 비중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재량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즉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시한
선정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선정기준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올바르게(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정당성의 부재가 아니라 절차적
인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는 사용자
측에서 조금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이행하였다면 많은 부분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되므로, 현
행 해고 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하기 어렵게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여 해고를
어렵게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조사 내용을 보면 구제된 사안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애초부
터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최소
한 지켜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내세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거의 인정되고
있으므로 나머지 해고회피 노력과 사전협의 절차는 최소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지노위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경영상 해고법제 자체가 실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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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 and Operative Realitie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by Analyzing
Decision Cases of SNLRC
Kyung-hyo Ha․Jong-hee Park․Sun-hee Kang
There are many debates upon rigidity of labor market in Korea. Especially,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impaired because of rigidity of dismissal legal
system. Art. 24 (Restriction 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of Labor
Standards Act : “Dismissal of a worker by an employer for managerial reasons
shall be based on urgent managerial needs. In such cases as transfer, acquisition
and merger of business which are aimed to avoid financial difficulties, it shall
be deemed that an urgent managerial need exists(§24 ①)”, “In the case of
paragraph ①, an employer shall make every effort to avoid dismissal of workers
and shall select workers to be dismissed by establishing rational and fair criteria
for dismissal. In such cases,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24 ②)”, and “With regard to the possible methods for avoiding
dismissal and the criteria for dismiss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②, an
employer shall give a notice 50 days prior to dismissal day to a trade union
which is formed by the consent of the majority of all workers in the business
or workplace concerned(or to a person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all workers
if such a trade union does not exi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workers'
representative’) and have good faith consultation(§24 ③).”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nd operative realitie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by analyzing 128 decision cases in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NLRC) during the past 8 years. Also this article
examined the meanings of dismissal system for managerial reasons in labor
market. That is to say,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re are obstacle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because of rigidity of dismissal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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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r there are any other reason of obstacle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except dismissal legal system. This article judged that the raison
d'être of obstacle to secure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s not because of
dismissal legal system by analyzing the case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including SNLRC.
Keywords : decision cases of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urgent managerial needs, rational and fair criteria
for dismissal, prior consultation with workers' representative, flexibility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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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
다. 이로써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
화된 점이다. 새로운 노조법에서의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7가지가 있다.
즉,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 ②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
권, ③ 과반수 노조 확정권,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⑤ 공동교섭대
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⑥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⑦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권 등이 그것이다. ①~⑤까지의 권한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
에서의 노조와 노조 간 심판자 권한을, 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⑦은 교섭창구 단일
화로 인한 차별(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피해 구제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복수노조 시대에는 노동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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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7월 1일부터 14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복수노조 시대가 열
린다. 그렇지만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노사 모두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계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기존의
노사 교섭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 있어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된 점이다. 종전에도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쟁의조정
이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번 복수노조 제도와 같이 노노 간, 노사 간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법적 심판자
로서 노동위원회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 것은 ‘복수노조 제도의 운영은 노동위
원회에 맡긴다’는 입법자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창구 단일화 절차’
라 한다)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법적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그 권한의 행사방법
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위원회 법적 권한

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7가지가 있다. 즉,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 ②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 ③
과반수 노조 확정권,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⑥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⑦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권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①~⑤까지의 권한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것이
고, ⑥의 권한은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전제로서 교섭단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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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1)하는 권한이며, ⑦의 권한
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교섭과정, 단체협약 운영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
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차별시
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①~⑤까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의 노조와 노조 간
심판자 권한을, 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 결정하는
권한을, ⑦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비교섭노조2)와 그 조합원의 차별(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피해 구제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심판권,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차별피해 구제권 등으로 나누
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심판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 ②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 ③ 과반수 노조 확정권,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⑤ 공동교
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개정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가 우선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질서를 정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봐 달라고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先자율 後노동위원회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권한은
이미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질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 즉, 주장이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협상이 결렬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
고 공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 교섭단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제29조의3 제1항에서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함을 원칙(1사 1교섭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같은 조 제
2항에 의거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도 노
동위원회 결정으로 둘 이상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여기서 비교섭노조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
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44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따라서 ①~⑤까지의 5가지 권한 모두 1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사건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에 있어서만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가능토록 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의 예외규정으
로 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거나 소속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나타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일이 필요한 사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심판
기일인 ‘10일 이내 원칙’의 예외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권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이 되는 날부터 최초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른 노조가
교섭요구에 참여하도록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
우에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는 결정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라는 명령을 하며, 또한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예: 3일간만 공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조가 교섭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
자에게 수정공고 명령을 하여야 한다3).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게시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4) 이는 공고문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부착
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5)하다고 해석된
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 미공고를 이유로 시정신청이 행해진 경우 노동위원회는 미공고 사
업장에 공고를 하도록 시정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
3) 노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4조의3 제2항 참조.
4) 령 제14조의3 제1항 참조.
5) 이 경우 노동조합의 내부 전산망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종전에도 인사명령 등 일반
적인 사항의 공고 등을 행함에 있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고한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
되어 있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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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명령하여야 한다.

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은 교섭요구 사실공고 기간(7일) 내에 사
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요구 노조’라 한다)이 사용자의 확
정공고(공고기간: 5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
용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한 내
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는 결정권한을 말한다.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공고기간(이하
‘先5일’이라 한다)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조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기간(先5일)
이 끝난 날부터 5일간(이하 ‘後5일’이라 한다)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
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6) 그런데 사용자가 이의신청 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신
청은 ⅰ) 사용자가 이의신청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ⅱ)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노동위원
회 시정신청 기한은 ⅰ)의 경우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기간(先5일)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 ⅱ)의 경우는 이의신청 내용 공고기간(後5일)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다.
ⅰ)의 경우는 先5일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ⅱ)의 경우 後5일
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 것은 ⅰ)의 경우에는 先5일의 마지막 날까지도
교섭요구 노조가 사용자에게 시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기한의 시점을 그 다음날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ⅱ)의 경우는 後5일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한 것은 後5일을
포함한 6일의 시정신청 기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공
고한 내용이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었고 마지막 날은 다르게 공고된
내용이 이미 수정될 수 없음을 충분히 숙지한 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시정
6) 령 제14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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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을 추가해서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권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
합’이라 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물론 단
순히 1개 노조만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
임7) 또는 연합8)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
는 기한(14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
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
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
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 확정되는 것이다.
과반수 노조 확정권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의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
동조합이 그 공고 기간 중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
합원 수를 조사․확인하여 과반수 노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
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조합비 납부 증명서․
노동조합 규약 사본․근로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7) ‘위임’이란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한 노동조합
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연합’이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 획득을 위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인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노동조합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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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확인하며, 10일 이내에 과반수 노조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과반
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한 △△노동조
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등의 주문으로 간결․명확하게 결정하
게 된다. 또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
용자가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한다. 이때 노동위원회가 이
의신청에 따른 조사․확인 후 다른 과반수 노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
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은 이에 대해 명
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 조사․확인 결과 과반수 노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과반수 노조
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
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본다 ” 라고 결정한 후,
이의신청한 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당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조합원
수가 많거나 소속 노동조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과반수 노조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 권한
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요구 노조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요구 노조가 초기업노조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조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소속근로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① 초기업노조가 해당 기
업의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을 통해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③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이 있는 경우9), ④ 기타 이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
9) 초기업노조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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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초기업노조 가입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문제된
다. 이때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해당 초기
업노조 가입확인서․조합비 납부 영수증 등을 징구하는 등의 조사를 통하여 실
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합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그 산정
기준을 명기해 놓고 있다. 즉, 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
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하고, ② 조합비를 납부
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에 각각 더하며, ③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한된 짧은 기간(원칙적으로
10일) 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위
원회의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
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
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
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
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의신청한 노동조
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과반
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10)
하고 있다.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과 이의신청 노동조합 간 첨예한 조합원 수 다툼의 문
10)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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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이의제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공동교섭대표단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
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교섭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교섭
대표단체를 말한다.
이와 같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에
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조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은 자율적 공동교섭대표
단 구성 기한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서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통지(5일 이
내)를 못하여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5일간)
를 못한 경우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14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간이다.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아 10일 이내 심사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 통지가 있은 날로
부터 5일간이다.
이와 같이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이 각각 10일과 5일로 나누어졌
지만, 이는 사전절차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두 5일이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 즉,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서 사용자
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통지(5일 이내)를 못한
기간 내에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즉 동 기간(5일 이내)에는 연합이나 위임의 방식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구
성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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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실제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노동조합의 신
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권한이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이다. 이와 같
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교섭대표단 참여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
정 신청서｣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미결정 여부,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교섭창구 단일화
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①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결정서 사본, ②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문이 포함되며, 그 밖에
도 ③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
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노동위원회에 증명해야 할 사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도 아니고 전체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사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각하한다. 즉, ①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노동조합이 명백하게 당
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기간 경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③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자
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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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신청한 경우,
⑤ 2회의 보정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
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10명 이내
로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결정한다. 이때 노동조합별 배정인원 수
는 전체 조합원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결정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위 당사자 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사건에 대하
여 심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결정
인원은 A노동조합은 4명, B노동조합은 3명, C노동조합은 2명, D노동조합은 1
명 등 모두 10명으로 한다.”

마.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구
성 결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공동교섭대표
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과반
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에 준하여 조사’하고 당해 노동위원회
가 내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해 다시 확인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의
미한다.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에 준하여 조사’한다는
의미는,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해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② 조
합원 명부(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
원서․조합비 납부 증명서․노동조합 규약 사본․단체협약 사본․그 밖에 해
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
하며, ③ 근로자 명부․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용자에
게 제출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출석 조사․현장 방문조사 등도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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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법과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기준 등은 앞에서 설명11)
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심절차가 아
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기왕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한 만료일이 없다는 점
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동위
원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가 권리관계 존부에 관한 불확실성을 신속
하게 확정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
이 5일 내지 10일12)인 것을 감안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이후 10일 이
내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맞는 해석이라 생각한다.
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을 할 경우는 기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해 수정하여 결정하게 된
다. 결정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위 당사자 간 공동교섭대표
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당사자 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다. 이
사건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결정 인원은 A노동조합은 4명, B노동조합은 2명,
C노동조합은 3명, D노동조합은 1명 등 모두 10명으로 한다.”

바. 소 결
지금까지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다섯 가지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이 ‘先자율 後노동위원회 결
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결정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함을 전제
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1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
11) 이 논문 Ⅱ.1.다. 참조.
12) 령 제14조의8 제1항은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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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노동위원회 명령․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3). 여기에는 빠른 시
일 내 권리관계의 내용을 확정시켜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에 다섯 가지 권한이 있었
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이 그것이다.
여기서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하며, 하나의 사
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권한도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일방 또
는 양쪽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노동위원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 고용형태, ③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권한을 말한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전제로서 교섭단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
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노동위원
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교
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교섭단위 내에서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교섭단위 분리 신청권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능하고,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13)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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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통지하게 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
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선행절차에 해당하므로 양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달라지
는 등 혼란이 예상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은 다음의 시기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첫 번째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사용자
가 하기 전,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등이다.
이론적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인 기간만 제외하면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 전과 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간이 30일을 감안하면, 최소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
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14).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에 교섭요구 사
실에 대한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5).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신청한 내용이 다른 노동조합 등의 교섭단위에
14) 령 제14조의11 제5항.
15) 령 제14조의1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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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어 결정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적 권한
이면서도 판단에 있어 재량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
는……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교섭단위를 2개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3개로 분리 결
정하거나 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용자의 동의
에 의한 개별 교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노사 당사자의
의견 등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객관적인 요소
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 각하한다. 즉, 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16)를 벗어난 시기
에 신청한 경우, ②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이 아닌 경우17), ③ 하나의 노조 또는 복수의 노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을 벗어나 다수의 사용자를 포함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경우, ④
노동위원회의 2회 보정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중재재정의 불복 절차
에 관한 규정(노조법 제69조)을 준용하도록 규정18)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
회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
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위법․월권이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
는 재심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각하 판정을 하게 된다. 이는 위법․월권이 아닌
한 해당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실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사 간, 노노 간 교섭단위와 관련된 분쟁을

16) 신청 시기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
능하다.
17) 예를 들면 해당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
18) 노조법 제29조의3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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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해소시켜 교섭절차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는 입법 취지로 보인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효력은 중재
재정의 효력(노조법 제70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
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19)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도 바뀌는 것인가가 문
제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
으로 적용20)되므로 교섭단위 분리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3.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차별피해구제권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차별피해구제권이란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로 인해 교섭과정, 단체협약 운영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주장
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신청에 대
해 해당 당사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
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
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므로 교섭창구 단
일화를 할 경우에는 그 취지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명
19)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은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교섭대
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섭단위별로 복수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0) 노조법 제24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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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부과21)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법에서는 사용자가 교
섭대표노동조합의 차별적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22)에게
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23).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으로 교섭 및 단체협약 등을 불편
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외 고충처리, 단체협약의 적
용, 조합활동 등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24)해서는 아니 된다. 합리적
이유는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 ‘불성실하지 않아야 함’ 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25)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불공정한 교섭과 협약 체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
원26)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시정신청 기간은 단체협약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차별의 행위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21) 미국의 경우 공정대표의무는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일관되게 인정한다.
22) 공정대표의무의 개념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 주체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자도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도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3)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참조.
24)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5)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차별심사 시에 ‘자의적’, ‘정당한 사유’ 등으
로 표현하면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
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
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헌재 1989.5.24. 결
정, 89헌가37)”라고 하고 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
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
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2.24. 결정, 92헌바43)”라고 한다.
26)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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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별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27)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28).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명령․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불합리
한 차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29). 명령․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게 각각 통지
해야 한다30).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에 필요한 내
용31)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범위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에 대해
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노조법 제85조, 제
86조, 제89조 제2호)을 준용32)한다. 따라서 불복 사유가 노동위원회 명령․결
27)
28)
29)
30)
31)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 참조.
령 제14조의12 참조.
노조법 제29조의4 제3항 참조.
령 제14조의12 제5항 참조.
노조법 제29조의4 제3항은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의 범위는 위법 월권이 아닌 한,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해석
된다.
32)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및 벌칙규정이 준용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
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
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관
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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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위법․월권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명령․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하다. 이
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절차와 유사한 판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 어

지금까지 복수노조 시대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
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노동위원회는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심판
권, ②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 ③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차별피해구제권 등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③의 차별피해구제권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달리 ①, ②와 같은 노동
위원회 명령․결정권은 불복절차가 위법․월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입법 태도는 복수노조 시대의 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
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게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되
며, 빠른 시일 내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시켜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교섭절차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진행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
하여 노동위원회에 전속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는 노동위원회에게 신속하고 공
정한 결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단체교섭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하는 책무도 부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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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Authoritie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Designating a Bargaining Representative
among Multiple Unions at Enterprise Level
Eui-Sung Jang
Starting from July 1st 2011, multiple unionism at enterprise level is
permitted, which has been postponed for 14 years since 1997. This reform
make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legal authority firmer. The new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provides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seven authorities, The Commission ①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union's request for redressing the public notice on the trade
union's bargaining request, if an employer gives false notice or fails to give
the public notice; ②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union's request for redressing
the public notice of confirmation of trade union's bargaining request, if the
notice fails to deliver the facts; ③ shall determine the majority trade union
as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④ shall determine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⑤ shall take 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dressing
the determination of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⑥ shall give
a notification of the request for division of bargaining unit; ⑦ shall issue
an order with regard to a request to redress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The former 5 authorities (from ① to ⑤) are based on the role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can judge issues among the unions
involved. The 6th authority gives the Commission to decide the division of
bargaining unit within an enterprise or a workplace. The last one is related
with the remedy for the damage (o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ring the
process of unifying the bargaining channel. As the multiple unionism is
implementing

throughout industri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endowed with legal authority to become a key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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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

*

노용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 사례를 정리하였다. 캐나다에서는 배타적 교섭제도로 인해
서 복수노조가 교섭단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초기업 단위에만 존재한다. 캐나
다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매우 활발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미국 노동조합
지배하의 국제노조로부터 민족노조의 분리․독립,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작은
규모와 그것의 탈피를 위한 움직임, 노측에게 우호적인 제도적․정치적 환경
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노조활동, 캐나다 노총의 취약한 규제력 등이다. 이
와 같이 활발한 조직경쟁은 노조 간 선명성 경쟁을 낳아서 양호한 근로조건
개선,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과 파업의 증가 등 노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었다. 반면에 노조 간 조직경쟁은 독립노조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캐나다 노동조합 구조의 파편화를 촉진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석하고, 복수노조 이론모형과 우리나라 복수노조 운용
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캐나다 노사관계, 복수노조, 노조 간 조직경쟁, 조직침탈, 배타적 교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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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금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기업 단위에
서 허용된다.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을 얼마
나 많이 바꿀 수 있을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그것이 워낙 큰 노사관계 지형
의 변화이기 때문에 노사정 공히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인수합병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한 기업 내에
복수의 노조들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예외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것들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근거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
지 못해서 향후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외국의 복수노조 운용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및 노조간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캐나다의 복수
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 경험을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운용
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캐나다의 복수노조
경험을 소개한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의 정책적․실용적 가치는 충분히 있
다고 판단된다.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의 그것과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캐나다의
노동관계법이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캐나다의 노
동조합들이 얼마 전까지도 미국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국제노조의 지부 형태
로 존재해 왔으며, 캐나다의 최대 노총인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Labor
Congress; CLC)도 미국의 AFL-CIO 가맹 노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
이다.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미국의 노동조합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산별노조 중
심이고, 단체교섭도 미국처럼 배타적 교섭제도 아래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과 유사하게 캐나다에서도 기업 단위에서는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 간 조직경쟁이 주로 초기업
단위인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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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수노조에 대한 이해가 캐나다의 복수노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1) 본 연구에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미국 노사관계와 비교하거나 또
는 그 맥락 속에서 캐나다 복수노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의 복수노
조를 소개한 노용진(2011)과 같이 본 연구도 초기업 단위 노조 간 조직경쟁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복수노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노사관계제도의 높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복수노조 경험은 미국
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복수노조와 달리 독립적
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캐나다와 미국의 복수노조 운용이 서로 다
른 이유는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이 미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
다. 우선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2000년대에 20%대 후반의 높은 조직률을 보이
고 있으며, 미국의 노동조합들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높은 정치 지향성을 가
지고 있다(Gunderson & Taras, 2009). 그리고 캐나다의 노동조합들은 1980년
대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노조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민족노조들을 설립하였는
데, 그 과정을 통해서 노조 간 조직경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보
다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훨씬 치열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노동
관계법은 지방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노동관계법의 관할권(jurisdiction)이
주(province)에 있기 때문에 주마다 노동관계법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관계법이 자주 개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노
사관계가 갈등적 성격이 강하고 노측의 공세적 국면이 유지되어 왔으며 노사관
계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1987년
이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향후 복수노조 시대
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복수노
조의 제도적 환경 요인으로서 캐나다의 단체교섭제도 개요를 살펴보고, 제Ⅲ장
에서는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 그
리고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경쟁 규제 등을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캐나다의
1) 참고로 우리나라에 미국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로는 전명
숙 외(2006), 노용진(2010)과 노용진(2011)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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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족노조인 캐나다자동차노동조합(CAW)이 미국자동차노동조합으로
부터의 분리 독립과 그 뒤를 이은 타 노조와의 조직경쟁과 조직침탈 등을 통해
서 성장해 오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캐나다 복수노조의 제도적 환경: 배타적 교섭제도와
노조인준절차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를 모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노사관계제도를 닮
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노사관계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캐나다에서는 노동관계법 제정권이 주(province)에 위임되어 있
어서 지방분권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있다(Thomson et al., 2003). 캐나다에도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노동관계법도 있지만, 그것은 항공업이나 통신업처럼 근
로자의 고용이 복수의 주에 걸치고 있는 산업의 노동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서 전체 근로자의 10% 정도만이 그 적용을 받고 있다(Thomson et al., 2003).
캐나다는 Ontario, Quebec, British Columbia, Manitoba, Saskatchewan, Nova
Scotia, Newfoundland and Labrador, Albert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등 10개의 주(province)로 구성되어 있다. Thomson et al.(2003)에 따르
면, 그 중 Ontario, Quebec, British Columbia, Manitoba 등이 노조 조직률이 상
대적으로 높아서 노사관계의 비중이 높은 주요 주들이고 나머지 주들은 노사관
계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주들이다.2) 그 중 캐나다 노사관계제
도를 대표하는 주는 공업이 가장 많이 발전해 있고 전국 노동조합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Ontario주이다. 이 주들의 노동관계법은 산업의 특성이나 노
동조합 조직률,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또한 주정부의 집권 정당 교체 시 노동관계법도 개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캐나
2) 그 중 Quebec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독립성이 강한 주로서 노사관계제도가 다른 주들
과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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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노동관계법은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바뀌고 있다.
Bloch(2006)에 의하면, 캐나다 노사관계제도는 배타적 교섭, 다수결 원칙을
기초로 한 근로자들의 교섭단체 선택,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화된 단체협약,
분권주의, 노동관계위원회(Labor Relations Board) 중심의 노동법 집행 등의 속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큰 틀에서 미국의 그
것과 유사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캐나다의 단체교섭제도는 한 교섭단위에 하나의 교섭단체만을 인정하
는 배타적 교섭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 근로
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교섭대표권을 가진 하나의 노동조합과
만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하고, 어떤 다른 노조와도 단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유일 교섭단체권을 획득한 노
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교섭단위 내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되
고, 따라서 유일 교섭 주체로서 그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된다. 위와 같이 한 교섭단위에 하나의 교섭대표만을 허용하는 배타적 교섭대
표제로 인해서 캐나다에서는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된 복수노
조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한 기업 내에서 교섭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
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지만, 그 노조들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는 다른 병립노조에 해당된다.3)
이와 같은 배타적 교섭제도 때문에 캐나다에서 교섭단위 내의 노조 간 조직
경쟁은 어떤 노조가 인준 선거를 통해서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가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캐나다의 노조 인준도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동조합이 노조인준선거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섭단위 근로자들의 특정 비율 이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가령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교섭단위 근로자의 35% 이상, British
3)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dual unionism, 조직대상을 달
리 하는 노동조합을 multiple unionism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직역하면 전자는 중복노조,
후자는 복수노조가 되는데, 그 용어들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법들과 혼동을 일으키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용진(2011)에 따라서 전자는 복수노조, 후자는 병립노조로 번역하
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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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의 경우에는 교섭단위 근로자의 45% 이상, Ontario의 경우에는 교섭
단위 근로자의 40% 이상을 조합원으로 조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노조인준선
거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노조인준선거를 실시하
길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노조인준선
거에서 경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자동적으로 인준되고 그렇지 않
는 경우에는 노조인준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때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인준을
결정하는 지지율은 주별로 다른데, 교섭단위에서 투표권이 있는 적격 근로자의
과반수이거나 또는 투표자의 과반수 중 하나이다(Godard, 1994).
캐나다의 노조인준과정이 미국의 그것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카드체크제도
(Card Check)이다. 카드체크제도는 특정 비율의 근로자들이 인준카드
(Authorization Card)나 조합원카드(Membership Card)에 서명을 하면 그 노동
조합을 교섭대표로 인준해 주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카드체크가 사용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것이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들이 있다. Alberta,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Ontario(건설업 제외) 등 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이 그러한데, 그
주들에서는 노동조합이 카드체크나 노동조합비 납부 증명 등을 이용해서 일정
이상 비율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배타적 교섭대표의
인준을 획득할 수 있다. 카드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비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50%+1표에서 65%까지 분포하고 있다(Godard, 1994).
인준선거가 복수노조 간 경합으로 치러지면 배타적 교섭단체를 위한 노조 간
조직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은 미조직 사업장
에서 둘 이상의 노조들이 인준선거를 신청하거나 기조직 사업장에서 기존의 교
섭대표와 다른 노동조합이 인준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때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달리 반드시 어떤 노조를 선택해야 하고, 무노조 선택항
은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다른 노
조의 인준신청은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시점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
만 대체로 협약만료 2~3개월 전부터 인준선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가
령, 연방정부의 노동관계법에서는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Ontario주에서
는 단체협약 만료 2개월 전부터다. 이와 같은 인준선거 신청 기간의 제한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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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침탈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foundland and Labrador, Ontario, Quebec,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등 대부분의 주와 연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에서는 신규 노동조합의 인준 후 첫 번째 협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노사 간 합의
로 체결되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다. 그것은 노사 쌍방의 무경험
과 단체교섭 노하우의 부족으로 협약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인
데, 그것을 통해서 신규 노동조합의 초기 정착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캐
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단체교섭 의제로서 의무교섭 안건과 임의교섭 안건 등의
구분이 없어서 노사가 원하는 안건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으며 그
쟁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파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캐나다 노사관계제도는 미국보다 넓은 교섭 범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의
단체협약 내용은 미국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체교섭
의제로서 고용조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경영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캐나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유니언숍(union
shop) 외에 클로즈드숍(closed shop)에 관한 교섭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미국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집행기관은 노동관계위원회
(Labour Relations Board)이고,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주별로 달리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주의 노동관계위원
회, 복수의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연방정부 노동관계
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위원회는 통상 법원보다 노사관계의
특성을 보다 많이 고려․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의 집행이 미국보다는 노동조합에게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
다(Bloch, 2006).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캐나다의 단체교섭제도는 배타적 교섭제도로 인
해서 교섭단위 내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조직 사업장에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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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선거 신청 기간을 기존 협약 만료일 직전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 간 조직
경쟁이나 조직침탈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카드체
크제도와 중재를 통한 최초 협약의 의무화, 기조직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인
준선거 시 무노조 선택항 배제,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금지, 넓은 교섭 의제,
노동관계위원회 중심의 노동관계법 집행 등을 통해서 미국의 그것보다 전반적
으로 노측에게 더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들을 조성함으로써4) 노동조합 활동성
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노조 간 조직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조직경쟁

