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2000. 8.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1 서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 1
Ⅰ. 문제의 제기 ·············································································· 1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 5
Ⅲ.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 9
Ⅳ. 사례연구의 초점과 내용 구성 ·················································· 13
참고문헌 ························································································· 15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19
Ⅰ. 서 론 ·························································································· 19
Ⅱ. 민영화, 규제 및 경쟁 등 기업환경의 변화 ································ 22
Ⅲ.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 37
Ⅳ.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의 변화 : 신인사전략의 전면화 ···· 49
Ⅴ.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 75
참고문헌 ··························································································· 85

3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89
Ⅰ. 서 론 ·························································································· 89
Ⅱ.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의 노사관계 개관 ································· 93
Ⅲ. 민영화 추진과정과 노사관계 : 사례연구 ·································· 101
Ⅳ. 결론 :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끼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 114
참고문헌 ························································································· 118

4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121
Ⅰ. 서 론 ························································································· 121
Ⅱ. 독일 공기업 및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 123

Ⅲ.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 127
Ⅳ.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과 추진 과정 ································· 135
Ⅴ. 최근의 민영화 사례 연구 ························································· 141
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 148
Ⅶ.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 ································· 156
Ⅷ. 결론 및 시사점 ········································································· 162
참고문헌 ························································································· 164

5 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171
Ⅰ. 서 론 ························································································· 171
Ⅱ.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과 변화 ··············································· 173
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 에너지․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 181
Ⅳ. 공기업 노동부문의 민영화 대응과 노사관계 ···························· 189
Ⅴ. 결론 ·························································································· 202
참고문헌 ························································································· 206

6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211
Ⅰ. 서 론 ························································································· 211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 212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 220
Ⅳ. 사례연구 : 한국통신과 남해화학 ·············································· 238
Ⅴ. 결 론 ························································································· 257
참고문헌 ························································································· 263

7 결론 :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267
Ⅰ. 서 론 ························································································· 267
Ⅱ.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 ····························································· 268
Ⅲ. 정책적 시사점 ··········································································· 281
참고문헌 ························································································· 288

그림 목차

[그림 1-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 ················································ 6
[그림 1-2] 민영화의 추진유형 ··································································· 8
[그림 2-1] 잉글랜드와 웨이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 43
[그림 2-2]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산별 단체교섭 구조 ······· 67

표목차

<표 1-1> 유럽 주요국가 및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정도 :
1980∼91년 ············································································ 2
<표 2-1> 영국통신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 25
<표 2-2> 가격상한 규제의 주요 특징 ···················································· 30
<표 2-3> 각 통신시장별 사업면허 ························································· 34
<표 2-4> 영국통신의 시장점유율 ··························································· 35
<표 2-5>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력생산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 36
<표 2-6> 1998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 42
<표 2-7> 영국통신의 고용수준 ······························································ 52
<표 2-8>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 66
<표 2-9> 전력회사의 성과급제 임금과 계별계약제 도입시기 및 방법 · 72
<표 3-1> 프랑스노조 가입자수 추이 ······················································ 99
<표 3-2> 민영화 추진과 노사관계 추이 ··············································· 115
<표 4-1> 본격 민영화 직전 독일 공기업 현황(1985년 현재) ·············· 125
<표 4-2> 독일 공기업 직원평의회의 경영참가권 ································· 127
<표 4-3> 민영화의 유형별 구분 ··························································· 136
<표 4-4> 민영화에 대한 독일 정당 및 노동조합의 입장 ····················· 155
<표 5-1> 아시아 지역내 공기업부문 비중 비교 ··································· 173
<표 5-2> 반한 연립내각하에서의 공기업 요직에 임명된 정당관련 인사 · 177
<표 5-3> 타이 경제에서의 공기업의 위상 ··········································· 179
<표 5-4> 53개 공기업의 주요지표(1995) ·············································· 180
<표 5-5> 민간전력생산업자 IPPs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된 국내외 기업 ·· 182
<표 5-6> 정보통신사업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방식 ··············· 186

<표 5-7> 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민간기업(1993년 현재) · 187
<표 5-8> 노동부문 조직 현황 ······························································ 191
<표 5-9> 공기업체 노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 192
<표 5-10> TOT와 CAT 민영화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쟁점 ··············· 201
<표 5-11> 통신부문 공․민간기업의 고용현황(1996년) ······················· 201
<부표 1> 민영화의 성과 ······································································ 205
<표 6-1>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추이 ················································ 214
<표 6-2> 정부투자기관의 유형고정자산 추이 ······································ 214
<표 6-3>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경상이익률 추이 ····························· 214
<표 6-4>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 215
<표 6-5>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안(1987년) ····················· 221
<표 6-6> 민영화 추진계획(1993년) ······················································· 223
<표 6-7> 민영화 추진실적(1997년 9월말 현재) ··································· 223
<표 6-8> 1998년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 ······························· 227
<표 6-9>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1999년 말) ························· 229
<표 6-10>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기관별 인원조정안 ··· 235
<표 6-11> 한국통신의 일반현황 ··························································· 238
<표 6-12> 한국통신의 세계 속에서의 위상 ·········································· 239
<표 6-13>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사업의 시장구조 ································· 241
<표 6-14>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방안 ···················································· 242
<표 6-15> 한국통신의 민영화 관련 주요기사 ······································ 244
<표 6-16> 한국통신의 주요경영지표(민영화 추진 이전) ····················· 248
<표 6-17> 남해화학이 농협의 비료 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988∼97) ·· 251
<표 6-18> 연도별 판매 현황 ································································ 252
<표 6-19> 남해화학 관련 주요기사 ······················································ 254
<표 6-20> 연도별 공장인력 증감현황 ·················································· 257
<표 7-1>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ILO의 민영화 추진 가이드라인 ········ 285

1

서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이 병 훈(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황 덕 순(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 퇴조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논리가 이들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관철
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 대부분의 국
가의 경우 적자재정 누적과 비효율적인 거시경제 운용 그리고 고실업 등으로
집약될 수 있는 복지국가병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배경 위에서
새로이 집권된 신보수주의 정당들의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기존 국
영기업과 공공서비스기관의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와 시장경쟁원리의 확
장을 위한 탈규제화(deregulation)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탈규제화 정책이 추진되고 1980년대 초
영국․프랑스․독일에서 운수 및 공공서비스부문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분할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시발로 하여 서구 선진국들에서의 민영화 정책
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처 수상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 의
해 1979년의 집권 이래 추진된 국영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은 유
럽 국가들과 여타 OECD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표 1-1>에서 예시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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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민영화의 추진 정도에는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영국을
필두로 하여 유럽 및 OECD국가들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1980년대 초
이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개혁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1-1> 유럽 주요 국가 및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정도: 1980∼91년
(단위 : %)
국가명

민영화 기간

영국(UK)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독
일
일
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
키
오스트리아

1979∼91
1983∼91
1983∼91
1987∼91
1987∼90
1986∼90
1984∼90
1984∼90
1986∼88
1987∼91
1987∼91
1988∼91
1987∼90

민영화 추진 규모의 GDP대비 비중
11.9
1.5
1.4
1.0
1.2
0.5
0.6
0.5
3.1
14.1
4.3
1.6
0.9

자료 : Barrie Stevens(1992), p.6.

1980년대 초반에 서구 선진국들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추
세는 그 이후 개발도상국들과 체제 전환국들에게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 또는 사회주의적 계획경
제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도입을 위해서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국가경제 개혁조치의 핵심적
인 내용으로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앞다투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
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유행처럼 전세계에 확산되는 추세를 세계은행의 보고
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1980년대의 10년 동안에 70여개의 국
가에서 7천 여개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Marcovitch, 1999).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장경쟁의 세계화
(Glob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나라들과 보다 다양한 공공부문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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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확대적용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공공부문 민영화는 일찍이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대한항공(1968년), 조선공사, 대한통운 등 당시의 총 10개 공기업이 1970년대 말
까지 민영화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경제성장의 필요에 따라 오히려 더 많
은 수의 공기업들이 새로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시중은행들과
일부 공기업들(예: 대한석유공사와 대한준설공사 등)에 대해 민영화가 이루어
졌으나, 다른 한편으로 1981년「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1980년 하반기에 정부는 재정수입
의 확충을 위해 포항제철․한국전력․통신공사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의 공기업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 국민은행․외환은행․증권거래소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이들의 산하 출자회사 14개에 대한 완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주식시장의 폭락사태를 겪게 됨으로써 본래의 민영화 정책추진을 중단하게 되
었다. 1993년 말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역시 1993∼98년의 기간 동안에
총 133개 공기업들 중 61개(45%)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단행하겠다는 정책
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문민정부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실적은 16개에 그치고
말았으며, 다만 1997년 중에 공기업의 전문경영체제 구축과 자율경영,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그리고 민영화의 유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민정
부 시절의 공기업 구조개혁은 일단락짓게 되었다. 1997년 말에 집권하게 된 국
민의 정부는 당시 발발한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에 의존하는
한편, IMF와의 이행각서에 따라 금융․재벌부문 및 노동시장과 더불어 공공부
문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심각한 경제위기하에서 국민
의 정부에 의해 추진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그 대상
범위와 추진 강도에 있어서 훨씬 포괄적이며 강화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집권
초기에 설치된 기획예산위원회(현재의 기획예산처)의 주도하에 전개되어 온 공
공부문의 구조개혁정책은 그 대상 범위에 있어서 정부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
관 및 이들 기관의 자회사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되는 공기업을 위시해서
정부출연기관, 보조․지원기관, 위탁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한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공기업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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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간위탁을 비롯하여 대규모 인력감
축, 임금 및 복지 삭감, 급여제도 및 인력관리체계의 개편 등의 내부 경영혁신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1998년 말 관련법들(예:「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지방공기업법」등)의 개정
을 통해 11개의 주요 공기업과 다수의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정책은 짧게
는 2000년까지 길게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과거
정부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공기업의 민영화가 현 정부에 의해 전면
적이며 강도 높은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로의 재편을 지향하는 거대한 변화
의 물결로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2년
여 동안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우선 해
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기존 고용조건 및 직무관리구조를 상당히 변화
시킬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민영화는 종래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
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낳기
도 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그 지향목표 및 추진방식과 파급효과에 대
한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추진 주체인 정부와 최대의 이해당사자(interest
stakeholder)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들간에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기업 차원
의 단체교섭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인 상호작용
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정부
와 노조들간의 세력관계와 이들의 전략적인 선택은 그 추진과정과 결과를 틀
지우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의 나
라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잖은 진통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추진과
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많은 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사후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
들간의 기존 노사관계 구도에 대해 적잖은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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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가 노정관계의 세력구도 및 이들 주체
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조건지워짐과 동시에 그 결과로서 노정관계의 세력지
형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노동정치’(labor
politics)의 진행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김우영, 1996 ; Folgesong &
Wolfe, 1989).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노사관계 측면의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태국에서
추진된 주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5개국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될 우리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을 도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서론의 제Ⅱ절에서 민영화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Ⅲ절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과 이와 관련된 노사관계학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제Ⅳ절
에서는 이 보고서의 연구 초점과 내용구성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협의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1) 그런데, 민
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
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
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
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
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
1) 공기업을 민간기업화하는 것을 지칭하는 민영화는 그 선행단계로서 통상 공기업의 업무를
상업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의 단계와 공기에 일정한 경영자율
성을 부여하는 기업화(Corporatiz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공공연맹,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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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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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
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비인격적이며 탈정치
적이고 배타적인 규율(impersonal, depoliticized, and preclusive discipline)을
받게 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Foglesong & Wolfe, 1989).
보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의 추진 유형을 살펴보면,〔그림 1-2〕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소유 및 경영권한 이전, 즉 사유화(私有化) 여부와 시장경쟁
의 도입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유형으로
서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단순히 민간에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독
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①→②)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면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공기업의 정부 소유 및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시장경쟁체
제를 도입하여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①→③)가 있을 수 있
다.2) 민영화의 완성적인 유형으로서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될 뿐
아니라 민영화 기업의 분할이나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시장경쟁체제
가 도입되는 경우(①→④)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가?
Vickers와 Yarrow(1988)는 민영화의 추진목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사항 즉
첫째,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둘째,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예산보조 부담 감축, 셋째, 공기업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중단, 즉 탈
정치화(depoliticization), 넷째,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에 대한 부담 해소, 다섯
째, 사회적인 주식소유 확산, 여섯째, 우리사주 보유의 확대, 일곱째, 정부에 대
한 정치적인 지지 기반 공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가격 인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정자금의 확보3),
2) 공공연맹(1998)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한 민간 소유로의 이전, 즉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 첫 번째 유형)를 형식적 민영화(formal privatization)로,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
경쟁 도입, 즉 자유화(Liberalization : 두 번째 유형)를 기능적 민영화(Functional privatization)로 구분하고 있다.
3) 영국의 경우 1979∼92년의 기간 동안 민영화를 통해 420억 파운드의 재정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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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민영화의 추진유형

민간소유

정부소유

② 공기업의 사유화와 독점 ④ 공기업의 사유화의 시장
적 지위 유지
경쟁 도입

① 공기업의 정부 소유와 독 ③ 공기업의 정부 소유 유지
점적 지위 부여
와 경쟁 도입

독점체제

시장경제체제

향후 경제개발 및 공공설비 건설을 위한 민간재원의 충당,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 등을 역시 꼽을 수 있겠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부적인 방식으로는 공개적인 입찰경매(public
offering), 특정 민간사업자에게의 매각(trade sales), 정부 소유주식의 주식시장
을 통한 분산 매각, 경영자 또는 종업원 주도의 기업인수(Management Buyout, Employee Buy-out), 우리사주 배당(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국
민들에 대한 정부 보유주식의 무상 또는 할인분배, 공기업의 자산 매각과 사업
철수, 공기업이 수행하던 공익서비스 기능 및 특정 사업부문의 민간 위탁 또는
민간대행에 의한 유료서비스화, 다양한 규제(예: 진입 인․허가제 등)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의 도입 등을 열거할 수 있다.4)

4) Marcovitch(1999)는 국민주 보급방식과 관리자(MBO) 또는 종업원인수(EBO) 및 우리사주
배당(ESOP)의 방식을 각각 대중민영화(Mass privatization)와 내부민영화(Internal Privatization)로 지칭하고 있다.
8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Ⅲ.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민간기업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
제체제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공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결함, 즉 시장실패
(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는 크게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과 같이 경쟁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외부효과
(externalities), 공공재(public goods),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못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가 기업을 직접 소유․경영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물이다.5)
실제 공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경제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정치경제적인 환경하에서 공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면
서 공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인
수하면서 공기업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는 경제개발 수단으로 공기업이 활용되었다(Jones, 1982). 경제개발을 추진하
면서 민간자본이 부족하거나 경험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
출하기 어려운 부문을 담당하거나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6)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대해
Jones(1982)는 공기업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고전적인 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환경과 비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루
5) 정부는 공기업 이외에도 진입과 퇴출을 규제하는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 수익률
이나 가격을 규제하는 행태규제(conduct regulation)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이종훈, 1997).
6) 이외에도 일제시대의 귀속재산이 공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고, 부실기업이 인수되어 공
기업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경제기획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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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80년대 영
국의 대처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부터이다. 민영화를 뒷받침한 것은 공
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서구선진국에서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이다.
대리인 문제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분리되는 현대자본주의의 주식회사에도 존
재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보
다 효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공기업의 경우 주주에 의한 모
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산의 위험과 경영권 상실위험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이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가 낮다(Vickers & Yarrow,
1992). 두 번째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국민-정치인-관료-정부로 이어지는 복수
의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훨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주인이 없는 상태와 동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복수의 대리인,
혹은 주인 없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Aharoni, 1982). 세 번째는 국가가 공기업
의 경영에 개입할 때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일한 가치, 혹은 목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러 부처가 하나의 공
기업에 대해 상이한 목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Aharoni, 1982).
이러한 입장에 설 경우 공기업에 대한 유일한 정책적인 대안은 민영화해서
민간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
간기업으로 전환할 때 사적 독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사적 독점
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Bishop et al., 1994 ; Parker, 1993).7)
이외에도 경제환경 및 기술의 변화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저개발국에서 경제개발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민간부문이 성장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많은 역할들이 민간부문으로 이양
7) 소유권의 이전에서 그치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
한 입장에서 유승민(1996)은 ‘소유권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는 일반적
인 재산권 이론의 주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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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변화에 따라 이전에 시장실패 때문에 공공부
문이 담당하던 영역에서도 민간부문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문이 생겨나게 된
다. 통신산업이나 전력산업에서의 기술과 시장구조 변화 등이 대표적으로 지
적된다.
그러나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
다.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만으로는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일정한 조건하에
서는 공기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산영역에서의 효율성은 높
을 수 있지만 민간독점으로 전환될 경우 배분적 효율성이 크게 침해되어 전체
적인 효율성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Vickers와 Yarrow(1992)는 기업의 성과는 소유권, 시장구조, 규제기구 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소유권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Manove(1982) 그리고 Shapiro와 Willig(1990)는 정보구조에 대
한 일정한 가정하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Rowthorn과 Chang(1993)은 민영화를 지지하는 논자들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재산권 이론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는 소유권에 의해서만 효율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입장
에 서 있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공기업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와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생산 및 배분 영역
에서의 효율성은 소유권과 시장구조 및 시장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 기업 내에
서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민영화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항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공기업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업, 현재의 조건하에서
공기업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영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해야 할 기업,
민영화가 바람직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다양하게 추
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으로 소유를 이양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도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구조의 개선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이 목표하에서 공기업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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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그 목적은 이론적인 ‘효율성의 추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보다 다른 목표들이 더 중요한 동기일 수도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재정수입의 확보이다. 또한 재산권 민주
주의(property rights democracy)의 추구와 같은 정치적 동기나 공공부문 노동
조합 세력의 약화와 같은 노사관계 측면의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세계적으로 민영화를 가장 먼저 추진함으로써 이후 민영화의 흐름을
선도한 영국의 경우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수
사를 앞세워서 민영화를 추구했지만 그 배후에는 재정수입의 확보나, 공공부
문 노동조합의 약화와 같은 동기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Clarke, 1993). 또한 정권교체와 함께 기존 집권층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민
영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tarr, 1990). 저개발국에서는 경제개발시기에 국가
가 담당했던 개발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에서 후퇴하면서 민간부문에 공기업을
이양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19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저개발국
에서 민영화를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Ikenberry, 1990).
한편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에서 국가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
의 역할의 재정립, 즉 공공부문과 국가규제의 범위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Nashhold & Von Otter, 1996 ; Starr 1990 ;
Kalyvas, 1994).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기가 다양한 것처럼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공기업 노사라는 기업
내 주체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민영화의 결정 및 실행과정도 공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
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Ferner, 1988 ; Pendleton,
1997 ; Pendleton & Winterton, 1993 ; Manzetti, 1993).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민
영화를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정치적 상황 이론’(political contingency theory)라고 한다. 특히 Ferner(1988)는 이러한 입장에서 영국에서 상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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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노사관계의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저작이다. Manzetti(1993)는 민
영화의 결정 및 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실용적 목표
들, 경제사회적 조건들과 각 주체들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민영화는 노사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결과 노
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민영화의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민영화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동반할 경우 그 효과는 직접적이다(Clarke, 1993 ; Ferner 1988 ; Bishop et al.,
1994). 노동조합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의 진행에 따라 인력
이 감축되고, 외주화가 진행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Beaumont, 1987 ; Beaumont, 1992 ; Beaumont, 1994 ; Clarke, 1993).8)

Ⅳ. 사례연구의 초점과 내용 구성

이 책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프랑스․독일․타이에서 추진된 공기
업 민영화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의 민영화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어떠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으며, 또한
정부에 의한 민영화정책의 추진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정부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방식과 진행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어떠한 전략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민영화 추진과정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넷째, 민영화의 이후 기존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고용조건은 어떻게 변화하
였는가?

8)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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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다섯째, 각국 민영화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초점에 기반하여 5개국의 사례연구에서는 각국에 있어서 2∼4개
의 대표적인 공기업 또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제ꊲ장의 영국 사례에서는 영국통신(British Telecom)과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으며, 제ꊳ장의 프랑스 사례에서는 자동차회사인
르노와 철강회사인 우시노 사실로(Usinor Sacilor), 전자회사인 톰슨에 대한 민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ꊴ장의 독일 사례로서는 독일통
신(Deutsche Telekom)과 독일연방철도(Bundesbahn)가 분석되고 있으며, 제
ꊵ장의 타이 사례에서는 에너지부문의 타이전력공사(EGAT)와 타이석유공사
(PTT) 그리고 정보통신부문의 통신공사(CAT)와 전화공사(TOT)에서 전개된
민영화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ꊶ장의 한국 사례에서는 우리 공
기업의 현황과 노사관계 특성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영화의 추진과정
을 검토함과 아울러 한국통신과 남해화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민영화의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ꊷ장은 이 책의 결론으로서 5개국의 사례연구에
대한 비교평가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사례로서 얻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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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영국통신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배 규 식*
(영국 Warwick대 산업과 경영학 박사과정)

Ⅰ. 서 론

199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타결과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 시
장개방, 다국적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영 등으로 글로벌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
다. 글로벌화(globalisation)는 제조업을 선두로 서비스업 그리고 1980년대 후
반부터는 공기업에 속했던 필수적 서비스(utilities) 산업의 부문까지 양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미 글로벌화된 산업들에서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들 필수적 서비스에 속한 산업들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통신과 전력산업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들 필수적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는 민영화, 시장개방 그리고 규제
* 필자는 현재 영국 Warwick 대학 Business School에서 ‘산업과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
다. ‘통신산업의 구조개편과 고용관계의 변화 : 영국통신(British Telecom)과 한국통신의 비
교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에 있다. 이 글은 영국의 통신산업을 대표하는
영국통신과 각 전력회사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수
집은 영국통신의 경우 20명의 관리자와 25명의 노조 대표 및 현장 근로자들과의 인터뷰와
영국통신과 관련 노조들이 발행한 사업보고서와 이들간의 상호 교환서신 등 1차 자료와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신문 등 2차 자료 등 문헌연구에 의존했으며 전력산업에 대한 자료수집은
전력회사와 Offer의 자료와 간행물들, 관련 노조의 간행물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신문자료 등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2명과의 인터뷰로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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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수립 및 경쟁의 도입 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국내 시장개방 － 경쟁의 도입 － 글로벌화 촉진 － 국내 경쟁의 심화 － 국제적
경쟁 격화라는 나선형적 발전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구(舊) ‘Bell
Systems’을 ‘지역 벨전화 회사들’과 AT&T로 분할한 1984년의 수정판결 그리
고 1984년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의 민영화는 기술발전과 대기업의 값싼
통신서비스 요구와 결합하여 통신산업의 글로벌화를 낳는 초기의 추진력이 되
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에 통신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도록 하는 압력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진입단계에 들어선 통신시장의
글로벌화 경향은 1997년 미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개방을 위해 체결된 WTO
다자간 협정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유럽연합
(EU)은 1998년 초부터 유럽의 통신시장을 유럽 다른 나라의 통신사업자들에게
개방토록 하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격화되
고 있다.
통신사업에 뒤이어 1996년 6월 유럽연합은 1,750억 달러에 이르는 유럽 전력
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합의하여 대규모 전력사용자의 시장(전체 시장의 23%)
을 1997년부터 그 회원국에 개방하고 6년 후 전력시장의 32%까지를 개방하
기로 했다. 현실은 예상을 앞질러 1999년 말까지 적어도 60%의 유럽연합 전력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1998년부터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소매
전력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화의 속도를 배가하고 있다.
이로써 전력시장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개시되면서 새로운 전력발전 사
업자의 송전과 배전 선로에 대한 접속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생산시장
및 전력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과 전력산업의 세계화 과정에서 먼저 민영화와 부분적 시장
개 방, 경쟁의 도입 등을 실험한 바 있는

영국의 전력협회(Electricity

Associa- tion)나 영국통신의 경우 유럽 전력시장과 통신시장 개방의 주창자로
서 유럽연합 내에서 영국 정부와 더불어 개방을 선도해 왔다. 영국의 통신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장개방과 경쟁도입은 민간소유로 운영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초유의 실험으로 그 성공 여부가 각국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1998년 하반기에 전력의 주택 고객시장이 개방되면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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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시장은 또 한 차례 격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관계도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점에서 영국도 아
직 이들 산업의 민영화와 새로운 규제 제도의 수립 그리고 경쟁도입의 실험단
계에 있다. 통신산업과 전력산업에서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심지어 미국까지도, 영국에서 먼저 실험된 통신, 전력산업
의 민영화, 그에 따른 규제 제도와 경쟁의 촉진 등의 경험을 배워 그동안 자기
나라에서 실험해 왔다.1)
그동안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중 대부분이 민영화, 규제 제도의
수립, 경쟁의 촉진과정과 그에 따른 내부적 효율성 개선 등에만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민영화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영화된 기업 내부의 고
용관행, 작업조직, 노사관계 등 고용관계와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
리할 것인가의 문제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영화가 가장 앞서 이루어진 영국의 통신과 전력산업
에서 먼저 민영화, 새로운 규제 제도의 수립, 시장개방과 경쟁의 도입, 신기술
도입 등의 기업 외부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본다. 둘째로 이들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조직구조를
재편(organisational restructuring)했는지 그리고 또 따른 주체인 노동조합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그 결과 이들 민영화된 기업
들에서의 고용수준과 안정, 작업조직,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고용
관계는2)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변화의 성격과 방향은 어떠했는지
1) 미국 회사들이 영국 지역 전력회사들을 인수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보다 개
방되고 경쟁적인 영국 에너지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장차 미국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The Financial Times, 1998. 7. 16.).
2) 우리 나라에서는 ‘Industrial Relations’를 보통 ‘노사관계’로 번역해 왔으나 이는 적절한 번역이
라고 하기 어렵다. Labour-management relations가 우리가 말하는 ‘노사관계’이고 Industrial Relations에 적합한 우리말 번역 용어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 뜻은 ‘고용관계’에
가깝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사관계’(Labour-management relations)보다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노사관계’가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
섭, 노사협의, 단체행동 등 집단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온 반면, 고용관계는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물론 개별적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
들, 즉 기업의 조직구조와 조직재편, 경영진의 인사전략과 인사제도, 작업조직 등 ‘고용 전반을
관리하는 규칙’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Edwards, 199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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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결과 전체적으로 내부 효율성 개선,
서비스의 가격과 질의 개선, 각 계층의 입장에서 본 민영화의 득과 실, 새로운
투자와 네트워크(Network)의 건설 그리고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등을 공기업
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
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민영화와 고용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에서의 변화는 영국
이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조건과 사회적․역사적 배경에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요즈음 1997년 IMF 체제 아래에서 한국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영국식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모델로 무비
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Ⅱ. 민영화, 규제 및 경쟁 등 기업환경의 변화

1. 민영화의 배경, 과정과 그 함의
영국에서도 1947년 주요산업의 국영화는 영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국영화를 통해 중소규모의 지방 기업들을 대규모
산업으로 재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설비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력산업의 경우 국영화를 통해 획기적인 효율성의 개선과 3분의
1 가량의 전력요금 인하를 달성했었다. 또한 민영화 이전의 공기업 개혁과 상업
주의적 경영전략의 도입으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
결할 수 있었으며, 민영화는 이러한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1979년 대처(Thatcher) 정권이 들어선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가
까이 계속되어 온 케인지언니즘이 영국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한
계를 드러낸, 바로 그 위기의 정점에 있었다. 대처 정부는 1970년대 영국 경제
3) The Financial Times, 199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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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는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지나친 국가의 경제개입과 노동조합의 과
대한 힘이 노동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보았다.4)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 모델에 의해 비대화된 국가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회생을 꾀한다는 신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영화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영국 공기업들의 다수
에서 ① 공익과 이윤추구 사이의 사업목표의 불분명 ② 정부의 거시경제적 목
표, 사회경제정책, 자금조달, 공기업 내부의 효율성 사이의 모순된 요구 ③ 경
영진이 경영의욕을 포기할 정도의 강력한 노조의 힘 ④ 영국통신의 경우 자산
이 얼마나 되고 무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이익이 남
는지를 아무도 모를 정도로 거대화한 관료조직의 문제 ⑤ 선거를 앞둔 전력요
금 조작에서 드러나는 공기업 운영의 정치화 등이 내부의 비효율을 낳는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5)
가. 민영화의 목적
대처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확고한 이론적이고 경
험적 토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적 고려에 의해 추동되고 실용적인 필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6) 민
영화되기 전 영국통신(이하 BT)과 전력산업를 비롯한 영국 공기업들은,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의 차입금’(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7)을 줄이거나 억제하려는 정부에 의해 예산의 제약과 경상이익 가운데
4) 대처 정부가 ‘작은 국가’를 내세우며 공기업을 거의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공공지출이 1997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약 42%로 1978∼79년 대처가 정권
을 잡기 직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있다.
5) BBC, 1997년 1월 16일, BBC TV시리즈, ‘The Great Sell-off’.
6) Robinson(1992)은 British Gas와 전력산업, 석탄산업의 민영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영국의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7) 공공부문 차입금(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은 공기업들의 지출에서 공기업
들이 벌어들인 수입금을 뺀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채 등을 발행하여 미리 빌리
는 자금을 말한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차입금의 규모에 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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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 투자액을 조달하라는 강력한 압력 아래 놓여 있었다. 대처 정부하의
본격적인 민영화의 첫 실험인 영국통신 매각의 주된 동기는, 1980년대 초 영국
재무성을 통해서는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
었던 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용적․이데올로기적 필요로부터 시작된 민영화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점차 이론적으로 정식화되고 세련화 되는 과정을 거쳐서
1980년대 말에 이르면 비교적 정연한 민영화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비커스(Vickers)와 야로우(Yarrow)(1988 : 157)는 영국 민영화의 목적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효율성의 개선
② 공공부문의 차입금의 감축
③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
④ 공공부문 임금결정의 문제를 쉽게 하는 것
⑤ 주식소유의 확대
⑥ 종업원지주제의 고무
⑦ 정치적인 이익의 획득
나. 민영화의 형태와 과정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나 자산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는 민영화의 형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주식시장을 통해
공기업 주식을 공매에 붙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국통신, 영국가스 그리고 전
력회사, 수도회사, British Airway(영국항공),

British Petroleum(영국석유),

British Steel(영국철강) 등은 1980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 약 48회에 걸쳐서
1997년 당시 가격으로 모두 440억 파운드의 총자산을 매각하였다. 다른 방식으
로는 공기업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이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민영화
방식으로 National Bus(시외버스), National Freight(화물선), British Leyland
(화물차량 생산) 등이 분할되어 158회에 걸쳐 약 20억 파운드에 조금 못미치는
를 표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민영화 및 인플레이션에 관계없이 최대 지출액을 정
하는 지출통제 조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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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매각하였다. 제3의 방식으로 국가자산을 제3의 기업에게 인수하는 방
식으로 British Shipbuilders(영국조선), Rover Group(승용차 생산), British
Airway의 일부, Sealink(여객선), 최근에는 British Rail(영국철도) 등이 매각되
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그리고 자회사들도 함께 매각되었다. 이들의 매각대금은 약 800억 파운드
(1,32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영국의 민영화는 단순히 다른 기업들과 상품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업에서
의 국영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자연독점으로 당연시되던 필수적 공공서비
스(utilities)에서도 과감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민영화와
더불어 오히려 미국보다도 앞서 시장개방 및 경쟁의 도입 등 어느 나라보다 광
범하게 또는 급진적으로 1980년대 초반 이래 1997년까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통신 및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바로 이러한 영국의 필수적 서비
스라는 영역에서의 개혁 시도라는 점 이외에도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영
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표 2-1> 영국통신과 전력산업의 민영화
영국통신
주식매각 시기

전

력

1984년 12월 50.2%

1990년 12월 지역전력회사 주식의 100%

1991년 12월 23.9%

1991년 3월 전력생산회사 주식의 60%

1993년 25.9%

1991년 6월 스코틀랜드 2개 전력회사 100%
1996년 7월 British Energy(원자력발전소)

규제기관

Offer

Offer

소비자 대변기구

Oftel이 설립

지역소비자위원회

주요 규제방식

통화와 접속에 대한

송전, 배전, 고객사용 요금표와 접속요금에

가격상한제
대한 가격상한제
자료 : Markou, E. & Price, C.W.(1997), p.4, Table-1.

BT의 경우 각각 1984년 말과 1986년 말에 하나의 독점적 회사로 민영화되
었다. 그리고 전력산업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CEGB(중앙전력생산국)이
2개의 전력생산회사와 1개의 송전회사로 분할되었고, 지역전력국(Regional
Electricity Boards)들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12개의 배전․전력공급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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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직적으로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공급이 통
합된 2개의 회사가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매각되었다. 이러한 분할방식의 차이
는 이후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의 발전과 내부의 변화 속도 등에서 커다란 차이
를 가져오고 있다.
다. 민영화의 의미
이들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주요목표가 공기업체제 아래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으나 민영화된 이후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
는 것이 이들 사업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감독하는 체
계가 바뀌어 민영화와 더불어 정부의 해당 부처로부터 주주들과 증권시장으로
옮겨갔다. 과거 공기업체제 아래에서 해당 부처에 의한 경영실적 감독은 여당
정치인들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 행위나 정치적 고려를 우선으로 했기 때
문에 이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표로부터 쉽게 이탈될 수 있는 구조였
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는 이러한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사업의 목표가
뚜렷해져 이윤추구가 지상의 목표가 되었고, 정치적 통제는 주주들과 주식시
장에 의한 통제와 감시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만으로 곧바로 내부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업운영의 통제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기업목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
쟁 및 규제와 결합하여 기업의 조직구조 및 기업문화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민영화가 내부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시장
구조와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Yarrow, 1989 : 5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제
및 경쟁에 관한 절에서 다룰 것이다.
라. 민영화가 갖는 문제점
영국 정부는 민영화될 공기업의 주식에 대한 광범한 공모를 유도하여 민영
화를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 주식을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국가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8) 예를 들면 1994년 영국통신의 주식은 당시의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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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약 33%, 전력회사들의 주식은 약 32%나 낮은 값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
혀졌다. 매각된 주식을 주식거래가 허용된 첫날 팔았을 때 기대되는 수익도 평
균 투자금액의 26%나 되었다고 한다.9)
민영화의 수사(rhetoric) 가운데 하나였던 주식의 광범한 대중적 소유가 가
져올 ‘대중적 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라는 명분도 주식소유의 집중화 경
향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점차 퇴색되고 있다.10) 기관투자자들이 민영화된 회
사들의 주요 주주가 되고, 특히 지역전력회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다
국적 기업들이 이들의 주인이 됨으로써 ‘대중적 자본주의’라는 초기의 명분은
약화되었다.
라이트(Wright)와 톰슨(Thomson, 1994)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르는 직접적
인 비용만 해도 영국통신의 경우 2억 6,300만 파운드로 주식매각 대금의 6.8%,
영국가스는 3억 6,000만 파운드로 6.4%, 12개 지역전력회사의 경우 1억 9,000
만 파운드로 2.4%, 2개의 전력생산회사의 경우 7,900만 파운드로 2.7%, 2개의
스코틀랜드 전력회사는 9,800만 파운드로 2.8%를 차지했다.

2. 규 제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민영화는 BT와 전력산업 등 필수적 서비스산업
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의 보조 없이
경쟁적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반
면 BT와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공공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전환에 불
8) 최근에 영국의 하원 공공회계위원회(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보수당 정부가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했더라면 훨씬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도회사의 매각에서는 약 30억 파운드 가량의 수익금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매각에서도 26억 파운드의
수익금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The Independent, 1998. 9. 3.).
9) Markou, E. & Price, C.W.(1997), p. 21.
10) 영국가스의 경우 민영화 초기인 1987년 개인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비율이 35%였는
데, 1992년에는 약 23%로 줄어들었다. 이런 주식소유의 점진적인 집중화 경향은 다른 수
도회사나 전력회사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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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므로 이들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높은 가격을 강
요함으로써 내부의 혁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독점적인 필
수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적어도 내부의 혁신을 통한 효율성의 개선과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영화는 이들의 독점적 행위를
막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제 제도의 수립과 경쟁의 도입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
으면 안 된다. 아래의 그림은 간략하게 민영화, 경쟁, 규제의 문제를 효율성 개
선과 관련하여 단순화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경쟁

독점

시장의 인센티브로
효율 극대화 가능

효율성 개선
적자 보전 여전

독점력 남용
규제 필요

저효율
공공 소유

민간 소유

자료 : Parker, D(1994).

필수적 서비스의 민영화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 재산의 매각과 그에 따른 공
공 독점의 민간 독점으로의 전환, 그에 따른 민간 독점체의 사적 이윤추구라는
의미밖에 갖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통신, 전력 그리고 가스의 경
우 그동안 국영회사가 아닌 민간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규제완화와 경쟁의 도입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국영통신, 전력 그리고 가스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민영화가 경쟁의 도입과,
이들 민영화된 민간 독점체의 반경쟁적․독점적 행위를 막을 적절할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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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해지지 않으면 산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민영화, 경쟁 그리고 규제가 결합된 압력효과가 이들 민영화된 민간 독점체로
하여금 내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끊임없이 강제하는 유인을 준다. 그리하여
이들 산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경쟁적 압력
과 더욱 강한 규제적 기구의 동시적 발전에 달려 있다 (Yarrow, 1989 : 56, 59).
그런 점에서 민영화와 더불어 진행된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립과 규제 그리고
시장개방 및 경쟁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BT와 전력산업은 민영화되기 전은 물론 민영화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모
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적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
부는 이들 민영화된 민간 독점체가 가질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
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리하여 영국 정부는 민영화와 동시에 각 산업별로 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어 민영화된 독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감시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막으면서 경쟁을 도입하기 위
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었다.11)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규제와 상호접속과 관련된 규제이다.
가격규제에는 미국식의 회수율(rate of return) 방식과 영국식의 가격상한
(price cap)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영국이 민영화된 서비스에 대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RPI(Retail Price Index: 소매물가지수)-X’라는 공식에 따라 결정
되는 가격상한식 규제이다.12)
여기서 소매물가지수는 민영화된 산업과 관계없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X값이다. 규제기관은 민영화된 회사들의
비용, 투자의 소요액, 부채상환, 주주들의 이윤 그리고 효율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X값을 정하는데 일반소비자들로부터는 ‘너무 관대하다’, 해당 회사들
이나 근로자들로부터는 ‘너무 빡빡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듣고 있다. 그러나 서
11) 통신과 전력산업의 규제기관은 각각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 Offer(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으로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설립되었다.
12) 가격상한 방식의 규제, 즉 RPI(소매물가지수)-X라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령
BT의 경우 1997년까지 RPI-7.5 (X=7.5)의 공식을 적용받았는데 이런 경우 1996년 1년간 영
국의 소매물가가 3.5% 올랐다면, BT는 3.5-7.5=-4%가 되어 1997년에는 통신요금을 평균
4% 인하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누적될 경우 상당한 요금 인하의 압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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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으로부터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경쟁 기능에 맡겨졌다.
<표 2-2> 가격상한(price cap: RPI-X ) 규제의 주요 특징
British Telecom
X=3(1984∼89) 48∼43%
X=4.5(1989∼91) 55∼56%
X=6.25(1991∼93) 64∼66%
X=7.5(1993∼97) 64∼67%
X=4.5(1998∼9) 26%

X의 값

기본료(전화선 임대료) : RPI＋2
회선임대 : RPI＋0
가격구조 접속료 : 1995∼96년 30% 인하
1996∼97년 12% 인하
접속료 : X = 8(1998∼)

전
송

전

X=0(1990∼1993.3)
X=3(1993. 4∼1997
3)
1회적인 20% 가격
인하
(1997. 4∼1998. 3)
X=3(1998. 4∼2001
3)

력
배

산
전

지역마다 차이2.5〈 X〈 0
(1990∼94)

업
전력공급
X=0(∼1994)
X=2(1994 ∼)
1994년부터 중규모

평균 11∼17% 가격 고객시장의 가격규
인하
제 철폐
(1995∼96)
1998년 9월 가격규
10∼13% 인하
제 철폐
(1996∼97)
X=3(1997. 4∼2000.3)
Franchise
customers(소규모
이용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price
cap

주 : 영국통신의 경우 X값 아래의 비율은 총매출액 가운데 가격상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매출액
비율을 말함. 배전의 X값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투자액을 조달키 위함.
자료 : 원출처 Rees & Vickers in Bishop, Kay & Mayers(1995), pp. 374∼375 ; Ofgas(1996),
pp. i-vi, Offer, 1996, 1998, Oftel. Markou, E.& Price, C.W.(1997), p.20; Kennedy, D.
(1997), table-1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격상한 규제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BT에 대해서는 대형 산업, 상업 고객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저하와
경쟁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력과 내부혁신 압력을 가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적 압력은 역으로
이들 회사에 의해 노사교섭과정에서 인원 감축과 유연성 도입의 구실로 적절
히 이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개방된 초기에는 규제가 주로 민영화된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격과 경쟁도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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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개시된 지금은 접속가격(access charges)으로 옮겨가게 된다. 시장개방이
되었어도 경쟁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네크워크를 갖지 않
거나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어, 네크워크를 건설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자가 독
점하고 있는 네트워크(통신망, 가스파이프라인, 송전, 배전선로)에 연결해야만
한다. 주요 장거리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더욱 문제
가 되는 것은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다. 더구나 일단
투자되면 장기간에 걸쳐서야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단기
간에 지역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신규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얼마의 접속료
를 내고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13)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산
업에서 적절한 접속가격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통신에서는 Oftel이 1995∼97년까지 접속료를 각각 30%, 12%씩
총 42%를 내린데다 1998년부터 BT의 접속료에 대해 RPI - 8라는 엄격한 가격
상한 공식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이 보다 값싼 접속료로 BT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력산업은 전력생산(대규모 고객에 대한 전력공급 가
능), 송전 그리고 12개로 나누어진 배전과 전력공급사업으로 분할되어 면허가
주어졌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2개의 전력생산, 송전, 배전과 전력공급 사
업을 통합한 회사에 면허가 주어졌다.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는 경쟁을 방
해할 수 있는 전력생산회사의 지역전력회사에 대한 수직적 통합 저지와 배전과
전력공급에 대한 가격규제가 있다.14) 처음부터 경쟁이 개시된 전력생산사업에
13)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비용을 너무 높게 받으면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와 가격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기존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 것이다. 또한 네
트워크를 독점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둘러싼 교섭에서도
신규 사업은 기존 독점사업자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규제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교
섭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신규 사업자들을 대신하여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접
속하는 사용료를 정해서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4) 전력 규제기관인 Offer는 전력생산회사들이 배전과 전력공급사업을 맡고 있는 지역전력회
사들을 인수하는 것을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을 방해하게 된다고 막아 왔다. 예를 들면
PowerGen에 의한 Midland Electricity의 인수, National Power에 의한 Southern Electric의
인수를 거부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Eastern Electricity의 소유자인 Hanson이 National
Power와 PowerGen으로부터 발전소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Scottish Power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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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별다른 규제가 필요없었고, 송전과 배전 사업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
는 National Grid등 12개 지역전력회사에 의해, 스코틀랜드는 Scottish Power
와 Scottish Hydro-Electric에 독점된 상태였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했다. 이리
하여 <표 2-2>에서와 같이 3∼4년을 주기로 재검토하여 규제를 강화해 왔다.
1998년부터는 새로운 가격규제 공식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가격이 약 9% 인
하하게 되었다. 대규모․중규모 고객시장은 1990∼94년부터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별다른 가격규제가 필요없게 되었지만, 주택고객시장은 지역전력회사
들이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가격규제가 필요했다. 전력생산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시장지배력과 가격 결정
력은 막강한 편으로 진정한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국의 RPI-X라는
가격규제가 갖는 인센티브에 의해 영국의 전력산업은 전보다는 훨씬 효율적이
되었다. 예를 들면 National Grid는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이래 송
전 비용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
통신과 전력산업에서 각 사업영역간의 횡적인 보조(cross-subsidisation)의 금
지라는 면허조건에 따른 규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가격재조정
(rebalancing)으로 기본요금 등이 인상되고 전화번호 안내 등의 기본서비스 등이
유료화되면서 민영화 직후 주택고객이나 소고객들의 요금이 오른 반면, 다른 요
금은 인하되어 대기업 고객들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까지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업으로 주어지던 보조가
끊김으로써 특히 판매사업(retail), 각종 네트워크 공사(contracting) 부문에서
근본적인 사업재편과 파격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스스로 수지를 맞추어야만 하
게 됨으로써 이 사업영역에서는 근로조건의 악화, 실질적인 임금삭감과 동결
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규제는 이들 산업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가격
규제에서 X값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각종 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계
Manweb의 인수는 비록 발전과 배전, 전력공급사업의 수직적인 통합임에도 경쟁에 방해되
지 않는다고 허용했다(The Finaicial Times, 1995. 10. 6.). 이미 발표된 PowerGen에 의한
East Midland Electricity의 인수가 어떻게 판정될지 관심거리이다.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에서는 전력산업을 수직적으로 분할해 놓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전력생산, 송전, 배전, 전력공
급이 통합된 회사를 인정한 것도 일관성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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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다.