캐나다 노동조합의 뿌리는 미국의 노동조합에 있다.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
은 초기 형성기에서부터 미국 노조가 지배하는 국제노동조합들(International
Unions)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캐나다의 노동조합총연맹인 캐나다노동회의
(CLC)도 사실상 미국 노동조합들의 영향권하에 있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1980년대까지는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은 미국의 그것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왔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캐나다의 노동조합들이 미국 중심의
국제노조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캐나다에서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특성 때
문에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은 국제노조와 민족노조, 비가맹 독립노조 등 여러
유형의 노동조합들과 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파편화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4)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가 미국의 그것에서 출발하였지만 노동조합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가 주별로 결정되는 점, 캐나다의
노조조직력이 미국보다 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조합에게 우호적인 정치 지형을
창출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 노사관계제도의 결정
권이 주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산업이 발전되어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주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우당인 신민주당이 당선되는 등 노사관계제도의 결정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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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총연맹은 CLC이다.5) CLC는 2006년 현재 캐나
다 전체 조직근로자의 72.0%(3,197,600명)을 포괄하고 있고, 지역지부(Local)
수가 11,640개에 이르고 있다(Gunderson & Taras, 2009). CLC는 국제노조와
민족노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노조들은 CLC뿐 아니라 미국의 AFL-CIO
에도 가입되어 있다.
CLC 다음으로 큰 노총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Confede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CNTU)인데, 그것의 조직률은 6.4%이다. 그 밖에 조직률이
2.8%인 퀘벡노동조합총본부(Centrale des Syndicats du Quebec: CSQ), 조직률
이 1.3%인 민주노동조합총본부(Centrale des Syndicats Democratiques: CSD)
등도 있고, 미국의 AFL-CIO에만 가입한 캐나다 근로자의 비율도 1.7%에 달하
고 있다. 이들 중 CSN-CNTU와 CSQ, CSD 등은 주로 Quebec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조들이어서 다른 주의 노조들과 조직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AFL-CIO에만 가입한 노조들은 1982년 전통
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CLC 정책에 불만을 품고 CLC로부터 이탈한 국제노조
들을 지칭한다.
캐나다에는 이들 전국 규모의 노총 외에 독립노조들이 존재하고 있다.
Riddell(2007)에 따르면 캐나다의 독립노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업별노조로 구성된 독립지역노조(Independent Local Unions), 둘
째, 복수의 기업을 조직한 노조이지만 주 단위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주 독립노
조(Provincial Independent Unions), 셋째,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어느 노
총에도 가입하지 않은 전국독립노조(National Independent Unions)이고, 마지막
으로 이전에 독립노조였던 좌파 진영 노동조합들이 1983년 CLC의 지나친 국
5) CLC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미국의 노동조합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
다. 우선 CLC는 1956년 4월 23일 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TLC)와
Canadian Congress of Labour(CCL)의 합병을 통해 창립되었는데, 그 시점은 미국의
AFL-CIO의 통합보다 2년 뒤이다. 그리고 TLC는 미국의 AFL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직종
별노조였고, CCL은 미국의 CIO 영향권 아래 있었던 산업별노조였는데, CCL이 TLC를
탈퇴하여 독립 노총을 조직한 것은 미국의 CIO가 창립되었던 해인 1935년이었다. 이처럼
CLC의 창립과 그 이전의 상태가 미국의 AFL-CIO와 매우 흡사한 것은 CLC와 그 이전
의 캐나다노총들이 모두 AFL-CIO의 주도 아래에 있었던 국제노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CLC는 많은 점에서 AFL-CIO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복
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태도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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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조 지향성에 대항해서 조직한 소규모 노총인 캐나다노동조합총연합
(Confederation of Canadian Unions)이 있다. Gunderson and Taras(2009)에 따
르면, 지역독립노조도 전체 조직근로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독립노
조들이 12.0%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미국보다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이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지배하의 국제노조 중심의 노동조합 구조
에서 탈피하여 캐나다의 고유한 노동조합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이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이합집산과 조직경쟁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캐나다 민족노조의 성격이 국제노조보다 더 전투
적인 사회적 노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노조와 국제노조의 결별
은 노선투쟁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제노조로부터 분리
독립한 민족노조들은 조직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타
노조와 합병 또는 조직침탈을 많이 시도한 점도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 캐나다 최대 노총인 CLC도 원래 미국의 AFL-CIO의 조직
경쟁 금지 규약과 유사한 내부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상의 사정 때문
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 내부 규제
력을 많이 약화시켜 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맹 노총이 다른 노조끼리 조직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노총 내 노조 간 조직경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캐나다의 복수노조 경험을 국제노조로부
터의 독립과 민족노조의 형성, 그리고 그 이후 민족노조 간 조직경쟁, CLC의
조직경쟁 규제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 복수노조와 조직경쟁의 역사적 전개과정
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캐나다자동차노조
(CAW)의 복수노조와 조직경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
미국 노조 주도의 국제노조가 캐나다 노동운동의 지배적인 힘이 되었던 것은
노조 태동기인 18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캐나다의 초기 노동조합들은
주로 유럽에서의 이주자들에 의해서 조직되었지만, 1860년대가 되면 미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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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들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조직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1870년대에는
미국 노동조합들이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의 지배적인 집단이 되었다. 첫 번째
국경을 넘은 미국의 노조들은 주철노조(Iron Molders)와 인쇄담배노조(Printers,
Cigar Makers'), 제화공노조인 성 크리스핀기사단(Knight of St. Crispin), 노동
기사단(Knights of Labor) 등이었는데, 19세기 말이 되면서 국제노조가 캐나다
조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관련 통계가 정리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해인 1911년에 이미 국제노조가 캐나다 조합원의 89.7%를 차지하고 있
었다. 그 이후 1920~30년대에 국제노조의 조직률이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1935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1940년대 말에는 캐나
다 조합원의 60%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국제노조의 증가세가 계속
되어서 1966년에는 110개의 국제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합원의 70.8%
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점차 감
소세로 돌아섰다. 1970년에 62.5%였던 국제노조 조합원 비율이 1980년에
46.2%, 1986년에는 39.1%였으며, 2002년에는 28.7%까지 줄어들었다.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에서 국제노조가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 이유는
그것이 초기서부터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의 토대를 닦은 것뿐 아니라 그것이 캐
나다 근로조건의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속성상 국제
노조도 미국과 캐나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표준화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국제노조가 미국에서 얻은 노조 프리미엄을 캐나다 단체협약의 목표로 설정함
으로써 캐나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국제노조는 미
국의 노조활동 경험을 통해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막대한
파업기금을 비축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국제노조가 배후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
체가 캐나다 지부의 교섭력을 증가시켜 주고 있었다. 한편, 캐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노조가 주도하는 국제노조
의 활동이 용인되었던 측면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국제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약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국제노조는
캐나다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직이었다.
반면에 국제노조 지부로서의 위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
표적인 문제가 캐나다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의사결정이 미국의 국제노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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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Godard, 1994). 이 당시에는 캐나다
노동회의(CLC)에서도 국제노조의 캐나다 지부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CLC도 사실상 AFL-CIO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두 나라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노조는 캐나
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 노동
조합들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캐나다 지부의 반감도 존재하고 있어서 노동조
합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도 잠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에는 노동조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신민주당(NDP)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
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참여를 금지한 미국 AFL-CIO의 정치노선을 수용하기
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노조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
에 캐나다 지부들은 국제노조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보다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제노조 본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조직경쟁을 제
한하고 있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노조 간 조직경쟁 금지를 신성시하는 경
향이 있었고, 동시에 국제노조와 캐나다 지부의 독특한 관계가 노조 간 조직경
쟁을 제한하고 있었다(노용진, 2011). 1980년대 이전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
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발견되지 않아서,6) 당시 노조 간 조직경쟁 상황을
노조 간 인수합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haison(1979)에 따
르면 1977년 현재 캐나다에는 88개의 국제노조와 121개의 민족노조가 존재했
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노동조합들이었다. 국제노조의 75%와 민족노조의 85%
가 2만 명 이하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고,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
는 18 개뿐이었다. 이처럼 파편화된 노동조합 구조7)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조
간 인수합병과 통합이 요청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통합 움직임은 국제노조 주
도의 노동조합운동 상황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었다(Chaison, 1979). 국제노
조 본부들 사이의 노조 통합 교섭은 자율권의 약화를 우려한 캐나다 근로자들
의 저항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고, 캐나다 지부의 통합 움직임은 국제노조 본부
의 저지를 받게 되면서 노조 간 합병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노조 간
6) British Columbia주의 조직침탈을 연구한 Riddell(2007)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캐나다의
조직경쟁 추이에 관한 기본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7) 참고로 Chaison(1979)은 이것을 복수노조 상황(multi-unionism)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노용진)



75

합병은 해당 노조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할 수도 있고 조직침탈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든 당시 국제노조의 의사결정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국제노조와 캐나다 지부의 불편한 동거는 캐나다 지부들의 분리독
립 움직임을 낳게 하였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1970년과 1974년 CLC 대
의원대회에서 캐나다 지부들의 자율적 지배구조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결의안
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자율성 강화 이후에도 캐나다 지부들은 국제
노조로부터 이탈하여 자신들만의 민족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1970년대 초반에 국제노조로부터 분리 독립한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
제지노조(Communications and Paper Workers)였다.
국제노조로부터 캐나다 노동조합의 분리 독립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이
후의 일이다. 198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 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부 국제노조들은 미국에서 양보교섭에 응하였고, 그에 준해서 캐나다 지부들
에게도 양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발한 캐나다 지부들이 국제노조
로부터 이탈하여 민족노조들을 결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에 소개되어 있는 캐나다자동차노조(CAW)이고, 그 밖에 양조․목재․에
너지노조(Breweries, Woodworking and Energy Workers)도 있다. 캐나다 민족
노조들은 미국의 온건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와 달리 전투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것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캐나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상당
한 기여를 하게 되면서 국제노조와의 조직경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
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고 기조직된 민족노조들이 국제노조의 지부를
공략하는 전형적인 조직침탈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규모를 키워 갔다. 1978~98
년의 20년 동안의 British Columbia주에서 발생한 조직침탈을 분석한
Riddell(2007)에 따르면, 민족노조는 363건의 조직침탈을 시도했고, 220건의 조
직침탈을 받은 반면, 국제노조는 243건의 조직침탈을 시도했고, 386건의 조직
침탈을 받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노조가 더 많은 조직침탈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조직규모가 작고 파편화되어 있었
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들
이 국제노조의 지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시점에는 국제노조를 통한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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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살릴 수 있었지만, 국제노조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형성된 민족노조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게 되었고, 그만큼 그것들은 다른 노조들과의 합병이
나 또는 다른 노조들에 대한 조직침탈의 동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은 체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태성이 강했고,
그로 인해서 1980년대 이후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은 전반적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적 배경 속에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성장 국면 위에 있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성장 국면은
역으로 노동조합들의 신규 조직화와 다른 노조들에 대한 조직침탈을 촉진해 주
었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이 인수합병이나 조직침탈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온 움직
임과 동시에 어느 노총에도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의 비율 증가와 그에 따른
노조 조직의 파편화도 진전되는 상반된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
다. Riddell(2007)에 따르면, 1960년대의 캐나다에는 독립노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1995년경에는 독립노조 조합원 수가 조직근로자의 20% 정도까지 증
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의 독립노조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
는데, 특히 전국독립노조와 주독립노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노조 간 조직침
탈에서도 전국독립노조와 주독립노조를 대상으로 한 조직침탈의 성공률이 국
제노조나 민족노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
럼 캐나다에서 독립노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노총 가입에 따른 이점보다 부
담이 크다고 느끼는 노조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노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별노조 형태를 취하는 독립지역노조도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소멸
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Rajan and Grigoleitis
(1978)에 따르면, 캐나다의 독립지역노조 수는 1961~62년에 129개, 1976년에
114개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Gunderson and Taras(2009)는
2006년에 독립지역노조가 269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독립지
역노조를 설문 조사한 Rajan and Grigoleitis(1978)에 따르면, 그 노조들이 독립
지역노조로 남는 이유들은 ①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② 저렴한 조합비, ③ 고용주와 노조 간 긴밀한 관계, ④ 회사의 운영과 절차에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노용진)



77

관한 더 깊은 지식, ⑤ 저렴한 노조 운영비, ⑥ 노조의 내부 권력 투쟁과 정치로
부터 자유로운 점, ⑦ 고용주들이 소규모 노조를 선호하는 점, ⑧ 지역 조건에
적합한 협약의 체결 능력, ⑨ 조합원을 개별적이고 사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점
등이다. 독립지역노조들은 자신들을 어용노조(company union)라고 보지는 않
지만, 기본적으로 노사협력주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역독립노조는
노조 간 조직침탈에서의 방어율도 국제노조나 민족노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것은 아니다(Riddell, 2007).
이상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침탈은 국제노조 대 민족노조, 규모
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대규모 노조화 등과 관련된 조직침탈은 주로 초기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노조 간 합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기업 내의
교섭대표권을 둘러싼 조직침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조인준선거에서
의 노조 간 경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 노사관계제도의 지배구조가 지방
분권적이어서 전국적 차원의 기업 내 조직침탈에 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입수가능한 유일한 통계는 British Columbia주의 노조인준선거 경
합을 분석한 Riddell(2007)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1978년
10월~1998년 5월 사이에 발생했던 총 조직침탈 건수는 606건이었고 침탈노조
의 평균 승률은 55.8%였다. 침탈 대상이 되는 노조의 특성들은 국제노조, 신규
노조, 교섭 성과가 낮은 노조 등이다. 기업 내 노조 간 조직경쟁에서는 어느 노
조가 승리하는가에 경영진들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가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침탈의 성공률을 24% 정도 낮춘다. 이 점은 캐
나다에서 사용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노조가 유지되는 하나의 이유를 구성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들은 침탈노조보다 기존 노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
은 캐나다의 기업 내 조직경쟁이 다소간 선명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캐나다의 복수노조 간 조직경합과 선명성 경쟁은 노측에게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 사측의 낮은 노조 회피전략 등의 요인들과 맞물려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인 조직활동을 촉진해서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이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더 활
성화되도록 하고 그만큼 노조조직률의 하락을 억제하여 왔다(Kuma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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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y, 2000). 가령 2000년대 말에도 캐나다의 노조조직률은 27%선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8) 캐나다의 노조조직률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OECD국가들보다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비교대상국인 미
국(2008년 현재 11.6%)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파업
빈도 수나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등의 노동쟁의 지표에서도 OECD국
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Thompson and Taras(2004)에 따르면,
1986~95년 사이에 캐나다는 OECD 24개국 평균보다 약 2.5배 정도 높은 파업
률을 보였다. 캐나다와 주요 OECD국가들의 노동쟁의건수와 노동손실일수에
관한 통계를 정리한 <부표 2>에서 캐나다의 노동쟁의건수와 노동손실일수는
호주를 제외한 다른 주요 OECD 국가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고용규모가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의 1/9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캐나다의
노동쟁의건수와 노동손실일수는 미국의 그것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미국의 노동조합들보다 더 활발한 노
조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활발한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협소한 이해보다 더 넓은 계급적 이슈들을 강조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조주의(social unionism) 지향성(Kumar, 1993)9)에서 비롯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조합들의 조직경쟁에
서도 기인하고 있다. 캐나다 노사관계 연구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활발한 조합활동은 역으로 노동조합들의 조직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8) <부표 1>에 OECD 노동조합 통계에서 발췌한 국가별 노조조직률이 정리되어 있다. 거기
로부터 우리는 2008년 현재 캐나다의 노조조직률이 27.1%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노
조조직률은 1988년에 39.5%로 정점을 이룬 뒤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
락률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의 노조조직률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의 조직
률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Troy, 2000), 2007년 현재 공공부문 조직률은 74.5%로 꾸준하
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도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하향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1997년의 21.3%에서 2007년 18.7%로 감소하였다(CLC, 2008).
9) Kumar(1993)는 캐나다 노동조합들이 사회적 노조주의 지향성을 가지게 된 이유로 캐나다
노동조합의 철학을 들고 있다. 반면에 Troy(2000)는 캐나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노조주의
도 결국은 근로자들의 일상적 이해를 전투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의 실리주의와
시기적 차이일 뿐 결국은 양자가 서로 수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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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C의 조직경쟁 규제와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10)
미국의 AFL-CIO에 가입된 국제노조들이 CLC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LC의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은 AFL-CIO와 비슷한 모습을 띄었다. 미
국처럼 캐나다에서도 과거에는 TLC계열의 직종별노조와 CCL계열의 산업별노
조 사이에 조직대상 중복이 발생하면서 관할권 분쟁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
면서 그러한 종류의 조직경쟁은 많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CLC 가
맹노조 간 조직경쟁이나 조직침탈이 국제노조와 민족노조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Riddell, 2007). 그리고 CLC 노동조합들도 규모의 비경제를 탈피하
기 위해 다른 노조와의 통합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게 되면서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CLC 가맹노조
들은 전통적인 조직 범위(jurisdiction)였던 산별․업종별 단위를 벗어나는 일반
노조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결과 과거의 전통적인 관할권이 무너지고 CLC도 가
맹노조들 간 관할권 분장을 포기하고 있다. 가령 중복적 조직화 노력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경우, 보건의료산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등은 CAW, Steelworkers,
SEIU 등이 모두 조직하려고 노력하는 업종들이다. 노동조합의 일반노조화에는
캐나다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데, 가령 공공부문에서 민영화되거나 분사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민간부문 노동조합에게 조직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에 둘 것인지 등이 모호해지고 있다(CLC 간부와의 인터
뷰에서).
CLC도 AFL-CIO처럼 이러한 중복노조 간 분규가 자원의 낭비이며, 어떤 교
섭단위에서 노동조합의 인준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CLC도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내부규율과 조직침
탈을 금지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AFL-CIO 내부규제와
매우 유사하다(AFL-CIO의 조직경쟁 규제에 관해서는 노용진(2011)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CLC의 조직침탈 금지규정은 AFL-CIO의 그것보다 규제력이 약해

10) 이 절은 CLC 노조 간부와의 인터뷰 및 그 과정에서 얻은 내부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
었다. 그 인터뷰에 응해 준 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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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침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LC의 규제력이 약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LC 가맹 노조 중 12개의 대규
모 산업별노조들이 75% 정도의 조합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른 노조
에 대한 조직침탈에 적극적이고 조직침탈에 대한 처벌의 강화에 소극적이어서
그들을 규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 있다. 그리고 조직침탈에 대한 처벌 수준
이 기껏 권한정지나 제명 정도인데,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은 노동조합이 겪는
불편보다 CLC의 조합비 감소 피해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CLC 간부와
의 인터뷰에서). 가령, 알버타 공공노조(Alberta Union of Public Employees:
AUPE)에게 조직침탈에 대한 처벌로서 권한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노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CLC에 재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서 CLC의 조직경쟁이나 조직침탈에 대한 규제가 AFLCIO보다 더 약하고, 그 결과 CLC 가맹노조 간 조직침탈이 통제되지 않았다.
내부규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CLC는 1992년, 2002년, 2010년
등 세 번의 대표자회의(convention)를 통해서 조직침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
다. 그 중 2002년 논의되었고 2003년 통과된 방안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약
제4조(Dispute Procedures)다. 2002년의 주된 수정은 종전보다 위원장에서 개입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조정 과정(mediation process)을 도입한 것에 있다.
2008~2010년 사이에 그것에 관해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노조마다 입장의 차이
가 존재하였고, 2002년의 방안이 일정한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았다.
CLC의 규약 제4조는 신규 조직 시 발생하는 조직분규와 다른 노동조합의 조
직침탈 등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 조항들은 CLC 내 조직분규를 해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따라서 회원 노조들은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법원이나
법적 절차에 호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조항은 특정한 분규에
관한 것이고 노조들의 관할권 일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규약 제4조는 먼저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각 노조들이 높은 수
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조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히 적용되는데,
신규 조직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수의 노조 간 조직분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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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CLC가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
다. 그 분규조정 과정은 먼저 상임집행위원회가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쌍방
의 행동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
게 된다. 이때 결정의 주된 근거들은 해당 노조들의 협약 역사, 해당 노조 조합
원들의 유형과 조합원의 승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노조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 노조가 성공적인 조
직운동을 벌일 가능성, 해당 노조의 윤리성 등이다. CLC는 가맹노조들에게 이
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 노조들이 하나의 사업을 조직하려고 경쟁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견되고 있다. 신규 조직화를 둘러싼 조직경쟁의 한 예는 MacMaster 대학 근
로자들의 조직화다(CLC 간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에서는 철강노조(Steelworkers),
온타리오 공공서비스노조(Ontario Public Service Workers), CAW 등 5개 노조
들이 서로 조직하려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CLC도 AFL-CIO와 같이 가맹 노동조합들이 다른 가맹 노동조합의 기확립된
단체교섭과 작업관계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조직침탈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다른 회원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을 침탈하려고 한다고 믿는 가맹노조가 있다
면,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그 분규의 해소를 CLC위원장에게 직접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원장은 제기된 소송(allegation)의 타당성
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이나 그 대리인은 그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 분규를 조정하거나 해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원장은 그 분규의 해소를 위해 부가적인 권고를 하거나 공정한 심판이나 옴부
즈맨에게 그 분규를 의뢰할 수도 있다. 어떤 노조가 다른 가맹노조에 대한 조직
침탈을 하거나 그 조합원들에 대해 개입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위원장은 모
든 조직침탈과 개입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관련 노조 중 어느 일방이라도 위원장의 결정에 승복하기를 거부하면, 상임
집행위원회가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게 되고, 해당 노조들에
게 어떤 제재(sanctions)를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제재 속에서는
제명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조는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조직침탈로 여겨졌던 계획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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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단위가 미조직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CLC 비가맹 노조에 의해서 조직침탈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은 그 계획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논거들이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기간 동안에 해당 노조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사를 통해서 그 노조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당사자
들이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공지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
장을 밝힐 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거기에서 다른 노조에 계획된 행동을 한 노조
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받게 되면, 그 노조는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지
만, 반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의 수위는 단계마
다 차이가 있다. 조직침탈로 판정이 나는 순간, 그 노조는 집행위원회 투표권,
위원회 참석권, CLC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을 박탈당하게 되고, 3개월 후
에는 지역협의회 등의 투표권과 참여권, 지역협의회 등의 서비스 접근권 등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CLC의 상임집행위원회와 지역협의회
위원석, 분규 절차에 대한 접근권, 참여권 등을 박탈당하게 된다.
CLC에서는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데, 한 노조나 지부의 조직변경 시 어느 정도가 조합원들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어느 정도가 다른 노조의 침탈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가 쉽지 않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은 CLC 감독관 파견, 최장 3
년간 CLC의 직가입 지역노조로 인가, 또 다른 노조에게 조합원 모집의 허용,
조합원의 진정한 희망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의 조직, 옴부즈맨에게 그 사
안의 제출 등 5가지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CLC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들 중 CLC 직가입 지역
노조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2010년 대의원대회(convention)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의
Disputes Protocol의 도입은 일정한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방
안 이후 CLC의 개입이 요청되었던 노조 간 조직분규가 매년 평균 15건 정도였
는데, 그 중 90% 이상은 조정이나 가맹노조 간 교섭과 직접적인 면대면 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었다. 2003~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조직침탈건수가 2.4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8년 이후 2002년까지 평균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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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침탈건수가 5.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Disputes Protocol 도입 이후 조직침
탈건수가 얼마간 줄어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Ⅳ. 캐나다자동차노조(CAW)의 조직경쟁을 통한 성장 사례

CAW는 2010년 현재 조합원이 20만 명 이상으로서 캐나다 민간부문 노동조
합 중 가장 큰 노조다. CAW는 1985년 미국자동차노조(UAW)의 캐나다 지부
가 분리 독립하여 조직한 노조다. CAW는 원래 자동차산업노조로 출발했지만,
합병과 신규 조직을 통해 현재는 자동차산업 외에도 항공, 광업, 어업, 병원, 철
도, 소매, 제조업, 조선 등 대부분의 산업을 조직하는 일반노조가 되었다. 조합원
은 자동차부품 업종과 완성차 업종에서 각각 3.7만 명과 3.3만 명으로 가장 많
고, 이어서 항공․철도․육로․해상운송 등(4.4만 명), 일반 제조업(3.5만 명), 보
건의료산업(2.7만 명), 도소매업(2.2만 명) 등에서도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CAW는 미국의 UAW 캐나다 지부에서 성장해 온 민족노동조합이다.11) 캐
나다 지부가 UAW를 탈퇴하고 CAW를 조직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UAW의 양
보교섭 압력이었다. 1979~80년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국 의
회는 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전제로 근로자들의 양보를 요구하였는데,
UAW는 그 조건을 수용한 반면에 UAW 캐나다 지부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
어서 1981년 크라이슬러 경영진이 재차 도산 위협을 통해 노측의 양보를 요구
하였을 때에는 캐나다의 크라이슬러 근로자들도 시간당 $1.15인 COLA와 미래
의 임금인상과 유급휴가 중 일부를 잃었다. 그리고 1982년 포드와 GM도 양보
교섭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에서 양보교섭이 일반화될 처
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W의 캐나다 지부는 본부의 교섭정책을 거부하게 되었
는데, 그것이 CAW 조직의 단초가 되었다. 당시 캐나다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위험이 심각하지 않았고, 높은 조직률과 공세적인 노동조합이 있었으며 조합원
11) UAW와 CAW의 분열 및 CAW의 탄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indin(1995)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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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위기도 살아 있었던 점 등, 미국 근로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우당이었던 NDP가 반대의 목소리를 제공하였고 캐나다의
민족주의가 미국 다국적기업의 제시안을 비판하고 있어서 노조가 고립되어 있
지도 않았다. 그리고 캐나다 Big 3 자동차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 근로자
들의 평균 임금보다 약 25% 높은 상태로서, 미국만큼 임금격차가 크지도 않았
다. 이러한 상태에서 UAW 캐나다 지부가 포드 및 GM과의 조기협약 재개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 UAW의 양보교섭 대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
다. 이러한 대오 이탈과 함께 Kenworth에서 9.5개월 동안 지속된 파업투쟁,
Rockwell 자동차부품 회사 파업 등 양보교섭에 반대하는 파업투쟁들이 산발적
으로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들 파업은 모두 실패하였지만 고용주들에게 쉽사리
양보교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어쨌든 1982년 GM
과의 협약에서 캐나다 지부는 약간의 임금인상과 COLA 조항의 유지 등을 획
득하면서 미국 UAW와 차별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 직후 크라이슬러와의 협상으로도 이어져 갔다. 당시
UAW는 미래의 COLA 조항은 유지하지만 당장의 COLA 조항 복귀 없는 합의
안을 체결하였는데, 캐나다 크라이슬러 근로자들은 인준투표에서 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파업을 결의하게 되었고, UAW 지도부는 파업투쟁을 자살행위라
고 만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어쨌든 1982년 11월 5일 크라이슬러에서
파업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측이 양보하여 시급 75센트 임금인상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UAW 미국 지도부와 캐나다 근로자들 사이에 거리
가 더욱 멀어져 갔다.
캐나다 지부가 UAW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은 1984년
의 일이다. 이때 캐나다 지부는 GM을 집중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크라
이슬러는 아직 패턴교섭에 복귀하지 않았고, 포드는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GM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교섭은 순탄치 않
았는데,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GM 측이 미국 UAW 지도부로부터 캐나다 근
로자들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캐나다 근
로자들은 13일 동안의 파업에 돌입했고 GM은 연도별 인상(Annual
Improvements)을 양보함으로써 이 파업은 종결되었다. 이 인상분은 캐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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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조정(Special Canadian Adjustment: SCA)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기본급이
아니라 COLA에 추가되었지만, 잔업수당이나 프리미엄, 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
준으로 포함되었다. 이처럼 다소 기이한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미국 UAW
근로자들의 눈을 의식해서 캐나다의 교섭 성과를 가시화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다. 어쨌든 GM 파업은 캐나다 UAW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자주적으로 행동
할 수 있음을 보였고, 그 결과 CAW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섭에서 교섭 결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미국 본부와 캐나
다 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UAW와 CAW 분열의 직접적 계기
가 되었다. 당시 캐나다 지부장이었던 White는 캐나다 지부의 대표자회의
(Council)에서 캐나다의 교섭 목표 설정, 파업권과 파업기금 접근성, 캐나다 직
원 채용 등의 결정권을 캐나다 지부가 귀속해야 한다는 점에 압도적 다수의 지
지를 받고, UAW 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들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었다. 그
직후 White가 캐나다 지부 대표자회의에서 UAW 탈퇴를 제안했고, 그 제안은
350명 중 346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CAW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CAW의 등장은 그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캐나다 민
족노조의 분리 독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캐나다 내에서 국제노
조로부터의 이탈과 민족노조로의 통합이나 국제노조에 대한 조직침탈이 광범
위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만큼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을 촉발시킨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CAW는 UAW의 양보교섭을 거부하면서 탄생하였는데, 그 이후에
도 그와 같은 전투적인 노동조합주의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노동조합의 내부민
주주의를 강조하였다. CAW는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한 편이며, 단체교섭 외
에서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이슈에도 참여하는 등 진보적인 정치주의 성
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계열 노동조합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CAW는 198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캐나다에
서 민간부문에서 가장 큰 노조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성장은 많은 부
분 다른 노조와의 합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규 조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만, 그것은 기존 조합원 중 공장 철수 등으로 줄어든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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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AW의 타 노조 인수합병
노조
인원수 연도
Canadian Airline Employees Association
4100 85
Canadian Association of Passenger Agents
800 87
Canadian Glass Workers
800 87
Fishermen, Food, and Allied Workers Union
24,000 88
Canadian Seafood and Allied Workers Union
3000 89
Great Lakes Fishermen and Allied Workers Union
400 89
The Brotherhood Railway Carmen of Canada
8000 90
TCU-Airline Division
350 90
Canadian Association of Industrial Mechanical and Allied Workers
6500 92
Canadian Textile and Chemical Union
700 92
United Electrical, Radio and Machine Workers of Canada
5000 92
Canadian Union of Mine, Mill and Smelter Workers
1600 93
Canadian Brotherhood of Railway, 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33437 94
Canadian Association of Smelter and Allied Workers
2000 94
Independent Canadian Steel Workers Union
725 94
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cation and Allied Workers
1200 95
N&D Supermarket Employees Association
230 95
The Newspaper Guild, Local 239
140 95
Canadian Seat Assembly Workers Union
525 95
Quaker Oats Employees Independent Union
400 95
United Fishermen and Allied Workers Union
4500 96
Marine Workers Federation
4500 96
Ventratech Employees Association
180 99
Retail, Wholesale Canada
23000 99
Marine Communications and Traffic Services Association
350 00
The Air Traffic Specialist Association of Canada
850 01
The Canadian Air Traffic Control Association
2200 01
Ontario Northland Employees Independent Union
69 02
The Canadian Paper Workers Union, Local 219
325 02
The Canadian Union of Transportation Employees Local 1
140 02
Federation des Syndicates du Secteur Aluminium Inc.
4600 04
Ontario Beverage Workers Union
112 04
Progressive Bakery Workers Association
143 04
Syndicates des Travailleurs et Travailleuses en Aeronautique de Longueuil
311 04
United Bus Workers of Ontario Association, Local 120
120 05
McMaster University Staff Association
2700 05
Canadian Racetrack Workers Union
600 07
United Bottlers Workers' Union 9
117 07
Syndicate des Travilleurs et Travailleuses de la Mine Niobec
225 08
전 체(39건)
1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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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증가의 주된 원천은 다른 노조와의 합병이었다.
CAW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39번의 합병을 통해서 조합원 수를 14.2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켰다(표 1 참조). 합병은 CAW가 설립되었던 1985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캐나다항공노조(Canadian Airline Employees Association)
와의 합병이었다. 이 노조와 합병을 원했던 다른 노조들도 있었지만, 이 노조는
CAW와 합병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에도 5건, 1990년대에 18건, 2000년대에 15건 등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
병의 대상은 모든 산업의 노동조합들로서 노동조합의 관할권이 더 이상 무의미
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CAW와 합병을 한 노조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노조들이었다. 이들 노조들
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노조와의 합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나마 규모가 컸던 합병은 1994년
캐나다철도운송 및 일반노조(Canadian Brotherhood of Railway 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CBRT)와 이루어졌던 것이었고, 그 밖에 어업․음식료 및 연
합노조(Fishermen, Food, and Allied Workers Union, 2.4만 명), 캐나다 도소매
노조(Retail, Wholesale Canada, 2.3만 명) 등도 규모가 큰 합병에 속한다. CAW
와 합병을 했던 노조들 중 일부는 독립지역노조들이었지만, 대부분은 CLC 가
맹노조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합병노조들은 대부분 초기업 단위의 노조이거나
지역지부들이었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조직경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를 제
외한 대부분의 합병들이 상대 노조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합병과 관련된 조직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CAW가 다른 노조와의 합병에 적극적이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
것이 국제노조로부터 분리되면서 자립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산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의 관할권으로 구분된 산업노조
는 그 자체로써 존립이 어렵고, 그 점 때문에 조직의 범위를 전통적인 관할권을
벗어날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CAW와의 합병을 원하는 노조가 많았던
점도 한 이유가 된다. CAW는 그동안 강력한 힘을 이용한 근로자들의 근로조
건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미국 노조로부터의
자주성, 양보교섭 불인정 태도와 전투성 등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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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사정들이 반영되어서 CAW는 일찍부터 자신의 관할권인 자동차산업
에서 다른 산업으로 조직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는 조직 범위가
전 산업으로 확대된 일반노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CAW가 다른 노조나 지역지부의 합병에 적극적이었기 때
문에 다른 노조와 조직분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88년 국제노조인 음식․통신노조연합(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FCW)와의 조직분규, 2000년 또 다른 국제노조인 서비스국제노조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와의 조직분규 등이다.
먼저 UFCW와의 조직분규는 Newfoundland주의 어업․음식료 및 연합노조
(Fishermen, Food, and Allied Workers: FFAW)와의 합병 때문에 발생한 사건
이다. 이 노동조합은 원래 UFCW의 Local 1252로 존재하였다. 그 지역지부가
UFCW에 가입했던 것은 그들이 오래 전에 일련의 전투적인 파업을 치른 직후
식품가공노조(Packinghouse Workers)와 합병하였고, 그 노조가 1979년 소매노
조(Retail Workers)와 합병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UFCW Local 1252는 1980
년대 중반부터 UFCW의 미국 본부에게 캐나다 섹션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요
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 갈등 과정에서 Local 1252는 UFCW가 그들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UFCW를 탈퇴하여 FFAW를 조직하고 난 후 CAW Local 465로 편입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UFCW는 CLC에 제소를 하고, 동시에 캐나다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CLC는 CAW가 노동운동의 대동단결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
였고, CAW는 노조로부터 탈퇴한 근로자들을 방기하지 말고 안전망을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CLC는 중립적인 심판을 임명하
고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 판정 결과는 UFCW가 이 분규에 관
하여 CLC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UFCW가 조직
내부 분규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있다. 그 결과 CLC는 CAW에 처벌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었다. 한편 UFCW는 법원으로부터 UFCW Local 1252의 탈퇴금지 명
령을 받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지역지부를 신탁 상태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역지부의 지도자들은 그 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노조(FFAW)를 결성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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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 신규 노조의 집행부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
로서 UFCW를 대체하는 인준선거를 신청하고 그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직
침탈에 성공하게 되었다.
2000년에 발생했던 CAW와 SEIU 사이의 조직분규는 CAW가 조직침탈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CAW가 CLC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다.12) 이
조직분규는 SEIU 온타리오 8개 지역지부들의 조직변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SEIU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노조이고, SEIU 캐나다 지부는 8.5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온타리오 지역지부가 가장 컸는데, 조합원
수는 3만 명 정도이고, 대부분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었다.
CAW와 SEIU 사이의 조직분규는 2000년 2월 SEIU의 온타리오 8개 지역지
부의 간부들이 모여서 SEIU 탈퇴와 CAW 가입을 결의하고, 이어서 그 8개 지
역지부의 대표자들 100여 명이 회합을 가져 절대 다수가 그 결의안에 찬성하였
으며, 그 다음날 800명 정도의 지역지부 대의원들이 그 결의안을 지지하는 것
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SEIU 측의 주장과 제시된 근거에 따르면
이 조직분규가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분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SEIU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집행간
부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다른 국제노조들의
경우 캐나다 지부의 자율성 문제로 발생하는 본부와의 갈등이 조직분규의 직접
적 배경이 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당시 SEIU는 캐나다 지부의 자율성 보장 방
안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분규
를 낳을 정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다. 즉, 1998년 11월부터 SEIU 내
부에 캐나다 지부의 자율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팀이 존재했고, 거기에 온타
리오 지역지부를 대표하는 부위원장이 참여해 있었기 때문에 자율성 문제를 조
직이탈의 이유로 들기에는 명분이 약했다.
2000년 3월 2일 온타리오 8개 지역지부에서 SEIU 탈퇴와 CAW와의 합병이
조합원 투표에 회부되었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의 약 1/3 정도(6,000명 정도)
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95% 정도가 SEIU 탈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CAW는 95% 찬성을 근거로 조직변경 절차를 계속 밟아갔다. 결국 CAW는
12) CAW와 SEIU 간 조직분규에 대해서는 CLC 간부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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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U를 대체하는 공식적인 인준선거를 신청하였고, 5,000명 정도로부터 교섭
대표로서 재인준받는 데 찬성을 받았다. 한편, SEIU는 그 투표에 대해 의결정
족수 부족이라 주장하였고, 투표 직후인 2000년 3월 10일 8개 지역지부들에 대
해 본부의 직접관리 아래 두는 신탁지배를 결정하였다. SEIU는 동시에 온타리
오 지역지부의 자산과 노조기금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캐나다 법원에 제기하였
고, 그 지역지부의 재산과 기금, 해당 파일들을 환수하였다.
SEIU는 CLC에게 CAW를 상대로 하는 조직침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CLC는 공정심판을 임명하였고, 그 심판은 양 노조 간 교섭된 조정을 이끌
어내려는 노력을 시도한 후 그것이 실패하자, CAW가 SEIU 온타리오 지역지
부의 조직침탈에 관여함으로써 CLC 규약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
정에 근거하여 CLC는 CAW가 그 조직침탈을 계속한다면 징계를 내릴 것이라
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CAW는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고, CLC가 자신들
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CLC에서 철수하여 새로운 노총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
였다. 이러한 논란을 거쳐 CAW는 결국 전국적인 컨퍼런스나 대의원대회, 지역
협의회의 대표자회의 등 모든 CLC 의사결정 단위로부터 배제되는 징계를 받았
다. 그에 대응해서 CAW는 다른 노총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CLC에 대한 조합
비 납부 거부로 대응하였다.
조직분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1월 5월 CAW와 SEIU 캐나다 지
부 등 두 노조가 조직분규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주된 합의 내용은 온타리
오 8개 지역지부의 나머지 교섭단위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SEIU 탈
퇴와 CAW 가입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뒤에 그 투표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었다. 이 합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CAW에 대한 징계해제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었는데, 그 합의 도출 직후 CLC 집행위원회는 CAW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게 되었다. 이 합의 과정에서 가장 다급했던 쪽은 CLC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CLC에게 CAW와 같은
대규모 노조의 조합비 거부가 주는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CLC가
노조 간 조직경쟁을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참고
로, CAW-SEIU 간 조직분규를 직접 이끈 당사자였던 CAW 온타리오 지역지부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노용진)