3. 경쟁과 산업구조
가. 통신시장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의 발전은 먼저 1982년 Mercury에 통신사업면허가 주
어지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91년까지는 복점(duopoly)정책에 묶여, 1991년
이후에는 통신설비와 통신망을 갖추는 것이 늦어져 경쟁이 발전하지 못했다.
1993년 이래 시외 및 시내전화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은 초기의 통신망 포설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주택시장을 뚫지
못하고 주로 대도시의 기업고객시장을 상대로만 경쟁이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주택시장에서는 주로 BT와 주택고객들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케이블로 갖추고
있는 케이블 TV간 경쟁이 있었을 뿐이다. 경쟁사업자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낮
출 수 있고 BT는 Oftel로부터 가격규제를 받아 경쟁사업자들이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 1995년 이후 점차 경쟁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접
속료와 BT가 갖고 있는 통합적인 망이 가져다주는 안정성과 편리함 그리고
시장지배력 때문에 그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케이블
TV가 상호 합병하면서 규모를 키워 시내전화시장에서 가입자를 크게 확대하
고, 시외시장과 국제시장 특히 기업고객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BT의 시장점유율이 전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Oftel이 경쟁
촉진을 위해 접속료를 내리도록 하는 조치도 경쟁의 발전에 큰 자극이 되고 있
다. 1996년 말에는 국제전화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무려 45개 회사가 국제전
화 면허를 받고 국제재판매사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전화시장의 경쟁
은 더욱 심해졌고 가격도 크게 인하되었다. 전력산업에서의 경쟁의 발전에 비
하면, 제일 먼저 민영화된 BT가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의 발전 속
도가 늦은 편이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T의 시장점유율이 국제전화에서 가장 빨리,
시내전화에서 가장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전화통화량이 많은 런던 금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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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City of London에서의 BT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표 2-3> 각 통신시장별 사업면허
주 : Mercury는 1997년 3개의 케이블 TV회사를 인수․합병하여 Cab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CWC)로 개칭되었음.
자료 : The Financial Times, 1996∼97. ‘Telecom Market’;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경쟁개시
1983∼95
1996

사업자수
2
47(+45)
다수
2
9 (+7)

사업자 이름
1995년까지 BT와 Mercury(1982)의 복점체제
1996년 말 45개 면허
국제전화
국제전화 재판매사업자
1991
1992년까지 BT. Mercyry 복점체제
1993
Energis, COLT, MFS, Torch Telecom, Scottish
Hydro- Electric, Scottish Power, Vodafone
시외전화 +
Norweb, Videotron, Sprint, Telstra, World1994
17(+8)
시내전화
Com, Racal Network, AT&T
Liberty, Atlantic, South Western Electricity
1995
20(+3)
Telecom
시내전화만
1991
Kingston Communications, 145개 지역별로
Cable TVs(1991)
W i r e l e s s 1995∼96
Ionica(1996), Liberty Communication(1996),
Local Loop
Scottish Telecom, Atlantic Telecom(1995)
CWC
M o b i l e
4
Cellnet(1985), Vodafone(1985)-Cellular
phone
Mercury one-to-one(1991), Orange-PCN
1997 ; Telecommunications Liberalisation in the UK.

실제로 통신시장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곳은 기업고객시장으로, 이를
반영하여 이곳에서의 경쟁은 치열하며 경쟁사업자들이 면허를 받은 뒤 제일
먼저 뛰어드는 곳도 이곳이다. 주택전화시장은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많은
시설투자비에 비해 이익이 적어 경쟁의 발전 속도가 늦다.
나. 전력시장
전력생산시장에서의 경쟁은 전력도매시장(electricity pool trading arrangements)제도를 통해 전력생산회사들이 경매를 통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전력공급회사에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15) 그러나 전력생산시장이 여전히 Nat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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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al Power와 PowerGen의 높은 시장점유율에서 오는 시장지배력 때문에 전
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왔다.16) 이를 막고 경쟁을
주입하기 위해 Offer(전력규제기관)는 1996년 두 전력생산회사로 하여금 Eastern Group에 총 6GW의 발전용량을 가진 5개의 석탄발전소를 임대하여 주도
록 했고, 추가로 두 회사의 발전용량의 20% 가량(4∼6 GW)의 석탄발전소를 매
각하도록 종용해 왔다.
<표 2-4> 영국통신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

자료 : Communications Companies Analysis, 1997,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BT, p.5.

시

장

시장 점유율
1993

1994

1995

1996

1997

시내전화

96.1

95.1

94.4

92

89

시외전화

89.1

85.9

83.2

81

79

국제전화

77.6

73.2

70.0

70

62

회선임대

na

96

95

93

91

전력공급사업에서는 대규모 고객(IMW 초과 사용자)시장은 민영화 직후부
터 개방되어 경쟁에 돌입했고, 중대규모 고객(100kw 초과사용자)시장은 1994
년에 개방되어 사실상의 경쟁상태에 있었다.17) 그러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
15) 전력도매시장에서는 30분 단위로 각 전력생산회사들이 생산할 전력의 가격이 경매에 붙여
져 전체 전력 소요량에 맞추어 낮은 가격의 전력부터 매입되어 점차 올라가서 소요량까지
만 채워 마지막 입찰에 성공한 가격으로 매입된 전체 전력가격이 책정되고 나머지 너무 높
은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된 전력은 유찰되며 여기서 매입된 전력은 전력공급사들에게 분
배된다. 전력생산시장에 참여하는 전력생산회사들은 National Power, PowerGen, 독립 결
합주기 가스터빈발전사업자들, Eastern Group,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Electric,
British Energy, Magnox, NIE 등이다.
16) National Power와 PowerGen이 40∼45%의 전력생산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전력 도
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높은 편이지만 일단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면 이를 쉽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전
력생산회사가 전력 도매가격을 전력 생산비용를 훨씬 초과하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Wolak ; Patrick, 1996).
17) 1990∼91년 대규모 고객(IMW초과 사용자)들은 사용전력 매입액의 약 40%를, 1997∼98년
에는 약 70%를 자기 지역의 지역전력회사에서 구입하지 않고 전력생산회사나 다른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했다. 중규모 고객(100KW-1MW)의 경우는 1994∼95년 사용전력 매
입액의 30%를, 1997∼98년에는 약 50%를 자기 지역의 지역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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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주택고객시장은 현재까지 지역전력회사에 의해 전력공
급이 독점되고 있었다. 1998년 9월부터 먼저 Eastern Electricity, Manweb,
Yorkshire, Scottish Power가 이들 지역시장을 개방하게 되는데, 13주 간격으
로 1999년 6월까지 전체 전력시장이 완전 개방하게 된다.
지역전력회사들의 상호 전력공급 시장진입 외에 영국가스(Centrica)가 유일
하게 새롭게 전력공급사업을 개시할 회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가스의 가스
공급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Centrica는 전력시장에 진출을 서둘러, 1998년 9월
중순의 전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른 전력회사보다 15% 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미 44만명의 고객으로부터 가입서를 받아두고 있으며, 적
어도 250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18)(The Financial Times,
1998년 9월 11일).
<표 2-5>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력생산시장의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
1990∼91
1995∼96
1996∼97
1997∼98
National Power
46
31.5
24.1
21.0
PowerGen
28
23.1
21.5
19.6
Nuclear Electric
22.5
17.3
6.7
Magnox Electric
0.0
6.9
9.7
Eastern
1.3
6.6
9.7
New entrants
12.3
14.3
16.2
French interconnect
5.7
5.8
5.7
Scottish generators
3.6
3.5
3.5
주 : 1) 그러나 시스템 한계가격결정의 측면에서 볼 때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시장
점유율은 1997∼98년 각각 39%, 31%나 된다. Off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업
자들은 1년 전에 비교하여 시스템 한계가격을 26% 이상 인상했음.
2) Nuclear Electric과 Magnox Electric은 원자력발전소이며 New Entrants는 독립사업
자들로 주로 결합주기가스터빈발전소를 건설하여 새롭게 전력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영국은 대륙과 연결된 송전선로를 통해 프랑스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수
입해 왔다.
자료 : Utility Week, 1998년 7월 17일.

다른 지역전력회사로부터 구입했다. 그리하여 IMW 이상의 대규모 고객 시장의 경우 전력
생산회사들이 공급하는 전력이 전체 공급량의 52%나 된다(Offer, 1998. Supply, internet
site http://www. open. gov.uk/offer/ supply.htm).
18) The Financial Times, 199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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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1. 민영화된 기업의 조직구조 개편
통신산업과 전력산업은 민영화 이전까지는 네트워크를 통한 독점적 필수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관료적 구조와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 지역적인 산하 조직구조, 안정적 시장과 원료공급원, 고객과
시장보다는 공급자․기술 중심적 사고,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제도, 노조의 회사
의사결정과정에 광범위한 참여 등이 그것이다.19)
영국의 통신산업과 전력산업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민영화된 회사들의 사업전략과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왔다.
그동안 초기단계의 부분적인 경쟁으로부터 전면적인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보
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BT의 경우 하나의 회사로
민영화되어 비교적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며 변화를 겪어 왔으나 전력사업의
경우 민영화되기 직전 전력생산사업, 송전사업 그리고 배전․공급사업이 수직
적으로 분할되었을 뿐 아니라 배전․공급사업의 경우 지역적으로 수평분할
된 뒤 민영화되어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사업환경과 사
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력회사들의 사업전략과 조직구조의 급격한 변화
를 통해 고용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문화도 이윤보다는 공적
서비스제공 그리고 이윤추구를 위한 창의적이고 위험을 무릎쓰고 변화를 추구
하는 태도보다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고객우선, 이익추구의 민간기업문화로 탈바꿈해 왔다.
이들 민영화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재정적 재량을 이용하여 그
동안 묶여 있던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집중하는 사업의 다변화․글로벌화․
19) BT와 전력산업은 민영화 이전 기술 중심적 사고를 갖춘 기술전문적 조직이었다. 이를테면,
좋은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보다 현대적인 기술로 구비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잘 훈련된 엔지
니어와 기술공들이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면 저절로 얻어진다는 식이다. 따라서 제일 중
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이지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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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중화 전략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공격적인 비용절감과
서비스개선 전략을 병행하여 경쟁에 대비하고 이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신․전력․가스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들 회사들의 상호 시장진입이 허용
되면서 자기 사업지역의 고객기반과 기존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필수적 서비스회사(multi
utilities)의 추구는 이들 회사들의 사업다변화 전략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전력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전국 어디에나
Transco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British
Gas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이미 전력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력공급
시장이 개방되면 National Grid의 송전 선로와 지역전력회사의 배전 선로를 이
용하여 전력을 공급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20)
기업의 내부구조개편(corporate restructuring)은 단순히 조직의 형식적인 틀
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층적인 내부의 기술적․과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별․지역별 조직체계의 사업본부제(business units)화21), 핵심 사업
과 주변 사업의 분리 및 자회사 설립, 주변 사업의 외주화와 하청화, 업무프로세
스의 재구축(business process reenginnering), 유사기구와 지방사무소의 집중
화(consolidation)․합리화(rationalisation), 사무소와 건물의 이전(relocation)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와 컴퓨터화 및 그에 따른 각종 작업조직 및
20) Scottish Power와 National Grid는 자기 회사가 갖춘 송전선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각
각 통신망을 갖추고 각각 Scottish Telecom과 Energis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cottish Power는 Manweb과 Southern Water를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multi-utilities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United Utilities(Norweb의 모회사), Hyder
(SWALEC의 모회사) 등도 수도사업, 전력사업을 아우르는 multi-utilities를 이미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회사가 전력․가스․수도사업을 하거나 혹은 전력․통신사업을 하는
복합 필수서비스(multi-utilities) 사업이 진입규제 완화로 상호 시장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많아지고 있다.
21) BT의 경우 1991년 Project Sovereign이라는 근본적인 조직구조 개편작업을 통해 기존의
지역에 근거한 조직체계로부터 시장의 특성에 따른 사업본부별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기존
의 지역조직의 각 기능들을 나누어 각 사업본부 산하에 편입시켰다. 전력회사들 중 발전사
업을 하고 있는 National Power, PowerGen,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의 경우 발전
소를 별도의 사업본부 단위 혹은 이익 중심점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되 함께 수입과 이윤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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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개편까지 포괄한다. 민영화와 그후 전면적인 경쟁의 도입은 변화하
는 시장과 고객들의 높아가는 요구 그리고 다양화되는 서비스, 최고경영진의 교
체 그리고 비용절감, 필요에 의해 거의 매년 기업을 재조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쟁 도입과 더불어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새로운 고객 확보보다 고객서비
스 개선을 통한 기존고객 지키기가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고객을 지키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
이다.22) 이는 서비스 질의 개선과 낮은 가격이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양적 생산에 주력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가격절감, 서비스의 질 개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 동시적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서비스생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23)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생산’ 방식의 도입은 고용관
계에서 작업조직, 노동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 징계 및 보상제도의 변화 등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생산’ 방식은 기존의 민영화된
공기업에 강하게 남아 있는 관료적 그리고 엔지니어링 중심의 문화를 고객 중
심의 문화로 바꾸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 영국통신
영국통신은 기존의 공기업의 관료적인 문화와 틀을 타파하고 고객 중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1989까지 전화국(Area) 중심의 조직을 보다 넓은 28개
구역(district)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들 구역조직의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재량권
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 나름대로 자율적인 경영권을 가진 구역조직이 투자의
22) 지역전력회사의 경우 한 명의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100∼130파운
드 가량 든다고 한다. 그러나 한 명의 기존고객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파운드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The Financial Times, 1997. 6. 6.).
23) 이들 필수적 서비스에서의 ‘린 서비스생산’ 방식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일본식 생산방식인
Just-In-Time, Total Quality Control, 지속적 개선 등을 생산과정 그 자체에 도입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결과와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 서비스의 품질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
하여 Network의 유지․보수(공무기술직)와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라는 영역(Call
Centres)에서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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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일정한 질의 서비스 보장, 통일적인 인사관리 등에 걸림돌이 되면서 1991
년 기존의 구역조직을 폐지하고 3개의 사업본부체제(개인사업본부, 기업사업본
부, 세계적 통신망본부)로 근본적인 개편을 한다. 기존의 구역조직의 각 부서들
은 해체되어 그 부서의 기능에 따라 3개 사업본부의 산하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3개 사업본부는 산하에 별도의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갖추게 되어 기존의 지역
중심의 조직체계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기능별로 전국적인 사
무소나 지점들의 합리화․통합화가 자동화․컴퓨터화 등에 힘입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또 런던에 위치해 있던 사무소들은 자동 통화분배장치(Automatic
Call Distribution) 등 신기술의 도움으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런던 교외나 시골 지역으로 이전이 추진되었
다. 1990년대 중반에는 통신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글로벌사
업본부를 기업사업본부에서 분리․독립하여 BT의 각종 글로벌 사업전략의 비
중을 높였으며, 틈새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혹은 특수한 기능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본부 내에 ‘잘게 쪼개진(thinly sliced) 전국적인 사업단위
(business units)들이 조직되어 이들 합리화와 통합화를 힘차게 추진하였다.24)
1997년 이후에는 외부고객들 상대로 사업을 하는 큰 사업본부나 작은 사업단위
조직들을 소위 거래사업단위(trading units)로 육성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율경
영과 분명한 내부거래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25) 1998년 현재 BT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BT가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정도로 내부조
직을 자주 변경한 것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정력적인 비용감축의 일
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때로는 ‘고위관리자들이 변덕이나 유행’에 편승하기도 한
24) ‘잘게 쪼개진 전국적인 사업단위’는 이를테면 고객사업본부(1996년까지의 개인통신사업본
부)에는 고객서비스센터, 카드서비스와 공중전화, 마케팅기획, 텔레마케팅, 전화번호 안내,
소비자제품․판매․케이블 TV사업 등의 작지만 전국적인 사업단위가 있다. 통신망/시스
템본부(1996년까지 Worldwide Network)에는 통신망 건설, 고객서비스 제공(가입자망 고
장수리), 고객 서비스관리, 통신망관리, 조달, 정보관리 등의 사업단위가 있다.
25) 필자가 인터뷰한 BT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들 사업본부제와 그 내부의 잘게 쪼개진 전국
적인 사업단위라는 조직체계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지만 또한 중요한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각 사업단위간 그 하부의 지역별 산하 사무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의 통합성이 없어져 상호협력하에 수행해야 할 사업
에 지장을 초래하고 마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업본부나 사업단위에
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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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생산을 담당하는 사
업부서에서는 ‘린 서비스생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정교한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사업과정과 작업조직을 개편해 왔다.
1997년 말 BT의 조직구조는 아래와 같다.
◈ BT plc ￭ Global Communications(글로벌통신사업)
- Global Sales Unit
￭ BT UK
- Consumer Division(고객사업본부)
- Network and System Division(네트워크와 시스템사업본부)
- Business Division(기업사업본부)
나. 전력회사
전력산업이 민영화되기 전 영국 정부는 1989년 전력관련법을 개정하여 전력산
업을 수직적․수평적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잉글랜
드와 웨일즈에 기존의 중앙전력발전국(Central Electricity Gene- rating Board
: CEGB)을 3개의 전력생산회사(National Power, PowerGen, Nuclear Electric)
와 송전(transmission)전담회사인 National Grid로 분리하고 12개 지역전력국을
12개 지역 배전․전력공급회사(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RECs)로 만들
었다. 이렇게 일단 전력산업를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리시킨 뒤 1990년과 1991
년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력생산, 송전, 배전 및 전력공급
활동을 통합한 형태로 남부의 Scottish Power와 북부의 Scottish Hydro가 만들
어졌고 원자력 발전을 별도로 분리하였다. 이리하여 잉글랜드․웨일즈와 스코틀
랜드는 전력산업의 구조에서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다.

<표 2-6> 1998년 영국 전력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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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전력생산사업
전력생산(generation)

회사명
PowerGen

자체 발전소
사업지역

National Power

England and Wales
배전 및 전력공급사업

송전(transmission)

National Grid

England
and Wales
지역전력회사(REC)

발전, 송전, 배전(distribution), 전력공급(supply)

Scottish Power

배전, 전력공급, 발전

Eastern

Eastern England

배전, 전력공급

East Midlands Electric
London Electricity
Midlands Electric
Nothern Electric
Norweb
Manweb
Southern Electric
Seeboard
Swalec
South Western Electricity
Yorkshire Electricity

East Midlands
London
Midlands
Northeast England
Northwest England
North Wales, Mersey side
Southern England
Southeast England
South Wales
Southwest England
Yorkshire

전력생산(원자력)

Nuclear Electric

전력생산(1996년부터)

Magnox Electric

전력공급사업(1998)

Centrica(part of British
Gas)

Scottish Hydro-Electric

지역전력회사(REC)
Scotland

영국 전역

[그림 2-1] 왼편의 전력생산회사들은 전력을 전력도매시장(Electricity Pool)
에서 어떤 가격으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지를 전력수요량과 경매가격에 맞
추어 경매에 입찰함으로써 결정과 동시에 판매한다. 일단 생산․판매된 전력
은 송전 선로를 통해 지역전력회사에 공급되거나 혹은 직접 대량사용 고객들
에게 공급된다. 지역전력회사들은 공급받은 전력을 자기 지역의 주택고객이나
다른 지역의 중규모 고객들에게 팔아 배전망을 통해 공급한다.
[그림 2-1]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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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산업
National Power
PowerGen,
Nuclear Electric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Electric
France Independents
자료 : Armstrong et al., 1994 : 294.

National
Grid

대규모 고객들

민영화된 이후 12개 지역전력회사들은 미국 에너지회사들이나 다른 영국의
에너지회사들에 의해 합병 혹은 인수되었다.26) 특히 미국 회사들의 영국 지역
전력회사들에 대한 인수 열풍으로 12개 중 8개 회사가 미국 회사로 넘어갔다.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1990년 민영화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
전사업, 전력공급사업, 전기가설사업, 소매사업, 나중에 발전사업을 별도의 사
업본부로 만드는 등 기업 내부조직을 개편하였다.
또한 지역전력회사들의 중요한 구조개편 가운데 하나는, 각종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업과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서비스하는 전력공사사업을 주변
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지역전력회사와 함께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여 분
26) 최근 미국 에너지회사들에 의한 영국 지역전력회사 인수
영국 지역전력회사
Seeboard
London Electricity
Midland Electricity
East Midland Electricty
Yorkshire Electricity
Northern Electric
Eastern

미국 회사
Central and Southwest
Entergy
GPU & Cinergy
Dominion Resources
Later resold to PowerGen
American Electric Power
CalEnergy
Texas Utilities

가치
￡ 1.1 bn
￡ 1.6 bn
￡ 1.3 bn
￡ 1.7 bn
￡ 1.3 bn
￡ 1.9 bn
￡ 1.5 bn
￡ 783 m

연도
1995
1996
1996
1996
1998
1997
1996
1995

자료 : European Power, McGraw-Hill's Independent Power Report and the Financial
Times, 각호. 나머지 지역전력회사들인 Manweb은 Scottish Power(UK)에,
Norweb은 North West Water(United Utilities) 회사에, Swalec은 Welsh Water
(UK)에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인수되었고, 하나 남았던 Southern Electric조차도
1998년 9월초 Scottish Hydro-Electric과 합병 선언되었다.
43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리하거나27) 혹은 별도의 사업본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독립시키고 핵심사업인
배전사업과 전력공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전력회사들의 이러한 방침
은28) 사업의 집중화(refocusing) 전략을 반영한다. 이와는 반대로 Scottish
Power와 Norweb은 판매사업본부를 만들어 판매사업을 확장해 왔다.

2. 노동조합의 대응
가.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전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완
전고용, 노조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국가가 ‘모델 고용주’
(model employer)가 되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민간부문의 노사가
이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속에서 매우 다원적이고(pluralist) 협력적인 관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각
공기업의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산별 혹은 직업별 노조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중앙집중화를 가져왔다. 아울러 지역수준에서는 지
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사협의와 교섭이 작업장 대표
(shop stewards) 조직과 함께 발달되어 있었다. 전력산업의 경우 1947년 전력
산업의 국영화와 더불어 산업별 교섭이 정착되었다. 또한 국가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조의 조직률은
평균 83%(London Electricity의 경우 민영화 당시 조직률이 98.2%)로 관리직
노동자나 전문직 노동자들은 물론 고위직 관리자(senior managers)들도 ‘관리
자협회’(Managers' Associations) 형식의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였다.29)
27) 이리하여 12개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6개만이 판매사업을 직영 혹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1995년까지 6개의 지역전력회사들이 판매업에서 철수를 했다(IDS Report. No. 665, 1994.
5. p.30 ; IRS, Pay and Benefit Bulletin. No. 378, 1995. 6, p.2).
28) 전력공사사업은 주택고객, 산업고객, 상업고객 혹은 공공기관들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하
고 수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1995년 현재 12개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10개가 직영 사업
본부나 혹은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IRS, Pay and Bulletin, No. 378, 195. 6. pp.
2∼3).
29) 전력산업의 경우 민영화된 직후인 1991년 노조 조직률이 80%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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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필수적 서비스산업의 노사관계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권
의 안정성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 역대 정권들의 조심스런 접근과 노
동자들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감 등이 상호 작용하여 민영화 이전까
지는 외부로 표출된 커다란 갈등 없이 협력적․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
다. 공기업들도 독점적인 시장에서 경쟁자 없이 안정된 성장과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별달리 노사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 민영화 반대투쟁
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투쟁은 제일 먼저 민영화의 대상이 된 BT에서 1982
년 통신법 제정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1982년 7월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당시 6개의 BT 노동자와 관리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연합하고, 소비자단
체, 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의 대폭 감축과 서비스 악화를
내세워 홍보, 시위, 의회를 통한 민영화의 문제점 공격 등 정치적 활동을 개시
했다.30) 특히 각 지역의 노조와 소비자단체, 자선단체 등이 연합하여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조직, 여론 형성에 위력을 발휘했다. 정부의 통신법안이 채 완
성되기도 전에 대규모 집회와 홍보를 통한 압력과 비판적 여론 때문에 정부는
법안을 몇 차례 변경해야만 했다. 노조는 법안의 폐지, 가능한 한 많은 수정,
가능한 한 장기적 계류 등 세 가지 투쟁전략을 짜서 투쟁을 했다. 이를 통해 비
록 민영화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영국 정부의 영국통신의 분할 구
상을 백지화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충분히 환기시켰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
지만 비경제적인 서비스(긴급전화, 장애자․노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의
무를 분명히 못박도록 이끌었다. 1986년 영국가스의 민영화 때도 관련 노동조
합들이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나 대처 정권이 개정한 노동
법에 따라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 의회의 입법활동을 반대하는

30) 당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유명한 슬로건은 “전화(의 민영화)에서 손을 떼!”(Hands off
Telephone!), 그리고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Public Service not Private Profit)
이었다(British Telecom Unions Committee(1984), “The Battle for British Telecom : The
story of the British Telecom unions' fight against the Bill to privatise BT”, London.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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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이 부담할 엄청난 재정적 손해배상제도에 가로막혀
민영화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다. 실용주의적 대응 : 참여 속의 변화의 수용
일단 민영화 반대 투쟁이 실패로 끝나자, 노조들은 민영화된 회사들의 내부
개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
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협상을 통한 변화의 수용’ 이
라는 전략 아래 각종 인사제도, 임금, 노동조건의 변화 요구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수용해 왔다. BT의 경우 노조는 노
동조건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협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
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년씩의 시간을 끈 끝에 원래의 제안에서 상
당히 수정한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31)
이러한 노조의 실용주의적 대응은 또한 회사측이 노조를 무시한 대결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노조를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협
력주의적 태도로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노조측의 긍정적 응답을 이끌어내었다.
에너지노조들 중 하나인 유니슨(Unison)은 조합원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새
로운 임금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주의적 태도는 상호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경영진과 새로운 임금체계와 관련된 단체교섭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우리는 사업상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회사의 회계와 사업계획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본 정보를 통해 회사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갖
도록 하기 위해 다른 내부비용은 물론 인건비를 줄일 필요를 인식할 수 있었다.……”32)

노조의 실용주의는 영국통신과 전력회사의 민영화, 경쟁의 도입, 회사의 구
조개편 등의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 큰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

31) IRS, Employment Trends, No. 503, 1992. 1.
32) Unison Energy(1998), New Rewards Arrangements : A Trade Union Guide to British
Gas Trading's New Reward Arrangement Proposals,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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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노조는 근본적인 맥락의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나
노사협의제 등의 제도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 민영화된 기업의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예로 Scottish Power의
전력생산 및 도매사업본부의 사례가 있다. 1,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Scottish
Power의 전력생산사업본부(나중에 도매사업이 추가됨)는 관련 노동조합들과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 협약에는 노조의 합법
적 역할 인정, 고용조건의 통일과 조화, 최고수준의 고용안정 약속, 노동자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의 탄력적 수행 등 13개 원칙들을
담고 있다.33) 또한 이 단체협약에는 직급구조의 통일,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의
책임을 외부노조의 전임직 간부로부터34) 회사의 평조합원대표들에게 위임해서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력교섭협의회’(partnership council)를 두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여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머물고 있다.
라. 상대적 안정 속에 계속되는 도전
민영화가 가져온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단체교섭구조는 전력산업의 경우 산업
별 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그리고 다시 사업본부별 교섭으로 분권화되었지
만, 단체교섭이나 노사관계는 협력주의적 모습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
다. BT의 경우도 1980년대 말의 갈등기를 제외하면 역시 비교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BT의 노조전임제도(facilities, timeoff agreement)도 전체적인 조합원 감소에 따라 전임자수가 감소되었지만, 500
명당 1인의 노조전임자 인정, 각종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산업과 안전 및 노조
회의를 위한 부분전임 인정 등도 과거와 변함이 없다.35)
33) IDS Report, 1995. 7, p.7.
34) 영국의 노조 조직체계는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체계와는 달리 주로 산별 혹은 직업별
노조와 일반노조가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들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외부 노조가 되는 것이며
해당 회사의 평조합원들의 대표(shop stewards)들은 단체교섭의 체결권이 없다.
35) BT와 교섭상대인 통신노조들은 다른 노조와 달리 거의 BT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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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래 노동조합들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부
딪친 것이 개별 계약제의 도입과 고위관리자들의 단체교섭권 거부였다. BT의
경우 관리직들에 대한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임금결정에서 관리직 노동조합인
STE(Society of Telecom Executive)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전력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감퇴되었다.
전력산업의 단체교섭이 기업별 교섭에서 사업본부별 교섭으로 분권화되면
서 교섭단위가 크게 늘어나는 단체교섭구조의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
를 들면 Scottish Power는 10개의 사업본부별로 교섭을 하고 있어 교섭단위가
10개나 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분권화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준비와 협
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재원의 부족과 복수노조간의 상호조정과 갈등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가 대개 지역별․직업별로 되
어 있어 기업별 교섭 혹은 사업본부별 교섭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노동조
합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점이다. 또한 사업본부제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이 하부 경영진에게 대폭 위임되면서 인사 및 노사문제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노사협의를 할 때가 결정권을 가졌는지 알아내기가 전보다 훨씬 어렵게 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직업그룹별로 2∼3개씩 총 5∼6개의 복수노조
는 노조측의 의사결정과정을 길고 복잡하게 하고 각 노조의 역량을 분산시킴
으로써 노조활동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신산업의 비
관리직 유일노조인 CWU(Communication Workers' Union: 영국우전통신노
조)는 BT를 상대로 비교적 교섭과 협의를 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BT의
너무 낮은 조직구조의 개편으로 CWU가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
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영화 당시에 전력회사들의 경우 조직률이 약
83%가 되었으나 1997년 현재 회사별로 약 60∼75%에 머물러 노조의 조직률
이 감소되어 왔다.
개별적인 고용관계에서 노동조합은 경영진의 공세적 전략에 휩싸여 고용의
이었기 때문에 노조지부 간부가 노조에서 임명한 전임간부들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기
업 노조처럼 각 지역이나 사무소의 현장근로자 출신 가운데 회사로부터 노조전임을 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노조전임을 얻는 지부 간부들은 임명되기 전에 받던 월
급을 그대로 받으며 지부 간부직을 그만둘 때는 다시 원래 일하던 현장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상당수 지부 간부들이 10∼20년씩 지부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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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화, 기존 노동조건의 악화, 노사관계의 개별화, 직제 개편에 따른 승진기
회의 축소 등 불리한 변화를 수용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성 속
에서 진행된 이런 개별적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언제든지 집단적 노
사관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Ⅳ.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의 변화 :
신인사전략의 전면화

1. 민영화 이전과 이후
이미 앞서 민영화 이전의 이들 산업의 위계적․관료적 조직구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단체교섭 제도 및 모델, 고용주가 낳은 안정적
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일단 입사만 하면 종신고용이 보장되어 있었고, 이들 근로자들은 이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무
감을 갖고 있었다. 직업별 노동시장의 발전을 반영하여 공무기능직(industrial
staff), 전문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s), 사무행정직(clerical & administrative staff), 관리직(managers) 그리고 기타직으로 나누어져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교섭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고용관행도 직업그룹별로 발전되고 있
었다. 직급별로 직무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세분되어 있었고 연공과 숙련수준에
따라 호봉과 직급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
과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이들 직무와 관련된 직무규정, 직무구분, 직제 등에 깊
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문제는 노사간의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즉 전형적인 직무통제형(job control) 노동조합주의의 경향을 갖
고 있었다. 노동시간은 소수의 특수한 교대근무 인원을 빼고는 일반제조업과
같이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정상근무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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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직후의 고용관계는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
민영화된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목표와 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조직
체계의 개편 등 기업의 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결과 커다란 변화
를 겪게 된다. 과거의 관행이 급격하고도 광범위하게 변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린 (Lean) 서비스생산’ 체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인사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관
리(Human Resource Management)가 도입된다. 변화 속도 측면에서 보면, 두
산업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산업을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리
한 전력산업에서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의 도입을 반영하여 고용관
행과 노사관계의 변화 속도가 빨랐고, 통신과 가스산업의 경우 공공 독점체에
서 민간 독점체로 전환한 뒤 경쟁이 서서히 도입됨으로써 고용관계의 변화 속
도가 비교적 완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시장에서 경쟁이 겪
화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집단적인 노사
관계의 경우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상대적 안정성과 과거와의 지속
성을 가진 반면, 개별적인 고용관계의 경우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이는
과거에 노조가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극히 안정적이고 협조적이었
던 역사와도 관련된다. 이런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민영화 이후 노동조합들의
교섭과 협상을 통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실용적 노선과 민영화된 회사 경영진
들이 변화를 수용하는 한 노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고 역으로 노조를
통한 마찰없는 변화의 추구라는 노사관계 전략이 합치한 덕분으로 보인다.
민영화된 회사들은 작업조직의 변경, 유연적 노동시간과 교대제 도입, 새로
운 직제로의 전환 등 중요한 고비 때마다 노조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지해 왔다. 첫째,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회사측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 둘째,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수용을 근로자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다. 셋째,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경우 상당액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제도
나 정책의 수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편함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보상한다.

2. 영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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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개선 혹은 유지라는 요구로부터 그리고 새로
운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인사전략으로서의 인적자원관리를 전
면화하고 점차 ‘린 서비스생산’ 원리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서 BT의 고용관계
는 커다란 전환을 하게 된다.
BT에서의 임금과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과거에는 직업그룹별로
노동조합들이 있어 이들과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회사 전체 그룹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전력산업과 영국가스와 달리 BT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동조합
들이 비관리직의 CWU(Communications Workers' Union)와 전문직과 관리직
의 STE(Society of Telecom Executives) 등 2개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어 단
체교섭을 둘러싼 노조측 교섭단위 구성이 아주 간단하다. 단체교섭이 여전히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무시간과 형태, 작업조직 개편 등
은 사업본부별(division) 혹은 사업단위(business unit)별로 교섭을 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가. 고용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1) 고용수준과 감원
영국통신의 고용수준은 <표 2-7>에서 보듯이 민영화 이후 11년 사이에 약
47%나 감소했다. 이는 단순히 민영화, 규제 압력과 경쟁 격화에 따른 비용절감
과 규모감축의 결과만이 아니라 노동절약적인 신기술 도입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BT는 1992년 ‘최고의 사업안’(Project Sovereign) 이후 끊임없이 자동
화․컴퓨터화에 힘입은 조직통합화․합리화 그리고 사업과정의 리엔지니어링
을 통해 인력절감과 비용감축 조치를 취해 왔고, 1991년경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 온 네크워크의 디지털화․자동화․컴퓨터화가 완료됨으로써 사
업부서별로 과잉인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BT는 1992∼96년까지 전회사
직원 상대로 ‘방출’(Release)이라는 감원계획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이에 응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2∼93년 31,235명, 1993∼94년 13,307명, 1994∼95
년 17,330명, 1995∼96년 8,263명, 1996∼97년 5,640명 등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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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노동절약적인 신기술 도입, 특히 디지털 교환기의 도입은 기존의 많은 교환
원과 교환기와 가입자 선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을 더 이상 필
요로 하지 않게 하였다. 이들이 감원의 주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표 2-7>
에서도 확인된다. 그 다음 대상은 소위 ‘주변적인 노동력’이라 불리는 청소, 경
비, 식당 일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업무는 주로 하청으로 돌려
져 외부의 하청 회사들이 BT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업무를 인수해 갔다. 관
리직도 1990년 이래 BT가 관리계층을 줄이는 조치(delayering)를 취하면서
12,000명 이상이 감원되었으나, 전문직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상쇄되었다.
사무직들은 마케팅과 고객서비스의 기능의 강화로 수요가 늘었으나 작은 사업
소의 통합 및 합리화 그리고 컴퓨터화 및 BPR 등을 통한 인력절감 노력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표 2-7> 영국통신의 고용수준

(단위 : 명, %)

자료 : BT, BT Employee Statistics, 1985∼97.

직업별 그룹

1985년 3월

1996년 3월

34,294

29,699

na

-13.43

110,256

59,533

na

-45.98

교환직

32,874

3,822

na

-88.37

사무직

32,033

25,869

na

-19.24

기 타

25,721

5,724

na

-76.00

전 체

235,178

125,106

11,931

-49.00

관리, 전문직
공무기능직

1997년 3월

변화율

이와 같은 대량인력 감축은 자발적 감원(voluntary redundancy)으로 이루어
졌는데 BT가 영국에서 거의 최고로 유리한 감원조건(연금 혜택, 상당한 퇴직
장려금 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퇴직하려는 직
원들이 너무 많아 관리자들이 이들을 가려내야 할 정도였다. 노동조합들도 강
제적인 감원에 대해서는 파업 불사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자발적인 감
원에 대해서는 감원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하는 협상에 협력하였다. 더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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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로 면허를 받은 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발적 감원을 택한 이
들 통신기능공과 관리자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상당수 감원퇴직한 사람들이 바
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도 자발적 감원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인력감축으로 기존의 종신고용의 관행은 사라지고, 많
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겪게 되었다. 회사 전체의 감축은 끝났지만, 사업본
부별․사업부서별 감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네크워크 사업본 부의
인사관리자들의 말에 따르면, BT의 감원정책이 너무 숫자에 치중하다보니 실
제로 BT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떠나 보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98년에 3,000여명의 가입자선로 기능직들을 재충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인력부족으로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상당한 불
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 비정규직의 확산
BT는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력의 탄력적인 활용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정규
직 노동자들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부족한 노동력을 비정규직 노동자, 즉 파트타
임과 계약직 및 파견노동자로 충당해 왔다. 민영화 이전에도 약 1만명 가량의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으나 민영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 크게 늘려 1995년
현재 계약직 노동자, 하청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수는 22,000여명이나 되었
다. 그러나 이들은 BT의 근로자가 아니다. 파트타임 노동자는 BT 정규직원으
로 고객서비스센터와 교환원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파트타임 교환원이
1991년 5,533명에서 1996년 1,103명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1991년 9,526명에서
1996년 3월 6,971명으로 줄어들었다.
1992년부터 식당(2,700여명),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청으로 돌려 이 업무
에 고용되어 있던 BT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축한 뒤 이들을 하청회사로 내보
냈다. 이들 업무의 하청화로 1995년 현재 약 6.3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
대신 하청업체에서 이들 업무를 떠맡아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늘었다. 고객들
로부터 각종 문의전화를 받고 응답하는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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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전화번호 안내, 고장접수 등에는 전체 근로자의 33%(1995년 당시)가
파트타임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교대제 근무가 이들 센터에 도입되기 전, 저
녁 근무와 주말 근무 등 정규직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일해야 했고, 부족한 정규
직의 인력을 보완했다. 이들 중 일부는 1997년 노조가 교대제 근무를 인정하여
기존 정규직이 저녁 근무와 주말 근무에 배치될 수 있게 되자 정규직으로 채용
되었다. 또한 이들 센터에는 근로자 송출업체로부터 상당수 파견근로자들도 고
용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수는 1991년 3,250명에서 1995년 7,64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6개의 텔레마케팅센터의 3,500여 근로자 중 대부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1,800여명은 파견근로자다. 계약직 근
로자들은 즉 광케이블 포설이나 디지털 교환기 설치 등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
난 수요를 충당하거나 혹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현장선로 기능직에 사용되는 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1995년 약 7,900여명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이로 인해 1997년 여름 런던 지역의 가입자선로
기능직 노동자들은 BT가 부족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을
쓰는 데 항의하여 파업을 결행하기까지 했다. 이들 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은, 이
들을 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이들의 숙련도, 헌신성 등을 점
검해 보는 기회로도 이용되고 있다.
BT는 런던 증권가에서 BT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로서 근
로자 1인당 관리전화 회선수를 이용하는 점을 의식하여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BT 노동력의 비정
규직화(casualisation)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사기를 저하
시키며 서비스 질의 저하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36) BT(1995), BT-Ten years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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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의 유연화
1) 유연적 근무형태(Flexible Attendance Pattern)
고용관행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가 1994년부터 도입된 유
연한 근무형태이다. 이는 통신서비스시장에서 치열해진 경쟁과 고객들의 높아
진 서비스 요구수준에 기인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의 고정된 근무시간 대신에 교대근무제를 도입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일요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1주일 내내 고객
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교대제 근무형태는 연
장근로수당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교대시간 전후
한 시간을 더 일해 주도록 요구하고 이를 나중에 근무시간에서 빼도록 하는 변
형근로시간제도 함께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전화가 고장났을 때 전에는 밤이
나 주말에는 아무도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전화고장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
나 새로운 근무형태에서는 언제나 대기중이어야 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
면 근로조건의 악화와 불안정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도 적지 않았지만 회
사는 이런 교대근무제를 강제하지 않고 무려 3∼4년이란 긴 시간을 노동조합과
의 협상을 통하여 도입했다. 새로운 근무형태를 선택한 근로자들에게는 약 40
0∼1,000파운드의 일시금을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했다. 교대근
무를 통한 사업시간의 연장이 모든 사업부서에서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본부 내의 필요한 사업부서, 가장 먼저 현장선로 기능직부터 시작하여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안내, 고장접수센터, 콜센터 등에 각 사업본부별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의해 차례로 도입되었다.
2) 기능적 유연성
BT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한 작업조직 개편 중의 중요한 하
나는 공무기능직들의 기능적 유연성의 강화이다. 민영화 이전 혹은 직후에도
공무기능직 등은 세세하게 분류된 직무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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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뿐 그 직무와 긴밀하게 연결된 바로 옆의 직무는 배우거나 배울 생각조
차 갖지 않았다. 이런 관행은 소위 직업별 노동시장의 발달과 직업별 노동조합
주의의 발달이라는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 속에 깊숙이 뿌리를 두고 있
었다. 너무 좁은 직무경계(job demarcation)와 직무구분은 노동자들이 보다 효
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복합직무(multi-tasking)나 다기능화
(multi-skilling)를 방해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통신 네크워크 가운데 교환기와 가입자간의 가입자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일
은 여전히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수작업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BT 내부의 직
업그룹 가운데 최대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장 선로가설,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전화 가설공, 수리공, 지하케이블공 등 세세하게 분류된 직무
를 현장 선로기술공으로 통합하여 기존 숙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직무를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1986∼88년 직무재편협약
(Repattern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숙련도가 높은 직급과 숙련
도가 낮은 직급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구역별로 배치되던 관행도 폐지되어 지
역적인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되었다. 1992년에는 이를 확대
하여 고객설비와 라인의 설치 및 수리, 지하의 외부 플랜트 유지․보수 등도 이
들 현장 선로기능공(‘고객서비스엔지니어’라고 불림)이 담당케 했다(Ferner &
Terry, 1997 : 96).
3) 성과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
민영화 이후 BT의 인적자원관리에서 주된 변화 가운데 하나가 1980년대 초
고위관리자를 상대로 하는 개별계약제의 시행과 그 점진적 확대 그리고 1991
년 중간관리자와 전문직들을 상대로 하는 성과급제(performance-related pay)
의 도입이다. 이는 보상제도의 유연화로서 기존의 연공제적 혹은 집단주의적
승진 및 봉급 인상의 관행을 없애고 개인별 실적과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
을 반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
급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비관리직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함으로써
관리직과 전문직에게만 도입했다. 1996년 3월 현재 약 6,090여명의 고위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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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리자들과 3,700여명의 전문세일즈 및 서비스 관리자들이 개별계약제의 적
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약 19,900여명의 중․하위직 관리자와 전문직들이
성과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다(BT Statistics, 1996). 일단 회사측이 개별계약제
의 적용을 하게 되면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목표대비 개인
적인 실적에 따라 월급 인상이 결정된다. 회사는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고 있
는 중고위 관리자들에게는 회사차량 및 연금 등의 혜택을 주었지만, 이들은 연
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특별한 업무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그 뒤
에 연장근로를 한 만큼을 쉬는 변형근로(time in lieu)도 불가능하므로 장시간
근로, 연장근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37)
1991년에 중간관리직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도입된 성과급제(performancerelated pay)는 직급에 따라 일정한 월급대역(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지고 개
별 실적에 따라 그 월급대역 내에서 월급 인상이 결정된다. 따라서 실적이 뛰어
난 경우 1년에 10% 이상의 월급 인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성과급제가 도입된
경우에도 회사측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통해 총임금액의 인상, 월급대역 자
체의 인상, 그리고 공정한 업적평가의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개별 근로
자에 대한 실적 평가 자체가 회사측에 맡겨지고 있으므로 노조의 협상내용이
좁아지고 노사관계가 개별화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성과급제의 도입에 대한
중․하위직 관리자와 전문직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38)