91

는 현재까지도 CL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조직분규 이후 SEIU 캐나다 지부에서도 내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02년 5월 23일 SEIU 대의원대회가 캐나다 지부의 자율권을
승인한 점이었다. 그에 따라 캐나다 지부는 자신의 정책 수립, 예산과 조합비
책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캐나다 대의원대회에서 자신들의 대
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11월부터 시
작된 태스크포스팀의 작업 결과인데, CAW-SEIU 간 조직분규가 그러한 변화
를 촉진했던 주된 요인이었다. 그리고 SEIU 캐나다 지부의 서비스도 많이 개선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Ⅴ. 연구 결과 요약과 이론 모형 도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전망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노동조합간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
은 복수노조의 제도적 환경으로서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역사적 전개 과정 및 결과, 캐나다 최대 노총인 CLC의 노조
간 조직분규 규제 장치, 캐나다 최대 노조인 CAW의 조직경쟁을 통한 성장 과
정 등이었다. 캐나다는 제도적으로 교섭 단위인 사업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존
재할 수 없고 산업이나 업종 등 초기업 단위에서만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초기업 단위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
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관할권이 주에게 분권화되어 있어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미국과 같이 배타적 교섭제도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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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선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배타적 교섭제도는 교섭구조의 간명화 외에
복수노조의 난립 억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교섭제도는 특정 사업 단위
에서 교섭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노조의 존립 근거를 사실상 박탈하기 때문에
한 사업 단위에는 하나의 노조만을 활동하게 된다.
둘째,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더 우호적인 세
부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주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노조인준 시 카
드체크제도의 허용과 중재를 통한 최초 협약의 의무화, 기조직 사업장에서 복
수노조의 인준선거 시 무노조 선택항 배제,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금지, 넓은
교섭 의제, 노동관계위원회 중심의 노동관계법 집행 등이 노측에게 유리한 대
표적인 조항들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가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보다 우호적인 이유는 캐나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미국보다 높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더 활발하며, 그 결과 노동조합에게 더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또 다른 이유는 캐나다의
노사관계제도 관할권이 주에게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것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연방정부보다 주 단위에서 더 발휘되기 쉽기 때문인
데, 가령 산업화가 잘 되어 있고 노조의 조직률이 높은 온타리오주 등 주요 주
들에서 노동조합의 우당인 신민주당이 집권하기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에게 우호적인 정치적․제도
적 환경은 노동조합의 활동성을 높이고 그만큼 노동조합 간 조직경쟁을 촉진하
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셋째, 캐나다에서는 전체적으로 노조 간 조직경쟁과 조직침탈이 활발하게 발
생했다.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에게 우호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그것을 기초로 한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성, 캐나다 노동조합운동 내에 미국 노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민족노조를 조직하려는 동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규
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몸집 불리기 움직임 등이 존
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캐나다의 노동조합운동은 미국 노조가 주도하는 실리주
의적인 국제노조로부터 전투적인 민족노조로의 구조적 전환과 그에 따른 규모
의 불경제 탈피를 위한 자기 확대 과정 등의 필요성, 그리고 노동조합에게 우호
적인 제도적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노동조합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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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등이 노조 간 조직경쟁을 활성화시켜 준 주된 배경들이었다.
넷째, 노조 간 조직경쟁의 활성화 정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조직경
쟁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내부 규제 정도이다. 노조 간 조직경쟁이 노동조합
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노
동조합전국센터들은 자신의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갖게 되
었는데, 캐나다의 최대 노총인 CLC도 자신의 주된 임무 중 하나로 가맹노조
간 조직경쟁 규제로 설정하고 미국의 AFL-CIO처럼 노조 간 조직침탈과 조직
경쟁을 규제하는 규약을 갖게 되었다. CLC의 조직경쟁 규제 규약은 기본적으
로 가맹노조들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조직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가맹
노조에 대한 조직침탈을 금지하며, 가맹노조 간 조직분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분규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CLC의 조직경쟁 규제 규약은 일종의
가맹노조 간 불가침 조약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CLC의 조직경쟁 규제정책이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 흐름을
제압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CLC에 소속된 주요
대규모 산별노조가 다른 노조들의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어서 조직경쟁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CLC의 독자적인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캐나다에 난립하고 있는 여러 개의 노총들 사이에는 불가침
조약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노동조합 진영의 조직경쟁에 대한 내부
규제는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은 노동조합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
했다. 복수노조의 탄생은 말 그대로 기존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경
쟁 상태로 내모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직경쟁에서 어떤 집단이 승리할 것인가
는 어떤 노조가 근로자의 이해에 부합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주어진 사회경제
적 상황에 정합성을 가질 것인가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에서는 CAW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투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경파들이 힘을 얻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은 양보교섭 거부, 파업의 증가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명성 경쟁 형태를 취하였으며, 노조 내 민주화를 강화하는 등 노조 기능
을 활성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노조 간 조직경쟁과 조직침탈은 노동조합의 활

94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동을 왕성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성 강화는 전투적인 노동
조합주의와 맞물리면서 캐나다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낳은 한 요인이 되었다.
여섯째,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은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대규모화를 촉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의 파편화된 구조도 낳고 있다. 다수 근로자들의
일상적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조운동의 특성상 일상적 이해가 서로 다른
근로자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운동노선이나 운동방
식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 사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일곱째,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독립노조의
증가를 낳고 있는 점이다. 노조 간 조직경쟁은 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게 되는데, 독립노조의 경우 조합원과의 밀착관계 형성, 지역적
특성 반영, 고용주와의 우호적 관계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실리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캐나다 노총들의 난립과 규제
력 약화 등으로 독립노조들이 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점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이 독립노조의 비중 증가를 낳는 요인으로 보인
다. 어쨌든 독립노조의 증가는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이 낳는 부작용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캐나다의 복수노조와 조직경쟁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노동조합
들이지만, 사용자들의 역할도 제한적이나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캐나
다에서 노조 간 조직경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선택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정책은 노조 간 조직경쟁을 규제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배타적 교섭제도와 노
조인준선거의 도입과 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이고, 노조 간
조직경쟁에 직접적 개입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캐나다 노동조합들의 조직
경쟁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제한적인 이유는 캐나다의 노조 간 조직경쟁이 주로
초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내 노조 간 조직경쟁
에서는 사측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입
장에서 복수노조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성향을 달리하는 복수노조 중 어
느 쪽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생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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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복수노조들의 조직경쟁이 초래하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단일노조의 교섭력 증가 중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
약될 것이다.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측의 노사관계 전략이 무엇인
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종전의 노사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도 중요
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복수노조가 주로 기업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업 단위의 노조 간 조직경쟁보다 기업 내 노
조 간 조직경쟁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복수노조 이론모형 도출
캐나다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상황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상의 연
구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개될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를 전망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캐나다 복수노조와 노사 간
조직경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여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에 관한 전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만, 캐나다와
우리나라 복수노조의 주된 차이점이 노조 간 조직경쟁의 장(場)이 초기업 단위
[그림 1] 복수노조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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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기업 내인가에 있다고, 여기서는 기업 내 복수노조를 상정하면서 복수노
조 모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복수노조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본 연구의 복수노조 이론 모형은
기업 내 노사관계의 주체들과 그들의 전략적 선택, 환경적 요소들, 그리고 노조
간 조직경쟁의 결과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캐나다 복수노조
경험에 기초하고 Kochan et al.(1986)의 전략적 선택 모형의 분석틀을 복수노조
상황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13) 복수노조 상황으로의 진입은 해당 노사관계의
질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ochan et al.(1986)의 전략적 선택 모형
이 갖는 동태성이 복수노조로의 전환 과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모형에서는 노사관계 주체로서 해당 기업 내의 기존 노조와 신규 노
조, 그리고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초
기업 단위에서 발생하다 보니 복수노조가 주로 노조 간 문제로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수노조 상황이 기업 내에서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용자
도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정부도 노사관계 주체로서 설정될 수
있지만, 기업 내 복수노조를 모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변수로 설정되
었다. 복수노조로의 진입 여부는 신규 노조를 조직하려는 근로자 집단의 전략
적 선택이 중요한데, 이들은 기존 노조와 이해관계나 노동조합 운동노선 등에
서 차이가 있거나 또는 기존 노조의 교섭 성과 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등
기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제2의 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
임을 가질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측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측이 노사갈등과 같은 기존 노사관계의 질적 특성에 대
해 불만을 갖거나 노동조합 회피 경향의 노사관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
측이 우호적인 근로자들을 추동하여 복수노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노
사관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선택들이 노사
관계 변화의 기조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주체들
13) 가장 큰 변용은 Kochan et al.(1986)의 전략적 선택 모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3층위 구조(전략적, 기능적, 작업장 수준)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것을 제외한
이유는 캐나다 복수노조 경험이 3층위 구조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복수노조의
형성 여부는 주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운
용에서 있어서는 3층위 구조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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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선택을 전망하는 데 노사관계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노조 간 조직경쟁이 국제노조에서 민족노조로, 소규모 노
조에서 대규모 노조로, 실리주의적 노조에서 전투적 노조로의 흐름들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조 간 조직경쟁은 노사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
진하는 기제라고 할 수도 있다.
노사관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은 환경적 요인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
는데, 본 연구에서 환경 요소들로는 제도적 환경과 시장․기술 환경 등이 포함
되었다.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내부 규제와 노동조합운동의 기조적 흐름 등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제도적 환경 변수이지만, 그것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환경 변수로 포함되었다. 캐나다의 복
수노조에서는 위의 환경 요소들 중 제도적 환경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조건
등이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가장 큰 영향 요인들로 다루어졌고 시장․기술
환경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의 도입 여부
가 제도적 변화에서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시대를 전망할 때 제도적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장
및 기술 환경은 무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변수는 노조 간 조직경쟁의 직․간접적 산물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복수노조 경험에서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기능의 강화 정도, 노사관
계의 불안정화 정도, 복수노조의 난립과 노동조합 구조의 파편화 정도 등이 도
출될 수 있는 결과 변수들이다. 노사관계 주체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전략적 선
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현실적인 힘으로 전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상황 정합성과 현실에의 착근 과정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
는 결국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이해를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하는가에
있다고 한다면, 신규 노조가 하나의 노조로서 정착하고, 나아가 기존 노조를 대
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가장 좋은 활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규 노조와 기존
노조의 경쟁적 활동 속에서 복수노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단
지 과도적인 전환과정일 뿐 결국 단일 노동조합 상황으로 복귀할 것인가가 결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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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복수노조 전망과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그동안 단일노조 체제에서 온존되었던 노사관계의 불합리
한 측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체
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1987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노사관계 체제가 그동안의 변
화된 상황에 대해서 정합성을 얼마나 많이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노
사관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먼저 교섭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캐나다의 배타적 교
섭제도보다 복수노조 상황의 탄생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교섭창
구 단일화제도는 배타적 교섭제도보다 소수 노조에 대한 조합 활동의 여지를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대
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 대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기업 내 복수노조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적 측면에서도 복수노조의 난립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
규제 장치가 없고, 그것이 또 단시간 내에 형성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국 단위의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고 최근에 제3
노총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노총 간 불가침 조약이 맺어질 가
능성은 낮아 보인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로 조직된 단위노조들에 대
해서 산별연맹이나 총연맹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사 노총 간 불가침
협약이 맺어지더라도 그것이 기업 내의 복수노조와 노조 간 조직경쟁을 억제하는
내부규제 장치로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주체적 측면에서도 복
수노조화에 대한 내부규제 장치가 취약해서 복수노조의 확산 여지가 남아 있다.
복수노조의 법적 허용 이후 새로운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복수노조를 조직하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노용진)

 99

려는 주체들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는 불확실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
직 형태가 외적 형식이 어떠하든 실제로는 기업별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별노조들이 자신들의 조직 범위를 확대하여 복수노조를 조직할 가
능성은 낮다. 따라서 기존 노조들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와 기득권을 지켜야 할
수세적 위치에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의 잠재적 추동 세력은 결국 현재 가시화
되지 않은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복수노조의 추진 세력이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굳이 꼽자면, 기존 노조 속에
집단화되어 있는 계파들, 최근 복수노조 조직을 천명한 제3노총 그룹, 그리고
사측과 가까운 근로자 집단 등이 복수노조 추진의 잠재적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복수노조의 추진 세력과 노사관계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노동조합운동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이다. 노동조합의 공세 국면과 수세
국면에 나타나는 노조 간 조직경쟁의 수위와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노동조합운동이 전반적인 공세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노조 간 조직경쟁
이 선명성 경쟁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기
능인 교섭과 쟁의 기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 1980년대 이후 노조 간 조직경쟁이 활발한 이
유 중 하나는 당시 캐나다의 노동조합이 전반적인 공세 국면 속에 있었기 때문
이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퇴조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노조도 근로자들의
이해를 철저하게 관철할 수 없게 되면서 패배감만을 낳고 되고, 그 결과 노조
간 조직경쟁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려서 노동조합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후 오랫동안 노동조
합의 공세 국면이 지속되어 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규 조직화가 예외적
으로만 존재하고 오히려 미가맹 독립노조가 30만 정도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파업건수가 줄어드는 등 노조의 공세 국면이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
서 복수노조 허용이 1987년 이후 강세를 보여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간 교착상태에 빠진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이 기존의 노동조합 구조를 바꿀 동력
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비가맹 노조의 증가 등에서 확인되
고 있듯이 노동조합의 온건․실리주의화 동력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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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동력들이 균형을 잡고 있을 것인지 등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조 간 조직경쟁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안착될 것인가는 현
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어쨌든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노조 간 조직경쟁은
단체교섭 중심의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형, 갈등적 모형, 노사협조주의 모형, 노
사파트너십 모형 등 여러 가지 노사관계 모형이 서로 정합성을 주장하면서 근
로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경연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
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정합적이고 근로자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모형이 지배적인 형태로 부각될 수는 있지만, 여러 유형의 근로자 집단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그 노사관계 모형이 노동조합 전체를 통일할 가능성은 낮다. 또는
반대로 어떤 노사관계 모형도 지배적인 형태로 부각되지 못하고 여러 유형의
복수노조들로 난립되기만 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복
잡하고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단기간에 어느
하나의 모형으로 통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문제 의식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노동조합운동
의 대동단결에 해(害)가 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간 조직경쟁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내부규제 움직임이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복수노조가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
부를 둘러싼 제도적 논쟁이었다면, 복수노조의 법적 허용 이후에는 그것은 결
국 노동조합 내부의 자기 규제 필요성 여부 문제로 압축될 것이다. 즉, 노동조
합들이 내부 규율을 통해서 조직경쟁을 제한하고 단일 노조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조 간 조직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결국 노동조합운동
의 선택의 문제되고, 그러한 전략적 선택이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 추진이 중앙에서 조정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동노선을 달리하는 노
동조합 사이의 조직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총
이나 한국노총, 제3노총 계열 노동조합들 사이의 불가침 협약이나 노총 간 통
합 등을 통해서 노조 간 조직경쟁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상태에서도 노조 간 조직경쟁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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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 제정(가령, 사용자와 담합하여 상대 노동조합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
지 않을 것, 근로자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을 결집하는 선
의의 경쟁을 할 것 등)이 복수노조 시대의 건강한 노동조합운동을 위해서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나 노사관계제도와 관련해서 복수노조 상황에서 배
타적 교섭제도나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타적 교섭제도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 비용의 감축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복수노조의 난립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 배타적 교섭제도는 노조 간 조직경쟁이
배타적 교섭대표권의 획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노조 간 분열이 교섭
단위로까지 침투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유지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타적 교섭제도는 복수노조의 난립에 대한
일종의 제어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
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적합
성에 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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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캐나다와 OECD 주요국가들의 노조조직률 추이(%)
1999
한국
11.7
캐나다 28.1
미국
13.4
영국
30.1
일본
22.2
독일
25.3
프랑스
8.2
스웨덴 80.6
호주
25.2
자료 : OECD.Stat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4 11.5 10.8 10.8 10.3
9.9
28.3 28.4 28.4 28.5 27.8 27.7
12.8 12.8 12.6 12.4 12.0 12.0
30.2 29.6 29.3 29.6 29.4 28.4
21.5 20.9 20.3 19.7 19.3 18.8
24.6 23.7 23.5 23.0 22.2 21.6
8.1
8.0
8.2
8.0
7.8
7.8
79.1 78.0 78.0 78.0 78.1 76.5
24.7 24.4 23.0 22.8 22.0 22.1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2006
10.0
27.4
11.5
28.1
18.3
20.7
7.7
75.1
20.1

2007
10.6
27.3
11.6
27.9
18.3
19.9
7.6
70.8
18.5

2008
10.3
27.1
11.9
27.1
18.2
19.1
7.7
68.3
18.6

<부표 2> 캐나다와 OECD 주요국들의 노동쟁의행위 발생건수/노동손실일수 추이
연도별 발생건수(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19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115
108
캐나다
413
378
381
294
266
297
260
151
206
187
미국
17
39
29
19
14
17
22
23
23
16
영국
205
212
194
146
133
130
116
158
152
144
일본
154
118
90
74
47
51
50
46
54
프랑스 1,417 1,427 1,105
745
785
699
스웨덴
10
2
20
10
11
9
14
9
14
5
호주
731
698
675
766
643
692
472
202
135
177
연도별 노동손실일수(천 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캐나다 2,441 1,644 2,203 2,986 1,730 3,185 4,148
793 1,771
876
미국
1,996 20,419 1,151
660 4,077 1,017 1,348 2,688 1,265 1,954
영국
242
499
525 1,323
499
905
224
755 1,041
759
일본
87
35
29
12
7
10
7
8
3
독일
79
11
27
310
163
51
19
429
286
132
프랑스
422
581
463
248
224
193
스웨덴
79
0.3
11
0.8
628
15
0.6
2
14
107
호주
651
469
393
259
439
380
228
133
50
197
자료 : ILO Labour Statistics DB(http://Laborsta.ilo.org/)
한국노동연구원, 2010 KLI 해외노동통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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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 Unionism in Canada ― Backgrounds, Development,
and Results of Inter-Union Competitions ―
Yongjin Nho
This study examines dual unionism and union competition in Canada by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of its subject-matter experts. Dual unionism
does not exist at a bargaining unit of firm, but beyond it due to exclusive
representations in Canada. Canadian unions have had stronger inter-union
competitions for several reasons: Organizing national unions separately out
of international unions dominated by the American counterparts, small sizes
of Canadian unions and their efforts to get economy of scale, active
unionization efforts based on favorabl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and the weak regulation of union competition by Canadian Labor Congress.
The strong union competitions have facilitated inter-union militancy
competition and thus have strengthened union functions lik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relatively high unionization rate, and the frequency of
strikes. On the other hand, the union competitions have increased independent
unions and thus have helped yield a fragmented structure of unions in Canada.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interpreted, and a
theoretical model of dual unionism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 Canadian Industrial Relations, dual unionism, union competition, raid,
exclusiv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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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센터 간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인 평가 방식이 요구된다. 기존의 고용센터 취업실적 등을 활용한 단순한
실적 측정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경제여건을 차감한 각 고용센터의 노력
을 계측하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
기 위해 지역 경제, 인구구조, 센터 현황 요인의 객관적이면서 정량적 측정
이 가능한 아홉 가지 변수를 선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의 질적 상태를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기실업률,
장기실업률 등 세 가지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와 지역
환경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추정치와 실측치의 차이를 센터
의 노력 성과로 측정하는 연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추어 개발한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추정치의 편차가 커 센터 간의 변별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째, 전체 센터별 순위보다는 지수의 크
기가 큰 센터를 그룹별로 분류하는 방안과 둘째, 추정치의 편차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센터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센
터의 실적평가 시 제안된 성과지표의 실측치와 두 가지 방안을 이용한 결과
를 함께 활용한다면 평가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센터 평가에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 경제, 인구구조 등 환경적 요인을 고
려한 모형 개발의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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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 고용정책의 주요 목표는 실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평가 방식은 취업실
적 및 기타 업적에 치중한 단순 성과평가에 머물러 왔으므로, 고용서비스와 관
련된 지역별 경제 특성이나 인구구성 차이를 감안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
를 지닌다.
좀 더 정확한 공공고용센터의 성과평가를 하려면 지역에 따른 경제구조와 인
구구성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산업인력관리공단, 2002; 채호일 외, 2005). 고용
노동부는 취업실적 등을 주된 지표로 사용하여 전국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고용센터별로 지난 3년간의 실
적을 감안해 목표치를 설정한 뒤에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산출해 센터의 순위
를 매기는 이른바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 방식
을 일정 수준 도입하는 등 센터별로 성과 결과를 계량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하지만 객관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공업 시설이 많은 울산 지역이나 경제 중심지인 서울은 취업실적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높으므로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에 힘입어 타 지역 고용센터
들과 비교하면 성과평가 결과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고용센터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취업률을
높이려 노력해도 성과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센터별로 공정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
제상황, 경제구조 또는 인구구성비 등 거시변수의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평가 제도도 최근에는 지역 특성화 업무의 비중이 고용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현)

 109

센터별로 높아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존의 ‘목표에
의한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성과평가 방식으
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의 선두 주자인 스위스와 독일은 새로운 고용서비스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기존의 MBO 방식과 새로운 평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스위스1) 및 독일2)의 회귀분석 방법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인 공공고용서비스 평가방안을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고용센터 평가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를 실용화한다면 고용서비스 성과평
가 대상을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국가 고용총괄 부서로서 범정부적 평가 체계를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고용센터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센터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모든
고용센터가 수긍할 수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발전적인 경쟁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
성을 감안한 고용센터의 평가제도 개선은 지역 고용센터 분권화 강화와 중앙정
부의 효과적 통제가 동시에 조화롭게 작동하는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으로 작용
할 수 있다(노동부, 2003; 한국고용정보원, 2010).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국의 기존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기준의 변화와 선진국 고용서비스 평가 선행연구들을 점검하고, 특히
스위스 및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
서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제안한 성과
평가 모형을 이용한 49개 종합고용센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한계점을 논의한다.