37) BT의 관리직․전문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STE(Society of Telecom Executives)가 매
년 관리자들과 전문직들의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는 Survey를 해왔는데 그 조
사결과에 따르면,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위관리자들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0시간에 조금 못미치고, 83%가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 가며, 전문서비스직들의 평균 노
동시간은 주 65시간이며, 이들 두 집단 모두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두통, 불면, 긴장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1998), PCG News ; STE(Feb. 1998),
Personal Contract Survey Results-Summary).
38) 예를 들면 응답자의 57%가 업적평가가 편파적이지 않았고, 직속관리자와 솔직하고 공개
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대답했지만, 7%만이 그들의 일한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다
답변해서, BT가 이들 관리자나 전문직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성과급제 도입 이후 이들은 특히 현장선로기능공들을 감독하는 현장관리자들은 계약시간
보다 82%가 긴 시간 일을 해야 했으며, 60%가 집으로 일거리를 가져가며, 49%가 일과 관
련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STE(1996), Stress Performance, V.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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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제 개편과 노동통제의 강화
1) 직제의 개편
보상제도와 작업조직의 개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직급과 직제다.
BT에서의 직제는 전체 회사에 걸쳐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단일직급제가 아
니라 각 직업그룹별로 별도의 직급이 나누어져 있다.39) 이처럼 복잡한 직급체
계가 직제의 재편을 거치면서 보다 단순화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직업그룹간
의 별도의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꽤 복잡한 과거의 직제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8월 현재 BT는 보다 근본적인 단일직제로의 개편을 위해 시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개시하였다. 직제의 개편은 크게 관리․전문직과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직제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관리․전문직의 의사결정단
계를 줄이는 과정에서 관리계층의 조직구조가 뾰족한 위계적 형태로부터 보다
납작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1988년의 14개 직급이 1994년에는 10개로
그리고 1996년에는 6개로 크게 줄었다.40) 다음으로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직급
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T2B-T2AT1-Senior Technicians라는 직급단계를 밟아 승진이 이루어졌다. 1986∼88년
직무재편협약에 따라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다기능화와 한 지역 내의 경험이 많
은 숙련공(T1)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숙련공(T2A)의 정해진 비율을 없애
면서 기존의 T1의 업무를 T2A가 떠맡도록 했다.41) 현장관리자(Field Manager)
39) 예를 들면 교환기를 다루는 공무기능직으로 Trainee Technicians(기술훈련생), Technical
Officers(기술간부)가 있었고 현장선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으로는 T2B,
T2A, T1, Senior Technicians 등의 직급이 있었고, 운전기사들을 위한 별도의 직급제도가
있으며, BT의 소매상점에서 전화기와 Fax 등 물건을 파는 판매직 직급제가 별도로 있는
등 수많은 직업그룹별로 별도의 직급체계가 있다.
40) 과거 MPS A, B, C가 1995년에 MPG 1, MPG 2로 되었다가 1996년경 MPG 2로, MPG D,
E, F는 1994년에 MPG 3, MPG 4로, 1996년에는 다시 MPG 4로 되었으며, MPS G, H, J,
Senior Band(MPS K, L, M 직급)는 PC(Personal Contract : 개별계약제)급으로 전환되었
다. 고위관리직들도 크게 단순화되었다.
41) 안정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가진 BT에서 1987년 최초로 현장교환기 기능직, 선로기능직 등
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이 파업은 민영화 이후 BT 경영진이 비용절감과 공기업적 체질
개혁을 위해 근로자들의 정서나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데 대한 반감이 깔려 있었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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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수한 직급의 도입으로 Senior Technicians이 기존에 하던 많은 일을 떠
맡게 되자 Senior Technicians은 작업관리기 담당 등의 직무로 옮겨가게 되었
다. 또한 도제식 훈련이 없어지면서 T2B 직급도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8
년 현재 현장 선로기능공의 직급은 압도적 다수가 T2A로서 과거 T1의 직급은
명목상 월급만을 현재의 T2A보다 많이 받을 뿐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고
Senior Technicians들도 소수만이 남아 작업관리기 담당이나 수리작업의 점검
작업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BT가 경쟁을 맞아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PSG(Professional Sales Grade) 등 판매관련 직급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이들
직급의 인원이 3,7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2) 사업장 이전과 재배치
1990년대 들어 BT는 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업자의 이전 그리고 잦은
조직개편과 신기술을 이용한 조직의 합리화․통합화 그리고 대규모 감원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거나, 아주 새로운 부서나 기능
에 재배치되거나 해야 했다.
BT가 1990년대 들어 의도적으로 주요 사업장의 탈(脫)런던에 나선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먼저 자동통화 분배시스템의 개발로 전화로 고객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격서비스가 가능해졌다.42) 둘째로 런던 지역의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고 직원 1인당 1년에 1,000∼2,500파운드의 런던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 임대료나 땅값, 인건
다 BT 경영진이 Repatterning Agreement로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의 작업조직에서 중요한 관행이었던 각 직급간의 업무영역의 변경, 숙련수준이 다른 숙련
기능공들간의 숙련혼합 비율의 변경 등을 자의적으로 해버리자 불만이 폭발하여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였다. 영국에는 통신․전력 등의 필수적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법이 없어 일반노동자들과 같이 파업을 감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를 전후하여 BT의 서비스 질이 크게 악화되어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자 BT는 공격적인
비용절감 정책을 중단하고 인력을 더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Smith, Terry, 1993).
42) 런던에서 전화요금 문제로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 경우 그 전화를 꼭 런던
에 있는 고객서비스센터의 직원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요즈음은 런던에서 그런 문
의를 할 경우 북아일랜드나 북부 잉글랜드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전
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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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셋째로 시골 지역의 새로운 건물로 사업
장을 옮기면서 업무를 통합화․합리화하고 기존의 작업관행을 변화시킬 계기
를 잡을 수 있었다.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re)의 경우 전자감
시를 강화하는 Data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이 런던에서 시골 지역으로
사업장을 통합 이전하면서 가능해졌다. 새로운 지역에서 파트타임, 임시직 등
을 보다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고 새로운 작업관행의 도입 등이 가능했다. 한
편 런던 지역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자녀
학교, 배우자의 직장, 주택구입 혹은 임대 등의 문제로 함께 옮겨가기가 어려
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점은 1992년부터의 대량감원의 분위기를 조성하
여 퇴직하도록 유도할 목적 등으로 활용되었다.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합리화 및 대량감원으로 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됨에 따라 부서별 인력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재배치
되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 경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인터
뷰를 통해 배치되는데 관리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현재 하는 일에 필요한 기능
과 숙련을 가진 노동자들이다. 한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다른 한 쪽에서는
인력이 남아 도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상당수의 재배치를 기다리던 근로
자들이 견디다 못해 자발적인 퇴직(감원)을 선택했다.
또한 재배치될 기회를 가진 노동자들도 그동안 하던 일보다 숙련수준이 낮
은 일이나 하위 직급의 근로자들이 하던 일을 하는 경우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
다. 임금수준이나 연금 및 노동조건은 비록 전보다 낮은 직급의 일을 하더라도
개인적 권리(personal rights)로서 4년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위와 같은 사업장 이전 정책이나 재배치는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BT가 개별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통제를 강화하여 경영진의 의도대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노동력 통제의 다른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 전자통제의 강화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각종 작업을
새롭게 조직하고 작업성과나 작업과정을 지속적이고 면밀히 그리고 손쉽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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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식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BT에서 전자통제방식은 크게 현장
선로기능공(field engineers 또는 customer service engineers로 불림)들의 작업
분배 및 작업성과 측정 그리고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의 각종 문의전화를
받는 사무직 노동자(customer service represertative)들의 작업과정과 성과 감
독, 콜센터에서의 직원들의 판매성과, 작업과정 감독과 통제 그리고 전화번호
안내와 고장접수센터 직원들의 작업성과 측정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2가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1992∼94년 사이에 도입된 현장
선로작업의 작업 자동분배와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관리기’(work
manager)와 고객서비스센터와 콜센터의 ‘데이터관리시스템’(data management
system)이라는 것이 있다. 이들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선로작업과 고객서비스센터에서의 ‘새로운 서비스생산’ 방식이 실현되게 된다.
작업관리기는 고장접수센터에서 고장이 접수되면 그 고장의 접수시간(접수후
일정시간 내에 수리의무 때문), 고장의 종류와 수리시 요구되는 숙련, 예상 수
리시간, 지역 등이 고장관리기에 입력된다. 일단 입력된 고장은 고장 지역의 가
까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수리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숙련을 가진－현
장 선로기능공들에게 터미널(hand held terminal)을 통해 분배된다. 주어진 수
리작업을 마친 선로기능공은 터미널을 통해 약속된 코드를 눌러 수리작업의
종류, 장소, 수리에 걸린 시간, 장소이동 중 걸린 시간 등을 보고하고, 다시 작
업관리기를 통해 분배된 수리작업의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이들이 수리작업
중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에 부닥치면 현장관리자(field manager)를 불러 도움
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 현장관리자들은 일상적인 문서작업에서 가능한 한 제
외되어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선로기능공들을 돕거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선로기능공들이 주어진 수리작업을 특별한 보고 없이 예상된 수리시간을
넘겨 계속할 경우 이 수리작업은 ‘비상작업’(in jeopardy)으로 분류되어 작업관
리기를 관리하는 기술자로부터 수리를 재촉하는 전화와 왜 수리가 지연되는지
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압력이 가해진다. 이들의 수리작업 결과는 가
끔 작업의 질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팀에 의해 체크된다.43) 수리작업 결과는
43) BT는 Quality of Effectiveness(효력의 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선로기능직의 작업
결과만을 특별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 현장 선로기능직들이 수리작업한 뒤를 무작위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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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자에 의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단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측
면의 데이터가 분석되어 다른 현장관리자, 다른 사무소, 다른 지역, 전국 평균
과 비교되며, 지난달 및 지난해의 성과와 비교하는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장관리자들의 월급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작업성과와 연결되는 업적급제로 지급됨은 물론, 별도로 그들
수리작업의 질적인 결과에 따라 이들 관리자들의 보너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 선로기능공들을 독려 수준을 넘어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
고, 못살게 굴고, 윽박지른다고 현장 선로기능공들의 원성이 높다. 더구나 작업
관리기 도입 이전에는 매일 아침 선로 사무소(depot)에 나가서 개인별로 하룻
동안 할 작업을 분배받고 필요한 부품을 챙겨가면서 동료 선로공들과 만나거
나 대화를 하는 등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가 사라졌다. 각 선로공들은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밴(van)으로 집에서 곧바로 작업현장까
지 출근해야만 했다. 선로기능공들간의 접촉기회가 없어지면서 선로기능공들
은 점차 개별화되고 노동조합과의 연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44)
고객서비스센터와 콜센터(Call Centre)에서의 전자감시체계는 작업과정을 보
다 치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객서비스센터는 고객들이 전화를
통해 전화요금, 전화가설, 전화이전, 고장접수 등을 문의해 오는 곳이며, 이 기회
를 이용하여 전화로 B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팔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 콜센터
따라가면서 제대로 수리를 했는지를 점검한다. 만약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기능직들의 관리자인 Field Manager의 보너스를 삭감하고 실적에 반영하는 식으로 처벌을
하고 관련 기능직들은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 점검팀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T가 인력을 줄이고 수리건수 등 양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동안
수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고장수리한 곳에 다시 고장이 나는 비율이 높이지는 등의 문
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4) 필자가 여러 명의 현장 선로기능공들과 이들의 노동조합대표자 그리고 현장관리자, 인사관
리자들과 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작업관리기(work manager)에 대한 양측의 태도가 전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즉 현장관리자, 인사관리자 등에 따르면 작업관리기는 BT가 처음 개
발한 것으로 현장 선로수리작업, 보수작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분배 그리고 작업의 측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의 절감 그리고 신속한 수리작업을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현장 선로기능공들은 작업관리기가 가지고 온 인간
적 접촉이 없는 작업분배시스템, 작업순서를 정함에 있어 이들 기능공들의 재량 박탈, 면밀
한 감시, 현장관리자들의 감시와 질책, 그리고 선로사무소(Depot)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고장이 난 현장으로 출근하는 제도가 가져오는 작업의 개별화 등을 싫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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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데이터관리시스템(data management system)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전자감시체계는 고객서비스센터와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들이 고객과 통화를 하는 전화기와 연결되어 있다. 전화기와 연결된 이 시스템을
통해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의 작업과정은 기록되고 감시된다.45) 그리하여 이들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기
록된다. 이렇게 데이터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작업과정과 성과는 매일, 매주, 매월
개인별․관리자별․사무소별 전국 평균의 통계가 되어 나온다. 이들 결과는 관
리자별․사무소별로 순위가 매겨져 공개된다.46) 그야말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작업과정과 작업결과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작업성과가 좋은 노동자들은
보상으로 특별 상품권을 지급받는 대신 좋지 않는 노동자들은 관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물론 고객서비스센터 관리자들
의 임금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성과와 연계된 업적급제임은 물론
이다. 그리하여 이들 관리자들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압력,
위협, 질책, 감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고객서비스센터는 과거에는 대도시․중
소도시에 산재해 있었으나 비용절감을 위한 사무소 이전(relocation) 정책에 따
라 실업률이 높은 지방으로 옮겨졌다. 여기서는 값싼 임금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 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객서비스센터나 콜센터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얼마동안 전화를 받았
는지, 얼마를 대기하고 있었는지, 몇 통화를 받았는지, 한 통화당 몇 초나 걸렸는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를
팔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령 이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나누어준 문서
를 읽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이 문서를 읽는 동안 특별 코드를 눌러 회사 문서
를 읽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음을 보고해야 한다. 혹은 화장실을 갈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별코드를 눌러 이를 보고해야 하며 회의․교육에 참석하거나 혹은 옆의 동료
가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차 마시는 시간 등을 각각 코드를 눌러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
고된 모든 작업과정은 집계․분석되어 가령 대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한 통화 처리시
간’(Call handling time), 전화판매액, 처리한 통화수, 휴식시간, 전화를 받거나 대기한 시간
등을 기준으로 각 노동자들의 작업성과를 측정한다.
46) 필자가 고객서비스센터나 콜센터의 노동자들과 노조대표자 그리고 현장과 인사관리자들
을 인터뷰한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데이터관리시스템이 생산해 내는 각종 통계에
염증을 내고 있을 정도였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통계가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관리자들도 회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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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텔레마케팅센터(telemarketing centres)에서도 전화와 컴퓨터기술을 결
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자감시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서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쓰기보다 주로 파트타임과 파견근로자(agency
workers)들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콜센터의 노동자들은 고객들에
게 전화를 걸어(outbounding) 각종 서비스상품을 전화판매(telemarketing)하는
힘든 작업을 반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47) 이들은 매주 수백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면서도 고객으로부터 불만이나 항의전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전화는 모니터될 수 있고 상품판매는 컴퓨터로 확인된다. 이들이 판매해
야 하는 상품들, 이들 상품의 판매목표, 이들 콜센터의 직원들을 규율하는 규칙
도 자주 바뀐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불안하여 자주 연결이 끊어지거
나 고객들의 불평을 낳는다. 만약 고객의 불만이나 항의가 있으면 관리자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 이때 첫 번째 위반 때는 5파운드, 두 번
째는 10파운드,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시킨다.48) 이들은 지쳐
서 자진 퇴사할 때(burnt-out)까지 대개 6개월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콜센터의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와 통제와 더불어 1990년부터 도입된 것이 모든 BT 근로자
들에 대한 연례실적검토(Annual Performance Review)제이다. 이는 모든 근로
자의 실적을 평가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고 1급은 뛰어남, 3급은 보통, 6급은 추
방대상이 된다. 만약 4∼5 급으로 평가될 경우 연례실적검토에서 감독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실적검토제는 특히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밀려나 다른 분야로 재배
치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1996년에 도입된 실적불량자 처리절
차(Poor Performance Procedure)는 실적이 좋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실적 개선
을 위해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본뜻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관리자들에 의해 일
47) BT에는 1997년 말 6개의 Telemarketing Call Centres가 있어 2,000만 주택고객과 500만 기
업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고객들에게까지
분기별로 전화를 걸어 BT의 전화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가격의 변화나 새로운 서
비스상품 및 할인상품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전화요금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게는 연간 20파운드를 내고 Premier Line에 가입할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해 15%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소개한다. 이는 싼 전화요금으로 시내전화시장을 파고드는 케이블 TV에 대한
방어전략의 일환이다(The Finaicial Times, 1997. 11. 19).
48) CWU, 1998. 5. 7. CWU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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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징계될 수 있다는 위협용으로 사용되었다.49)
이와 같은 전자감시체계의 도입과 강화는 강력한 비용절감 드라이브 및 서
비스 개선 요구와 맞물려 ‘린 서비스생산’을 구현하면서도 현장선로부문과 고
객서비스센터 및 콜센터에서의 ‘공격적인 관리스타일’의 문제를 크게 대두시켰
다. 이에 대한 반성이자 완화용으로 BT에서는 ‘관리’(management)라는 용어
를 폐기하고 코치(coach)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쓰며, 관리자들에게 막무가내식
(macho)의 밀어붙이는 스타일 대신에 현장근로자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대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전력회사들
가. 고용의 불안정화와 기업별 고용관계의 수립
1) 고용수준의 변화와 감원
영국 전력산업의 고용수준은 <표 2-8>에서 보듯이 민영화 이래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 민영화 이전에도 전력회사들은 민간투자자들에게 보다 자신들이
투자할 매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인력수준을 낮추어 비용을 절감해 왔다. 그
러나 민영화 이후 고용수준의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National Power
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와 작업조직의 개편으로 근로자수를 1990년의 17,000여
명에서 1993년에는 7,3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지역전력회사 가운데 하나
인 London Electricity도 민영화 이래 고용 근로자수를 40%나 줄였다.
주목되는 현상은 수직적․수평적 분할을 피하고 비교적 경쟁의 강도가 약했
던 스코틀랜드의 2개 전력회사는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직
적․수평적 분할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력생산회사
들과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극적인 고용조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Kirkland, Des.(1998), BT-Keeping up with “Constra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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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민영화 이래 전력산업에서의 고용수준의 감소
전력사업

1989∼90

1991∼92

National Power & PowerGen

25,703

21,048

9,618

7,841

-69.49%

6,442

6,217

4,871

3,838

-40.42%

Regional Electricity Comp.

82,501

75,235

62,948

47,071

-42.94%

Scottish Power & Scottish

13,424

12,975

12,144

11,567

-13.83%

National Grid

1994∼95

1996∼97

변화율

Hydro-Electric
전

체
115,475
115,475
89,581
70,317
-44.22%
주 : 민영화 이후에 설립된 Magnox Electric과 British Energy는 각기 3,930명과 6,36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음.
자료 : Electricity Association, “Member Companies”, Annual Report.

이런 고용수준의 저하는 전력생산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력공급사업에서 대
규모 전력소비고객 그리고 기업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
른 비용감축 압력과 높은 이윤을 요구받은 기업의 내부 규모축소(downsizing)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민영화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의 고용수준
의 안정을 유지하다가 나중에야 급격히 고용수준을 낮추어 온 British Telecom과 비교된다. BT의 경우 분할없이 독점적인 민간사업자로 민영화된 뒤
서서히 경쟁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력감축의 요구가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고
용을 감축했다. 전력생산회사에서의 상당수 석탄발전소의 폐쇄, 전력회사들의
판매조직 매각 등 내부 조직개편과 관리계층의 축소, 미터기 읽는 기술의 발달,
본사의 규모와 권한 축소 및 사업본부의 자율성 확대가 이들 인력감축을 가능
케 한 다른 측면이다. 가장 큰 감원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그룹은 공무기능직
(industrial staff)이었다. 또한 일반 주택고객시장이 개방되는 올해 이후에도
더욱 더 격심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감축은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2개의 전력생산회사들의 경우 민영화 이전의 전체 근로자의 69.5%
나 감축하였는데 이 중 상당수 중간관리자들도 함께 감원되었다.50)
50) 1996년 1월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은 National Power가 추가로 400명을 감원하자 이를 비
난하여 National Power는 민영화 이후 11,000명을 감축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회사의
최고로 많은 월급을 받는 이사의 급료는 거의 300%나 올랐다고 주장했다(Financial
Times, 1996. 6. 10). PowerGen의 Fiddler Ferry라는 잉글랜드 북쪽의 Cheshire에 있는 발
전소는 원래 1,10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2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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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력감축은 꽤 유리한 퇴직혜택(연금혜택, 6개월분 월급 이상의 상당
한 일시금 지급)을 받고 자발적인 감원(voluntary redundancies) 형식으로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시절까지의 종신고용을 종식시킴으로써 고용
불안을 가져왔다.
2) 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수립
민영화 이후 단체교섭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영화 이전의 산업별
직업그룹 단위 교섭체제로부터 기업별 교섭체제로의 전환이다. 민영화 직후
각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산업별 교섭이 각 회사가 갖는 독특한 요구와 필요
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로 생각하여 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을 서둘렀다. 민영
화 이전의 전력산업에는 직업그룹별로 교섭을 벌여온 4개 교섭단위, 즉 공무기
능직(industrial staff), 사무․행정직(clerical/administrative), 그리고 전문엔지
니어(professional engineers), 관리직(managers) 교섭이 있었다.
[그림 2-2] 민영화 이전 전력산업에서의 직업그룹별․산별 단체교섭 구조

SMG
NJC

NJB
NJIC

SMG : senior managemenr group
NJB : professional engineering staff
NJC : clerical and administrative staff
NJIC : industrial staff

그러나 민영화 이후 1993년부터 기업별 교섭체제로 바뀌면서 회사내 직업
별 교섭단위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51) 직업별 교섭단위가 없어져 회사별로 하
석탄발전소 운영의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함으로써 가능하
게 되었다고 한다(The Financial Times, 1997, 7. 2).
51) National Power, Yorkshire Electricity, Scottish Hdro-Electric, East Midlands Electricity,
Southern Western Electricity는 기업별로 직업그룹별 3개의 단체교섭그룹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Seeboard와 Eastern Electricity는 2개의 교섭그룹, 즉 공무기능직/
사무직 교섭과 전문엔지니어, supervisors 및 전문․행정직 교섭으로 개편하여 교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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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일 협상테이블 방식으로 통일되거나52) 혹은 하나의 회사 내에서도 사
업본부별로 교섭이 분권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53) 이처럼 기업별 교섭 혹은
기업내 교섭구조로 바뀌면서 직업그룹간의 노동조건의 통일과 조화가 함께 이
루어졌다. 그리고 사업본부별 교섭단위가 수립되면서 사업본부별로 노동조건
이나 임금 등의 차이를 가져와, 회사내 핵심노동자와 주변노동자들간의 양극
화 그리고 사업본부간에 노동조건의 점진적 확대로 귀결되었다. 이는 또한 외
부노동시장과 나란히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별 교섭체제는 그동안 직업그룹별로 달랐던 임금구조를 통
합된 임금체계(integrated structure)로 바꾸었다. 이리하여 기업별 교섭구조의
수립은 기업별 고용관계의 수립으로 귀결될 수 있었다. 또 Welsh Water와
South Wale Electricity를 포함하는 multi-utilities인 Hyder에서는 수도․전력
과 고객서비스를 포함하는 세 부문을 함께 묶어 교섭단위로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의 분권화라는 겉으로 드러난 변
화 이외에도 기존의 산업 전체에 걸친 직업별 연대의 틀을 약화시키고 교섭구
조의 파편화․분산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직업그룹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
직구조의 취약성, 복수노조의 약점, 분권화된 구조 아래에서 효율적인 대응체
제 구축의 어려움 및 노조의 자원부족이라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54)
고 있다(IDS Report, No. 665, 1994, p. 26).
52) 민영화 이전의 산업별 직업그룹 교섭체제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자가 제각기 달랐
으나 민영화 이후 기업별 교섭체제가 되면서 각 전력회사들은 이처럼 달랐던 단체협약의
만료일자를 통일하기 위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그룹들에게 일정하게 일시금을 지불하
는 방식으로 직업그룹간의 다른 교섭날짜를 통일했다. 그리고는 이들 직업그룹을 대표하는
노조들과 한꺼번에 일괄교섭을 벌이는 방식(single table bargaining)을 채택했다. 거의 모
든 회사들이 단일교섭테이블 방식을 채택했다(IDS Report, No. 665, 1994. 5, p.25 ; DS
Report, No. 757, 1998, 3, p.21).
53) 회사내의 직업그룹별 교섭이나 단일협상테이블 교섭 이외에도 일부 회사들은 사업본부별
교섭방식을 도입했다. 사업본부별 교섭제도는 점차 확산되어 1998년 현재 Scottish Power,
National Grid, Northern Electric, Seeboard, Scottish Hydro-Electric, Yorkshire Electricity
등 6개 회사에서 사업본부별 교섭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The Northern Electric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7개 별도의 사업본부별로 노조간의 공동교섭위원회가 만들어져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다(IDS Report, No. 665, 1994, 5, p. 26 ; Unison Electricity Service Group. (1998),
“Agenda, Annual Report and Conference Guide”, p.29).
54) 가령 전력산업에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AEEU(합동기계공노조), GMB, TGWU(운수/ 일
반노조), EMA(전력관리자협회-노조), Unison(지방정부, 국영의료기관, 에너지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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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 경향과 더불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동안의 1년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회사가 7개로 늘어났다. 보통 2년째의 임금인상률은
RPI(소매물가지수)＋0.5%였다. 1997년 들어서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회사(PowerGen, National Grid)도 생겨났다.
3) 노동조건의 통일과 조화(harmonisation)
민영화 이전에는 직업그룹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업그룹별 직
급체계와 임금체계, 승진제도, 휴일 및 각종 수당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민영화 이래 대부분의 전력회사들은 직업그룹별로 달랐던 인사제도를 단일 테
이블교섭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조건을 단순화하고 통일하였다. 이러한 노동조
건의 통일은 횡적인 직업그룹별 노동시장을 약화시키고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
과 기업의 동질성(identity)를 높이기 위한 각 회사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
나 이러한 직업그룹간의 노동조건과 각종 수당의 통일과 조화(harmonisation)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의 핵심적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위에서 살펴본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에서의 노
동시장의 외부화와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나. 노동의 유연성
1) 근무형태의 유연화
모든 전력회사들은 기존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아침 9시∼오후 6시까지)
의 고정된 근무형태가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보다 유
하는 최대의 노조)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일부 직업그룹들을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
면 AEEU는 전기기계․기능공들을 대변한다. 과거에는 전력산업 전체의 기술․기계공 등
을 대표하여 사용자들과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만이었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17개
이상의 개별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부 설치와 운영문제 그리고
각 회사별로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노조원들을 대변하는 문제 등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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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근무형태로 바꾸었다. 이들은 고장, 사고 등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연장근로수당의 비용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대근무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주
로 고객들과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상근무시간이 평일 저녁과 토요일을
포함하는 시간으로, 즉 월∼금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와 토요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장되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주 37∼38시간의 한도
내에서 교대제로 배치되어 일하며, 저녁시간이나 토요일에 일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 4주간 148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당 평균 37∼38시간을 일하는 변형근로를 포함하고 있다.
전력생산회사들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늘리고 연장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제를 채택해 왔다. 이러한 연간 노동시간제는 전력수요가
피크일 때 노동시간을 늘리고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
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Scottish Power의 발전사업본부에 있는 노동자들과
National Power와 PowerGen의 일부 사업장에도 연간 노동시간제가 도입되었
다. 또한 Scottish Power에서는 일부 공무기능직과 전문엔지니어로 하여금 정
상근무 이후에도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1년
에 직급에 따라 550∼90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같은 확장된 혹은 변형된 근무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들이 교대근무제, 토요일 근무, 일정 계절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불편함과 인
력의 시간대별 분산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들은 이러한 근무체제를 수용하는 근
로자들에게는 일시불로 1,000∼2,000파운드를 지급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Scottish Power에서는 1993년 4월 3,000명의 공무기능직들에게 새로운
교대근무체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500∼2,000파운드를 일시불로 지불했
고, 새로운 교대근무체제를 수용하는 1,000여 엔지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
시불을 지급하거나 월급 인상을 해주었다.55)

55) IRS,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43, 1994. 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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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제 임금의 도입
민영화 이후 전력산업의 보상제도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가 몇몇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제(profit-related pay) 임금과 고위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개별계약제(personal contracts) 그리고 성과보상 보너스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다. 민영화 이전까지는 임금이 위계적인 직급과 호봉에 따라 함께 상승했으며
업적에 대한 보상은 직급 상승이나 호봉 상승에 반영되고 간접적으로 이루어
지거나 규모가 적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급제 아래에서는 좋은 업적을 거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호봉승급 대신 업적에 따라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어 보상해 주고 있다. 일정한 직급에 대해 성과에 따라 최저 월급과 최고 월
급액을 정하는데 바로 그 최저와 최고 월급액을 정하고 인상하는 것 그리고 공
정한 업적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된
다. National Power와 National Grid의 업적급제 임금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난해의 임금에 일정비율의 최저 임금인상을 한 뒤 임금
총액의 2%를 개인별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추가로 0∼8% 인상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회사 관리자들의 손에 맡겨진다. 업적평가를 제외
하고는 다른 노동조건은 여전히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개별계약
제(우리 나라의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고위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임금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금 등 다른 노동조건에 관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다. 전력산업에서 전문엔지니어
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리자들은 민영화를 전후하여 개별계약제의 적용을 받음
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2-9>는 각 전력회사별로 성과
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도표로 간략히 작성한 것이
다.
각종 사업성과와 보너스 지급을 연계시키는 제도도 성과급제의 일환으로 도
입되었다. Eastern Electricity의 경우 1997년에 도입된 ‘성공보너스제’(success
bonus schemes)는 각 사업이나 기능부서별로 정의된 사업관련 목표를 달성한
경우 연 200파운드를 분기별로 54파운드씩 나누어 지급한다. South Western
Electricity에서는 1996년 고객만족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일정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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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 지급된다. 여러 전력
회사들에서 판매사업의 근로자들에게 판매점의 판매고를 보너스에 연계시키는
판매점별 보너스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판매점의 관리자들의 월급도 판매
점의 매상고에 연계되어 결정되었다.
<표 2-9> 전력회사의 성과급제 임금과 개별계약제 도입시기 및 방법
업적급제(performance-related pay)

개별계약제(personal contract)

National
Power

1994. 개별계약제 대상자를 제외한 1994. 고위관리자, 1997. 고위 기술직/
모든 근로자 대상, 개인별 목표대비 전문직, 전체 근로자의 1/3 적용.
실적 달성, 5등급제
4등급제

National
Grid

1993. 모든 근로자 대상, 성과급 지
급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4등급
분류. 1999년부터 전면 성과급제 시
행 예정

Eastern
Electricity

1994. 전문직․관리직 대상. 개인별 고위관리자․전문엔지니어와 전문행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5등급으로 분 정직 중 높은 직급
류 임금인상

London
Electricity

1993. 중간관리자 이상
고위관리자/전문엔지니어/전문행정직
중 높은 직급

Seeboard

NORWEB

1997. 콜센터의 고객서비스 노동자,
다른 직급 노동자 대상, 개별 성과
에 따라 임금인상

South
고위 관리자
Western
Electricity
자료 : IDS Report, IRS Employment Trends, IRS, Pay and Benefit Bulletin, IDS Study.
1994∼98년 각호에서 인용.

3) 노동시장의 외부화
전력산업에서 고용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업영역은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electric contracting) 쪽이다. 전력회사의 면허조건으로 횡적 보
조가 금지되고 판매사업과 전력공급사업이 독자적인 사업본부 혹은 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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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되거나 매각되면서 외부 사업자들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 수지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회사별로 이들 사업부서는 상당한 재
조직화와 조직적인 개편, 인원감축을 겪게 된다. 1995년 15개 전력회사들이 고
용하고 있는 판매사업과 전력공사사업의 노동력은 약 19,500여명이었다. 전력
회사들은 판매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직제개편이나
새로운 임금체계의 도입을 통해 동일 지역의 유사한 판매사업에서 일하는 근
로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과 연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임금삭
감 혹은 여러 해 동안 임금을 동결해 왔다.56) 전력회사의 공사사업의 경우에도
외부의 전기공사산업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전기공사사
업을 운영하는 10개 중 8개 전력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며 공사사업
전기공들의 임금을 외부 전기공사산업(Joint Industry Board)에서 합의된 임금
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비용을 줄였다.57) 또는 NORWEB나 Eastern Electrical Contracting과 같이 합리화와 조직개편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MEB
Contracting처럼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따라서 전력회
사의 대다수 공사사업이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과는 반대로 전기공
사산업의 산업별 교섭체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비록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보호하기 위

56) 전력회사들의 판매자회사나 판매사업본부에 고용된 판매직과 사무직들은 판매점포의 폐쇄
에 따라 감원되거나 혹은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임금삭감, 임금동 결
을 당했다(IRS, Pay and Benefit Bulletin, No. 337, 1993, 10, p.7) (IRS,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44, 1994, 1, pp. 12∼13) 전력산업 판매직 노동자들의 2/3가 1995년 현재 임
금동결 상태에 있다(IRS, Pay Benefit Bulletin, No. 378, 1995, 6, p. 3 ; IRS, Pay and
Benefit Bulletin. No. 442, 1998, 2, p.10).
57) Scottish Power의 경우 1992년 외부의 전기공사산업(JIB)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임금수
준을 이 회사의 공사사업본부에 적용하여 사실상 임금을 20%나 삭감하고 2년간 주당 42시
간을 일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임금과의 차액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약 6,000파운드를 일시불
로 지급했다. Southern Electric에서도 전력공사전담 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1992년
외부 전기공사산업의 임금을 적용하였는데 1994년의 경우 외부 전기공사산업의 3.5%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금의 78%를 받고 있다. Midland Electricity Contracting도 1992
년 일시불 지급과 더불어 상당한 임금삭감과 1995년까지 3년간 임금동결, 주 5시간을 연장
수당 없이 일하도록 요구되었다. Seeboard나 NORWEB에서는 월급을 동결하는 대신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IDS Report. No. 665, May 1994, p. 32; IRS Pay
and Benefits Bulletin. No. 376, May 1995 ; June 1995, No. 378).
73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한 단체협약이 있어 임금삭감을 막았고 기존 판매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조건
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보상으로 일시불이 지급되었다. 전력회사들의 판
매사업 조직의 파편화되고 부분적인 성격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이 개별 회사
에서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력공사사업의 단체교
섭은 전기공사산업의 공동산업위원회(Joint Industry Board: JIB)로 옮겨져 기
존 단체교섭구조에서 떨어져 나갔다.58)
이러한 전력회사의 판매사업, 전력공사사업 부문에서의 고용관계의 재편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내부노동시장의 붕괴와 노
동시장의 외부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 임금체계와 직제개편
전력산업에서의 민영화 이후의 직제개편은 임금구조의 개편과 직접 연결된
다. 과거의 산업별 직업그룹 중심의 임금구조가 새로운 회사별로 하나로 통일
된 임금구조(single salary structure)로 개편되었다. 이들 새로운 임금구조와
연계된 직급체계는 과거의 30개가 넘는 직급수를 대폭 줄이고 단순화하였
다.59) National Power, PowerGen, National Grid, London Electricity, Scottish
Hydro-Electric, Swalec처럼 기존 직업그룹별 직급제를 폐지하고 단일직급제
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회사별 직제개편은 그동안 전력산업
의 직제가 동일했던 데서 오는 직업그룹 혹은 직급간의 동질성과 횡적 연계 및
직업별 노동시장의 구조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고 회사별로 특성 있는 구조
가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직급수의 감축으로 같은 직급 내에서 보다
넓은 월급 폭을 갖게 되었으며, 과거의 좁은 직무경계를 없애거나 줄였는데 특
히 전문엔지니어의 일로 간주되었던 단순한 일을 높은 직급의 공무기능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58) Unison Electricity Service Group(1998), Agenda, Annual Report and Conference Guide,
p. 18)
59) 예를 들면 과거 30개가 넘는 직급수를 PowerGen은 11개 직급으로, National Grid는 8개 직
급으로 줄였으며, Scottish Power는 27개 직급을 6개 단일직급으로 단순화하였고 Scottish Hydro-Electric은 공무기능직의 직급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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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전에는 실적에 따라 승급 상승의 정도에 차이는 있더라도, 임금인
상과 더불어 동일 직급 내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연례적인 호봉(scale) 승급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져 소위 연공제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전력회사에서 민영화 이후 점차 일정한 실적이나 목표를 만족시킨 경우
에 한하여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면서 연공제적인 요소가 자취를 감추었다.60)
이러한 연례적인 호봉 승급의 연공제적 요소가 없어진 대신, 모든 회사들에서
업적 그리고 특히 Scottish Power와 Scottish Hydro-Electric에서 기술능력 중
심의 호봉 승급제도의 등장은 업적급제 임금이나 개별계약제의 도입과 함께
중요한 인사제도의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Ⅴ. 민영화의 결과와 교훈

앞에서 살펴본 민영화, 규제제도의 설립, 경쟁의 도입 등 환경적인 변화의
거센 압력은 이들 세 산업의 민영화된 회사들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켜 놓았
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영화된 회사들의 경영전략
과 조직구조 및 각종 고용관련 제도에 매개되어 고용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회사의 구조개편(restructuring)의 결과 효율성과 생산성,
서비스의 질과 가격, 새로운 투자, 고용관계의 성격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러한 전환이 단순히 민영화만이 가져온 것은 아니다. 민영화가 규제, 시장개
방 및 경쟁, 신기술 도입 등 다른 정책이나 환경적 변화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
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에서 언급할 중요한 결과들은 민영
화 및 새로운 규제, 시장개방과 경쟁 그리고 신기술 도입이 전체적으로 결합되
어 나타났다. 또한 그런 결과는 대처(Thatcher)와 메이저(Major: 대처 후임의
보수당 당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민영화된 회사의 근로자․경영진․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역학관계, 영국의 발달된 주식시장과 금융자본,
60) IDS Study, No. 650 1998. 6, ; IDS Report. No. 665, 1994, 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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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의 노사관계의 전통 및 관행 등 영국 사회의 독특한 각종 제도와 각 회
사의 특수한 관행 등을 통해 매개되고 여과되고 중재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
이들 세 산업에서 민영화 그 자체보다도 가격상한 방식의 규제, 경쟁의 도입
이 민영화와 결합됨으로써 상당한 효율성 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이들 필수적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진 효율성 개선은 영국 경제 전
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BT의 경우 민영화 이후는 물론 민영화 이전의 시기에도 생산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1) 전력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효
율은 지역전력회사들의 경우 민영화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분배
효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 이래 전력생산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2배 이상이었고 지역전력회사들의 생산성은 회사마다 크게 다르나 매
년 5∼19%까지의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62) Newbery와 Pollit(1997)의 계
산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영국 경제에 약 70억 파운드의 순가치를 갖
는 혜택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민영화가 가져온 이러한 혜택은 29억 파운드라
는 구조개편의 비용을 빼고서도 구조개편63)된 전력회사들의 운영상의 효율성
61) Parker & Martin(1995)에 따르면, 민영화 이전의 시기인 1977년부터 1985년 초까지 노동생
산성은 매년 6.8% 증가했고 총요소생산성은 11.0%(1981년 초까지), 4.0%(1981∼85년 초)
가 증가했고, 민영화 이후의 시기인 1985년부터 1989년 초까지는 매년 노동생산성은 7.3%,
총요소생산성은 5.8%가 증가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총요소생산성은 7.2%씩 증가했
다(Markou, E. & Price, C.W.(1997), p.6)에서 재인용.
62) Markou, E. & Price, C.W.(1997), pp.6∼9.
63) 전력비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력생산 비용이었는데 이들 전력생산
회사들의 효율성 개선은 주로 원자력과 석탄으로부터 가스로 발전 연료를 전환하고 비용
을 낮추기 위해 석탄가격을 낮춘 데서 나왔다. 1991년 전력생산회사들의 민영화 당시에 발
전에 사용된 화석연료의 92%가 석탄, 7%가 석유, 1%만 가스였는데 1996년에 발전에 사용
되는 연료의 23%가 가스였다. 발전용 석탄사용량은 1991년 7,400만 톤에서 1996년 3,000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가격마저 크게 떨어져, 단위전력 생산당 화석연료 사용비용이 실질가격
으로 45%나 떨어진데다 원자력 발전 연료의 가격도 60%나 떨어져 이들이 효율성 개선의
원천이 되었다(Newbery, David & Pollitt, M. G.(1997), p.270,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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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영화 이래 전력생산사업
을 하는 National Power나 PowerGen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했으
나 지역전력회사나 National Grid의 경우에는 효율성의 증가가 훨씬 낮다고 말
하고 있다.64)
민영화, 새로운 규제, 경쟁의 강화, 신기술의 도입이 몰고 온 비용감축과 서
비스 개선의 동시적 압력은 기존의 양적 서비스생산 방식으로부터 Teleworking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생산 방식’으로 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서비스생산 방식의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앞서는 노동생산성의 상당
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영화 직전의 생산실적의 상당한 개선으로 볼 때
공기업 아래에서 인센티브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영화 직후 생산성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인력의 대폭적
인 감축과 단순한 노동강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서
비스생산체제의 구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65)

2. 민영화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민영화, 시장개방 및 그에 따른 경쟁의 도입이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이들
민영화된 회사 내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아니다. 민영화와 경쟁
의 도입은 각기 다른 고객층과, 이들 민영화된 회사의 경영진, 근로자와 관리
자 그리고 주주들을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갈라 놓았다.66)
먼저 민영화로, 이들 민영화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계층들간의
분배효과가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경쟁사업자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 기업 고객과 대규모 고객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저소득 서비스 이용자들은 은행구
좌가 없어 자동이체 때 주어지는 할인조차 못받고 있다. 이들 저소득 고객들은
자주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전지불제 미터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
64) The Financial Times. 1995. 10. 6.
65) Markou, E. & Price, C.W.(1997), p. 9
66) Markou, E. & Price, C.W.(199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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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화된 게토(ghetto)
구역이 되고 있다(Price, 1997 : 59).
또한 민영화하면서 주식공모에 응한 주주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영
국 정부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
다. 주식공모 때 주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3년간 주식을 보관했다가 팔았
을 때 12건의 민영화로부터는 투자한 금액의 평균 97%의 이익을 볼 수 있었
다. 다른 700건의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약 55% 정도였다는 데 비교하
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67)
민영화된 회사의 이사 등 최고경영진들은 수직적인 급료 인상와 보너스 및
주식옵션 등으로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 반면, 민영화된 회사들의 근로자들 (중
간관리자, 전문직 포함)은 비록 유리한 감원조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했으나 고용수준의 감소에 따른 대량감원의 충격, 판매사업과 같이 매각되거나
자회사로 분리된 비핵심적 사업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과 근로조건의 상당한
저하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인원감축, 인력부족, 실적 달성의 독려와
감시, 보다 공세적인 경영스타일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근로시간의 연장 그
리고 상당한 스트레스 등도 민영화 이후의 근로자들이 경험해 왔다. 그러나 전
력산업의 민영화 후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석탄광부들이다.68)
민영화 이래 이루어진 효율성 개선의 몫을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금으로 차지한 반면, 고객들은 약간의 가격 인하라는 이익밖에 취하지 못했
67) 석탄업과 석탄광부들이 전력산업 민영화가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은 몇 가지 외부요인이 동
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효율의 결합주기 가스터빈발전소(combined cycle gas
turbine station)의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소 건설비가 석탄발전소에 비해 반감되고 신
속해졌고, 운영비도 적게 들게 되었다. 또 유럽공동체(EU)가 그동안 금지해 왔던 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해제했으며, 또한 유황에 대한 배출기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한, 전력생산
회사들의 석탄 의무구입의 완화 등이 전력생산회사들의 비용감축 전략과 맞물려 발전연료
가 석탄, 원자료 연료로부터 가스로 급격하게 바뀌는 ‘dash for gas’ 현상이 나타난다. 이
리하여 발전 연료로서의 석탄소비의 감소(1991년 7,400만 톤에서 1996년 3,000 톤으로), 석
탄가격의 폭락 등으로 석탄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84∼85년 영국 광부파업 당시
25만명이던 석탄광부가 1994년에는 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이전에 석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생산회사들로 하여금 석탄을 국제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하였으나 민영화 이후에 그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Newbery,
D. & Pollitt, M.(1997), pp.270∼271 ; Observer. 1997. 12. 21.).
68) Newbery, D. & Pollitt, M(1997).
78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다.69) 예를 들면 민영화 5년 만에 전력의 단위생산비용의 감소가 전력생산회
사의 주식가격의 250% 이상 폭등으로 나타났다.70) 이리하여 민영화는 상당한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기보다 오히려 커다
란 실망감을 남겨,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재국
유화 여론이 민영화 지지 비율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71)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하자 민영화된 과거의 공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
용하여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중 일부를 초과이득세(winfall
tax)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3. 서비스의 가격과 질
각 규제기관들은 민영화 이후 공공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장지배력을 이용한 독점가격의 설정, 서비스의 질보다 양과 이윤을 우선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점차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매물가지수보다 이들 서비스의 요금
이 서서히 오르거나 떨어졌다는 점에서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전력산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산성 증가의 몫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받지 못하고 주로 주주
들이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주택고객들은 산업고객이나 상업고객만큼 혜택을
보지 못했다.
경쟁의 도입과 횡적 보조의 금지는 각 서비스의 가격재조정(price rebalancing)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고소득의 가정에 큰 혜택이 돌아간 반면, 연금생
활자들이나 저소득자들처럼 기존의 횡적 보조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아온 사
람들에게는 불리해졌다. 사전지불제 미터기를 이용한 저소득자들의 경우 연료
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겨울에 사전지불한 요금이 다 소진되어 전력이나 가스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단체에서 거센 항의를 해 왔다.
69) Newbery, D. & Pollitt, M.(1997), p.271.
70) The Financial Times(1997. 1. 17.)
71) Markou, E. & Price, C.W.(1997), pp.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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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의 경우 경쟁과 규제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회선을 많이 이용하고
장거리통화를 많이 하는 대규모 산업 및 상업고객들이 주택고객보다 인하의
혜택을 더 많이 보았다. 1984년 민영화 이후부터 1997년까지 주택고객과 기업
고객들의 기본요금(라인임대료)이 실질가격으로 약 7.5% 오른 반면, 규제대상
이 된 시내요금은 실질가격으로 약 36.6%, 시외전화는 약 16∼81%, 국제전화
는 1990년 이후 45%까지 인하되었다.
전력요금은 전력생산 비용의 비중이 크고 비용의 6%만이 가격상한 규제를
받고 나머지 80%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생산과 배전 부문에서
경쟁의 도입과 그 성공에 달려 있다. 민영화는 전력의 원료인 석탄가격의 인하
에 따라 약 8% 가량의 주택전력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는데도 초기에는 실제
로 주택전력요금의 인상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1994년 주택전력요금은 1988년
평균보다 30%나 높았고 중간규모의 고객들은 5∼8%의 높은 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Offer는 전력요금 재검토 후 1995∼97년 사이에 송전비용 20% 인하, 배
전비용 21∼30% 가량을 내리도록 하고, 좀더 엄격한 가격상한 규제를 하기 시
작했다. National Power와 PowerGen 등은 규제기관의 개입위협을 받고서야
지역전력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전력도매요금을 인하했다.
규제는 평균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면에 가격재조정과 비용
전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원료의 구입가격 인하와 생산성 향상의 혜택
이 거의 전적으로 상업 및 산업고객을 위한 경쟁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주택
고객들의 이익은 희생되었다.72) 가격상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정보
부족, 민영화된 회사들이 갖는 시장지배력, 규제기관에 대한 저항력 등으로 이
들이 가격을 조작, 차별화하고 접속협상 등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는 등 시
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규제기관 역시 한계를 드러내었다.
민영화 직후 BT는 이윤을 우선하여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고 서비스 질을
등한시하였다. 이리하여 통화완료율, 공중전화 고장률, 고장수리의 신속성 등

72) 총공중전화 설치대수가 민영화 후 고정되었다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화고장 신고 후 2일 이내 수리완료율이 1988년 이래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전화번호 문
의시 15초 내 응답률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Markou, E. & Price, C.W.(1997), Table - 8,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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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민영화 전보다 떨어져 1987년 공무기능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후해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Oftel(통신규제기관)가 6개월마다 서비스의 질을
공개하고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가하는 압력을 가하면
서 공중전화 총설치대수, 전화고장 신고 후 신속한 수리, 전화번호 문의시 신
속한 응답 등 BT의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었다.73)
전력산업에서는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질을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벌금제
와 병행해 도입했는데 각각의 조사항목(전력공급 중단의 예고, 고장수리 시간
약속위반, 회사공급 퓨즈의 고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이래 보통 민영화된 회사들이 저소득층(낮은 양의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실적이 좋지 않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꺼리기 쉬운 가능성에도 불구하
고, 통신과 전력산업에서의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공급 중단의 극적인 감소는
이들 회사들이 공공서비스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74) 고객들
은 점차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수준
도 대부분 개선되었다.