1) Christoph Hilbert(2007).
2) Hugh Mosley and Kai-Uwe Mull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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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 평가방법 검토

1. 한국 사례
한국의 기존 공공고용서비스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취업실적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1). 2010년 고용서
비스 평가에 사용된 취업실적 지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선취업과
마감취업으로 분류하여 총 10가지의 취업건수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각 평가
값에 대한 가중치는 매년 고용노동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
다. 각 센터의 실적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로 평가되며, 목표 점수(예: 과거
대비 130%)는 과거 3년간의 취업실적을 평균하여 설정된다3).
<표 1> 기존 취업실적 성과지표 목록
측정분야

알선취업
취업실적

마감취업

-

성과지표
일반 구직자 중 취업건수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건수
빈 일자리 취업건수
취약계층자 중에서 취업건수
저소득 실업급여 수급자 패키지 참여자 중에서 취업건수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뉴스타트, 심층상담 참여자 중에서
취업건수
e-채용마당 참여자 중에서 취업건수
센터 지원을 통한 취업건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취업건수
워크넷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취업건수

주 : 알선취업이란 워크넷상의 구직자․구인자 정보를 고용센터 직원이 온-오프라인상의 알
선을 통해 취업시킨 경우를 말하며, 마감취업이란 그 외 방법으로 고용센터가 구직자
취업에 도움을 준 경우임.

3) 2010년 평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 방식을 도
입하여 기존의 단순한 실적에 의한 평가보다는 센터와 고용노동부 본부의 협의에 의한 3
년치 평균 기준 목표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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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방식은 지역 경제상황이나 고용센터의 규모 등 지역 특성들이 반영
되지 못하고, 평가항목 선정에 각 지역별 센터들의 특화된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으며, 해마다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가중치 배정이 항상 변경되는
등 고용센터 전체가 수긍할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지역별 경제 특성이 취업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용센터 성과평가 방식에서는 지역 경제성장률 등
의 거시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실적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도시는 인
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등 지역별 인구 증감
의 차이가 크다(통계청, 2011).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 취업건수가 늘어나는
<표 2> 기존 평가방식에 의한 2010년 고용센터 평가 순위
등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센터명
M
A
IK
K
CH1
P
Y
C
J
D
B1
YE
S2
BC
U
I
I2
G
CH2
S
YS
YY
AS
B2

등수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센터명
YJ
B
PH
KM
D2
SY
S1
YY1
KR
SN
S3
BR
YJ
DJ
S4
CH3
J1
KY
S5
CH2
S6
T1
T2

주 : 2010년도 고용센터(80여개)에서 지역별로 고용센터를 47개로 구분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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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이 기존 산식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취업실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10가지의 취업건
수 항목에 가중치를 달리함에 따라 취업실적 순위에 큰 변화를 미친다. 따라서
매년 각 취업건수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조정 자체가 공정한 성과평가를 어렵
게 한다.
기존의 산식에 의한 고용센터 평가 순위를 보면(표 2 참조), 경제의 중심지인
S 또는 S2 센터와 중공업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U 센터는 상위 20위 이내에
들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이며 대기업이 없는 J1, CH2 고용센터는 최하위 그
룹에 속하고 있다4).

2. 선진국의 선행연구 및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소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기존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각 공공서비
스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공공고용서비스도 이런 흐름에 맞추
어 고용서비스의 성과평가 체계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운용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평가 체계는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 정치 구
조, 그리고 고용정책 자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특히, 각국의
고용서비스 평가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고용서비스 평가에 있어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의 고용서비스센터 평
가는 기본적으로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방식을 취하고 있다5)
(Nunn et al., 2009). 노르웨이가 1987년에 도입한 것을 필두로, 프랑스(1990),
영국(1991), 핀란드(1992), 덴마크(1994) 등이 도입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
4) 2006년 이후 각년도의 추세는 동일하나 지역 특성이 고용센터 성과평가 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MBO에 의한 실적 평가이므로 일일이 그 분석모형을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다. 사실
MBO 방식이라는 것이 목표에 대한 실적을 계측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분석모형에서 언급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측면과, 각국마다 고용센터 평가 담당부처 내부의 자
료이고 나라별 사업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히 정리된 연구논문을
찾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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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적인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지난 3년간의 각 기준별 실적을 평균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본부와 각 센터 간의 협의에 의해 그 해의 목표치를 잡고
그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6).
영국의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체계는 크게 ① 취업실적, ② 고용주 실적, ③
취업지원의 적시성, ④ 급여지급 기간 준수, ⑤ 오지급과 부정수급 방지，⑥ 고
객서비스라는 6개의 핵심 지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DWP, 2010). 이와 같은
목표하에 모든 고용센터(Job Center Plus)의 목표 대비 성과달성 수준이 관리정
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측정,
제공되고 있다. 취업실적은 취약계층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난이도별로 실적에
대한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고용주 실적이란 고용주가 공시한 구인공고의
92%를 달성한 것을 목표달성 여부로 보고 있다(DWP, 2010).
호주의 경우 고용서비스를 민간화하였는데, 정부의 민간에 대한 고용서비스
평가에 의해 민간고용서비스 업체 비용지불을 달리한다(김호원 외, 2010).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서비스품질
(quality) 등으로 구성된다(Considine, 2005). 효율성은 구직자 등록에서부터 취
업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취업자 수를 비교하는 것
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취업 난이도별 가중치를 설계 시스템에 의해 호텔식
별표 숫자(star rating) 방식으로 등급을 매긴다(김호원 외, 2010).
스웨덴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MBO 방식을 주요 골자로 평가하고 있다
(Nunn et al., 2009; Mosely, 2001). 주요 성과지표는 ① 지역 PES 이용자 중
90일 이내의 취업자 비율, ② 고용센터 이용자 만족도, ③ 새로운 이민자의 직
업훈련 등록률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엄격한
역할 분담과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수립, 운용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공공고용서비스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주정
부가 공공고용서비스 틀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축, 운용하고
6) Walker, B. and Sankey, S.(2008), Tergeis, P. et al.(2006); Mosley, H.(2001); Cook,
B.(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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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ES의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성과지표,
즉 ① 구직자 취업알선율(Job seeker entered employment rate: JSEER), ② 6개
월 이상 일자리 유지율(Job seeker employment retentioin rate at six months:
JSERR), ③ 구직자 만족도(Job seeker customer satisfactioin), ④ 구인업체 만족
도(Employer customer satisfaction)를 사용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85)
캐나다 또한 미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고용서비스 업
무분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두 종류의 노
동시장발전협약(Labour Market Development Agreement)을 맺고, 주정부는 고
용, 훈련관련 프로그램의 디자인, 전달,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인
적자원사회개발부(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nent Canada)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평가는 11가지 평가지표로 이루어
지는데, ① 고용가능성과 통합(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자 수, 고용유지 기간), ②
정부 지원에서 자립 정도(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보험, 공공부조 수급자 수, 취
업자는 총수입에서 고용보험 및 공공부조 금액 비율) ③ 경제적 웰빙(취업을 통
한 수입), ④ 삶의 질(취업 후 만족도), ⑤ 인적자본투자(교육수준), ⑥ 고용평등/
고용장벽 , ⑦ 노동시장 조정(구조조정, 숙련기술자 부족, 노동력 이동 등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 정도), ⑧ 지역 사회 기여, ⑨ 고용보험(프로그램 참가 후 고
용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 수), ⑩ 비용효과성, ⑪ 기본적 평가에서 제기
된 문제 해결 정도 등이다(Nunn et al., 2009).
이와 같이 각국은 지역의 경제적․인구학적 상황을 고려한 고용서비스 평가
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
다. 특히, 미국과 같이 중앙정부와 주정부와의 분권 체계가 뚜렷한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평가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반영은 주정부의 자율성
을 보장해 주는 유형이 있는 반면, 영국과 같이 평가 목표를 지역 단위에서 정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
한 선진국 사례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황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지역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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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선진국들 중 스위스․독일 등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평가 체계와 관련한 새로운 방식
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인수․유길상, 2006).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들 중 먼저 스위스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독일의 경우는 스위스
와의 차이점만을 기술한다.
스위스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의 지원방식이 중앙집중관리(centralized system)
방식에서 지방분권화(decentralized system)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분권
화된 서비스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체계에 지원금 우대정책(monetary incentive
scheme)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Christoph, 2007). 즉 공공고용서비스
를 수행하는 지역 기관(regional agency)의 성과와 지원금을 연계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관 간 고용서비스 경쟁
을 유발하였다. 스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기관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기관에게 할당되는 예산(budget)도 재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지역
기관이 상호 서비스 성과를 비교 경쟁함으로써 공공고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하였다(Christoph, 2008).
스위스가 공공고용서비스 평가 체계를 수립할 당시 스위스 정부는 새로운 공
공관리정책(New Public Management: NPM)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고려하여
지역별 성과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원칙을
수립하였다(Christoph, 2007). 10대 원칙에는 미션․목적․전략이 명확히 수립
하였는가, 명확한 평가 전략이 설계되었는가, 주 사용자(main user)들이 참여하
는가, 고객(customer)을 고려하였는가, 성과평가가 충분한가, 주기적인 평가가
가능한가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는 위와 같은 10대 원칙하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성과평가 모형은 실업자를 가능한 한 빨
리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진입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의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은 ① 성
과지표를 선정하고 지방 기관별로 성과지표 수치 평가, ② 지방 기관별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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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위스의 공공고용서비스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업자의 실업급여 평균 지급일
전체 실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 수
전체 실업자 중에서 24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 수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재수혜 받는 사람 수

지표명
실업급여 수급일
중기실업
장기실업
재실업

성과지표와 지역별 노동시장 거시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추정치
산정, ③ 지역 기관별 산출된 성과지표의 지수화(실측치 대 추정치), ④ 동일
주(canton) 내 지역기관별 지수 값을 합계하여 주별 대표지수 산출, ⑤) 대표지
수를 이용한 지방기관 선정순으로 진행한다. 스위스의 공공고용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Christoph, 2007)에서 핵심적 특징은 고용센터의 성과평가 시 지역별
노동․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변수들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의하여 실적이 좌우되는 부분을 반영한 후 각 고용센터의 노력에
의한 성과 부분을 찾아내는 방안을 수립한 점이다. 스위스의 성과지표는 취업
실적에 초점을 두고 취업의 질적 측면도 고려한 지표로 구성되었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스 성과지표는 취업실적과 질적 측면을 고려한 실업 기
간과 재실업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었다(Christoph, 2007,
2008).
한편, 독일의 고용센터 성과평가(Hugh Molsey & Kai-Uwe Műller, 2005)는
스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스위스와 독일의 성과평가는 둘 다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각 고용센터의 취업에 대한 노력을 찾아낸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다른 점은 회귀분석상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스위스
의 4가지 지표와 달리 3가지 다른 취업실적으로 나누어 평가한다는 점이다. 독
일의 3가지 취업실적은 첫째, 직업훈련 6개월 후의 취업실적, 둘째, 실업자 등
록 후 자영업 창업실적, 셋째, 보조금을 받는 취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스위스
와 다른 점은 전반적인 취업실적이 아니라, 직업훈련 부분을 중시하고 창업을
별도로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센터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는 취업도 따로 특화하
고 있다는 점도 스위스와는 다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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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를 스위스․독일 2개국 모두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 경제 특성과 그 지역의 근로자 특성으로 구분된다. 공히 두 국가
는 지역의 종합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성과 부분을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점
에서는 유사하다. 스위스와 독일의 공공서비스 평가모형 추정에서 채택된 설명
변수는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과 자료

1.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
가. 성과지표
본 연구에서는 고용센터 성과지표를 스위스의 사례와 동일하게 다음 세 가
지 지표로 채택한다. 성과지표는 첫째, 실직자가 얼마나 빨리 취업을 하는가,
둘째, 6개월 이후 24개월까지 사이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중기실업자 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셋째, 24개월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는 장기실업자 비
중은 얼마나 되는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지표의 의미를 종합하면, 실업자의
재취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선진국 연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는 고용서비스 성
과지표로서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취업자 수, 장기실업자 비율, 취약계층에 대
한 배려 정도 등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고용
서비스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가장 중요 지표인 취업관련 지표
가 우선순위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지역 특성을 감안한 회귀
분석 모형을 사용한 스위스의 지표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으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실업자의 직업훈련의 성과, 창업, 보조금 취업 등 세 가지 타깃 프로그램에 비
중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스위스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직업훈련을 중시하는
독일의 목표가 배려된 성과지표로 해석된다.

118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한국의 경우 아직 고용서비스가 스위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일
처럼 실업자 대상을 세분한 타깃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스위스와 같은 성과지표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스위스의 실
업급여 재수혜율을 평가하는 성과지표(전체 실업급여 수혜자 중에서 실업급여
를 재수혜받는 사람 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용서비스가
실업자 재취업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성과지표인 실업자(중기, 장기) 비
중에 실업급여 재수혜자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성과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한국의 성과지표를 간단히 명명하면, ① 평균 실업급여 수급
일수, ② 중기실업률, ③ 장기실업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과지표에 대한 구
체적 기준과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성과지표별 종속변수의 정의
성과지표

변수명

지표 내용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에서 개인별 실업급여의 총수급기간
×
실업급여 총수급자수 

중기실업률
(24개월>상실자수7)>6개월)



 중에서 개월이상 개월 미만 상실자수
×
총상실자수

장기실업률
(상실자수>24개월)



 중에서개월이상 상실자수
×

총상실자수

주 :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수급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DB 원시자료(2009).

7) 상실자수의 의미는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에 놓일 때 고용보험 자료의 변수조건이 고용보
험 ‘취득’에서 ‘상실’로 변화된 상태다. ‘상실’된 경우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경우
는 중기실업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물론 ‘상실’자 중에는 자영업으로 창업한 사람, 공공기
관에 입직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여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고용
보험 DB상의 개별 취득자 2,500만 명 중 창업, 공공기관 근무, 비경활로의 이행은 약
200만 명으로 나타나므로 10% 정도의 시계열별 추세치를 해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비
율로 인정한다면, 실증분석상의 ‘상실’을 ‘실업’의 대체변수로 사용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실’을
‘실업’의 대체변수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및 독일의 연구에서도 고
용보험 DB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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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개인 특성과 지역경제 및 산업변수의 활용
다음으로 지역 노동시장과 경제구조 등을 반영한 설명변수들을 살펴보자.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설명변수는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도록 배려하였다. 지역마다 실업률이나 취업률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개
인 특성과 인구구성비가 서로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성 비중, 55세 이
상 고령자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등의 신규 진입자 비중(신규 취득자 비중), 고졸 이하 피보험자 비중, 단순노무
직 비중 변수를 선정하였다. 취업과 관련한 개인 특성으로는 크게 취업취약계층
의 구성비와 학력수준을 들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에는 크게 여성, 고령자,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를 고려할 수 있고, 학력 측면에서는 고졸 이하 또는 단순노무
직 종사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
도권 거주인구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거주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등 지역별로 고령인구 구성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므로 지역별 고령자 증감률도 센터의 성과평가 시 고려되어야 타당하리라 본다.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들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DP 증가율, 실
업률, 산업구조, 센터별 구인자 및 구직자 증감률, 센터별 직원 수 등을 고려하
였다. 지역 특성 변수로 스위스에서는 지역 경제성장률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
일은 취업 중 직장이동을 시도할 것으로 해석되는 변수인 불완전취업률
(underemployment rate)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중요
성과변수로 사용하는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불완전취업을 중요 설명변수로 사
용해야 하겠지만, 우선 취업 자체가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이 변수가 적당하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불완전취업이 주당 18시간 이하 취업으로 봐야 하는가, 30
시간 이하 취업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근로시간 기준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불완전취업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업종이나 직종
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
함을 해야 하는가 등 범위 확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너무 큼으로 이 변수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대표 변수로서 스위스에서는 서비스업 비중, 제조업 비
중, 건설업 비중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독일에서는 서비스업 비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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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느 것이 중요할 것인가? 지역에 따라 공단을 끼
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을 것이고, 대도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
이 높을 것이므로 전국 고용센터의 성과평가에서는 제조업 비중과 서비스업
비중은 모두 변수로서 포함하여야 할 것이지만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로부터의 회피를 위해서는 건설업이나 1차산업 등의 변
수를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8).
지역내총생산 자체를 사용해야 하는가, 지역내총생산 증감률을 사용해야 하
는가9)는 둘 다 써보고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지
역내총생산 자체 사용은 t-1 기의 지역내총생산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t 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지역내총생산 증감률을 사용하는 것이 인과관
계 설명으로 나을 것 같지만 지역마다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간의 이행 시기의
격차는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예측되어, 둘 다 사용해 보
되 더 적합한 실증 결과가 나오는 변수를 선정하도록 한다.
센터별 구인자 및 구직자 증감률을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스위스나 독일에서
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 한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려 하는가? 성과
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전문 행정가들의 의견을 물어본바, 한
국에서는 현장에서 이 두 변수가 고용서비스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
수들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사용해야 하
는지의 판단도 변수의 유의도, 모형의 적합도, 통계적 설명도 등 실증분석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터별 직원 수를 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센터별 직원 수가 많을수록 지역 내 취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지의 판단도 변수의 유의도, 모형의 적합도, 통계적 설명도 등 실증분
석 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평가를 위
해 사용되는 회귀분석상의 설명변수명과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 <표 5>와 같다.

8) 한국노동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1.2.10.)에서 토론자인 김을식(경기개발원) 박사
의 제안을 반영하였다.
9) 한국노동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2011.2.10.)에서 토론자인 김을식(경기개발원) 박사
의 제안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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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명변수의 정의
설명변수

변수명 특성

변수 내용
 중 여성

여성 비중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중 여성 세이상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고졸 이하 피보험자 비중



개인
 중 단순고졸이하 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특성 

단순노무직 비중



 중 단순노무직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당해년도 세이상고령자수 
×

전년도 세이상고령자수 

제조업 종사자 비중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지역내총생산 증감률



센터별 구직자 증감률



센터별 직원수



당해년도   전년도 

×
지역 
전년도 
특성 당해년도 구직자수 전년도 구직자수

×

전년도 구직자수

센터별 직원수

주: i는 고용센터를 의미함.

다. 성과평가 모형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를 독
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추정치와
기존의 성과지표의 실측치 간 비교를 통하여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 성과를 분
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을 통하여 고용센터의 연도별 성과
를 평가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서 단계별 모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고용센터  별로 성과지표(   ~   )와 설명변수(    ∼    )를 연간

실적으로 평가한다. 성과지표와 설명변수의 정의는 각각 <표 4>와
<표 5>에 나타나 있다.
<2단계> ‘1단계’에서 산출된 성과지표 수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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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는 식 (1)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성과지표   (   센터명
   )별 실측치에 대응되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는 고용센터  에 대한  (  =1,...,3)번째 성과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1)

위의 회귀식에서   는  (  =1,..., 3)번째 성과지표, 센터  (  =1,...,  )를 나타
내며, 설명변수    (  =1,...,9), 회귀계수   (  =0,...,9), 그리고 오차항  로 구
성된다. 오차항은 지표로 추정된 값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오차
에는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독립변수 설정을 잘못한 모형상의 부
적합에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되겠지만, 지역별 고
용센터 자체의 노력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클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
상의 부적합에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연구의 한계를 벗어난 범위로
차치한다면, 오차는 결국 설명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지역 고용기관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방정식 모형에 대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10)를 예를 들어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중심으로 설
명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직장탐색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달려 있으
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관한 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이 적용된다. 여성의 경우 육아 후의 경제활동으로의 재진입에는
그간의 능력의 마모(attrition)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진다. 고령자
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독립변수들은 실업급
여 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정(+)의 효과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여성 비중이나
고령자 비중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는 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 경제성장률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미치는 효과
는 계수의 부호가 확실치 않다.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따르면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소득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경제
가 좋아질 경우 실직자들은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직업탐색을
10) 성과지표인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p.7에서 지역의 개인특성변수와 지
역 경제산업 고용센터의 크기 등일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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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할 것으로 본다면 지역 경제성장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미치는 계수는
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구인정보
가 많아질 것이므로 실직자가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실업기간은 짧
아질 수도 있다. 반면에 센터 직원 수가 많으면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3단계> ‘2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추정치와 실측치(실측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고용센터별 대표지수를 생성한다. 대표지수를
생성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과
지표별로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산출된 지표
별 지수에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고용센터별로 하나
의 대표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3.1단계> 고용센터가 성과지표별로 지수  (   센터명    )를 산출하

는 과정은 식 (2)와 같다. 지수  는 성과지표의 실제 실측치(실
측치)   와 성과지표의 회귀식으로 산출된 추정치 
  를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상실 기
간별 상실 현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성격을 지닌다. 그러
므로 지수  가 100 이상인 경우는 지역 노동시장 등 거시변수를
고려한 추정치보다 실제 실측치가 더 좋다는 뜻이므로  값이
100 이상보다 큰 수치일수록 고용서비스 평가 결과가 좋다는 것
을 나타내며,  값이 100 이하의 작은 수치일수록 고용서비스 평
가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3.2단계> 고용센터  가 <3.1 단계>를 통하여 성과지표별로 지수  를 산출

한다. 산출된 각 성과지표는 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식 (3)과
같이 각 지수  에 가중치   를 적용하고 합계하는 방식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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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센터의 성과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지수  를 생성한다. 대표
지수  를 산출하는 과정은 식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
의 빠른 취업을 목표로 하므로 3개의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각각
50%, 25%, 25%로 가정한다. 그러나 각 성과지표별 가중치   는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성과지표별 중요도를 고
려하여 다양하게 변화시켜 적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

<4단계> 성과평가 기관에서 고용센터의 성과를 상대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지

수의 평균(μ)과 표준편차(σ)를 이용하여 각 센터의 대표지수가 평균
(μ)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즉 대표지수가 6개 구간(μ-3σ, μ-2σ, μ+σ, μ, μ+σ, μ+2σ, μ+3σ)
내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센터  의 대표
지수가 μ+3σ에 속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센터에 비하여 성과가 높
은 것으로 평가한다.

2. 자료와 고용보험 DB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DB
(Data Base) 원시자료11)이며, 고용보험 DB에 속하는 피보험자 테이블을 이용
하여 개인별 고용변동(취업↔실업, 장기실업, 재실업)을 분석하였다. <표 6>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비중(2010년 11월 기준)을 보여준다. 여기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비중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월 단위로 발표하
는 통계치 중 취업자, 임금근로자, 상용․임시근로자, 적용대상자 등 비교대상

11) 고용보험 DB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피보험자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서 개인별 고용변동을 실증적으로 관측할 수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
율이 국내 임금근로자 전체의 58.9%(매년 1% 내외 증가)를 차지하므로 고용보험 DB를
통한 통계 및 연구 결과는 국내 상시근로자에 관한 정보 분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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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2010년 11월 기준)
(단위 : 천명, %)

취업자 수
24,109
(42.3)

임금근로자
17,301
(58.9)

상용, 임시근로자
15,403
(66.2)

적용대상자
11,835
(86.1)

주 : 총 피보험자 수는 10,195천 명임.


(A) 대비 고용보험 DB 내 전체 피보험자 수(B)를 백분율(  ×  )로 계산한


결과이다.
<표 6>과 같이 2010년 11월 기준 상용 및 임시근로자수(15,403천 명) 대비
피보험자 수(10,195천 명)를 계산한 피보험자 비중은 66.2%로 고용보험 DB는
국내 근로자의 개인별 고용변동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분석 자료라고 생각된다.
고용보험 DB는 지금까지 살펴본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특성상 상세정보
분석 시 한계점을 지닌다. 가장 큰 한계 요인으로 고용보험 DB는 국내 취업자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상시직 정보와 건설일용직 정보만 제공). 또한 고용보
험 가입 이력이 있는 개인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상실 이후의 노동력 상태
이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즉 고용보험 DB에 잔존하는 상
실자 정보에서 상실자가 자영업, 결혼 및 육아, 건강상의 사유 및 비경제활동인
구 등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상실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실률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모집단 범위가 실제보다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고용보험DB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연구대상을 상시직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에
서 고용센터 성과평가 시 데이터상의 변수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용센터의 목표는 얼마나 실업상태로부터 취업상태로 양과 질이
높아졌는가에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상의 실증분석에서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상
실업변수를 찾아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분석 시 나타나는 문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로
개별 근로자의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상태와 한 개인의 생애주기상의 근
로 및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력을 다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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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고용통계상 본 연구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계의 한계점12) 때문에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 DB를 본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함에서의 문제점은 고용보험 데이터
에는 개인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 취득과 상실만 보여줄 뿐 상실이 비경제활동
으로의 이행인지, 자영업으로의 이행인지, 또는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실업상태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고 ‘상실’상태를 실업으로
의제하여 실증분석을 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상실’자 중에는 자
영업으로 창업한 사람, 공공기관에 입직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여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 고용보험 DB상의 개별 취득자 2,500만
명 중 창업, 공공기관 근무, 비경활로의 이행은 200만 명으로 추산되므로 10%
정도의 시계열별 추세치는 해마다 항상 나타나 있는 비율로 인정한다면, 실증
분석상 ‘상실’을 ‘실업’의 대체변수로 사용함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본 연구
에 고용보험 DB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실’을 ‘실
업’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 및 독일의 연구에서도 똑 같
이 고용보험 DB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로,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사용토록 한다.

Ⅳ. 추정 결과

분석 결과, 지역별 고용센터 단위로 2009년도 공공고용서비스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평가대상은 전체 고용센터 중에서 49개13)를 선정한 뒤, <표

1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자료는 개인의 이행상태를 알 수 없고, 관측치가 약 5만여 개에
불과하여 전국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한 모형에 적합한 관련 변수 자료를 추출해 낼 수
없으므로 분석 데이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13) 2010년도의 47개 종합센터(본 논문의 <표 2>)로부터 2011년에 49개로 대상이 증가하였
다. 연구대상인 49개 고용센터는 총 83개 고용센터(2009년 기준) 중에서 최근 2년간
(2008년 이후) 존재하는 고용센터 중에서 규모가 작고 피보험자 변동 폭이 급격하거나
통폐합된 센터를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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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성과지표와 <표 5>의 설명변수를 연도별로 평가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49개 평가대상 중 7개 고용센터(A~G)를 선
별하여 분석 절차를 예시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앞에서 독립변수 전체14)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수행한 결과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 변수와 서비스업 비중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분산팽창지수(VIF)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각각 32 이상으로 두 독
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이 제외된 독립변수 전체(12개) 대상
회귀모형15)을 구성할지, 또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선별한 독립변수(9개)
만을 고려할지 여부를16) 판정하는 기준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두 개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를 판정할
수 있도록 F검정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식 (4)는 독립변수의 설명 기여도를 위
한 F검정법을 나타낸다. 여기서 다중공선성이 제외된 독립변수 전체를 이용하
는 ≠  (new sum of square regression)는 선별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는
 보다 현저히 클 경우 이들 추가 변수들의 기여도가 인정할 만하다는 것

으로 판정하는 데 있다.