4. 새로운 투자와 네트워크의 건설
BT는 매출액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 민영화 직전과 직후에 22∼26%으로 유
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점차 20% 미만으로 줄었는데 이는 경쟁과 엄격한 규
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와 더불어 도입된 시장개방과 경쟁은 통신
망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경쟁 통신업자들이 BT의 통신망과 경쟁할 수 있
는 대안적 통신망(alternative network)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에서는 ‘Gas for dash’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전력생산업
자들이 다투어 결합주기 가스터빈발전소(Combined Cycle Gas Turbine Station) 건설에 뛰어듦으로써 전력생산을 위한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전력
73) Markou, E. & Price, C.W.(1997), pp.12∼18.
74) Utility Week, 199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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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장의 개방과 전력생산회사들의 시장지배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
정된 전력가격 때문이다. 또한 전력공급시장으로부터 사업을 다변화하여 전력
생산시장에 진출하려는 지역전력회사들에 의한 발전시설투자도 크게 늘어났
다. 이러한 투자의 급증으로 기존 전력생산회사들의 발전설비의 과잉 그리고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사양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전력회사들은 배전선
로에 투자한다면서 유리한 가격상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제대로 투자하
지 않고 이를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75) 전력회사들은 공동구
입, 수송, 그리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서 절약하려고 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이들 산업에서는 장기적인 회수를 요하는 투자에 단기적인 일
이나 사업 등 큰 비중을 두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식의 투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좀더 위험이 큰 기술의 발전을 지연
시킬 수도 있다.

5.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민영화와 시장개방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 영국의 통신․전력․가스산업은
그야말로 재탄생의 고통과 기회를 맞이하였고, 아직도 그러한 탈바꿈의 와중
에 있다. 이 과정에서 BT와 전력회사들의 고용관계는 그 내용과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 변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첫째, 평생직장이 보장되던 고용안정이 사라졌다. 이들 회사에서 민영화 이
후 1997년까지 대략 26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공기업 시절 종신고
용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던 두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사기와 의욕
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변화였다. 앞으로도 감원은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자동화․전산화․합리화에 따라 필요한 부서별로 계속될 것이다.
둘째, 고객서비스센터나 콜센터 그리고 현장 선로기능직 등에서의 서비스생
산 방식이 신기술의 도입과 작업조직의 개편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적은 인원
으로 쉴틈없이, 신속하게,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5) Markou, E. & Price, C.W.(1997),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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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전자통제가 점차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셋째, BT에서는 단체교섭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로 남아 있으나 반면 전
력산업에서는 단체교섭이 점차 분권화․파편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직업그
룹간의 횡적인 연대가 약화되고 기업별로 노동조건의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졌
으며, 다른 한편 사업본부별로 차이가 서서히 나타났다. 또한 교섭의 분권화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불일치가 발생하여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부족과 복
수노조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넷째, 성과급제와 개별계약제가 서서히 혹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기존의
집단적․일괄적인 임금인상 대신 개인별 실적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
는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 상실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관계의 개별화를
의미하고 있다.
다섯째, 단일직제로의 직제개편과 작업의 조직화로 직제가 단순화되면서 직
업별 구분이 엷어지고 직무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분적으로 다기능화와 복합
직무화 등 기능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관료적인 성격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관
리계층의 축소로 근속에 따른 승진이나 호봉 승급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섯째, 모든 회사에서 유연적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교대제 근무로 저녁시
간과 주말까지 고객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정상근무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와 더불어 연간 노동시간제, 주간 변형근로 등 근무시간이 유연화되었다.
일곱째, 대규모 감원으로 고용수준을 너무 낮추어 인력부족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
일부 직무에서는 이는 전자감시체계와 연결되어 노동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
하고 직접적인 그리고 통계적 통제를 가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거나 높
은 이직률을 보였다. 이처럼 낮은 고용수준은 각 회사별로 비용감축을 위한 전
략과 결합하여 자주 ‘공격적인’ 경영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여덟째, 판매사업과 전기공사사업 등 주변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부터 분리
되어 외부와의 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이들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
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들의 노동시장이 외부화된 결과이다.
민영화와 그에 따른 기업의 구조개편의 결과 이처럼 개별적인 고용관계에서
고용불안,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형태와 노동시간 연장, 성과급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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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 단체교섭의 분권화, 직제개편 및 감시의 강화, 노동조건의 악
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상대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영화 이래의 개별적인 고용관계의 큰 변화에
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이 ‘협상․참여를 통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실용주의적
전략으로 이처럼 과격한 변화를 큰 갈등 없이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진에
게 협조한 결과로 보여진다. 노조가 변화의 윤활유가 되어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
하는 민간기업으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
거의 안정적 노사관계의 전통과 경영진들의 끈질기고 인내심 있게 노조와의 대
화와 협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은 격화되는 경쟁적 환경 속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잠재적 불만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성이 경쟁이 보다 전면화되는 1998년 이후 새로운 21세
기 초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언급한 효율성의 개선과 생산성 증가의 상당부분이 노동자들의 감원
과 ‘노동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개별적 고용관계에서의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
동강화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 몫이 이들 민영화된 기업들의
일부 이사들의 대폭적인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주식옵션 인상 그리고 주주들
에게만 돌아가고 노동자들에게는 약간의 월급 인상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민영
화의 불평등한 분배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신보수주의가 기세를 떨
쳤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영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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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심

창

학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본 연구는 프랑스 민영화 추진과정 중에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형태와 그 역
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노조 및 사용자단체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고 있는가, 이러한 입장 및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갈등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결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결이 민영화에 미친 결과 및 영향은 무엇인지에 초점
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세계는 민영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시작된 민영화 열풍은 시대적 혹은 국가적으로 일정한 차별성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간 실질적인 정책 시행은 없이 논의만 계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의 등장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영화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중 노사관계로 불리는 노사
갈등이 해결해야 될 주요 사안으로 대두될 것은 분명하다.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경영 방식, 고용 규모, 임금, 노동자의 복지 측면에서의 변화 등을 생각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집단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민영화를 겪었던 서구 국가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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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된 바 있다. 따라서 서구 국가에서 민영화 추진과정 중 보여지는 노사의
갈등 문제, 특히 노조집단의 반응과 이의 정책결정 참여방식 및 합의가 민영화
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은 민영화라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
국가마다 어떠한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학문적인 연구성과 외에 한국에
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현
실적이며 실질적인 유용성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프랑스와 한국의 유사성 부문이다. 서구의 여타 국
가들과 비교하여, 특정 정책결정 및 실시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흔히 ‘국
가지시형 민영화1)’로 불릴 정도로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 민영화 방식의 결
정, 민영화 속도 및 폭이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
부에 의하여 결정된다2). 이러한 국가 역할의 증대 현상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까지 보아왔던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하겠다. 향후 한국 국가의 역할이 축소
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민영화 추진
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사례는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 정도를 규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노사갈등의 해결방식에 있어서 프랑스적 특수성이다. 프랑스는 정부안
이 일단 발표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핀 뒤 당사자들과 협상을 시작한
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안 작성 때부터 정치 및 사회 각계의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북구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사
대표자들로 대표되는 당사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의 해결을 위한 ‘협상기제’로
1) Cf. Michel Bauer, “The Politics of State-Directed Privatisation : the Case of France”,
West European Politics, 11/4, Oct. 1988, pp. 49∼60.
2) 프랑스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민영화는 ‘자연발생적인 민영화’라고 불린다. ‘국가지시형’과
‘자연발생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유럽법 콜로키움에
서 발표된 논문 참조(Terence C. Daintith, “Les formes juridiques et les techniques de
privatisation”, Aspects juridiques des privatisations, actes 21e Colloque de droit
européen, Budapest, 15-17 octobre 1991, Les Edtions du Conseil de l'Europe, 1993,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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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는 노사 대
표자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노사정위원회’의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 수준은 전국적 규모에서부터 기업수준까지 다
양하다. 민영화 추진 중에는 사안에 따라 산업수준 혹은 민영화 대상 기업수준
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셋째,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갈등의 해결이라는 특정 과정에서 보여
지는 국가, 즉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다. 기본적으로 노사갈
등의 주체는 노사 양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
능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영화는 국가소유 주식의 민간으로의 이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위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로
서 또는 노사갈등 해결의 중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해결의 결정자로서 다양
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역할변화 분석과 동시에 역할 변화를 가
져오게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프랑스에는 지
금까지 1986년과 1988년 사이, 그리고 1993∼96년까지의 두 차례의 민영화 사
례가 있었다. 그래서 제1차 민영화 시기에는 13개 기업이 민영화되었고3), 제2
차 시기에는 10개 기업이 민영화되었다4). 그리고 이후 좌파 정부(1997년 6월
3) 13개 기업명과 업종 및 민영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종)
Elf Aquitaine(석유)
Saint Gobain(제지/목재)
Paribas(은행업)
Sogénal(은행업)
BTP(은행업)
BIMP(은행업)
CCF(은행업)

민영화시기
1986년 9월
1986년 11월
1987년 1월
1987년 3월
1987년 4월
1987년 4월
1987년 4월

기업 (업종)
Havas(통신)
CGE(전기통신)
Société générale(은행업)
TF 1(방송)
Suez(은행업)
Matra

민영화 시기
1987년 5월
1987년 5월
1987년 6월
1987년 6월
1987년 10월
1988년 1월

4) 10개 기업의 이름, 업종 및 민영화가 추진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기업명(업종)
BNP(은행업)
Rhone-Poulenc(화학)
Elf Aquitaine(석유)
UAP(보험업)
Renault (자동차)

민영화 시기
1993년 10월
1993년 11월
1994년 2월
1994년 5월
1994년 11월

기업명(업종)
SEITA(담배)
Usinor-Sacilor(철강)
Bull(전산)
Péchiney(알루미늄)
AGF(보험)

민영화 시기
1995년 2월
1995년 7월
1995년10월
1995년12월
199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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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에 의한 프랑스 텔레콤의 부분민영화, 1996년 말 분할인수 방식을 통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무위로 끝난 톰슨(Thomson)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민
영화 추진과정 중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그 해결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경우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르노
(Renault), 철강회사인 우시노 사실로(Usinor Sacilor), 그리고 톰슨(Thomson)
사가 그 주요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시기상 1993년 이후에 민영
화되었거나 민영화 결정이 이루어진 기업들로서, 르노의 경우는 프랑스의 상
징적인 기업으로서 민영화에 대한 노조 및 좌파계열 야당의 반대는 결국 자본
개방이라는 부분민영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우시노 사실로는 대표적인 철강
회사로 르노와는 다르게 민영화 시행 이전에 ‘사회협약’(Accord social)이라는
노사타협을 통해 민영화가 성사된 경우이다. 톰슨은 외국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프랑스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민영화를 이루려다 결국 반대에
부딪쳐 무위로 돌아간 경우이다. 다른 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비교하여 흥미로
운 점은 톰슨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업내의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 간부들도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일정부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영화 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던 유일한 경우로 톰슨이 기록될 것이다5).
본 논문에서는 1993년부터 진행된 제2차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민
영화 결정의 배경, 노사갈등의 본질과 해결방식, 이의 결과와 민영화간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5) 당시 실패한 톰슨의 민영화 시도는 현재 좌파 정부에 의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1998년
7월 말 현 좌파 정부는 톰슨계열회사 중 톰슨 멀티미디어(TMM)에 대해서 이 회사 자본의
30%를 프랑스의 Alcatel, 미국의 Microsoft, Direc TV, 일본의 NEC 등 4개의 기업에게 각
각 7.5%씩 매각하는 ‘부분민영화’의 의향을 밝힌 바 있다(Le Monde, 1998.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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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

1. 민영화의 배경 및 목적
두 차례에 걸친 프랑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1차적인 배경6)은 정치적․이데
올로기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36년부터 최근까지
보여준 공기업의 소유 주체의 변화 역사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7). 1936년
의 전기, 철도회사의 국영화, 1982년의 5개의 상공업 분야 기업, 39개의 은행,
2개의 금융회사에 대한 국영화 정책 시행은 모두 좌파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진행된 대규모의 국영화 정책이 실시될 때도 당시
정부 수반은 우파의 드골(De Gaulle)이었으나, 좌우 연립정부로서 당시 경제․
사회 분야에 실시된 정책을 보면 좌파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많은 정책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986년의 제1차 민영화, 1993년의 제2차 민영
화는 우파 정부의 작품이다8). 이렇게 볼 때,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실시의 주
요 요인의 하나로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민영
화 정책은 1997년 6월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출범한 좌파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9).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좌파=국영화, 우파=민영화
6) 민영화 추진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생략한다. 일반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유승민,「민영화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
고」,『KDI정책연구』, 제18권 제1호(1996 봄), 158∼163쪽.
7) 이에 대해서는 Roland LASKINE, LES PRIVATISATIONS : enjeux stratégiques et
opportunités boursières, Paris, Les Editions d'organisation, 1993, pp.12∼13.
8) 특히 1986년의 민영화 추진은 그 이전의 총선에 대비한 우파 정당들의 선거 공동강령에서
이미 제시되었었다. 이들의 선거 공동강령 20개 항목 중 13번째 항목이 민영화에 관련된 것으
로 “서구의 여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회사, 정보산업 등 경쟁 분야들의 기업들을
민간 주도하에 놓이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Michel Durupty, “Les privatisations en
France”, Notes et Etudes documentaires, No.4857, 1988/7, p. 32에서 재인용).
9) 1997년 10월의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에 대한 부분민영화(전체 지분의 20%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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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식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민영화 배경요인으로서 기존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인
이 아닌 다른 요인, 즉 경제적․재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
실 198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측면은 민영화 배경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
하지 않았었다10).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
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1993년에 민영화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유럽 통합의 움직임은 재정적․경제적 면에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
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1991년 마스트리치 조약의 협정과 함께
유럽경제․통화연합(EMU)은 유럽 제국에 대해서 회원국으로 남아 있기 위해
서 준수해야 될 몇 가지 경제지표를 제시한다. 이 중에서 프랑스 입장에서 가
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이다. 1993년 당시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318조 프랑으로 GDP의 4.43%를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이 부문에 있어서 유럽경제․통합연합의 제시기준은 3%로서, 이러한 재정적
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민영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던 것
이다11). 다시 말하면 1993년 이후의 민영화 정책 실시의 배경으로서 기존의
좌․우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배경보다는 경제적․재정적 배경이 더 중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적 측면 고려에 의한 민영화 정책은 1996년에
출범한 좌파 정부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의 공산
당마저도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후퇴하여 공기업 자본의 ‘소규
모적 개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12). 이렇게 본다면,
각), 1998년에 예정인 에어프랑스(Air France)에 대한 20% 매각을 통한 부분민영화가 대표
적인 사례이다.
10) 1986년 당시 우파 정부가 내세운 민영화 추진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① 갈수록 경쟁이 치열
해지는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신축성 있는 조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의 관리 및 규제의 완화 ② 국영기업 경영자의 정치적 성격의 임
명 배제 ③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의 간섭 배제를 들 수 있다(신용대,「프랑스 공기
업의 민영화 정책과 시사점 - 톰슨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글로벌 기업으로서 성공
적인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삼성인력개발원 국제경영연구소, 1997, 65쪽).
11) Mairi, Maclean, “Privatisation in France 1993-94 : New Departures, or a Case of plus
ca change?” West European Politics, Vol.18, No.2, April 1995, p. 282.
12) Nicoel Kuhn, “Le role du Gouvernement lors des privatisations”, La revue du trés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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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에서 민영화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재정적․실용적 측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민영화의 특징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의 첫 번째 특징은 민영화 개념 정의이다. 프랑스에
서 민영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좁은 의미, 즉 해당 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완화라든가 시장구조의 변화
등은 민영화 논의에서 제외된다13). 둘째,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경쟁
부문의 공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경쟁부문의 공기업이라 함은 민간
부문과 대등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은행, 금융회사, 상공업부문의 기업, 보험회사가 대표적이다14). 경쟁부문의 공
기업은 공공서비스 수행이라는 강한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15)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1986년 민영화 관련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영화
대상 65개 기업은 모두 경쟁부문의 공기업들이었다. 1993년 법에 명시되어 있
는 21개 민영화 대상기업들 중에는 Air France와 La Compagnie générale
maritime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쟁부문의 공기업들이다.
이와 같이 민영화 대상기업에 공공서비스 수행기업들이 제외되어 있는 배경
에는 첫째, 여건 미성숙을 들 수 있다. 공공서비스 수행기업의 직원들은 신분
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복지부문에 있어
서 공무원들과 대등한 혹은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
6, juin. 1998, p.311.
13) 이러한 정의는 프랑스 민영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86년 7월과 8월에 공포된 두 개
의 법과 1993년의 7월의 민영화 관련 보완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Cf. 정부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1986년 7월 2일, pp.8240-8241 ; 민영화 적용 양식에 관한 법,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1986년 8월 7일, pp.10255-10259 ; 민영화에 관한 법,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1993년 7월 21일, pp.9695-9697. 한편 이들 법의 내용에 대한 비교는 심창학,「프
랑스의 민영화」,『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pp. 127∼133.
14) Nicole Kuhn, op.cit., p.308.
15) 예를 들면 EDF(전기회사), GDF(가스회사), SNCF(국영철도회사), RATP(국영지하철회사),
France Télécom, Air Fran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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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이들 기업의 민영화는 해당 기업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로 특정 공공서비스부문에 대한 프랑스 혹은 프랑스인들의
공공성에 대한 애착을 들 수 있다. 철도, 운송, 통신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로
적어도 이들 분야에서만큼은 ‘영리성’이 아닌 ‘공공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
다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다. 사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각
국에서 국영기업이 생겨난 것은 민간 기업들이 시장원칙을 통해 생산해 낼 수
없었던 공공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배경하에서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시장실패
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영기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
분야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16).
프랑스 공기업 민영화의 세 번째 특징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위원회
(Commission de privatisation)의 기능과 역할이다. 1986년 8월의 민영화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 위원회의 역할로서는 민영화 수행시 주요한 요소인 민
영화 대상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공매가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민영화위원회에 대한 민영화 대상기업의 자산평가 권한 부
여는 재산권 보호에 대한 1789년의 인권선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 자
산평가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채권자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유능한 전문가
혹은 전문가집단(예: 민영화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
다17).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 동안 위원회 위원은 기업경영에 관련되는
어떠한 직책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18).
1993년 법개정 이후 민영화위원회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장외매각시 매입

16)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성역’ 분야도 깨어지고 있다. 1997년의 프랑스 텔레콤, 1998년에
예정인 에어프랑스에 대한 부분민영화가 대표적인 경우로, 앞으로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유
럽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성역’ 분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7) Ibid., p.312.
18) 현 위원장은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삐에르 로랑이고, 위원은 재계․금융계 인사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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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과 양도조건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거부권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민영화 추진시 특히 장외매각을 통한 민영화 경우
에 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19).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민영화 방식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민영화 방식으로 자산의 완전매각을 통한 완전민영화 혹은 부분민영
화, 그리고 민영화 시행 횟수에 따른 일회적 민영화와 단계적 민영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상장을 통한 장내매각과 안정주 구성, 종업
원지주제, 그리고 기관투자자를 통한 장외매각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르노는 부분민영화의 대표적인 경우로 내부적
으로 장내매각과 안정주 구성(Noyaux durs,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단단한 씨),
종업원지주제, 기관투자자를 통한 장외매각이 동시에 사용된다. 우시노 사실로
는 국가가 자산의 8%만 소유하는 사실상 완전민영화의 경우로서 여기서는 특
히 기관투자자가 53%를 차지하는 기관투자자 중심의 민영화였다. 반면 1996년
우파 정부의 톰슨의 민영화 방식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분할인수방식이었다.
톰슨계열 기업 중 방위산업은 프랑스 기업에게, 그리고 가전 및 통신기기부문
의 톰슨멀티미디어는 한국 기업인 대우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노조 및 사회단체의 반응
및 압력, 정부 및 사용자단체의 대응 등 노사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민영
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
의 노사관계의 향방에 따라 정부의 초기 결정 그대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 방식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하겠다.