       
     

(4)

F검정통계량을 통한 독립변수의 기여도 판정은 <부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

14) 전체 설명변수: 피보험자 특성과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총 14개 변수로서 여성 비중, 55
세 이상 고령자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신규취업자 비중, 고졸 이하 비중, 단
순노무직 비중, 제조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GRDP, GRDP 증가율, 센터별 구직 증감
률, 지역실업률, 센터별 구인자 증감률, 센터별 직원 수 변수가 포함.
15) 다중공선성이 제외된 독립변수 대상 회귀모형에는 독립변수로 여성 비중, 55세 이상 고
령자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신규취업자 비중, 고졸 이하 비중, 단순노무직 비
중, 제조업 비중, GRDP 증가율, 센터별 구직 증감률, 지역 실업률, 센터별 구인자 증감
률, 센터별 직원 수로 총 12개 변수가 포함.
16) 선별한 독립변수 대상 모형에는 독립변수로 여성 비중, 고졸 이하 비중, 55세 이상 고령
자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단순노무직 비중, 제조업 비중, GRDP 증가율, 센터
별 구직 증감률, 센터별 직원 수로 총 9개 변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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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표 2>에서 산출된 F값이 임계치인  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 도입된 변
수들의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성과지표별 F값이 각각 1.24, 0.77, 1.02
로  값인 3.07보다 작으므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변수들의 기여도가 인정할
만하다고 판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F검정통계량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별 성과평가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표 5>의 설명변수들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종속(성과지표) 및 독립변수(개인 및 지역경제 특성)의 통계량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공공고용서비스 성과평가 모형에서 선정한 3개의 성
과지표와 9개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센터별 성과를 계량화하였다. <표 7>은
성과지표와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일부 7개 고용센터의 2009년도 성과를 평가
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에서 A고용센터와 F고용센터 간 성과지표와 독립변수의 성과평가 결
과를 비교해 보자. A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07.1일로 F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110.8일에 비하여 3.7일이 짧은 반면에, 중기실업률과 장기
실업률은 각각 54.5%, 32.7%로 F고용센터(44.0%, 28.9%)에 비하여 다소 높다.
<표 7> 센터별 2009년도 성과지표 평가 결과(7개 센터 사례 발췌)
(단위 : 일수, %)

성과지표

변수


센터

A
B
C
D
E
F
G



설명변수


개인특성






지역특성


55세
실업
이상
장기
급여 중기
여성
고령
실업
수급 실업
비중
자비
률
일수 률
중

고졸
이하
비중

단순
노무
직비
중

107.1
110.8
106.0
108.5
109.6
110.8
105.8

33.8
63.1
54.6
53.1
44.3
51.4
57.3

10.6
0.3
21.6
19.9
16.9
18.9
16.0

54.5
48.6
48.2
47.3
49.7
44.0
51.7

32.7
30.7
29.0
30.5
32.1
28.9
35.2

39.1
34.8
30.8
36.0
38.9
41.8
27.6

7.8
13.6
9.2
17.5
12.2
14.1
10.9



55세
이상
고령
자
증가
율
8.7
17.1
19.3
13.9
19.9
34.7
15.3





GR
제조 DP
업
증
비중 가
율
12.7 3.6
33.7 3.9
44.2 6.4
17.2 -0.6
16.7 5.1
10.0 2.2
35.6 -3.7





센터
지역
별
별
구직
센터
자
직원
증감
수
률
22.1 169
22.9 161
31.7 138
27.1 159
20.1 142
24.8
28
27.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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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고용센터 간 지역별 개인 및 지역 경제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일
까? A고용센터의 지역 내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 비중(39.1%),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7.8%), 고졸 이하 비중(33.8%), 단순노무직 비중(10.6%), 55세 이
상 고령자 증가율(8.7%) 변수를 F고용센터의 동일 변수[여성 비중(41.8%), 55
세 이상 고령자 비중(14.1%), 고졸 이하 비중(51.4%), 단순노무직 비중(18.9%),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34.7%)] 들과 각각 비교해 보면, A고용센터가 F고용
센터에 비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비중이 낮고 고졸 이하 학력 비중도 낮은 특징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 경제 특성과 관련하여 A고용센터와 F고용센터 간
수치를 비교하면, A고용센터의 제조업 비중과 GRDP 증가율은 다소 높은 반면,
지역 내 센터 직원 수는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찰과 같이
각 고용센터는 지역 내 인구구성비와 경제상황 등 서로 다른 주변 환경하에서
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분석 결과
고용센터의 연도별 성과지표 실측치가 구해지면 식 (1)의 회귀모형식을 이용
하여 실측치에 대응되는 추정치를 고용센터별로 산출한다. 회귀분석은 각 성과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8>은 성과지표별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실업급여 수급일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을 확인한 결과도 0.560로 전체 종속변수 분산 중 투입된 독립변수들
이 설명하는 비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 특성을 나타내는 여성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고졸 이하 비중의 t값을 확인한 결과 각각 유의수
준  보다 작다. 따라서 실업급여 평균 지급일에 대한 여성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고졸 이하 비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또
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제조업 비중, GRDP 증감률, 센터별 구직자 증감률의
t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밖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산팽창지수(VIF) 값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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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과지표별 회귀분석 결과
계수
실업급여
수급일수
여성 비중
0.322(2.077)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0.929(4.650)**
-0.875(-3.518)**
고졸 이하 비중
-0.126(-0.767)
단순노무직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0.005(0.036)
제조업 비중
1.342(5.012)**
GRDP 증가율
0.404(3.416)**
센터별 구직자 증감률
0.258(2.194)*
지역별 센터 직원 수
-0.309(-1.740)
0.560
R2
주 : ( )안은 t값임. **는 1%, *는 5% 수준에서
변수명

중기실업률

장기실업률

0.322(2.064)**
0.310(1.753)
-0.125(-0.623)
0.075(0.329)
0.195(0.778)
0.079(0.279)
-0.149(-0.904)
-0.283(-1.513)
-4.779(0.000)**
-0.483(-2.923)*
-0.719(0.477)
-0.307(-1.008)
1.280(0.208)
0.056(0.417)
2.502(0.017)*
0.311(2.323)*
-0.761(0.451)
-0.330(-1.631)
0.555
0.430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고 독립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성과지표(중기실업률) 모형도 유의미한 모형임을 확인하였고,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을 확인한 결과, 그 값도
0.555로 전체 종속변수 분산 중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설명하는 비율이 각각
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독립변수들의 t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여성 비중과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에 대한 t값과 유의확률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성과지표(장기실업률)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임이 확인되었고,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 지역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센터별 구직자 증감
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세 가지 성과지표별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회귀분석 모형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각 회귀모형별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조금씩
달라졌으나, 센터별 구직자 증감률 효과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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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의 추정치와 실측치의 차이
<표 9>는 성과지표의 회귀분석을 통한 성과지표별 추정치와 실측치 결과를
보여준다. <표 9>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09년도 C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
급기간은 106.0일로 평가되었으나 그 지역의 노동시장 및 경제상황을 내포한
지역 거시변수(설명변수) 값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109.1일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이 결과는 C 고용센터의 실제 실적은 106.0일이 걸렸으나 그
지역 거시지표를 고려한다면 109.1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분석 결과다.
좀 더 자세하게 A고용센터와 F고용센터의 중기실업률에 대한 추정치와 실측
치를 비교하여 보자. <표 7>을 통하여 지역별 거시변수를 통한 특징을 살펴보
면, A고용센터가 F고용센터에 비하여 여성과 고령자 비중이 낮고 고졸 이하 학
력 비중도 낮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제조업 비중과 GRDP 증가율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두 고용센터에서의 중기실업률 지표의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
면, <표 9>과 같이 A고용센터의 경우 실측치가 54.5%인 데 비하여 추정치는
52.0%로 추정치가 2.5%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고용센터가
지역내 거시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중기실업률이 52.0%가 산출될 것으로 예측하
나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추정치보다 높은 54.5%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성과 동일지표에 대한 F고용센터의 성과를 살펴본다면, 중기
<표 9> 2009년도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치와 실측치의 비교(7개 센터 사례 발췌)
(단위: 일, %)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기
실업률
추정치
52.0
50.0
48.1
49.2
48.9
46.8
48.8

장기
실업률

실업급여
수급일수

장기
실업률

32.4
31.6
28.8
31.4
30.8
31.3
31.2

107.1
110.8
106.0
108.5
109.6
110.8
105.8

중기
실업률
실측치
54.5
48.6
48.2
47.3
49.7
44.0
51.7



지표명
고용센터명
A
B
C
D
E
F
G

105.6
109.0
109.1
109.5
108.6
108.9
106.8



주 :  는 고용센터를 의미함.



32.7
30.7
29.0
30.5
32.1
28.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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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실측치가 44.0%인 데 비하여 추정치는 46.8%로 추정치가 2.8%포인
트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결과는 F고용센터 직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지역 내 경제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실업률의 성과가 추정치보다 좋게 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센터별 대표지수 산출
가. 센터별 성과지표별 지수 산출
성과지표별 실측치와 추정치를 이용하여 성과지표별 지수를 산출한다. <표
10>은 2009년도 성과지표별 지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표 9>에서 C 고용
   는 109.1
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실측치    은 106.0일이고 추정치 

일이므로 두 값을 식 (2)에 적용하면 첫 번째 지수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은
102.9일이다. 이는 노동시장 상황(설명변수)을 고려한 C 고용센터의 상황은 추
정치인 109.1일이지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노력에 의하여 3.1일이 짧아진 실
제 실측치인 106.0일로 성과를 낸 것을 나타낸다. C 고용센터의 첫 번째 지수
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일수는 102.9로 100 이상의 양호한 성과를 보여준다.
<표 10> 2009년도 성과지표별 지수(  ) 추정 결과(7개 센터 사례 발췌)
성과지표
센터명
A
B
C
D
E
F
G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기실업률

98.7
98.4
102.9
100.9
99.1
98.3
100.9

95.5
102.9
99.8
103.9
98.4
106.3
94.3



장기실업률

99.0
103.0
99.2
102.9
96.1
108.4
88.7

주 : 는 고용센터,  는 지표 번호(종속변수에서 도출)를 의미함.

나. 가중치로 종합한 대표지수 산출
고용센터는 성과지표별로 지수 값이 산출되므로 3개의 지수가 산출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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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용센터별 대표 지수(  )(7개 센터 사례 발췌)
센터명
A
B
C
D
E
F
G

대표지수
97.9
100.6
101.2
102.2
98.2
102.8
96.2

연구는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최우선 목표로 관리한다는 가정하에 식 (3)을
이용하여 지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대표지수를 산출한다. 이때, 실
업자의 빠른 재취업 성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지수에 가중치 50%를, 중기실업률 지수(  ) 및 장기실업률 지수(  )
에 각각 다소 낮은 가중치인 25%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대표지수
의 산출식은    ×    ×    ×  으로 나타낸다. <표 11>은 앞
에서 선정한 7개 고용센터별로 대표지수를 산출한 결과다. 표를 통하여 C고용
센터의 대표지수가 101.2 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대표지수 값의 계산 과정은 다
음과 같다: 101.2=102.9×0.5+99.8×0.25+99.2×0.25(가중치 적용:     .
       . <표 11>에서 대표지수가 100 이상인 고용센터는 B, C,

D, F 고용센터로서 이상의 4개 고용센터는 지역별 거시변수를 고려한 고용성
[그림 1] 49개 고용센터 대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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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예측한 결과보다도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더 나은 성
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나머지 모든 고용센터를 포함한 49개소의 대표지수의
분포를 도표로 그려보면 앞의 [그림 1]과 같다.

5. 센터별 순위 책정과 평가지수 방식의 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2009년도 고용센터별 대표지수를 이용하여 고용센터의
순위를 선정한다. 앞 절에서 도출된 센터별 49개 대표지수의 분포를 바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보면, 평균(μ)은 100.1, 표준편차(σ)는 2.2로 구해졌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수가 평균과 표준편차의 구간에 놓인 빈도를 그려보면 [그
림 2]와 같다.
이를 활용하여 성과평가 기관에서 센터별 순위를 매기고자 한다면,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표지수의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즉 49개소의 평균값보다 2σ 이상 높은 값을 보인 1개 센터는 A그룹, 1σ~2σ
만큼 높은 값을 보인 10개 센터는 B그룹으로, 이외에 센터들도 각각 C그룹, D
[그림 2] 49개 고용센터 대표지수 분포도(μ=100.1, σ=2.2)

주: μ=100.1, 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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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E그룹, F그룹에 분산되어 분포되므로, 전체 49개 센터는 6개 그룹으로 나
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평가 기관에서는 전체 49개소를 6개 수준 구간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룹별 순위 방법의 한계점으로는 각 지표의 추정치의 편차가 넓을 경우 그
룹별 경계에 있는 값에 대한 순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더욱이 그룹의 구분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A 그
룹과 F 그룹 간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센터별 노력 여부 및 정책 수행 원활화
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평가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제Ⅱ장 한국 사례에서 언급한 기존 고용센터 평가 산식에서 항상 40위권 이
하를 기록하던 J1 고용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결과 상위 그룹인 B그룹으로 올라섰고, 44위였던 CH2 고용센터
는 B그룹으로 올라선 반면,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좋아 항상 20위권 이내에 들
었던 S, S2, U 고용센터는 각각 E그룹과 F그룹으로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기존 방식으로 매겨졌던 순위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서로 뒤바뀐다는 것은 고용센터의 성과평가 시에 센터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이외에도 지역별 노동․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변수들을 고
려한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의하여 실적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가 개개 고용센터의 노력에 의한 성과 부분을
찾아내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가. 또 하나의 대안 : 추정치 오차 범위를 고려한 센터별 실적 평가17)
본 단원에서는 고용센터 실적 평가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추정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추정치를 센터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추정치의 오차가 발생한다. 센터의 순위
를 평가함에 있어 센터 간의 성과 차이가 적어서 실측치가 추정치의 편차 범위
17) 심사위원 2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의성 검정을 통하여 추정치의 오차 범위를 바탕으로
상위와 하위 그룹으로 분리한 평가방안을 제안했다. 심사위원 2의 제안으로 지수 구간을
고려한 성과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지수 구간 중복으로 뚜렷한 성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서 본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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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을 경우 두 센터 간의 순위가 유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의 방안은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편차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터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측치와 추정치의 차이인 지수를 최종 결과로 하
기보다는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측치를 보조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
다. 추정치 편차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과지표별로 추정치의 유
의수준 90% 범위 내 상․하한 값과 실측치를 비교하여 각 실측치가 추정치의
편차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수준은
센터 평가자가 고려할 센터 개수, 데이터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장기실업률 지표에 대하여 추정치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은 점선으로, 실측치
는 점으로 [그림 3]에 도해하였다. x축은 49개 센터를 의미하며, y축은 장기실
업률의 실측치다. 오차 범위와 실측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나타내기보다는 지면상 장기실업률만을 예시로 활용한다. 추정치 오차의
상한 값과 하한 값으로 표현하여 보면 편차를 벗어나는 센터가 존재한다. 이때
상한 값의 편차를 넘어선 센터에 대해서는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였을 경우 업
적 평가가 두드러짐을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센터 47과 48은 상한 값의 편차
범위를 벗어났으며, 센터 13은 하한 값의 편차 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센터
13은 센터의 노력에 의하여 추정치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낮은 장기실업률을
성과로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성과지표인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동일한 방식으
로 추정치 편차 범위를 고려하여 실측치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센터 5의 실측치
(106.083)가 추정치 편차 범위(106.8~114.08)의 하한 값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는 지역 요인을 고려한 추정치의 편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센터 5는 센터의
노력에 의하여 실측치가 낮은 성과를 나타낸다. 중기실업률 지표의 경우에도
센터 13의 실측치(0.474)가 추정치 편차 범위(0.475~0.552)의 하한 값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센터 13은 센터의 노력에 의하여 추정치의 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성과를 얻음을 확인하였다. 종합 정리하면, 세 가지 성과지표별로 추정치의 편
차 범위를 고려하여 편차 범위를 벗어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 성과를 산출
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에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는 등의 종합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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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과지표(장기실업률)에 대한 추정치 오차 범위와 실측치

Ⅴ. 결론과 한계

한국은 공공고용서비스의 공정한 성과측정을 위하여 성과 결과를 계량화하
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성과측정 방법은 기존의 고용센터별 취
업실적과 같은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상황 같은 거시변수들을 고려
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고용
센터의 성과를 내․외부적 상황을 감안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센터의 성과측정 시 고려할 환경적 요인으로서 지역 경제, 인구구조, 센터 현
황을 선정하였다. 지역 경제 요인으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 지역내총생산 증
감률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구조 요인의 변수로는 여성 비중, 55세 이상 고
령자 비중, 고졸 이하 피보험자 비중, 단순노무직 비중, 55세 이상 고령자 증가
율을 선별하였다. 센터 현황 요인의 변수로는 센터별 구직자 증감률, 센터별 직
원 수가 있다. 변수 선정에 있어서 측정이 난해한 변수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한정하였다.
센터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는 기존의 취업건수를 세분화하여 고용센터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 중기실업률, 장기실업률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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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였다. 이를 통해 취업과 실업의 질적 상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성과지표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객관적이면서 취업지원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
입하므로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업무 의욕 고취 및 실적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적 환경 요인을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모형은 성과지표 및 지역별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를 설명하는 환경변수
를 회귀분석을 이용한 추정치를 산정한 후 추정치와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성과지수를 구한다. 세 가지의 성과지수는 가중평균을 통하여 대표지수를 구한
다. 그후 대표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6개 구간(μ-3σ, μ-2σ ~ μ+2σ,
μ+3σ)으로 분류한 그룹별 순위를 선정하였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센터의 성
과를 평가함에 있어 실측치가 추정치의 편차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센터 간의
순위가 유의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추정치의 편차 범위 밖에 위치한 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지역 경제 및 환경을 고려한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그룹화하여 고
용서비스센터를 평가하는 방안과 추정치의 편차 범위를 벗어난 유의미한 성과
를 달성한 센터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 보조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로는 센터 평가에 국내 실정에 맞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모형 개발의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성과지수마다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센터별 대표지수 결과 값
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치 변화에 따른 최종 결과 값
에 미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제시된 다양한 평가 방안을 실무
적으로 적용하여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 방안을
확립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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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선진국의 설명변수 적용 사례
[스위스]

unemployment rate
entrance of vacancies as share of unemployment
share of female unemployment
share of unemploymed in service sector to all employed
share of unemployed without model apprenticeship
share of employed in the industry sector to all employed
share of construction sector to all employed
share of employed in the primary sector to all employed
share of blue collar(without apprenticeship) to all employed
share of blue collar(with apprenticeship) to all employed
share of blue collar(foreman) to all employed
share of white collar to all employed
agglomeration region
[독일]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n job creation programs participants in labor
market training(underemployment rate)
percentage change in number of employed with mandatory social security
coverage in December of current year in relation to number in December of
preceding year(employment growth)
number of newly employed with mandatory social security coverage in relation to
1000 employed with mandatory social security coverage(employment fluctuation)
population density of the distircit served by the public employment agency on 31
December 1996(population density)
number of employed service sect or persons with mandatory social security
coverage divided by total number of employed persons with mandatory social
security coverage(service-sector)
persons over 50 years old as a percentage of all researchable exits from labor
market training programs(client characteristics)
women as a percentage of all researchable exits from labor market training
programs(client characteristics)
long-term unemployed as a percentage of all researchable exits from labor market
training programs(client characteristics)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percentage of all researchable exits from labor
market training programs(cli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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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F검정 결과
성과지표
변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기실업률

장기실업률

≠ 

205.53

0.02

0.01



191.73

0.02

0.01

≠ 

136.56

0.01

0.01

12

12

12

9
1.24
3.07

9
0.77
3.07

9
1.02
3.07

≠ 


F
 (임계치)

주 : 관측치 수는 49개 고용센터, 유의수준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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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Performance Evaluation Scheme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Insoo Jeong․Sunghyun Jee
In order for imparti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each job center, it is
required for public employment service(PES) to improve more objective
evaluation system. The former performance evaluations of PES were merely
measured by how many jobs were found: Yet it is necessary for PES to measure
each job center's efforts by taking into account of local economic condition.
This study suggests nine variables to consider various local characteristic
with respect to the three factors of local economy, population, and PES status.
And, in order to measure the quality of employment status three performance
indices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eriod, the mid-term unemployment rate,
and the long-term unemployment rate are proposed. Developed according to
the Korean labor environment a research model that measures the performance
of PES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 from
regression analysis model with the variables of the local characteristic and
the performance indices.
The result indicated the model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ignificance
of the gaps between PESs' performance is low due to the high deviation of
predicted value. We, therefore, suggested two ways of applying the results:
first, grouping centers according to the size of performance deviations from
mean value rather than the rank of the whole PESs, second, adding incentives
to the PESs which performances lie outside the variances with an explicit
statical significance rate of the predicted value. The evalu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impartial when the real value of the performance and the
two ways are considered together for the evaluation of the PESs. It i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ry developing a new PES evaluation model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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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s the domestic local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local economy,
population etc.
Keywords : local characteristic, employment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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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
조합원들의 사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권순식

본 연구는 조합원의 사회 심리적 요소인 노조 수단성과 경영에 대한 배타적
대립 의식이 노동운동 전투성과 온건성 등 이념적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했다. 창원지역 기계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들의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조 전투성 동조 정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노조 온건성 동조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조합원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의 동조 정도 모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조 수단성과 노조 온건성 동조 정도의 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또한 노조 수단성과 노조 전투성의 관계를 강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와
같은 배타적 대립 의식의 상반된 조절효과는 조합원의 집단 정서가 실용주의적일
때 전투적 노동운동 이념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고 온건적 노동운동 이념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조합원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전투적
노동운동 이념보다 온건 노동운동 이념에 적합할 수 있다는 실증적 발견을 통해
노동조합 온건화 현상이 조합원의 활동성을 저하시킨다는 Kelly(1996) 등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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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최근 각종 국가경쟁력의 비교보고서에서 한국은 전투적․적대적 노사관계가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IMD World Competitive Center와
WEF(World Economic Forum)에 의한 최근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 한국은 노
사관계 부문이 적대적이며 비협력적인 관행으로 인해 유독 최하위(2008년
IMD 조사대상 55개 국 중 55위, 2009년 WEF 조사대상 133개 국 중 130위)를
차지하여 경쟁력 순위를 크게 하락시킨 주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 사실이 일
부 언론에 발표되어 노동계와 노사관계학자, 경영학자들 간 사회적 논란을 자
극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노조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학문
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1950년대에서부터 당시의 활발한 노조 파업행위를 배경으로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관한 이론적․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노조의 파업행위와 전투적 행태에 관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다(이병훈․윤정향, 2006).
노동조합원의 전투적인 행위 및 태도(militant behavior and attitude)와 관련
된 국내외 연구는 심리학․노사관계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경
제사회적 요인을 추구하는 연구들은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이루어졌다. 반
면 노조 온건성에 대한 연구는 ‘온건성’이란 용어로 직접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고성과 작업조직(High Performance Work Organization), 노사
협력(Labor-Management Cooperation), 노사파트너십(Labor-Management Partnership)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이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정책적이고 시사적인 논의는 한국의
경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 과정
을 거쳐 성장했고 민주화 운동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어 그 성격 자체가 사회적
강자에 대한 저항 정신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전투적인 속성이 강했
다. 따라서 예로부터 한국 정부는 대립과 갈등, 전투적인 노조를 생산적이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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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노조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해오고 있다.
이 와중에서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논의가 파편적이긴 하지만 정
책적이고 시사적인 의미에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주로 노동조합의 전투성이나 온건성이 노사당사자와 사회 전체적인 측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즉 노동조합의 전투성이 노조나
회사, 또는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노사협력이나 노사파트너
십이 노조나 회사, 지역 사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이 주로 논의된 이슈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담론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학문적
인 이론화 작업이나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 등은 대체로 미진한 수준이다. 더구
나 현재까지 조금 있는 연구마저도 그 방법론상의 정교함이 떨어져 측정 변수
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측정 변수의 구조적 타당도가 결여되어 이론과 개념을
실증 분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분석 결과로 인한 주장의 타당도가
높지가 않다. 또한 연구에 대한 용어가 연구자마다 천차만별로 다름에 따라 나
타나는 혼란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의 노동조합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 노조의 전투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던 파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지만 노사갈등
수위를 보여주는 근로자 1천 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OECD국가
중 여전히 높아 노조 전투성이 아직도 사회적 화두로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참여(Employee Involvement) 관행들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제도 및 정책 등이 과거의 전통적인 인사노무관
리 관행과 대립적인 노사협상 체제 등으로 점차로 대체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 노사관계는 전환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주요 언론이나 대중적 여론은 전투적 노조주의에 대해 결코 우
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조합을 독점적 기득권을 옹호하는 수구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노동계 및 노동조합은 주요 언론과 대중적 여론
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중적인 영향력과 인기를 상실해 고립되어 있는 인상
을 준다.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고
2010년 노조 조직률은 10.1%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경
향은 노동운동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노동계 내부에서는 자기 성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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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인식되고 있다.
계속되어 온 노조가입률의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그간
논의가 있어 왔다. 대체로 노조가입률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① 제조
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구조적 변화, ② 사용자의 적극적인 인적
자원관리, ③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 등 유연인력의 증가, ④ 종업원들의 개
인주의화․실용주의화 등이다(김동원․신수식․이규용, 2004; 권순식, 2009;
D'Art & Turner, 2002). 주로 기업과 산업구조적인 환경변화, 종업원 특성 및
고용 특징의 변화에 노동조합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조직률
하락에 대한 주요 지적들로 등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조가입률 감소의 전
세계적 현상은 노사협력과 파트너십 이념이 태동되어 발전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노사협력이나 파트너십의 이념은 노동조합이 위의 환경적 변화와 압력에
의해 위기와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그 이념의 가장 강력
한 주창자가 정부였다는 점에서 이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다.
영국의 노사관계학자 Kelly(1996)는 노사협력이나 노사파트너십 등 노조 온
건화를 의미하는 현상 등이 노조의 기본 정신인 강자에 대한 저항 정신을 희석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됨을
지적했다. 노조 온건성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저항하려는 의식 및 다
양한 노조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동원 역량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건화된 노조는 대부분 린 생산 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
의 대립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것에 취약하여 노동시간이나 작업속도(즉 노동강
도)를 강화하거나 임금수준을 동결하는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했다(Parker & Slaughter, 1994).
반면, 노사 상호이익모델을 주장하는 미국의 연구들은 노조 온건성이란 개념
을 노사협력, 노사파트너십 등의 용어로 대리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파트너
십을 지향하는 노조들이 전통적으로 조직화에 투입되는 노조의 자원들을 보다
실리적인 조합원들의 요구와 문제들의 해결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조합
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참여적 관행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Rubinstein & Kochan, 2001; Kochan
& Ost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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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성
향을 노조원의 집단심리적 요소와 연계시키는 경향을 자주 발견한다(Metochi,
2002). 노조 전투성에서 중요시하는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요소로는 사용자들에
대한 저항 의식이나 스테레오 타이핑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대립 의식이었고 노
동조합의 온건 성향이나 파트너십 이념 등에서 중요시하는 집단심리적 요소로
는 조합원들의 실용주의적 경향이다(권순식,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전투성이나 온건성이 노조를 구성하는 조합
원들의 집단심리적 경향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
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럴 때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동조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집단심리적인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노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함의들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조 온건성과 노조 전투성, 이에 영향을 주는 조합원들의 집단심
리적인 특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그간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
이 야기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과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노조조직률 하락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조합원의
실용주의화 등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특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온건성 등 이념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가설

1.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논의
‘노동조합의 전투성(militancy)과 온건성(moderation)’에 대한 논의는 1980년
대 이후 노사관계 학문 분야에서 비교적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주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잘 정리되어 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노사관계학의 특징이 이론의 형성이나 발
전과 같이 학문적 엄밀성을 따지는 성격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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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나 새로운 해소 방향 모색에 더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간 노조의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노사관계학자 간의 논의의 핵심은 전투
성향의 운동 방식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방법인지 또는 온건 성향으로의
노조의 성격 변화 자체가 노조 자체나 노동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포괄적으로는 전투적 노조운동이나 또는 온건적인 노조운
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는 지엽적으로는 전투성 및 온
건성 등을 비롯한 어떤 이념적 노조 성향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기대한
정도로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기술의 진보, 자유경쟁시장의 확대, 강화된 국제경쟁, 아웃소
싱과 다운사이징의 지속적 유행에 따른 대량해고의 위협 등 급격한 환경의 변
화가 있었으며 이 변화는 경영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전통적 노동운동은 경영(자본)에 대
한 적대 의식에 기초해 대중 동원운동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런 방식의 운동이 시장경쟁 격화의 환경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 등
이 등장하게 된다(Kochan & Osterman, 1994). 이 주장은 주로 미국의 신제도
주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는데 노동운동의 타깃이요 주적은 자본가 계급
이기보다는 시장경쟁이란 입장을 견지한 윈스컨신 학파의 원칙에 기초한다. 특
히 미국에서는 대립적 노조운동의 의식적 기초로 자리잡았던 계급적 층화(class
stratification)와 상대방(경영)에 대한 배타적 집단의식(them and us attitude)이
퇴조하면서 경영진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한 사업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GM의 자회사인 새턴, 누미, 복사기 제조업체인 제록스, 코
닝, 모토롤라 등, 다양한 제조 회사 등에서 노사협력과 파트너십의 정책 등이
강조되면서 노사화합 및 협력이 시장경쟁에서 생존과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는 노동과 더불어 배타적 집단의식
의 한 극단을 형성했던 자본 및 경영진이 더 이상 적(them)이 아니라 노동과
더불어 생산 동맹으로서의 우리(us)가 되고 오히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장
이 노동자(us)의 적이요 표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생산성 동맹을 형성
하여 경쟁시장에서 경영자들이 요구하는 경쟁력 향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
본과 함께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이전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비롯해 전투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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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ncy) 등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 이미지를 희석시킴으로써 상대적으
로 온건화되는 이미지를 표출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노사관계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대
표적으로 영국의 Kelly(1996)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부 사업장의 노사파트너
십 현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파트너십 현상이 노조의
기본적인 활력소인 강자에 대한 저항 정신을 잠식하고 종업원들에게 노조가 허
약하고 비효과적인 인상을 주어 노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축소하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에서의 연구는 노사파트너십과 노조 온건성이 노사
상호이익모델을 형성하여 불평 형성의 근원을 줄이고 노사 의사소통의 단절로
부터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CohenRosenthal & Burton, 1993; Kochan & Osterman, 1994; Rubinstein & Kochan,
2001).
1987년 이후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제도권 내에서 인정된 한국에서도 지
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전투성과 온건성 등 노조의 이념적인 성향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들이 나타났으며, 그 핵심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둘러
싼 비판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이미 노동 관련 학자들 간에 노조 전투성
에 대해 비판론과 옹호론에 근거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비판론자들은 노동조합
의 전투 성향은 변화하는 노동운동 침체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을 제공했
으므로 이를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박
승옥, 1992; 정승국, 1992). 반면 옹호론자들은 한국 노동조합의 전투 성향은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거부요 과거 군부 정권의 압제로부터 한국의 노동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노자관계의 대립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박승호, 1992). 노사협력에 대해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크다. 전자는 노사 양자 간의 실리와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 노동운동을 자본주
의 체제 내에 순응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사협력의 불가피성을 주
장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노자계급 대립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기본적이고 원
칙론적 입장과 양자 간 전투성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수하고 있으
며, 노사협력을 진성노조의 퇴조 내지는 자본에 의한 노동 포섭 정도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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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논의는 현실적인 한국 노동운동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단순화 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운동을 노사
의 대화와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쟁시장 내에서의 적응성을 중시하
는 실리적 노선(온건 성향)과 기존 계급적 대립주의에 충실하면서 사회과학적
인 갈등과 원칙론적인 노사 대결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는 전투적인 노선(전
투성향) 등 두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해 연구 문제에 접근한다. 그러나 본 글에
서는 이 두 가지 이념적 성향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 않는다.

2.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기존 실증 연구 흐름
기존 실증 연구에서는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한 연구가 서로 연관성 있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노조
전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1950년대 이미 영미권의 활발한 파업행위 추세
에 따라 파업성향이나 파업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 이후 노조의 파업행
위와 전투적 행태에 관한 연구가 비로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반
면 노조 온건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노사협
력, 노사파트너십 등의 타이틀을 달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하부 주제 등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개념을 상호
연결해 다루고자 한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1)
먼저 노조의 전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파업행위나 파업성향에 대한 주제
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추구하는 거시적 연구와 기업과 작업장
수준의 중위 수준의 연구,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행위에 초점을 둔 미시적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분야의 연구는 파업발생 요인으로서 물가, 실업률, 노
동시장과 상품시장 구조 등의 거시경제 요소와 파업의 관계를 찾는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윤봉준․김태기, 1993; 정초시, 1992) 미시적 연구에서는 조

1) 노조의 전투성과 온건성을 연결해 동시에 논의하고 있는 연구로서는 Bacon and Blyton
(2003)과 권순식(2009)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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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 또는 종업원 개인의 전투성향과 파업성향 등과 인종, 직종, 근속연수, 부
양가족 수 등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이나 임금수준, 임금만족 등 직무환경적 특
성, 직무만족, 직장몰입, 기대불일치 등 심리적 특징, 노조에 대한 개인의 태도
와 행위 등과의 관계를 찾고 있다(Cole, 1969; Alutto & Belasco, 1974; Dolan,
1979; Mcshane, 1985; Rollinson, 1991; McClendon & Klaas, 1993). 이들 연구
에 비해 기업 조직이나 사업장 수준으로 이루어진 중위적 수준의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매우 적은 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경쟁 요인,
외부 경영단체 가입과 내부 인력관리 관행, 업종, 규모, 경영자 태도 등, 기업과
사업장의 고유 요인 등이 설명변인으로 소개되고 있다(Edwards, 1981; Blanchflower
& Cubbin, 1996; Godard, 1992; 이병훈․윤정향, 2006).
한편, 노조 온건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노사파트너십, 노사협력 등의 타이
틀을 가지고 이루어졌지만 노조 온건성이 노사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촉진하
여 불평 발생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성과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지만(Masters et
al., 2006; Miller & Zeller, 1997; Appelbaum & Batt, 1994) 노조 온건성이 노
조나 종업원들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초래해 노동조합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
과 노조 효과성을 감소할 것이란 비판적 입장(Kelly, 1996; 2004)을 반박할 정
도로 실증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주제
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이념 성향이 조합
원들의 어떤 집단심리적 요소와 조화되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노동운동은 종업원들과 조합원들의 자발주의적 동원성에 주로 의존하는 체
제다. 조합원들의 노동운동 이념에 대한 동조 성향은 조합원들의 자발주의적
노조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전투
성향은 조합원들이 어떤 집단심리적 상황에 처할 때 적합하거나 최적의 지지와
동조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운동의 온건 성향은 조합원들이 어떤 집단심
리적 상황에 처할 때 최적의 지지와 동조를 얻어낼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대두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내용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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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의 집단심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 노동조
합 조합원들의 집단심리적 요소 등을 부각한다. 과거 집단심리적 요소들로서
노조 몰입, 노조 충성도, 공정성 지각, 심리적 불만족, 자본에 배타적인 대립 의
식, 노조에 대한 수단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자들의 전통적인 연구 대상이었
다. 이런 요소들은 조합원들이나 종업원들의 집단심리적 요소로 노동조합의 활
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집단주의적인 동원운동에 의존하는 노
동조합운동의 특징상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요인들은 향후 노동조합운동의 활
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근에는 위의 집단심리
적 요소 이외 조합원의 개인주의화와 실용주의화적 경향에 주목한다. 1990년대
이후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특징이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노동
조합의 성격마저도 변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sset & Cave, 1993;
Waddington & Whiston, 1997; Williams, 1997). 이는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관
계가 이전의 암묵적 관계(covenant)에서 명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exchange)
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합원들이 갈수록 노동운동의 대의명분이나
원칙론적인 이미지보다는 조합이 제공하는 실리적인 보상이나 서비스를 중요
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순식(2009)은 조합원이 실용주의화될수록 온건적
인 성향을 보이고 온건적인 노조운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 논문에서는 조합원의 실용주의 성향을 배타적 대립 의식과 노조 수단성에
대한 인지 등 두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조작화해 접근했다. 본 글에서는 이 조
작적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즉 배타적 대립 의식과 노조 수단성을 노동조
합 전투성과 온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실용주의 성향 등 관련 연구 문제를 논의한다.
배타적 대립 의식(them and us attitude)이란 경영(자본)에 대한 스테레오 타
이핑적인 배제 의식으로부터 태동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경영(자본)과 노동
의 명확한 분할과 이해관계의 갈등을 인지하는 집단동질 의식을 말한다
(Metochi, 2002; Kelly & Kelly, 1994).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자대립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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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적 막시즘으로부터 파생된 노동자들의 집단동질 의식으로서 계급적인
갈등을 전제로 경영(자본)에 대한 부도덕성과 적개심에 기초해 조합원들의 자
발적인 지원과 동원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조의 온건성보다는 노조의 전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
니라 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조합원들의 배타적 대립 의식은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동조 정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노조 수단성은 노조에 대한 정체 의식(identific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
후 노조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
는 조합원 의식이다(Metochi, 2002; Sinclair & Tetrick, 1995). 노조 수단성은
노조활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노조의 능력에 대한
노조원의 인식을 말한다. 만약 노조원들이 파업 등 전투적인 방법에 의해 집단
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노조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지하면 노조원들은 파
업 등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동조 성향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노사협력 등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집단적인 이익을 얻기에 충분한 능
력이 있다고 인지하면 노조원들은 노사협력 등 온건적인 노조운동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조합원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동조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 조합원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온건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동조성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조절 작용에 대한 가설은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집단심리적 정서가 실용주
의적일 때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와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노사관계학 분야에서 노조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란 용어를 사용해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서 권순식(2009)이 존재한
다. 조합원의 사회심리를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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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더불어 나타나는 조합원의 계급 의식 및 집체 의식의 퇴
조, 개인주의화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경향이 노조에 대한 수단적 요
구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유범상(2008), D'Art and
Turner(1999), Snape and Redman(2004)에서는 조합원의 사회심리적 상태의 변
화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조합원들의 개인주의화가 노동자 간
의 집체적 연대와 대의명분에 대한 밀착보다 노조에 대한 수단적 욕구와 전문
적 기능성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권순식(2009)은
이 내용에 기초해 실용주의적 태도를 배타적 대립 의식의 퇴조와 노조에 대한
수단적 인지의 증가로 파악했다. 이 개념적 조작을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대의명분이나 원칙론적인 이미지보다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의 취득 가
능성을 더욱 중시하는 성향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전통적인 노자대립 의식과 강자에 대한 저항 정신을 중요시하는 강성노조의 성
향과 대의성을 중시하는 이미지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요구와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실용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즉 조합원의 실용주의적 성향은 경영에 대한
배타적인 대립 의식보다 노조에 대한 수단적인 요구와 인지를 더 중요하게 간
주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경영에 대한 배타적 대
립 의식이 낮고 노조 수단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심리적 상태로 조작적인 정의
를 내린다. 이에 근거하면 실용적인 성향이 높은 조합원일수록 노동조합의 전
통적인 갈등 이미지에 고착화되거나 파업 등 전투적 방식의 운동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고 노동조합을 통해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더욱
선호할 것이므로 노사협력이나 파트너십 등 온건한 노조운동에 관한 동조 성향
및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상반된 조절 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의 배타적 대립 의식이 노조 수단성에 대한 인지와 온건
노조운동에 대한 동조 정도의 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함과 아울러 노조 수단
성과 전투적 노조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의 관계를 강화하는 서로 상반되는 조
절 작용을 해야 한다. 이를 가설 4와 가설 5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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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에 대한 인지가 노조의 온건성에 대한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타적 대립 의식이 부(-)적으로 조절(완화)할 것이다.
가설 5 : 노동조합에 대한 수단적 인식이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동조성에 미치는 영
향을 배타적 대립 의식이 정(+)적으로 조절(강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인적 특성(9문항), 노동조합 수단성(6문항), 사용
자에 대한 배타적인 대립 의식(them and us attitude, 7문항), 기타 응답자의 심
리적 태도 및 의식(7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설문지의 내용은 배포 이전 노조간
<표 1> 변수, 설문 사항의 내용
변수
성별
학력

설명
남, 여 여부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응답자의
노조간부여부 노동조합 간부인지 아닌지
인구통계적
가계의 유일한
특징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지 아닌지
소득원
노조가입연한 노조원으로의 활동 연수
“고용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다”, “해고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한다”, “권고사직, 강제퇴
고용불안
직 등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한다”, “나는 구
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등 4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함.
“회사는 노조활동을 통해 불평을 제기하는 사
람들에 대해 보복하기도 한다”, “회사는 노조활
회사의 보복성
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등 2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
급여만족도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수준

비고
0=남, 1=여
5점
0=아님
1=예
0=아님
1=예
연수

1=전혀 아님
5=매우 그렇다

1=전혀 아님
5=매우 그렇다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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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변수

설명
“나는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민주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 고
용안정 등이 노동조합의 도움으로만 개선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 힘을 가
노동조합 수단성
져야 한다”,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이 벌이
는 파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
다”, “노동조합의 좋은 성과는 헌신적인 조
합원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등의 6개
문항 측정치의 평균으로 산출
“나는 회사에서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매
우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다”, “경영자들을 절대로 신뢰해선 안된다”,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경영
자들은 노동자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이해하
대립 의식
진 못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권을 보
(them and us attitude)
호하기 위해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현 경영자
들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다”, “노
동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이사
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등의 7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
노조 온건성에 대한 동조 정도를 의미, “노
조는 경영자들과 윈윈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노조는 경영자와 파업보다는 대화를
노조 온건성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조는
경영자들과 협력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야 한다” 등의 3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를 의미, “노
조는 전투적이어야 노조답다”, “전투적인
노조만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노조 전투성
“노조는 양보협상을 해선 안된다”, “노사문
제 해결은 반드시 단체협상을 통해 해야 한
다” 등 4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

비고

1=전혀 아님
5=매우 그렇다

1=전혀 아님
5=매우 그렇다

1=전혀 동의
안함
5=매우 동의

1=전혀 동의
안함
5=매우 동의

부들과의 두 번 정도의 검토 작업을 거쳤고 간단한 파이롯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표 1>은 각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통제변인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고용불안, 회사의 보복성, 급여만족도 등을 도입했다. 이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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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은 노조의 전투성 또는 온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분석모
델에서 충분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독립변인은 조합원이 지각하는 노조 수단
성, 경영에 대한 배타적 대립 의식 등이며, 종속변인은 노조 전투성에 대한 조
합원의 동조 정도, 노조 온건성에 대한 조합원의 동조 정도 등 두 가지다.2)

2. 설문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10년 2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의 주요 대상은 창원지
역 동남기계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한노총과 민노총 소
속의 노동조합원들이다. 먼저 창원지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 지도자들
의 양해와 협조를 얻어 설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종업원 규모 1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견기업 사업장 11개를 선정하여 사업장 규모를 일정 정도
통제했다. 사업장의 선정은 한노총과 민노총의 노조 전임자들과 상의해 무엇보
다 응답의 회수 가능성을 중시하여 선정했다.
설문은 비례층화샘플링을 지향하여 총 1,200부의 설문지를 11개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에 비례하여 배포하였는데 이를 각 노조의 지원을 통해 배포하였으
며 그 중 총 811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해 분석에 활용했다. 이로써 설문의
회수률은 67.6%가 된다. 응답자는 한노총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이 459명
2) 본 논문에서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고안하고 구성하는 것에 참조를
한 것은 Bacon and Blyton(2002), Kelly(1996)의 논문이다. 특히 Kelly(1996)는 노조 전
투성과 온건성을 아래 표와 같은 구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Bacon and Blyton(2002)
에서 사용한 6가지 설문문항의 형성에 기초적 배경이 된다. Bacon and Blyton(2002)에
서 사용한 전투성과 온건성 이념에 대한 설문 문항 6가지도 다음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Kelly(1996)의 개념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다.
기준
행위 목표
멤버 자원 기반
제도적 자원 기반
활동방법
이념

전투성
온건성
사용자에 대한 양보가 전혀 없 수용성 있는 온건한 요구를 하고
고 매우 공세적인 요구를 함
다소간의 양보를 할 수 있음.
탈동원화, 사용자 또는 법 및 제도
조합원의 동원력에 의존
에 의존
비교섭적 제도와 노사 간 소통기제
단체교섭을 통한 규제 선호
(협의, 예속적 대화 기제 등)을 활용
쟁의행위 빈번히 사용 안함, 소통
빈번한 쟁의행위를 통한 위협
및 순응(Compliance)
노사 갈등 및 적대의 이념
노사 동반자 이념(윈윈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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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352명(43.4%)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분석의 내용은 노조 온건성과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에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특징인 배타적 대립 의식과 노조 수단성이 미치는 영향, 조합원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 효과 검증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모델에서 상호작용변수의 형성과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사료되는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변수의 형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링(centering) 등의 기법을 적용했다. 센터링은 상호작용변수의 형성에 사
용되는 각 변수들의 케이스 값들을 각 변수의 평균값으로 뺀 후 상호작용변수
를 형성하고 회귀방정식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각 변수
들의 구조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중공선성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Ⅳ. 연구 분석 결과

1. 요인분석 결과
<표 2>는 복수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에 대해 각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요인축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으로 Kaiser 정규화
가 있는 배리멕스 회전방식을 이용했다. 각 문항당 적재값이 0.4 이상인 문항들
만 표시했으며 총 6개의 주성분을 축출하고 있어 전체 누적 설명력은 67.18%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내용은 <표 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표
1>에서 표시하고 있는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의 순서대로 요약하여 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도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
3) 본 연구의 심사자는 요인분석 결과 중 전투성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 중에 포함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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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1
.808
.835
.668
.802
.765
.778

2

3

주성분
4

5
6
노조 수단성 1
노조 수단성 2
노조 수단성 3
노조 수단성 4
노조 수단성 5
노조 수단성 6
대립 의식 1
.618
대립 의식 2
.729
대립 의식 3
.708
대립 의식 4
.803
대립 의식 5
.610
대립 의식 6
.649
대립 의식 7
.596
고용불안 1
.833
고용불안 2
.909
고용불안 3
.894
고용불안 4
.761
전투성 동조 1
.864
전투성 동조 2
.890
전투성 동조 3
.763
전투성 동조 4
.480
회사의 보복성 1
.781
회사의 보복성 2
.816
온건성 동조 1
.735
온건성 동조 2
.795
온건성 동조 3
.842
설명력%
15.25
13.76 12.06
9.34
8.99
7.77
누적 설명력%
29.01 41.07
50.41
59.41
67.18
주 : 적재값(Factor loading)을 표시한 것임.
요인축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멕스 회전방식임.
투성 동조 4(표 2, “노사문제 해결은 반드시 단체협상을 통해 해야 한다”)가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에서 수용되더라도 그 내용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적으로 요인
분석에서 이 문항의 적재값은 0.48로 다른 문항들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
구인 Bacon and Blyton(2002), Kelly(1996) 등에서 노조 전투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단
체협상에 대한 의존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립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노조가 온
건노조보다 단체협상을 통한 규율 방식을 더 선호하고 온건노조가 대립적 노조보다 비교섭
적 창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 문항을 전투성 문항에 포함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UAW의 단체협약 코드북은 거
의 두꺼운 책 한 권이며 그 속에 가능한 노사문제 경우에 대한 많은 규율을 정해 놓았다.
반면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SATURN의 단체협약 체결문은 1~2페이지 정도의 간결한 내용으
로 양해각서 수준의 추상적이고 간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전투적 노조가
온건 노조보다 단체협약에 대한 중요도를 더욱 강조한다고 보는 기초가 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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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술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표 3>은 변수의 평균, 편차, 신뢰도 등을 정리한 것이다. 복수 문항들에 의
해 구성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크론바허알파, 신뢰도)
를 조사해 표시했다. 노조 수단성에 대한 신뢰도는 .88, 배타적 대립 의식 .74,
온건성 동조 .74, 전투성 동조 .86, 고용불안 .84, 회사의 보복성향 .82 등으로
임계값인 .6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무난한 편이다.
<표 3> 변수의 평균, 편차, 신뢰도
N

평균

편차

노조 상급단체
성별
학력
노조간부 여부
노조가입 활동기간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811
811
811
809
763

.43
.13
2.17
.23
12.96

.49
.34
.58
.42
8.87

신뢰도
(크론바
허 알파)
-

723

2.55

.85

-

노조 수단성

799

4.0

.65

.88

대립 의식

798

3.59

.63

.85

온건성 동조

798

3.70

.67

.74

전투성 동조

797

3.07

.74

.86

고용불안
회사의 보복 성향

795
794

3.05
2.88

.84
.91

.92
.82

변수명

비고

0=한노총, 1=민노총
0=남, 1=여
0=아님, 1=예
햇수로 계산
5점척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5점척도, 6개 문항으로
구성, 평균
5점척도, 7개 문항,
평균값
노조온건성에 대한 동조
정도, 5점 척도, 3개 문
항, 평균값
노조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 5점 척도, 4개 문
항, 평균값
4개 문항, 평균값
2개 문항, 평균값

3. 상관관계표
상관관계는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려준다. 상급단체와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민노총 소속 응답자가 한노총 소속 응답자보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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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표
1
1.
2.
3.
4.
5.
6.

상급단체
성별
연령
학력
노조간부여부
노조가입활동
기간
7.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8. 유일한 소득원
9. 고용불안
10. 회사 보복성
11. 노조 수단성
12. 대립 의식
13. 온건성
14. 전투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8**
-.12** -.32**
.21** -.08* -.39*
-.03 -.08* .08* -.09*
-.23** -.16** .75** -.36** -0.02
-.17** .05

-.12** .14** .06

-.09*

-.08*
.30**
.18**
.26**
.33**
-.11**
-.01

-.12**
.11**
.11**
.09*
.08*
.04
-.05

.06
.01
.05
.03
-.01
.01
-.08*

-.23**
-.12**
-.12**
-.15**
-.13**
-.05
.03

-.06 .06
.04 -.01
-.008 -.06
-.06 .12**
-.06 .02
.07* -.03
-.08* .03

.08*
-.26**
-.38**
-.04
-.37**
.14**
-.14**

-.01
-.02 .52**
.04 .11**
.06 .34**
.01 -.04
.08* .-06

.07
.39** .41**
-.11** .24** .07
.11** .26** .36** .09*

주 : * 5%, ** 1% 유의수준(양측검증)

이 젊고 학력도 높지만 노조 활동기간은 짧다. 또한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회사가 노조활동에 대해 보복한
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다. 이것은 민노총 사업장이 한노총 사업장보다 사측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고 대립적 노사관계의 성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
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노조 수단성이나 대립 의식에 대한 인지도가
민노총 조합원이 한노총 조합원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같
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성과 온건
성에 대한 동조성의 상관관계가 .09*(p<5%)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가 높은 응답자는 노조 온건성에 대한
동조 정도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 두 개념이 상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또한 노조 수단성
4) 노조 온건성에 대한 동조와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노조 전투성을 힘세고 강건한 노조(강성노조)의 의미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온건성 이념을 실리를 중시하고 유연한 노조 전략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힘도 세고 유연한 노조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바람직한 노조의
모습으로 인지되어 양자 간의 정(+)의 상관관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현상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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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립 의식의 상관관계는 .41**(p<1%)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조 수단성이 높
은 조합원이 경영에 대한 대립 의식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 노조 수단성과 노조 온건성의 상관관계는 .24**(p<1%), 노조 수단성과
노조 전투성의 상관관계는 .26**(p<1%), 배타적 대립 의식과 노조 온건성의 상
관관계는 .07, 배타적 대립 의식과 노조 전투성의 상관관계는 .36**(p<1%)으로
나타났다. 즉 노조 수단성은 노조 전투성과 온건성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조 전투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노조
온건성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관관계 분
석만으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하긴 한계가 있으므로 노조 온건성과 전
투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향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가 대두된다.

4. 노조 온건성과 전투성에 대한 동조성향 결정요인 분석
이 절부터는 노조의 온건성과 전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일단 상급단체 여부, 성별, 연령, 학력, 노조간부 여부, 노조가입
활동기간,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가계의 유일소득 여부, 고용불안 인지 정도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했다. 이들 통제변인들은 노동운동의 온건성과 전투성
등의 이념에 대해 동조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들이다. 상급단
체 효과를 고려하면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 민노총 소속 조합원보다 온건성 이
념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아 보이며, 반대로 민노총 소속 조합원은 오히려 전투
성 이념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모두 다 일반화
하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노동조합운동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과감해 전
투성의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인 온건적 운동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젊은 노동자가 나이 많은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
극적이라 전투성의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안
정성과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아 온건적 노조이념에 동조할 가능
전투성과 온건성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성이 강해 그 내용 타당도가 명확하게 정립
되지 않아 나타난 혼돈으로 판단되며 이 주제가 향후 연구에서도 계속 추구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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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 노조간부는 적극적일 뿐 아니라 활동가적 특징이 강하므로 평조합
원들에 비해 온건성 이념보다는 전투성의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며, 소득수
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조직에 대한 불만이 높아 전투성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온건성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외 가계의 유일소득 여부나 노조가입 활동기간, 노동자가 느끼는 고용불안
감 등이 노동운동의 이념적 동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사측이 해당 종업원에게 보복한다면 이 역시
사측에 대한 적개심과 대립 의식을 증가시켜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투성의 이념
에 동조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다. 이 같은 요소들을 이념적 동조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제요인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론 조합원의 집단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노조 수단성
(Union instrumentality)을, 조절변인으론 배타적 대립 의식(Them and us
attitude)을 설정해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했다.
조절작용 검증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다. 위
계적 회귀분석은 통제변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그리고 상호작용변인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R제곱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해 조절작용이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변수를 형
성해 사용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해 센터링 기법을 적용했다. 센터링(centering)
이란 각 변수를 구성하는 케이스들에 대해 그 변수의 평균값을 뺀 값을 활용하
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각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
변수 간의 상호의존성(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소시켜 준다. 본 분석에서는 노
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 등 두 가지 변수들을 센터링해 회귀방정식에 투입했다.

가. 노조 온건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5>는 노조 온건성에 대한 동조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1은 통제변인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했고, 회귀모델 2는 회귀모델 1에 노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을 독

166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표 5> 노조 온건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노조 온건성에 대한 동조 정도
회귀모델 1
회귀모델 2
회귀모델 3
3.39(.31)***
3.33(.30)***
3.39(.29)***

(상수)
상급단체(0=한노총,
-172(.062)**
-.28(.06)***
-.246(.062)***
1=민주노총)
성별(0=남, 1=여)
-.131(.099)
-.085(.096)
-.054(.094)
연령
.004(.005)
.006(.005)
.008(.005)
학력
.089(.051)†
.137(.050)**
.144(.049)**
노조간부 여부
-.095(.063)
-.137(.061)*
-.146(.060)*
노조가입 활동기간
-.001(.005)
-.002(.004)
-.003(.004)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083(.035)*
.082(.035)*
.076(.034)*
가계의 유일 소득
-.042(.071)
-.056(.069)
-.038(.068)
고용 불안
-.002(.039)
.007(.038)
.0004(.037)
회사 보복성
-.102(.039)**
-.098(.038)*
-.088(.037)*
노조 수단성
.240(.046)***
.311(.047)***
대립 의식
.087(.055)
.060(.055)
노조 수단성*대립 의식
-.297(.058)***
.06***
.119***
.155***
R제곱
R제곱 변화
.059***
.036***
주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0.1% 유의수준(양측검증 기준)

립변수로 추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했다. 회귀모델 3은 노조 수단
성과 대립 의식의 상호작용변수를 회귀모델 2에 추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결
과를 정리했다. 각 변수들의 추가적 투입에 따른 설명력 변화(R제곱 변화)는 각
각 .059***(p<0.1%), .036***(p<0.1%)으로 매우 유의하다.
회귀모델 1에서 상급단체는 조합원의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향계수(표준오차) 유의도가 -.172
(.062)***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보다 노조 온건성 이념에 대해
동조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력과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이
노조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반면, 회사의
보복성은 이에 대해 부(-)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영향 방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귀모델 2에서 노조 수단성은 노조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계수(표준오차) 유의도가 .240(.046)***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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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배타적 대립 의식이 미치는 영향 정도는 유의하지가 않다. 즉 노조에 대한
수단성을 높게 인지하는 조합원은 노조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가 높지
만 배타적 대립 의식이 높은 조합원은 노조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에 유의
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3에서는 노조 수단성과 배타적 대립 의식의 상호작용변인이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계수(표준오차) 유의도가 -.297(.058)***
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조 수단성이 온건성 이념에 미치는 주요 효과는
.311 (.047)**로 나타났으며 그 부호는 상호작용변수가 미친 영향과 반대 방향
이므로 조절변인인 대립 의식은 독립변인(노조수단성)이 종속변인(노조 온건성
에 대한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연구가설 4가 지지되었다.5)

나. 노조 전투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6>은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4는 통제변수로만 독립변수를 구성해 회귀식
에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5는 회귀모델 4에 추가적으
로 노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을 회귀식에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귀모델 6은 회귀모델 5에 노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의 상호작용변수를 회귀식
에 추가적으로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변수들의 추가적 투입
에 따른 설명력 증가(R제곱 변화)는 각각 .142***(p<0.1%), .016*(p<5%)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델 4에서 상급단체가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5)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의 조절작용의 분석은 회귀식에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으로 구성되
는 상호작용변인의 투입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조절작용은 강화작용(Enforcer)과 완화작용
(Neutralizer 또는 Substitute)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판별 기준이나 분류 기준
을 Wu and Zumbo(2008), Podsafoff, Mackenzie and Bommer(1996) 등에서 다루고 있
다. 특히 Podsakoff, MacKenzie and Bommer(1996: 280~283)는 조절작용에 대한 분류
기준과 그 의미를 그래프로 명확하게 그려서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독립변수가 기준변수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요 효과(주 효과)가 유의하고 동시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구성
되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상태에서,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의 부호가 동일한 방향일
때는 강화작용, 그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완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기준에 의해 상호작용효과를 분해하여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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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노총 조합원이 한노총 조합원보
다 전투성 이념에 대해 더 동조적일 것이란 예상과 좀 다른 결과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이 낮다. 또한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이 낮다. 이 결과들은 일반적인 예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회귀모델 5에서 노조 수단성이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계
수(표준오차) 유의도는 .196(.048)***(p<0.1%)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고, 대립
의식이 미치는 영향계수(표준오차 ) 유의도 역시 .437(.058)***(p<0.1%)로 매
우 유의하다. 이 결과는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를 지지한다. 그리고 회귀모델
4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통제변인의 영향이 회귀모델 5에서는 대부분 유의성
이 사라졌다. 이는 노조 전투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노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
이 근원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나타낸다.
회귀모델 6에서 노조 수단성과 대립 의식의 상호작용변수가 노조 전투성에
<표 6> 노조 전투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 노조 전투성에 대한 동조 정도
회귀모델 4
회귀모델 5
회귀모델 6
3.90(.34)***
3.92(.31)***
3.94(.316)***

(상수)
상급단체(0=한노총,
.013(.068)
.153(.13)
.16(.15)
1=민주노총)
성별(0=남, 1=여)
.003(.108)
.046(.100)
.033(.10)
연령
-.011(.006)†
-.008(.005)
-.008(.006)
학력
-.162(.056)**
-.074(.052)
-.077(.053)
노조간부 여부
.052(.069)
-.016(.064)
-.012(.064)
노조가입 활동기간
-.006(.005)
-.007(.005)
-.007(.005)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089(.039)*
-.050(.037)
-.048(.037)
가계의 유일 소득
.162(.078)*
.097(.072)
.089(.073)
고용불안
-.019(.042)
-.012(.039)
-.010(.039)
회사 보복성
.046(.043)
.039(.040)
.034(.040)
노조 수단성
.196(.048)***
.165(.050)**
대립 의식
.437(.058)***
.451(.059)***
노조 수단성*대립 의식
.134(.061)*
.054
.196
.213
R제곱
R제곱 변화
.142***
.016*
주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0.1% 유의수준(양측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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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계수(표준오차) 유의도는 .134(.061)*(p<5%)로 가
설 5에서 예상한 대로 나타났다. 이는 조절변수로서의 대립 의식이 노조 수단성이
노조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V. 결론 및 함의

1. 정 리
실증분석 결과에서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노조 상급단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 상급단체는 조합원의 노조 온건성 이념 동조성
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노조 전투성 이념 동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보다 온건성 이
념 동조 정도가 높았지만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 정도는 노조 상급단체에 따
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6)
다음으로 조합원의 집단심리적 특징이 노동운동의 이념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분석의 내용을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 효과(가설 1에서 3)와 조절변인과 독립변인의 상호
작용변인이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설 4, 5)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들의 배타적인 대립 의식은 노조 전투성 이념 동조 정도에 정(+)
적 영향을 주었지만 노조 온건성 이념 동조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
다. 둘째, 조합원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노조 전투성 이념 동조 정도와 온
건성 이념 동조 정도 모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경영과 노동의 분
할 내지는 노자 계급 구분의 명확성이 증가할수록 노동자들은 전투적인 노동운
동 이념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고 과격한 노동운동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
6)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전투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이 의외로 낮게 나타난 것은 오랫동안
민주노총이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현장에서의 동원에 근거한 운동에 주력해 온 결
과 나타난 현장 조합원의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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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 검증 결과의 정리
가설

1
주효과

2
3
4

상호작용
효과

5

내용
조합원들의 배타적 대립 의식은 전투성 이념 동조
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전투성 이념
동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 인지 정도는 온건성 이념
동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에 대한 인지가 온건성 이
념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배타적 대립의식이 완화작
용을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에 대한 인지가 전투성 이
념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배타적 대립의식이 강화하
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과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여준다. 즉 경영에 대한 배타적인 대립 의식은 전통적 막시즘에서 태생한 이후
여전히 적대적 노동운동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약 조합원들의 노조 수단성 인지가 전투적 노조운동을 향한 효과성에 대한 인
지로 작용한다면 조합원들이 더욱 전투적 노조운동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만약 노동조합의 기능이 자본에 대한 전통적인 갈등과 대립 의식에 기초
하지 않고 생산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수단성을 추구한다면 이 역시 노사협력
이나 파트너십 같은 이념에 대한 동조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경영자들과 노동정책 입안자들이 경영과 노동, 또는 부자와 빈자
등 계층 간 분할과 사회 양극화 등 갈등적 측면을 해소하고 양자 간의 중단 없
는 통합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과거보다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조가
민주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은 그 상층부를 형성하는 활동가들의 의도대로 이끌려 가는 조직이기
보다는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조합원들의 집단심리적 정서가 노동조합의 성격과 이념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셋째, 배타적 대립 의식은 노조 수단성과 온건성 이념 동조의 관계를 완화하
는 작용을 했고, 노조 수단성과 전투성 이념 동조의 관계를 강화하는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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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같은 상반된 조절작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표본을 다시 대립의식
이 높은 집단과 대립 의식이 낮은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한
그래프를 [그림 1]에 표시했다. 대립 의식이 높은 집단과 대립 의식이 낮은 집
단을 나누는 기준은 평균±표준편차이며 (평균 + 표준편차) 이상의 집단과 (평
균-표준편차) 이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을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그림 1 참조).7)
대립 의식이 높은 집단은 대립 의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노조 수단성 인지가
노조 전투성 동조 정도에 미치는 영향(직선의 기울기를 의미)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노조 수단성 인지가 노조 온건성 동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대립 의식이 낮은 집단은 대립 의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노조 수단
성 인지가 노조 전투성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만 노조 수단성 인지가 노
조 온건성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결과는 종업원들의 사
용자에 대한 배타적 대립 의식이 여전히 전투적 노조운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지만 1980년대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노사파트너십 등 새로운 노사관계 이념과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은 과거 계급적 노동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가
있는 실리적이고 개별화된 조합원들의 성향 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
를 들면 신자유주의적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 계급의식의 퇴조와 더불어 갈수록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집단적 연대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
다(Clark & Lipset, 1991; D'Art & Turner, 1999; 2002). 또한 조합원과 노동조
합과의 관계가 열정과 신뢰 등에 근거한 암묵적 관계(covenantal relationship)에
서 명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exchange relationship)로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
도 있다(Snape & Redman, 2004). 이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퇴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구
7) 보통 조절작용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조절변수의 평균보다 표준편차 1단위 이상
높거나 낮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그
래프로 그려 비교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럴 경우 통제요인 등을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표 6> 등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고려한 모
든 통제변수들을 회귀식에 포함하고, 독립변인(노조수단성)과 종속변인(전투성, 온건성)의
관계를 분석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기초해 그래프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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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절효과(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해 및 상호 비교

주 : 비표준화 회귀계수(표준오차)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성하는 조합원들의 집단심리의 변화를 우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조작적
으로 도입했으며, 이를 노조 수단성과 배타적 대립 의식의 상호 조합으로 구성
하여 파악하고 있다. 즉 실용주의 경향을 가진 조합원 집단을 노조 수단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사용자에 대한 대립 의식이 낮은 조합원 집단(그림 1의 짙게
표시된 선의 영역에 해당됨)으로 간주하면 이 집단은 노조 전투성 이념에 동조
하기가 쉽지 않고 노조 온건성 이념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으며(그래프의 기울
기가 이것을 의미함) 그 동조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용
주의적 성향을 가진 조합원들은 전투적인 노동운동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며 노
사파트너십 등 온건적 노동운동 이념에 동조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2. 분석 결과의 함의
왜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퇴조하고 있는가? 노조 조직률의 감소 현
상은 노사협력이나 노사파트너십 등 온건화 이념의 등장과 시대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Kelly(1996) 등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노사협력, 파
트너십 등 노동조합 온건화 이념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조가 약하고 비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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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상을 주어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에 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
해 오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근본적인 연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거대한 연구 질문에 비해 매우 작은 빙산의 일
각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단초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대
체로 희망적이다. 먼저 조합원들의 배타적 대립 의식은 여전히 전투적인 노조
이념에 대한 동조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이지만 조합원들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온건성 이념에 대한 동조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본 연구는 노조 조직률의 하락 등 노동운동의 퇴조 현상이 조합원들의 사회
심리적 성향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 노동운동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비롯
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아울러 Kelly 등 일부 학자
들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온건화 현상이 조합원의 활동성(activism)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노조
조직률 쇠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다거나 노조 온건성 동조 성향과 조합원 활
동성 간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의 온건성 동조가 조합원
활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Kelly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 이전보다 다양한 설명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본 연구가 제기할 뿐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조합원들
의 개인주의화, 실용주의화 등 사회심리적 변화가 전통적인 노동운동 방식과
맞지 않아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
한 관심이나 활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
합원들의 사회심리적 태도와 노동운동 이념 간의 적합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
다. 이 적합성이 조합원들의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
물론 본 연구의 자료와 분석 결과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기엔 아직도 타당성이 부족하여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등장한 조합원의 실용주의적 태도에 대하여 취한 조작적 정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념인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더구나 창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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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기계 산업단지 내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일반화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나타
나는 내생성의 문제 역시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방법론적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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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on Militancy and Moderation : The Impacts
of Members’ Social Psychology
Soon Sik Kw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s of union members’ perception
of union instrumentality and them and us attitude on the ideological sympathy
of the union militancy and moderation. The data set which surveyed the union
members affiliated with FKTU or KCTU in Changwon City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m and us attitude of union members made the positive impacts
on the ideological sympathy of union militancy, but not on that of union
moderation. Second, members’ perception of union instrumentality made
impacts on the ideological sympathy of both union militancy and moderation.
Third, them and us attitude of members neutralized the impacts of union
instrumentality on the ideological sympathy of union moderation but enforced
the impacts of union instrumentality on the ideological sympathy of union
militancy. The opposition direction of moderating effects of them and us
attitude toward union militancy and moderation means that members’
pragmatism match well with union moderation. This finding proposes the
significance of fit between members' social psychology and labour union
ideology to ignite members' activism, and challenges kelly(1996) who proposed
that union moderation might undermine the foundation of members’ activism.
Keywords : union militancy, moderation, union instrumentality, them and us attitude,
pragm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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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적극적 노동참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의 법적 강제 여부와 도입된 제도의 실제 활용 여부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병리적 현상’ 혹은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논의
된 디커플링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제도 도입의 측면만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입한 제도가 실제
작동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제도의 도입 여부는 조직의
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를 구분할 경우 제도 자체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조직의 주요 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재무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직에서는 제도
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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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역량이 낮은 조직일수록 도입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무역량
의 크기에 상관없이 추가적 선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관리적 시사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디커플링을 조직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Meyer and
Rowan(1977)의 논의에 있어 조직의 내적 특성 및 역량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일-가정 양립제도, 디커플링, 조직성과

Ⅰ. 서 론

최근 들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Burke & Greenglass,
1987; Edwards & Rothbard, 2000; 구자숙, 2009).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
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조직 수준에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일과 가정
간 갈등을 줄이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우 외, 2008; 유규창․김향아, 2006; Clifton & Shepard, 2004; Saltzstein
et al., 2001; Perry-Smith & Blum,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가정 양
립제도의 도입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
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탐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일-가정 양립제도
(work-family balance policy)의 도입과 더불어 실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디커플링(decoupling)1)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현상이 조직성과에 미
1) ‘디커플링(decoupling)’은 제도화된 환경의 압력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이나 마찰을 줄이는 전략으로서 정당화된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조직 활동과 분리시
켜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Meyer and Rowan(1977)에 의해 제시된 개
념으로 ‘분리’, ‘부정합’ ‘괴리’, ‘어긋남’ 등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초 제시된 디
커플링의 개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조직성과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Oliver, 2001).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들은 디커플링을 일련의 병리적 현상처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래 연구에
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디커플링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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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디커플링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 혹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공
통의 제도를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는 현상
을 의미한다. 디커플링은 조직이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더라
도 강제된 혹은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규범에 조직이 순응해야 할
상황에서 발생한다. 조직은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만,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디커
플링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Meyer & Rowan, 1977).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과 운영과정 역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대다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각
종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확산되었다.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
고, 육아휴직제 및 생리휴가 등 다양한 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광범위하
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
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임인숙,
2003; 구자숙, 2009).
그렇다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킨다는 관점이다. 즉 도입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일련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이 일련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Galinsky et al., 2008; 이
민우 외, 2008; 유규창․김향아, 2006; Stavrou, 2005; Clifton & Shepard, 2004;
Saltzstein et al., 2001; Perry-Smith & Blum, 2000; Grover & Crooker, 1995)에
의하면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성과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의
논의 역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조직론적 제도주의는 디커플링을 조직을 보호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당성을 부여받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조직의 핵심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한
다. 제도의 도입 자체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디커플링은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직
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위험으로부터 조직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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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Meyer & Rowan, 1977).
하지만 디커플링이 성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조직론적 제도주의 논의에
서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온 부분은 바로 제도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인 ‘법적
강제 여부’다.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을 때 해당 조직은 법
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제도 역시 법률로 강제된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
도로 구분된다.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는 직장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모
든 일-가정 양립제도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제도는 ‘권고’의 형태로 제시
되거나 법의 범주 밖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강제 여부’라는 조건이 주
어진 경우 디커플링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예로 Edelman(1992)은 1970년대 미국의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관련 법률들의 법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규범에 조응하는 기업
들의 상징적 제도 도입 양태를 제시하였다. 기업들은 법적인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운영은 소극적으로 한
다. 즉 법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제도의 도입은 상징적인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
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도 도
입이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
조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법적 강제성 여부나 실질적인 운영 여부가 조직성과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2005년과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일-가정 양
립제도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제도 도입 및 적용상의 디커플링이 조직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제도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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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및 가설

1. 일-가정 양립제도
일-가정 양립제도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휴가제도 및 보육서비
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과 가족 영역의 균형을 위한 조직의 정책적 배려를
의미한다(Saltzstein et al., 2001). 우리나라는 1990년을 기점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혼여성의 참여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추세는 계
속되고 있다(여성부, 2002; 여성부, 2003; 원숙연, 2005). 고학력화로 인해 1980
년대 약 42%였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2007년 50.2%를 기록하였으며, 기
혼여성의 경우 약 49%였다(여성부,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노동시장 내 근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의 책임을 동
시에 수행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Marks & McDermid, 1996; 한지숙․유
계숙, 2009). 일-가정 갈등은 여성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며, 경력단절은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핵심적인 목표는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
서의 요구가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여 조직의 경쟁
력과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
의 생산성 감소에 대처하는 것이다.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
화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급하기 위한 정
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홍․고인아, 2001; 박선영․윤덕경, 2005).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및 육아를 사회에
서 분담하는 모성보호적 측면은 물론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를 공
존하게 하여 두 영역 사이에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고유의 모성 기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의 안정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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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초기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여
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후 일-가정 양립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제한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문제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시간외근로 금지, 야간근로 금지, 갱내
근로 금지 등 간접적 모성보호는 축소되는 반면 여성의 임신․출산 기능과 연
결되는 직접적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도, 육아지원 등 가족친화적
근로여건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대다수 연구는 여성인력 및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시기인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나타난다. 신경아․차인순
(1991), 강이수(1991), 정혜선(1994) 등은 서구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분석
및 그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선진국과 우
리나라의 제도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경주(2002)와 장지연 외
(2004)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 형성 및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직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제도주의적 관점과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는 집단 의
사결정 과정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당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환경에서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한다(Meyer & Rowan, 1977).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직의 일-가
정 양립제도 도입과정은 일련의 동형화 과정이다(DiMaggio & Powell, 1983).
가족친화적 복리후생제도의 증가는 여성부의 신설, 국가에 의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 제정, 사회 전반적인 모성보호 담론과 논의의 증가 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2001년 11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개별 조직이 반응하여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문석․장용석)

 185

의미한다. Goodstein(1994), Ingram and Simons (1995)의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에 있어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제도적 환경은 조직
이 갖춰야 할 적절하고 당연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조직은 이를 채택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가정 양립제도는 조직
이 추구하는 당연한 규범이 되었으며, 동형화의 양태로 제도 혹은 관행의 도입
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의 채택은 조직의 내부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나
름대로의 판단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제도
의 도입은 조직이 가진 특성과 상황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Osterman,
1995). 예를 들어, Wood et al.(2003)은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욕구가 여성
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많을수록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더 많이 시행하게 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조직에서 일-가정 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 경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조직은
여성의 복리후생을 고려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과 기능주의적
관점을 혼합하여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규창․김향아(2006)와 이민우
외(2008)는 조직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
임과 동시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에의 조응이라고 주장하였다.
Baek et al.(2008) 역시 과업 환경의 변화와 여성 근로자의 비율과 같은 기능주
의적 설명과 더불어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직이 외부 규범에 민감할 경우 제
도의 도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또 다른 연구경향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Perry-Smith and Blum(2000)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건강과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구성원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함을 제시하
였다. Clifton and Shepard(2004) 역시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
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향상된다는 것
을 주장하였다. Galinsky et al.(2008)은 미국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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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비해 2000년대 들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제도의 도입은 구성원의
갈등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Grover and Crooker(1995)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tavrou(2005)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가 이직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유규창․김향아(2006)와
이민우 외(2008)의 연구 역시 일-가정 양립제도가 재무성과 및 이직률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대
다수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가정 양립제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이론 및 가설
일-가정 양립제도와 조직성과를 분석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대다수 제도의 도
입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
로 조직성과를 재무적 성과(이민우 외, 2008; 유규창․김향아, 2006; Clifton &
Shepard, 2004; Perry-Smith & Blum, 2000), 생산성(Galinsky et al., 2008), 이
직률(Grover & Crooker, 1995; Stavrou, 2005; 유규창․김향아, 2006; 이민우
외, 2008) 등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
작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에
의한다면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설 1 :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를 향
상시킨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실제 제도의 운영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
가 있다.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성차별적인 고용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전히 제도의 실시나 그 실효성에 있어 조직별로 상당한 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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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도입과 그 실행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김태흥․김난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소기업은 육아휴직 관련 회
사 규정이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거나 규정이 있어도 법정 휴가기간을 제공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기업은 기업 분위기나 문화가 육아휴직
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며, 복직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의 도입과 실행 간의 괴리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본연의 목적과 달리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조직
운영상의 병리적(pathological) 현상이라 여겨질 수 있다(구자숙, 2009). 그러나
조직론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디
커플링 현상을 비합리적인 병리적 현상으로만 평가하진 않는다. 제도주의적 관
점에서 볼 때, 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
한다(Meyer & Rowan, 1977). 제도적 환경에서의 정당성이란 사회적으로 당연
시되는 인지적 혹은 규범적 상징 요소들을 수용함으로써 확보된다. 그러나 조
직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조직으로 하여금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
다. 따라서 조직이 채택한 제도와 그 운영이 일치되지 않는 디커플링은 조직의
역량과 불일치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외부 환경의 요구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일종의 합리화된 전략인 것이다(Meyer & Rowan, 1977; Oliver, 1991). Meyer
and Rowan(1977)에 따르면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은 내부 구조의 일부는 제도
적 기대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실제 활동은 현실 여건에 맞추어 적
절히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조직은 제도화된 환경의
압력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조직 활동에서 비롯되는 마찰이나 실제적인 기술․
합리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가정 양립제도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디커플링의 존재는 조직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디커플링은 병리적 현상이므로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
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도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Galinsky et al., 2008; 이민우 외, 2008; 유규창․김향아, 2006; Stavrou, 2005;
Clifton & Shepard, 2004; Perry-Smith & Blum, 2000; Grover & Cro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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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된 것이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조직의
재무성과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중요 인적자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킨다는 점
에서 조직성과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면, 조직성과에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
이다.
가설 2 :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가정 양립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성과의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조직론적 제도주의는 디커플링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
로 정의하고 있다.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일-가정 양립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조직이 불확실성으로부터 조직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며,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상징적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전략으로서의 디커플링은 정당성 담보와 더불어 조직의 성과를 떨어
뜨리는 위험으로부터 조직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즉 제도의 도입
을 통한 성과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여 조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커플링을 통해 성과 감소의 위험을 줄인다는 조직론적 제도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도가 가진 특성으로서 ‘법적 강제 여부’다. 법적으
로 강제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 행위로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사
업주는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양육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조직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경우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디커플링을 조직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보는 조직론적
제도주의의 논의를 원용함과 더불어 ‘법적 강제성’이라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
하고자 한다. ‘법적 차원의 제도적 규정’ 여부에 따라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
성과에 미칠 영향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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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8)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legally required policy)와 법적으로 규정
되지 않은 제도(optional policy)를 구분하여 두 가지 차원의 제도 도입과 디커
플링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는 ‘법
적 강제성’에 따라 제도 도입과 디커플링 그리고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적 특성으로서 법적 강제 여부는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예: 법정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상당한
정도로 프로그램화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고용법’, ‘영
유아보육법’ 등을 통해 특정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제도(예: 보육료 지원, 불임휴직제 등)는 일련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다. 법으로 강제된 제도의 경우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여부를 보고하고 외부의 규제․감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으며,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추가적 제도에 대한 디커플링은 조직성과 향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으로 강제된 수준 이상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조직이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정당성 확보와 상징적 효과를 담보할 수는 있
으나 적잖은 비용을 발생시켜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추가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디커플링을 실시하고 조직의 순
응(compliance)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설 3 : 법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의 디커플링은 추가적 제도의 디커플링
에 비해 조직성과의 향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디커플링과 성과 향상의 관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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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개별 조직이 가진 역량의 차원이다. 조직이 보유한 역량에 따라 도입한
제도에 대한 대처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를 도입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1인당 매출액․생산성 등 기존의
성과가 낮은 조직의 경우 높은 수준의 조직에 비해 조직의 ‘생존’ 자체에 몰두
한다(Martinez & Dacin, 1999). 그 결과 조직성과가 낮은 조직들은 효율성 제고
에 대한 고려보다는 희소한 자원 획득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은 상징적인 제도의 도입
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조직성과가 높은 조직 역시 정당성
획득을 위하여 제도를 도입하지만, 성과가 낮은 조직과의 큰 차이점은 ‘효율성
에 대한 고려’와 ‘정당성 획득에 대한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균형 있
는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커플링의 효과성이다.
Greening and Gray(1994), Martinez and Dacin(1999) 등은 상대적으로 역량을
갖춘 조직은 효율성과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 내 핵심 역
량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제도를 느슨하게 작동시키는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징적 도입’에 초점을
맞출 뿐 디커플링을 이용한 전략적 대처는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Perry-Smith
and Blum(2000) 역시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조직의 경우 디커플링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지만,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조직의 경우 전략적
디커플링을 적절히 구사하여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또한 소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조직의 문화 자체가 육아휴직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더라도 복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김태
흥․김난주(2003)의 분석 역시 유사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Meyer and Rowan(1977)이 주장한 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한 디커플링 전략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보유한 역량이 충분한 조직일수
록 ‘전략적인 디커플링’을 실시하여 법적 강제제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 조직이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여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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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게 된다. 조직은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 증가되는 인건비를 회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디커플링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직원의 퇴사
를 종용하거나, 둘째, 일단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후 복귀 시 여성 직
원의 퇴사 권고, 셋째, 출산휴가 복귀 시 강제적인 업무 전환을 통한 자발적 퇴
사 권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의 큰 차이점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원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다. 즉 직접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것에 비
해 일단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강제적인 업무 전환을 통한 자발적 퇴사 권고를
추진하는 것은 조직 입장에서는 여유자원의 추가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퇴사 종용에 비해 ‘간접적인’ 자발적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여유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며, 디커플링을 통한 법적 위반
여부 역시 직접적 형태에서 간접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법적 강제제도의 디커플링과 연계할 경우, 기존 성과를 통해 충분히 여유자원
을 확보한 조직은 법적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를 디커플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조직의 역량이 디커플링을 매개하
여 조직성과의 향상을 추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4 : 기존 성과가 좋은 조직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의 디
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

Ⅲ. 분석 자료 및 모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5년과 2007
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5년 사업체패널 자료는 조사 대상에 포
함된 3,552개의 표본 중 조사에 성공한 1,905개 사업장의 조직특성, 인적자원
관리 현황, 경영환경,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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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표본의 특성
(단위 : 개소, %)

범주
조직유형(2005)
공공부문(2005)
직원수(2005)

여성근로자
비율(2005)

매출액(2007)

개인사업장
회사법인
학교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공공부문
비공공부문
100인 이하
100~200인
201~300인
301인 이상
0~25%
26~50%
51~75%
76~100%
100억 이하
101억~500억 미만
501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전체

표본 분포
빈도
27
844
31
67
73
896
309
180
110
370
567
234
129
35
220
293
85
371
969

비율
2.7
87.1
3.2
6.9
7.5
92.4
31.8
18.5
11.3
38.1
58.7
24.2
13.3
3.6
22.7
30.2
8.7
38.2
100.0

2005년 패널 자료와 2007년 패널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1,351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결측값이 포함된 표본을 제외한 969개의 기업을 최종적인 분석 모형
에 포함시켰다. 또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선행한다는 인과관계의 원칙에 따
라 2007년 패널 자료의 성과지표를 종속변수로, 조직의 특성 및 제도 도입과
관련한 독립변수는 2005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적인 생산성 지표로서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직
접적인 조직의 성과지표로 이용하였다.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Venkatraman and Ramanujam(1986)은 기업조직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지표를 조직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의는 학교법인이나 정부 및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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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사관리 측면에서 조직성과는 대부분 재정성과를 중심으로 측정되어 왔
으며(Rowe et al., 1995),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표본 사업체 대다수가 기업조
직이라는 점에서 재정적 성과는 조직의 중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Rogers and Patrick(1998)이 제시한 기업 성과지표 중 인
적자원관리 과정의 성과로서 1인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독립변수
법적 강제제도 및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추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제 운영 수준
이 조직성과로서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사업체
패널 자료의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실제 활용에 대한 변수는 사업체패널 자료의 17
가지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모성보호제
도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와 “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다
고 응답한 조직이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제도
도입 ‘1’, 제도 디커플링 ‘1’로 각각 조작화하였다. 제도 도입의 경우 개별 조직
이 도입한 제도의 전체 합(sum)을 구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제도
디커플링의 경우 도입한 전체 제도 중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비율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도의 디커플링을 실증분석한 Baek et al.(2008)과 구자숙(2009)의 연구는
사업체패널 자료에 대해 본 연구와 동일하게 주요 제도를 항목별로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0, 도입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1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 및 디커플링 수준을 모두 ‘합(sum)’의 형태로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
조직이 10개의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도입수준은 10이 되고, 도입한 10개의
제도 중 9개의 제도만을 실제 운영할 경우 디커플링 수준은 1이 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커플링 변수 구성은 정확한 디커플링 수준을 측정하
는 데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10개 도입한 기업이 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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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가정 양립제도 법적 강제 여부(2005년 기준)
일-가정 양립제도

법적 강제 여부

1)

법적 강제

육아휴직, 법정 출산휴가, 직장보육시설 , 생리휴가, 수유시간 보
장, 임신여성 야간근무 제한, 임신여성 휴일근무 제한, 임신여성
초과근무 제한, 임신여성 유해업무 종사 금지, 출산 후 1년 이내
유해업무 종사 금지, 임신여성 작업전환 시행

추가적
(법적 강제 아님)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보육료 지원, 수유공간 제공, 태아검진휴
가, 유․사산 휴가, 불임휴직제

주 : 1) 종업원 500인 이상, 여성 종업원 300인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됨.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고 남은 1개의 제도만을 디커플링하는 경우나, 제도를 전
체 2개 도입하고 1개의 제도를 디커플링하는 경우 모두 디커플링 수준은 1로서
동일한 디커플링 수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조직 A: 10-9=1, 조직 B: 2-1=1).
따라서 본 연구는 디커플링 수준을 비율의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비율로 측정
할 경우 전자의 조직은 디커플링 비율이 10%이고(조직 A: 10-9/10), 후자의 조
직은 50%(조직 B: 2-1/2)로 측정되어 조직 간 디커플링 수준을 보다 논리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법으로 강제된 제도와 추가적 제도를 구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사업체패널 자료에 제시된 17가지 제도가 법으로 강제되
었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주요 독립
변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2005년 당시를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
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법률이 법적인 차원에서 개별 제
도를 강제하고 있는지 구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구분된 일-가정 양립제
도의 법적 강제 여부는 앞의 <표 2>와 같다.

4.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조직규모, 연령, 여성 비율, 기업집단 소속 여부, 산업구분, 지역더미,
노동조합 유무 여부 등을 비롯해 2005년도 조직성과를 통제한 OLS 분석모형
을 이용하였다. 변수의 조직적 정의 및 측정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문석․장용석)

<표 3> 변수의 측정
변수
종속변수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
전체 제도 도입
법적 강제제도 도입
추가 선택제도 도입
독립
변수

전체 제도 디커플링 비율
법적 강제제도 디커플링 비율
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

통제
변수

조직규모
조직연령
여성 비율
기업집단 소속 여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통제
변수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지역더미
노동조합
추가 선택제도 미도입 조직
05년 이직률
05년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

 195

측정
2007년 (당기매출액/근로자수)의 로그 값
전체적인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수
법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수
강제되지 않은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수
도입되었으나 시행하지 않는 전체 제도 수/전체적인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수
도입되었으나 시행하지 않는 법적 제도 수/법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수
도입되었으나 시행하지 않는 추가 제도 수/강제되지 않은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수
근로자 수의 로그 값
현재 연도(2010)-설립 연도
(여성/전체 근로자)의 로그 값
더미변수 : 상호 출자총액제한 기업 계열사=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기․가스․수도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운수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신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육서비스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체=1
더미변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사업체=1
더미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
스업 사업체=1
더미변수 : 서울지역 사업체=1
더미변수 :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1
더미변수 : 추가적 선택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조직=1
2005년(이직자 수/근로자 수)의 로그 값
2005년(당기매출액/근로자 수)의 로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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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분석대상에 포함된 969개의 공공․민간 조직들이 도입하고 있는 일-가정 양
<표 4>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종속변수 2007년 1인당 매출액(단위 : 백만 원)
전체 제도 도입
법적 강제제도 도입
추가 선택제도 도입
독립변수
전체 제도 디커플링 비율
법적 의무제도 디커플링 비율
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
조직규모(근로자 수)
조직연령
여성 비율
기업집단 소속 여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통제변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지역더미(서울)
노동조합
추가 선택제도 미도입 조직
05년 이직률
05년 1인당 매출액(단위 : 백만 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2,691 14,647
1.5 335,045
7.73
4.19
1
17
6.19
3.12
1
11
1.53
3.12
0
7
0.34
0.32
0
1
0.31
0.33
0
1
0.28
0.40
0
1
447
966
30 12,885
25.62
15.75
4
111
0.26
0.22
0
0.97
0.17
0.37
0
1
0.49
0.50
0
1
0.02
0.14
0
1
0.06
0.23
0
1
0.08
0.27
0
1
0.03
0.16
0
1
0.08
0.27
0
1
0.02
0.14
0
1
0.05
0.21
0
1
0.01
0.07
0
1
0.10
0.30
0
1
0.01
0.07
0
1
0.01
0.10
0
1
0.03
0.17
0
1
0.02
0.14
0
1
0.02
0.14
0
1
0.33
0.47
0
1
0.56
0.49
0
1
0.31
0.46
0
1
0.22
0.40
0
10.5
2,180 10,500
0 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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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제도는 총 17개 중 평균적으로 7.73개였으며, 도입하였으나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 평균 2.52개였다. 또한 2005년 당시 법적으로 강제된 11개의
일-가정 양립제도 중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6.19개로 나
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선택가능한 7개의 제도 중 1.53개의 제도를 평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 중 실제 운영되지 않
는 제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의 경우 평균 1.81개로 디커플링 비율은 평
균 31%, 추가적인 제도는 평균 0.69개로 디커플링 비율은 평균 28%였다. 969
개 분석대상 조직 중 본 연구의 조직 성과지표인 1인당 생산성은 평균 269만
원이었으며, 평균 근로자 수는 447명이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 비율은 26%
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5>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및 시행 여부를 제시한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및 시행 비율
이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
제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제도의 경우 도
입 비율은 낮았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된 969개 조직 중 도입했다고 응답한
조직은 41개(4.2%)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육시설과 연계되는 수유시간 보장 여
부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직은 13.3%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법적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실제 운
영에 있어 가장 높은 차이가 나는 제도는 수유시간 보장으로 나타났다. 284개
의 조직(29.3%)이 도입하였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시행한다고 응답한 조직은
284개의 조직 중 129개(45.4%)로 도입과 실제 운영에 있어 약 50% 이상의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비율은 강
제되는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도입 조직이 441개(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운영을
하는 조직은 297개(67.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임휴직제의
경우 도입 조직이 68개(7.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실제 운영 역시 11개
의 조직(16.2%)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조직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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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및 시행 여부
(단위 : 개소, %)

제도도입 조직
빈도(A)

전체 조직
대비 도입
비율(%)

제도도입 조직 중
실제 시행 조직
빈도(B)

실제 시행
비율(B/A)

811

83.6

523

법정출산휴가

N/A

N/A

755

N/A

직장보육시설

41

4.2

31

75.6

생리휴가

845

87.2

759

89.8

수유시간 보장

284

29.3

129

45.4

임신여성 야간근무 제한

570

58.4

404

70.9

임신여성 휴일근무 제한

540

55.7

375

69.4

임신여성 초과근무 제한

555

57.2

392

70.6

임신여성 유해업무 종사 금지

575

59.3

396

68.9

출산 후 1년 이내 유해업무 종사 금지

390

40.2

225

57.7

임신여성 작업전환 시행

425

43.8

253

59.5

441

45.5

297

67.3

30

3.1

12

40.0

144

14.8

107

74.3

수유공간 제공

107

11.0

104

97.2

2)

184

18.9

66

35.9

2)

431

44.4

215

49.9

68

7.0

11

16.2

969

100

-

-

육아휴직
1)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2)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2)
2)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2)

불임휴직제

전체 조직 수

2)

64.5

주 : 1) 2005년 사업체패널 자료는 법정출산휴가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만 제공.
2) 2005년 기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일-가정 양립제도.

<표 6>은 법적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와 추가적인 일-가정 양립제도
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다. 전체 모형의 종속변수는 2007년 1인당 매출액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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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2)
모형 1 모형 2 모형 3
0.024**
0.010
제도 도입
(0.010)
(0.012)
0.015
강제제도 도입
(0.016)
0.060*
선택제도 도입
(0.035)
-0.254**
제도 디커플링 비율
(0.127)
강제제도 디커플링
변수

전체
법적
추가
전체

법적
비율
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
2005년 1인당 매출액×전체
제도 도입
2005년 1인당 매출액×전체
제도 디커플링비율
2005년 1인당 매출액×법적
강제제도 도입
2005년 1인당 매출액×추가
선택제도 도입
2005년 1인당 매출액×법적
강제제도 디커플링 비율
2005년 1인당 매출액×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
추가 선택제도 미도입
-0.238**
조직3)
(0.105)
0.192*** 0.191***
(로그) 2005년 1인당 매출액 (0.014)
(0.014)
-0.058
-0.067
(로그) 여성 비율
(0.043)
(0.043)
0.037
0.044
(로그) 조직 연령
(0.067)
(0.067)
-0.079*** -0.071**
(로그) 2005 년 이직률
(0.030)
(0.030)
-0.272***
-0.258***
노조 유무
(0.097)
(0.097)
-0.027
-0.048
서울지역
(0.094)
(0.094)
0.972***
0.978***
기업집단 소속 여부
(0.111)
(0.111)

-

모형 4 모형 5
0.006
(0.012)
0.014
(0.016)
-0.007
(0.039)
-0.244*
(0.124)
-0.228*
(0.133)
-0.012
(0.123)
0.001
(0.003)
0.299***
(0.046)

모형 6 모형 7

0.013
(0.016)
0.006
(0.037)
-0.164
(0.129)
-0.155
(0.121)

-

-

-0.001
(0.018)
0.013
(0.037)
-0.269
(0.165)
-0.112
(0.123)

-

-

-

-

0.001
(0.005)
-0.029***
(0.010)
0.200***
(0.044)
0.285***
(0.046)
-0.266** -0.236** -0.248**
(0.122)
(0.103)
(0.118)
0.192*** 0.191*** 0.232*** 0.255***
(0.014)
(0.014)
(0.015)
(0.016)
-0.056
-0.068
-0.058
-0.048
(0.043)
(0.043)
(0.042)
(0.042)
0.037
0.044
0.047
0.044
(0.068)
(0.068)
(0.066)
(0.065)
-0.078** -0.072** -0.056* -0.050*
(0.030)
(0.030)
(0.029)
(0.029)
-0.272*** -0.257*** -0.226** -0.230**
(0.097)
(0.097)
(0.095)
(0.094)
-0.030
-0.044
-0.046
-0.031
(0.094)
(0.094)
(0.092)
(0.090)
0.975*** 0.977*** 0.918*** 0.856***
(0.112)
(0.111)
(0.109)
(0.109)
-

-

0.001
(0.006)
-0.039***
(0.012)
0.268***
(0.066)
0.252***
(0.047)
0.280***
(0.021)
-0.054
(0.050)
0.056
(0.075)
-0.053
(0.037)
-0.275***
(0.103)
-0.110
(0.104)
0.861***
(0.119)

2)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 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고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에서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빼고, 조절변수에서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빼서 변화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만들고 상
호작용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평균 중심화는 기존 변수의 분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변수의 평균값만을 0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평균 중심화는 변수의 가진 특성은 변화시
키지 않은 채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3)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선택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은
조직은 302개로 분석에 포함된 전체 조직(969개) 대비 3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선택제도 미도입 조직’변수는 이상의 302개 조직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조작화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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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변수
(로그) 조직 규모

모형 1
-0.088**
(0.042)
0.494*
제조업
(0.294)
0.700*
전기․가스․수도업
(0.404)
0.547
건설업
(0.332)
1.530***
도매 및 소매업
(0.322)
-0.447
숙박 및 음식점업
(0.374)
-0.323
운수업
(0.320)
1.658***
통신업
(0.394)
1.499***
금융 및 보험업
(0.341)
1.3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616)
-0.398
사업서비스업
(0.31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 -0.099
(0.604)
장행정
-0.692
교육서비스업
(0.493)
-0.77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36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0.137
(0.391)
산업
4.459***
상수
(0.395)
표본수
969
R2
0.476

모형 2
-0.101**
(0.042)
0.536*
(0.293)
0.705*
(0.402)
0.586*
(0.331)
1.555***
(0.321)
-0.412
(0.373)
-0.236
(0.319)
1.671***
(0.393)
1.521***
(0.340)
1.321**
(0.614)
-0.375
(0.310)
-0.114
(0.601)
-0.663
(0.490)
-0.744**
(0.365)
0.158
(0.389)
4.741***
(0.403)
969
0.482

모형 3
-0.089**
(0.042)
0.502*
(0.294)
0.699*
(0.404)
0.554*
(0.333)
1.530***
(0.322)
-0.447
(0.374)
-0.321
(0.320)
1.654***
(0.395)
1.480***
(0.342)
1.343**
(0.616)
-0.397
(0.311)
-0.112
(0.605)
-0.706
(0.492)
-0.776**
(0.367)
0.136
(0.391)
4.495***
(0.398)
969
0.476

모형 4
-0.100**
(0.042)
0.536*
(0.294)
0.712*
(0.403)
0.586*
(0.332)
1.560***
(0.322)
-0.411
(0.374)
-0.233
(0.320)
1.670***
(0.393)
1.522***
(0.341)
1.312**
(0.614)
-0.372
(0.311)
-0.113
(0.602)
-0.653
(0.492)
-0.733**
(0.367)
0.160
(0.390)
4.739***
(0.404)
969
0.482

모형 5
-0.085**
(0.041)
0.426
(0.287)
0.650*
(0.394)
0.471
(0.325)
1.447***
(0.314)
-0.439
(0.365)
-0.280
(0.313)
1.628***
(0.385)
1.444***
(0.333)
0.971
(0.611)
-0.457
(0.304)
-0.140
(0.589)
-0.633
(0.480)
-0.834**
(0.359)
0.130
(0.381)
4.544***
(0.387)
969
0.504

모형 6
-0.082**
(0.041)
0.381
(0.286)
0.626
(0.390)
0.146
(0.322)
1.348***
(0.314)
-0.416
(0.362)
-0.335
(0.311)
1.559***
(0.385)
1.355***
(0.333)
0.869
(0.606)
-0.470
(0.304)
-0.156
(0.582)
-0.627
(0.475)
-0.919**
(0.358)
0.143
(0.377)
4.485***
(0.384)
969
0.521

모형 7
-0.070
(0.047)
0.208
(0.343)
0.248
(0.459)
0.582
(0.392)
1.228***
(0.370)
-0.483
(0.413)
-0.214
(0.385)
1.764***
(0.438)
1.112***
(0.388)
0.146
(0.671)
-0.708*
(0.360)
-0.298
(0.588)
-0.810
(0.514)
-1.085***
(0.413)
0.059
(0.423)
4.417***
(0.445)
667
0.568

주 : 산업분류의 경우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기준집단임.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모형 1은 전체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며, 모형 2는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 차원에서 제도
의 도입과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
점을 둔 모형이다.
모형 3과 모형 4는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를 구분하고 분
석을 실시한 모형으로, 모형 3은 제도의 도입만을 분석하였고, 모형 4는 제도의
도입 및 디커플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

며, 평균 0.31, 표준편차 0.46, 최솟값 0, 최댓값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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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형 5, 6, 7은 기존 모형에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이다. 모형 5는 모형
2의 확장모형으로 2005년 1인당 매출액과 제도 도입 수준 간 상호작용항, 2005
년 1인당 매출액과 제도 디커플링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었다. 모형 6은
모형 4의 확장모형으로 2005년 1인당 매출액과 제도 도입 및 디커플링 수준
간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이다. 특히 모형 7의 경우 견고한 통계적 분석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를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조직 302개를 제외
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한
조직’ 667개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분석이다.
전체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이 가진 효과만을 고려한 모형 1에서 제도의
도입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디커플링을
함께 고려한 모형 2의 경우,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성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사라졌다. 모형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성과에 미치
는 효과는 도입 자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디커플링이 추동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제도를 디커플링하지 않는 것(제도를 실
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추가적 제도를 단 하나라도 도입
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 조직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시행하여야만 하는 법적 제도 이외에도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조직의 ‘상징적 행위’ 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심과 소속감을 저해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법적 강제 여부에 따른 제도 도입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모형 3을 살펴보면, 법적 강제제도가 아닌 추가적인 제도에서 모형 1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
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재무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며,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법을 통해 어느 조직이나
당연히 도입하여야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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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Pfeffer(1981)는 조직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정책을
제공할 경우 조직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
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조직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Pfeffer(1981)가 주장한 조직의 상징
적 행위(symbolic action)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법적 강제제도의
도입보다는 추가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타난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성원
이 수십 명에 불과한 조직이 법적으로 강제되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모든 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인력과 비용
을 수반한다. 조직이 구성원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으로 강제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을 주저한다면,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이 자신들의 안녕
을 크게 고려치 않는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조직이 구성원의 건강과
가치를 보다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줌으로써, 조직목표 달성
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적 강제 여부에 따라 제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디커플링의 영향력을 분
석한 모형 4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법
적으로 강제된 제도의 디커플링만이 조직성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의 효과는 디커플링의 효과에 의해 상쇄되며, 제도가
가진 특성으로서 ‘법적인 강제 여부’에 따라 조직성과에 대한 디커플링 효과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압적 압력으로 인해 조직의 특성과 상관없
이 순응하여야만 하는 제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디커플링은 조직을 보호하는
전략으로서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키게 된
다. 그러나 추가적인 일-가정 양립제도의 경우는 적어도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제도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상징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적 강제제도와는 달리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Meyer and Rowan(1977)이 주장
한 바와 같이 제도적 기대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지만 이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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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조직 활동에서 비롯되는 마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차원의 디커플링은 법적 강제성을 지니
지 않은 제도에서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현실에 적
용할 경우 발생하는 순응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추가적인 제도는 법적인 제재
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을 통해 순응비용을 줄이고 재무
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강제제도가 아닌 추가적인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는
조직에 있어 성과향상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조
직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상징적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은 도입과정만
을 고려할 때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디커플링의 존재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조직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설 1 기각). 둘
째, 디커플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성과 향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제도의 디커플링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기각, 가설 3 지지). 셋째,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률이 강제하지 않는 추가적으로 선택가능한 제도의 도입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은 조직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Meyer and Rowan(1977)이 주장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인 제도의 도입과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디커플
링이 과연 조직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제도의 디커플링과 성과 향상의 관계
에 있어 개별 조직이 가진 역량의 매개효과이다. 특히 본 연구는 추가적인 제도
를 아예 도입하지 않은 조직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앞선 분석이 나타내고 있는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인 전략으로서의
디커플링이 아닌 조직의 역량 부족으로 제도의 도입 자체를 할 수 없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다. 선택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아
예 도입하지 않은 조직 302개는 평균 1인당 매출액이 약 900만 원인 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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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능한 제도를 적어도 하나 이상 도입한 조직들의 평균 1인당 매출액이 약
2,760만 원이다. 이는 조직의 역량 혹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는 조직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준비과정에 있거
나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의도적으로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조직
과 비교하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 4에 근거하여 조직의 내적 특성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추가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모형 5, 6, 7을 통해 제시하였다. 모형 5,
6, 7은 조직의 중요 역량변수이자 본 연구의 시차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인 2005년 1인당 매출액의 규모와 제도의 도입 및 디커플링 간 상호작
용항을 포함한 것으로 매출액에 따른 제도 도입과 디커플링의 효과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모형 5의 경우 전체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의 성과 제고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모형 2와 일관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선 모형 2와의 차이는 2005년 1인당 매출액과 제도의 디커플링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의 성과가 큰 조직의 경우 디커플링의 효과가 조직성
과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6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법적 강제 여부에 따른
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가진 효과는 단순히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성과가 큰 조직의 경우 추가적 제도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제도의
디커플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성과와 디커플링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4는 법적 제도를 디커플링을 할 경우 조직성과 향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을 고려
한 모형 6의 경우 법적 강제제도를 디커플링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상쇄되었다. 이는 법적 강제제도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성과가 작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기존 성과가 큰 조직은 법적 강제제
도에 대한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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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디커플링을 통해
상쇄되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역
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법으로 강제된 제도의 디커플링은
추가적 제도의 디커플링에 비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
설 3을 기각하는 결과이며, 법적 제도를 디커플링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영
향이 기존 성과가 큰 조직일수록 감소한다는 가설 4를 지지한다. 보다 견고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302개의 조직을 제
외한 667개의 조직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형 7의 경우 동일한 분석 결과를 도
출되었고, 모형의 설명력 역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도출된
회귀모형을 통해 2007년 1인당 매출액을 예측하고, 이를 [그림 1]과 [그림 2]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여러 통제변수를 각 관측치들의 평균값으
로 통제하고 주요 독립변수 및 상수항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표현한 것으로서 2005년 1인당 매출액 상위 25%와 하위 25% 조직의 일-가정
양립 법적 강제제도와 추가 선택제도의 디커플링 비율 변화에 따라 조직의 성
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위 25%와 하위 25%
조직의 디커플링 비율에 따른 성과 변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를 하나 이
상 도입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법적 강제제도의 디커플링 비율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매
출액이 큰 조직의 경우 디커플링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성과가 증가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작은 조직의 경우 디커플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성과는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적인 추세는 변화하지 않지만 하나 이상 제도
를 도입한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하여 성과를 향상하는 데 더욱 긍정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매출액이 큰 이른바 ‘역량 있는’ 조직
에서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결과이다.
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로 구분하고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성과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림 2]는 [그림 1]의 추세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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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인당 매출액 상위 및 하위 25% 조직의 법적 강제제도 디커플링 비율에
따른 성과 비교

[그림 2] 1인당 매출액 상위 및 하위 25% 조직의 추가 선택제도 디커플링 비율에
따른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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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법적 강제제도에 비해 추가 선택제도에 대한 디커플링은 매출액의
규모가 큰 상위 조직에 있어 조직성과 향상에 더욱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출
액이 큰 조직의 경우 디커플링이 0%에서 100%로 증가할 경우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지만, 매출액이 작은 조직의 경우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선 모형 6과 7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매출액의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추
가 선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쇄되고, 법적
강제제도와 비교하여 추가 선택제도의 디커플링을 통해 더욱 큰 성과 제고를
추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매출액이 큰 조직 중 추가 선택제도를 아예
입하지 않는 조직에 비해 추가 선택제도를 하나 이상 도입한 조직의 경우 조직
성과의 증가율이 더욱 커진다는 점과 매출액의 규모가 작은 하위 25% 조직들
의 경우 규모가 큰 조직들에 비해 그 크기는 작지만 추가적인 선택제도의 도입
을 시도하는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점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도하는 상징적 도입의 과정이 조직성과를 제고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모형 5, 6, 7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가설 1, 가설 2 및 가설
3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이 가져
오는 효과는 제도의 디커플링을 함께 고려할 때 상쇄되며, 제도의 디커플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과 법적 제도의 디커플링의 부정적 영향이 추가적 제도
의 디커플링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은 기존 성과와 디커플링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쇄되었다. 가설 4를 통해 본 분석 결과가 가진 함의를 제시하면 제도의 도입
과 디커플링이 가진 영향력은 조직이 지닌 기존 성과와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나타나며, 성과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Meyer and Rowan(1977)이 제시한 조직의 생존전
략으로서 디커플링이 모든 조건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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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2005년과 2007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일-가정 양립제도와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수준과 디
커플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도입 자체만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와 동일하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강제제도가 아니라 조직에게 선택권이 존
재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운영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함께 고려할 경우, 조직의 성과
향상은 제도의 도입이 아닌 디커플링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운영하지 않
는 것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에게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추가적으로 선택가능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을 포기하는 것 역시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시사점은 Meyer and Rowan(1977)으로 대표
되는 조직론적 제도주의의 ‘조직의 생존전략으로서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내적
특성과 함께 발현되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특히 1
인당 매출액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의 디커플링
이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생산성이 낮은 조직은 제도
에 대한 디커플링이 반대로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가 의미하는 관리적 시사점은 조직이 제도적 환경에 반응하여 정당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조직의 내적 역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는 제도 도입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확신할 수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규범에 조직이 순응하여야만 한다면, 역량이 부족한 조직
의 경우 단순히 다른 조직들의 행태에 영향을 받아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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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는 것이 조직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제도의 디커플링이 역량이 큰 조직에게 성과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물론 조직의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는 조직의 성과 향상
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디커플링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대
조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자숙(2009)은 조직이
자발적으로 기능적 필요나 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제
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응으로서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
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구자숙(2009)의 논의와 같이 합리
적 선택이 아닌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조직의 제도 도입이 디커플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적극적 노동참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변화를 바탕으로 디커플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데
이터로 인한 분석의 한계 역시 존재하고 있다. 2005년과 2007년이라는 특정 시
점만을 고려하고 이를 일반화하였다. 또한 제도의 디커플링을 조작화하는 데
있어서 조직 내부의 실제적인 제도 운영 여부를 단순히 ‘그렇지 않다(0)’와 ‘그
렇다(1)’로 구분하였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이다. 예를 들어 직장보
육시설 설치가 의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리적 여건 혹은 장소의 부족
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 자
료가 가진 한계로 이러한 조직 내부의 역동적 과정을 명확히 반영하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의 영
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도의 법적 강제성과 실제 운영상
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고, 조직의 생존전략으로
서 디커플링을 강조한 Meyer and Rowan(1977)의 논의에 조직의 내적 역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10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참고문헌

강이수.「여성해방과 모성보호」.『여성과 사회』2 (1991): 6~28.
구자숙.「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연구: 제도의 도입 및 현실과의
어긋남을 중심으로」.『조사연구』10 (3) (2009): 107~130.
김경주.「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김태홍․고인아.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
발원, 2001.
김태흥․김난주.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
국여성개발원, 2003.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 2007.
박선영․윤덕경. 가족친화적 근로시작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
개발원, 2005.
박은미.「모성보호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한국행정
논집』18 (4) (2006): 1205~1231.
보건복지부.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신경아․차인순.「일본․스웨덴․소련의 모성보호정책과 현실」.『여성과 사
회』2 (1991): 29~75.
여성부. 여성백서. 2002.
______. 여성백서. 2003.
______. 여성백서. 2008.
원숙연.「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14 (2) (2005):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문석․장용석)

 211

157~188.
유규창․김향아.「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노동정책연구』6 (3) (2006): 97~129.
이민우․이영진․한재창.「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
에 관한 연구」.『노동정책연구』8 (4) (2008): 183~214.
임인숙.「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의 한계: 취업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를 중심으로」.『가족과 문화』15 (3) (2003): 63-86.
장지연․정혜선.「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
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정기선․장은미.「가족친화적 정책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가족과 문화』17 (1) (2005): 59~84.
정혜선.「모성보호정책의 현실과 대안」.『여성과 사회』5 (1994): 61~88.
한지숙․유계숙.「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과 탄력적 근무제도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27 (5) (2009): 207~220.
Baek, K., E. L. Kelly, and Y. S. Jang. “Adoption vs. Practice? Work-Family Policies in
Korean Organizations.” 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103r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USA, 2008.
Burke, R. J. and E. Greenglass. “Work and Family.” In Cooper, C. L. and I. T.
Roberstson(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87, pp.273~320.
Clifton, T. and E. Shepard. “Work and Family Programs and Produ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5 (2004): 714~728.
DiMaggio, P. J., and W. W. Powell.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y Review
48 (2) (1983): 147~160.
Edelman, L. B. “Legal Ambiguity and Symbolic Structures: Organizational Mediation of
Civil Rights Law.”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6) (1992): 1531~1576.
Edwards, J. R. and N. P. Rothbard.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L Clarifying

212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 (2000): 178~199.
Galinsky, A. D., C. S. Wang, and G. Ku. “Perspective-takers Behave more Stereotyp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2) (2008): 404~419.
Goodstein, J. D. “Institutional Pressures and Strategic Responsiveness: Employer
involvement in work-family iss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2)
(1994): 350~382.
Greening, D. W. and B. Gray. “Testing a Model of Organizational Response to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3) (1994): 467~498.
Grover, S. L. and K. J. Crooker. “Who Appreciates Family-responsive Human Resource
Policies: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the organizational attachment
of parents and non-parents.” Personnel Psychology 48 (2) (1995): 271~287.
Ingram, P. and T. Simons. “Institutional and Resource Dependence Determinants of
Responsiveness to Work-Family Issu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5)
(1995): 1466~1482.
Marks, S. and S. McDermid. “Mulitple Roles and the Self: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2) (1996): 135~164.
Martinez, R. J. and M. T. Dacin. “Efficiency Motives and Normative Forces: Combining
Transaction Costs and Institutional Logic.” Journal of Management 25 (1) (1999):
75~96.
Meyer, J. W. and B. Rowan.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2) (1977): 340~363.
Oliver, C.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1) (1991): 145~179.
Osterman, P. “Work/Family Programs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4) (1995): 681~700.
Perry-Smith, J. E. and T. C. Blum. “Work-Family Human Resource Bundl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6)
(2000): 1107~1117.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문석․장용석)

 213

Pfeffer, J. “Management as Symbolic Actio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organizational paradigms. in cummings.” L. L. and B. M.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 (1981): 1~52.
Rogers, E. W. and M. W. Patrick.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Prospect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Market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8 (3) (1998): 311~332.
Rowe, W. G., J. L. J. Morrow, and J. F. Finch. “Accounting, Market, and Subjective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Three Sides of the Same Coin?.”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Conference, Vancouver, 1995.
Saltzstein, A. L., Y, Ting, and G. H. Saltzstein. “Work-Family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attitudes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 (4) (2001): 452-467.
Stavrou, E. “Flexible Work Bundles and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in Europe:
Toward a Frame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ur 26 (8) (2005):
923~947.
Venkatraman, N. and V. Ramanujam.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2)
(1986): 801~814.
Wood, S. J., L. M. Menezes, and A. Lasaosa. “Family-Friendly Management in Great
Britain: Testing various perspectives.” Industrial Relations 42 (2) (2003):
221~250.

214

 노동정책연구․2011년 제11권 제2호

abstract

The Effects of Work-family Policy Adoption and
Decoupling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Jang Hoon Chung․Munseok Cho․Yong Suk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work-family institution, a broadly diffused policy that is
intended to promote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may
decouple from some institutions by adopting some but not implementing them
practically. Focusing on such decoupling of adopted institutions, this study
adds to previous literature that argues work-family institutions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vious literature offers different perspectives
on organizational decoupling. Some view it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while others consider it a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The question
of how adoption and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affect
organizations is the core theme of this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coercivenes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interact
with each other.
Three findings are shown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doption of the
work-family institution positively influenc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such effects beco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decoupling is considered.
Second, the adoption itself is not significant when we split the adoption variable
into those that are the legally coerced or not. However, the decoupling of
legally coerced institutions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organizational capac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coupling and performance. Organizations with greater
capacity (e.g., higher sales per capita) are abl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decoupling the work-family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s
with less capacity worsened their performance when they decoupl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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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institutions. This suggests, regardless of financial capacity, the
non-adoption of the non-coerced institution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also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es should
consider organizational capacity in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 adoption and
decoupling for organizational survival.
Keywords : work-family policy, decoupl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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