3. 노사관계의 형태와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관계 혹은 사용자대
19) 나중에 보겠지만, 1996년 당시 정부가 외국의 특정회사에로의 매각이라는 장외매각 방식을
통한 톰슨사의 민영화를 결정하였을 때, 민영화위원회의 반대의견 제시로 무산되었던 것은
이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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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체와 노동자대표 단체의 관계 등 2자 관계를 가리켰다. 하지만 19세기 말
의 이러한 노사관계에 국가 권력의 개입 현상이 비롯되면서 오늘날의 노사관
계는 던롭(J.T. Dunlop)이 정의한 바와 같이 ‘사용자, 노동자, 정부 사이의 상호
관계의 복합체’로 인식하게 되었다20). 이러한 정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단지 노사관계라는 말 대신에 직업관계(relations professionnelles)라는 용어가 더 잘 사용될 뿐이다. 직업관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임금
노동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집단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 임금, 노동
조건, 노동자의 지위, 기업경영 등이 이에 포함된다21).
프랑스 노사관계의 당사자 중 노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현재 활동중인
노조들 중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대표권을 가진 조합’은 전부 5개이다. 여기서
‘대표권을 가진 조합’이란 5개의 기준(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조가 사용자로부
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적 성격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는 단체교섭권, 기업내 종업원대표제에 있어
서 후보자 지명권, 다수의 정부 및 협의기관에 대표를 선정하는 권리 등을 부
여받는다22). 5개 노조 중 전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는 프랑
스노동총연맹(CGT)이다. 1895년에 설립된 CGT의 이념적 성향은 무정부주의,
사회개량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공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마르크스주
의적 색채는 많이 약화되었다. CGT의 중심세력은 숙련육체노동자이고, 금속,
건축, 화학, 시경영 및 보건, 위생부문이 이 노조의 핵심분야들이다. 그리고 여
타 노조들과 같이 산별노조들과 지리적 구분에 기초한 지역노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FO(노동자의 힘)는 CGT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간섭에 반발하여 1948년에
설립되었다. 철두철미한 반공주의로서 FO는 단체교섭을 조합활동의 주요 요

20) Dunlop, J.T. Industrial Relations System,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58,
p.5 ; 정종진,『노사관계론 -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서울 : 법문사, 1992, 15∼16쪽에서
재인용.
21) Jacques Fournier, Nicole Questiaux, Jean-Marie Delarue, traité du social : situations,
luttes, politiques, institutions, Paris, Dalloz, 1989, p.237.
22) 그래그 뱀버, 러셀 란즈베리 편저, 이태헌 역, 『국제비교 노사관계』, 서울 : 한국노동연구
원, 1993,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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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보는 한편, 어떤 정당과도 무관하게 근로자의 일에 관한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O는 공공부문의 하이트칼라 노동자와 기술․전문직
집단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에 결성되어 5대 노조 중 가장 늦게 결성된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
(CFDT)은 1970년대에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주관리를 지지
하였다. 한때는 지향 이념이 급진주의적으로 됨에 따라 CGT와 경쟁관계에 놓
이게 되었으나 1979년 이후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하여 현재도 이를 유지하
고 있다. CFDT가 가장 강력한 곳은 금속, 화학 및 석유산업, 보건위생, 금융
및 보험산업 등이다.
이상의 노조23)들로 대변되는 프랑스 노동운동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
원주의(복수주의), 경쟁과 분열, 재정 및 조직 자원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즉 한
기업 내에 여러 개의 다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노조들이 활동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통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더욱 떨어져 연구자에 따라서는 1970년대
중반의 23%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12%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다양한 노조의 다원주의와는 달리 사용자측은 전국수준에서 프랑스
사용자전국연합(CNPF)이라는 사용자단체하에 결속되어 있다. CNPF는 기본
최저임금률이 산업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제외한 단체교섭에 참여
한다.
<표 3-1> 프랑스노조 가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1976

1983

1986∼88

2,074

1,622

1,031(1987)

FO

926

1,150

1,108(1987)

CFDT

829

681

600(1988)

CFE-CGC

325

307

241(1986)

CFTC

223

260

250(1987)

CGT

자료: 그래그 뱀버, 러셀 란즈베리 편저, 이태헌 역, 앞의 책, 169쪽 재인용.
23) 위의 3대 노조 외에 기독교 계통의 CFTC, 간부급 중심의 CG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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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유형에 대해 클라크 커(Clark Kerr)는 절대적․온정적․경쟁적
그리고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프랑스는 계급투쟁
적 노사관계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의 특징으로는 노동조합은 사용자
와 생활감정을 전혀 달리하는 이질적 집단으로 노사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라
는 것이다24). 프랑스노동조합은 계급투쟁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러한 성
향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혹은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말 프랑스
노조의 성립 당시 프랑스에는 이미 공제조합(Mutuels, 영국의 Friendly societies와 유사)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노조는 공제조합
과 융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제조합
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계급투쟁적인 선명성을 띠게 된다.
단체교섭 수준에 있어서는 공장(기업)수준, 산업수준, 전국수준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전통적으로는 산업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임금 문제도 영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적어도 1년
에 한 번씩, 그리고 임금체계 조정(classification)을 위한 정례모임을 5년에 한
번씩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모임 결과는 단체협약의 형태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에는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사회보
장의 혜택, 직업교육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장(기업)수준에서의 협약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많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협약의 내용에 대
해서 복수의 경영자단체와 노조단체 중 양측에서 한 단체만 서명하더라도 효
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CGT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유효하다25). 게다가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
이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체협약의 효과적인 적
용을 위해 프랑스노조의 조직적 취약성(낮은 노조 가입률)을 보완하자는 긍정
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사용자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더 용이한 협상 체
결을 위해 다원주의적인 노조의 존재 형태 자체를 이용하자는 의도도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노
24) 정종진, 앞의 책, 25쪽.
25) Jacques Fournier, Nicole Questiaux, Jean-Marie Delarue, op.cit.,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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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을 분열시켜 왔으며 특히 소수파 노조( CFTC, CGC) 등에 유리하게 작용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가장 급진적 조직인 CGT와
CFDT는 강경한 접근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서, 개량주의적인 FO,
CFTC, CGC는 타협점을 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Ⅲ. 민영화 추진과정과 노사관계 : 사례연구

1. 민영화 추진 결정의 주체
민영화 추진의 권한을 두고 프랑스 헌법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
다. 헌법 제34조를 보면 기업 재산의 공공 영역에서 사적 영역에로의 이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민영화 추진
결정의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1958년에 개정된 헌법 조
항 중에는 입법부의 권한 분야에 대해서 수상의 이름으로 법안 작성이 가능하
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nation) 정책의 결정과 시행은 정부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성을 의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26).
하지만 일견 이러한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 민영화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특유의 상황논리 중시와 타협의 묘미가 여기서도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의 실질적 권한은 정부가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우선 1993년 민영화 관련법을 보면 민영화 대상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이 배분되어 있다. 즉 규모가 큰 공기업(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서 국가자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경우는 법의 형
태로, 그 외의 경우(고용인원이 1,000명 이하, 매상고가 10억 프랑 이하)는 정
26) Nicole Kuhn, op.cit., 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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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의 결정에 의해 민영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27).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안을 작성,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다
수당이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결정이 의회에 그대
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민영화 추진의 실질적 주체는 정부임
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민영화 일정과 양식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결
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 대상기업의 성격, 경영성과, 사
회적 반응, 대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기업의 민영화 실시 시기를 결정하
게 되는데, 이에 대한 권한은 경제부 장관에 속한 것으로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대상기업은 1986년과 1993년의 민영화 관련법
의 마지막 부문에 각각 65개, 21개씩 일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1986년 법은 민영화 추진기간을 1991년 3월 1일까지로 한정시켜 놓은
데 반해, 1993년 법에는 추진 기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르노, 우시노
사실로, 톰슨사는 1993년 관련법에 명시된 기업들이다.
먼저 르노에 대해서 보면 이 기업의 민영화 추진 결정이 알려진 것은 스웨덴
의 볼보(Volvo)사와 합병이 무산된 직후인 1994년 2월경이다. 당시 정부에 의
해서 르노가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으로서는 우선 프랑스 역사 혹
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르노의 위상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
전 직후의 국유화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르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거
울’이었다28). 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프랑스 국민
에 대한 르노의 이미지는 특별하였었다. 하지만 1984년 기준으로 120억 프랑에
달하는 적자 발생은 르노의 대처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으로서 이를 계
기로 르노는 민족 기업으로서의 기존의 이미지를 많이 상실하였었다. 여기에
편승하여, 르노를 민영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둘째, 외국 기업
과의 국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위해서이다. 이는 주로 회사 경영진의 주장으

27) 민영화에 관한 법,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1993년 7월 21일, 제14조.
28) 예를 들면, 1955년에 3주 유급휴가가 르노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국회에서 이듬해
통과되었다. 1962년 르노에서 실시된 4주 유급휴가제도는 7년 후에 입법화된 것이다. 임금
의 월급제화 실시에서도 르노는 선도 역할을 하였다(Le Monde, 1994.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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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부의 통제하에 놓인 공기업으로 있는 것보다 민간기업으로 그 기업의
지배구조 성격이 바뀐 경우 기업간의 국제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이다29).
한편 철강회사인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알려진 것은 1995
년 1월 말 회사경영위원회(Conseil d'administration)의 한 보고서에서였다30).
기업측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필요성의 논리로는 첫째, 시기적 적절성이다. 지
난 3년간 철강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태에 있었다. 특히 1993년에는 54억 프랑이
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
에 힘입어 경기는 호전되고 있었다. 철강산업의 이러한 상황 변화는 우시노 사
실로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보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경
영진의 판단이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1995년 현재 이 회사의 원천 자본금이
210억 프랑인 데 반해, 부채는 200억 프랑에 달하고 있다. 이 액수는 최대 불황
이었던 199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경영진의 목표였다31). 민영화 지지의 마지막 논리는 장차 재연될 불가피한 시
장 하락에 대한 예비작업 차원에서이다. “우리는 경기순환 맥락에서 민영화 문
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32)”는 회사 경영진의 발언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회사 경영진은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정부의 논리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부는 1995년도에 민영화로 인한 수익을 550억 프랑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업의 민영화는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 동기는 경
제적․재정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29) 프랑스 정부의 한 공식 문서를 보면, 사실 스웨덴의 자동차회사 볼보가 최종 단계에서 르
노와의 합병을 거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서 르노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국영기업이
었다는 사실에 대한 볼보사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A. Griotteray, Mieux pirvatiser,
Evolution du secteur public en France et en Europe : bilan et perspectives,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4, pp.54∼55).
30) Le Monde, 1995. 1. 27.자.
31) 당시 Usinor-Sacilor의 가치는 200억 프랑에서 270억 프랑으로 추산.
32) Le Monde, 1995. 2.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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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결정에 대해서 르노와 우시노 사실로는 정부와 사용주간에 원칙적으
로 이견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기업간의 고유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대외적 신용도, 효과적인 경영, 재정수입 등의 측면에서 두 기업의 민영화
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경영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톰슨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 결정이 발표된 것은 1996년 2월경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톰슨그룹은 방위산업의 톰슨 CSF, 반도체 부문의 톰슨 SGS,
가전 및 통신기기 부문의 톰슨 멀티미디어(TMM)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그 자체보다도 민영화 방식과 민영화 결정과정에 있어
서 여타 기업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며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동년 10월에 발표한 방식은
분할인수방식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은 프랑스의 라가르데르
(LAGARDERE)그룹이 인수하고 가전 및 통신기기 부문의 톰슨 멀티미디어는
한국의 대우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면에 획기적이다.
첫째 톰슨사의 민영화는 일반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
도록 예정되어 있다33). 주지하다시피 1986년부터 진행된 프랑스 공기업의 전
통적인 민영화 방식은 특정 기업이 민영화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식보다는
장내매각과 장외매각을 겸용하고 있다. 이는 장내매각을 통해 대중자본주의를
실현시키고, 안정주 구성 등을 통한 장외매각을 통해 예기치 않은 주식시장의
위기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런데 톰슨사의 민영화는 일반
투자자들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두 번째로, 톰슨사의 민영화 방식은 특히 톰슨 멀티미디어(TMM)의
경우, 외국자본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해 온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결정이
다. 대중자본주의의 실현과 예기치 않은 주식시장의 위기로부터 기업 보호라
는 두 가지 원칙하에 안정주 그룹이 25% 정도의 주를 소유하고, 일반투자자들
은 장내매각을 통해 50%에서 60% 정도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혹
은 외국자본이 소유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자산매각방식
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참여 비율은 1986년 관련법에는 20%를 초과하지 못하
33) 조홍식,「민영화 과정에서 본 프랑스 내 정치적 논의 분석」,『글로벌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유럽시장 진출전략』, 삼성인력개발원 국제경영연구소, 1997,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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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으며, 이 비율은 국가 이익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 하
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가능
한 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1993년에 수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는 외국자본의 20% 이상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
의 실시는 경제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제한 조치도
동시에 두고 있다34). 한 마디로,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대한 경계가 프랑
스 민영화 방식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톰슨 사례는 100% 외국자
본에 기업을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것이었
다.
민영화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톰슨 사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적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과 추진업무의 담당 주체는 경제부 산하의 국
고국(Direction du Trésor)이다. 경제부 장관은 국고국의 도움하에 민영화 대
상기업, 양식, 추진일정을 결정한다. 그런데 톰슨사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
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집권당의 해당 핵심인물들만이 참여하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시라크 대통령은 라가르데르그룹의
회장인 라가르데르 씨와 절친한 사이이며 라가르데르는 시라크 소속 정당인
공화국연합(RPR)의 중대한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 관점에서 르노와 우
시노 사실로에 비해 톰슨의 민영화 결정은 폐쇄적인 밀실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35). 이러한 상황과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톰슨의 민영화 결정
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노조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의 이유로는 고용불안과 기업 경영참가 배제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민영화로 인한 노동 혹은 노동자 권리의 박탈 혹은 제한에 대
한 우려가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논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4) 민영화에 관한 법,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1993년 7월 21일, 제8조.
35) 조홍식, 앞의 논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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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나타난다.
먼저 르노의 경우를 보면 이 기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
적인 존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위상변화에도 불구하
고 르노에 대한 노동자 혹은 좌파 정당의 애착은 각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
을 전제로 하여, 르노 민영화 결정에 대한 노동단체의 움직임을 주시한다면,
첫째 기본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혹은 노동단체별로 일정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는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CGT의 금
속노조의 지도자인 쟝 루이 푸르니에(Jean-Louis Fournier)는 “프랑스의 전통
을 생각할 때 거대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하나의 이단이다36)”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르노의 민영화로 인해 CGT가 그동안 르노회사 혹은 금속산업분야
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 기득권 박탈의 위기감이 반대의 실질적인 이유인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노동단체인 CFDT(Confédération francaise démocratique chrétienne)는 시기별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볼보와의 합병이 거론될 1993년 당시
CFDT는 민영화 선호 입장이었다. 여기서 잠시 CFDT 산하 광산 및 금속노조
지도자인 베르나르 에스펠(Bernard Espel)의 말을 인용하면,
“볼보와의 합병이 추진되었을 당시에 CFDT의 입장은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 즉 상공업분야에서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시되지 않
는 현 상황이라면 우리 노조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수밖에 없다.37)”

다시 말하면 외국자본과의 합병보다는 르노 민영화를 선호하는 것이 CFDT
의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로는 1993년
의 민영화가 민영화 이후의 직원들의 생존 문제에 대한 보장에 대한 약속 없
이,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혹은 해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었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인 논리만 고려된 채 사회적 논리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CFDT의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CFDT는 1994년 4월과 8월의 르노 민
36) Le Figaro, 1994. 8. 18.자.
37) Le Figaro, 1994. 8.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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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대운동에 CGT와 연합전선을 펼친다.
이에 반해 또다른 노동단체인 FO(Force ouvrière)는 르노의 민영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다. 노조의 사무총장인 미첼 휴크(Michel Huc)에 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르노의 민영화 혹은 국영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르
노가 국제경쟁에 직면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CGT 혹은 CFDT와는 달리 FO는 르노의 민영화
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르노의 경제적․사회적 비중을 생각할 때 직원들의
생활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민영화 양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것을 FO는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시노 사실로의 철강산업의 경우에도 노동 조직률은 매우 높아서 르
노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민영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에 대한
CGT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고용불안이다38). 이 문제에 대한 우
시노 사실로 소속 직원들의 우려는 기업 탄생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경험
에서 비롯된다. 우시노 사실로 탄생의 역사를 잠시 보면 1948년에 우시노가 먼
저 창설되고 이후 1964년에 사실로가 설립되었는데 두 회사 모두 민간기업으
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불어닥친 유럽의 철강업계의 경기 부진에
직면하자 프랑스는 자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1981년에 철강부문 경
영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법을 통과시킨다. 그후 1986년에 프란시스 메르
(Francis Mer) 씨가 두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합병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그 이듬해 우시노 사실로의 탄생을 보게 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우시노 사실로의 국영화가 이루어진 후 약 10년 동안 약
8만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39). 이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조정
정책 실시와 관련된 것으로 ‘국영화=고용안정’이라는 일반적인 등식이 우시노
사실로의 경우에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만약 민영화가 될 경우 직원들의 해고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38) L'Humanité, 1995. 6. 2.자.
39) 고용 추이가 1984년의 120,000명에서 1994년에는 48,000명으로 감소되었다.(Libération,
1995. 6. 1.자).
107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 이후 정년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문
제이다. 민간 분야와 비교하여 공무원 특히 광산, 철도, 해양 분야의 특수직 종
사자들의 연금 혜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40).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시노 사실로가 민영화될 경우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 입장의 한
이유이다.
톰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의 주체가 매우 광범위하
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즉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간부, 야당, 언론 등이
중심이 되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여론의 폭과 정도
가 상당한 것은 우선 민영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독주에 대한 반
감이 많이 작용하였다. 게다가 TMM의 경우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단 1프랑에,
그것도 한 아시아 국가의 기업에게 매각한다는 사실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자
존심 훼손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매각 결정을 정당화하려고만 애쓰는 정부
의 대응자세가 반대 감정을 더욱 더 부추겼다. 특히 1996년 10월에 있었던 수상
의 국회 연설 내용은 기업 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41). 이에 자극받은 노조는 더욱 조직적인 민영화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
톰슨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대 입장의 이유를 보면, 먼저 CGT의 경우 기
본적으로 톰슨의 민영화는 국가방위, 민족의 독립, 산업 및 기술전략, 고용 등
네 가지 쟁점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로 진단한다42). 그리고 국가의
재원을 고려할 때 민영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
다. 민영화에 대한 해당 노조의 종래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입장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민영화 규
모에 있어서 CGT는 민간자본의 소규모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민영화
40) 민간 상공업 분야의 정년이 60세이고 연금액은 재직중 봉급의 약 50%을 받는 데 비해, 특
수직 종사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0세이고 연금액은 봉급의 70%이다.
41) 당시 수상이었던 알렝 쥐페(Alain Juppé)는 국회 연설에서 “현재 TMM는 1프랑의 가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현 부채는 140억 프랑으로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Le Monde, 1998. 8. 1.자).
42) CGT의 입장은 톰슨의 CGT노조 지도자인 Alain Cunard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Alain
Cunard, “Approche du problème de la privatisation”, Damoclès, No.72, 1er trimestre
1997, pp.5∼6).
108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단기적이고 영리성 추구 목표가 아닌 적어도 중기적이고
전체 산업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톰슨의 경
우는 이러한 차원이 아닌 ‘부채는 사회화, 이익은 민영화’라는 민영화의 종래의
목적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톰슨의 분할인
수 방식을 통한 민영화는 방위산업, 가전, 통신부문에서 톰슨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방식의 내부적 교환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하
다. 따라서 CGT의 입장은 민영화가 아닌 톰슨그룹의 내부적 구조조정을 통한
양질의 노동 추구를 주장한다.
한편, 민영화에 대한 CFDT의 인식은 민영화가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산
업적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 통제하의 연구와 발전을 매개로 한 공공 영
역의 발전과 경영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43).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은 인간을 위하여(POUR L‘homme)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민영화로 인
해 기업은 소수의 손에 움직임으로써 인간에 의해(PAR L'homme) 지배될 위
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톰슨의 경우에는 규모나 대외적인 신용도
차원에서 국영화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는 민족 혹은 국가 전체에게 위험한 정책으로 CFDT는 간주하고 있다.
톰슨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노조집단뿐만 아니라 회사의 간부들도 민영화
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톰슨사의 간부들은 자신들이 민영화 결정
과정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들마저 실업자로 돌변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44). 이렇듯 한 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조와 회사 간부가 공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전례
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43) 톰슨 민영화에 대한 CFDT의 입장은 톰슨의 CFDT노조 지도자인 Nobert Ansquer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Nobert Ansquer, “Approche du problème de la privatisation”, Damoclès,
No.72, 1er trimestre 1997, pp.4∼5).
44) 조홍식, 앞의 논문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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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의 반대 운동의 양태
민영화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민영화에 대한 정치 및 사회단체의 입장
의 유무보다도 이러한 입장이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공론화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을 보면 노조 및 사회단체의 반대
입장이 여론화되어 많은 주목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론화에 실패한 경
우도 목격된다. 우리의 분석대상 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론화에 성
공한 경우이다.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론화하기 위해 노조가 사용한 방
법들로서는 반대 서명운동, 가두시위, 파업, 정당과의 연합전선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3개 기업 중 르노의 경우,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은 CGT이다. CGT는 르노
직원들의 민영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한다. 1994년 4월에 실시된
이 선거에서 전체 투표 참가자의 70%가 민영화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45). 이를
바탕으로 CGT가 두 번째 단계로 실시한 것이 바로 동년 9월 20일의 파업이었
다. CFDT와 함께 조직된 파업에의 참여율은 약 20%에 달했다46). 그렇게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CGT, CFDT의 공동파업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르노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운동은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합 반대 운동이다. 사실 이 두
정당은 좌파 계열에 속하면서도 힘을 합칠 수 없는 역사적․정치적 요인이 상
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두 당이 공동전선을 펼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르노의 민영화에 있어서 만큼은 공조체제가 쉽게 이루어져, 노동단체
와의 공동주관하에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청원서 서명이다. 1994년 8월 19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같은 해 9월 14일
현재 약 3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르노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 운동은 정치 혹은 사회 문제화되어 정부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압
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반대 운동은 프랑스의 한 주요 일간지의 견해대로
기존의 민영화 반대 운동 중 규모면에서나 그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것
45) L'Humanité, 1994. 5. 21.자.
46) Le Monde, 1994. 9.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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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47).
우시노 사실로 및 톰슨 사례에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 입장의 표출 방법은 거
의 비슷하다. 특히 1996년 11월, CGT 주도하의 톰슨 민영화 반대 가두시위에
는 파리와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거행되었고, 파업에는 전체 46,000명
중 18,000명에 이르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4. 노사관계의 해결방식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르노와 우시노 사실로의 경우에
서 많이 목격된다.
우선 르노의 경우, 1994년 2월 민영화 추진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곧 노
조 및 야당의 반대 공세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부문민영화’론이다. 즉 르노의 완전매각이 아닌 자산의 일정비율은 국가가 계
속 소유하고 일부만 민간에게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4월경 회사 경영
진과 경제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계획은 정부측 입장에서 몇 가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막대한 규모의 민
영화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사회의 상징이었던 르노를 ‘떨이’ 매각을 하고 있다
는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또한 정치적 혹은
노동계의 예상되는 반대를 일시에 와해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는 르노 자본의 일부를 계속 소유하는 가운데, 엘프(Elf), 베엔뻬(BNP), 마
트라(Matra)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의 파트너 등과 함께 안정주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로 인한 즉각적인 수입을 확보함과 동
시에 국가는 르노의 이익분배 혜택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르노는 1993년
에 10억 프랑 이상의 수익을 얻은 유럽 유일의 자동차회사이다.
반면에 ‘부분민영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이
계획은 르노의 민영화를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에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정부 내

47) Le Monde, 1994. 8.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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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진정한 민영화로 인해 450억
프랑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러한 자본 개방은 대체로
100억 프랑 정도만을 (국가에)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계획은 르노를
여타 기업과 다름 없는 회사로 만들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민영화 취지에 위배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결의 수단으로서 ‘부분민영화’
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여기서 정치적 해결수단이라는 것은 르노에 대한 정부
의 민영화 의지와,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서로 결합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실질적으로도 정부의 ‘부분민영화’ 실시 결정은 노
조와 야당의 반대 운동의 무마 혹은 적어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48).
두 번째 특징으로 우시노 사실로의 노사관계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개입 및 역할은 르노의 경우와 비슷하나 내용적으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르노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혹은 대안 제시가 아닌 노사
양자간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다. 협상 시기도 민영화가 전혀 추진
되지 않았던 시기로, 이는 순조로운 민영화를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질적으로 1995년 5월 말에 우시노 사실로 민영화에 관한 시행령이 공
포될 예정이었으나 이 협상 때문에 며칠 연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협상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사회협약’(Accord social)이라는 이
름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기업수준의 협약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에 종업원 해고를 피할 목적으로 회사측에 의해 창설된 산업 및 고용 증진
사무소(Sodie)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이 기구를 존속시킨다는
것, 1942년과 1943년에 출생한 종업원에 대해서 특별연금 혜택 부여,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혜택 부여에 대한 정부의 보장 등이다49).
이러한 노사 협상 성공의 요인으로서는 프란시스 메르 회장에 대한 노조의
48)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 것으로서 1994년 8월의 좌파 계열의 한 언론 기사를 보면 그
때까지 민영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던 노조 일부와 야당은 부문민영화론에 대해서 ‘하나
의 승리’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듯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L'Humanité, 1994. 8. 26.자).
49) Le Figaro-Economie, 1995. 6.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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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반응, 노조간의 분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시노 사실로 민영화를
노사 협상 성공의 ‘사회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보겠다는 신임 대통령 작크
시락과 알렌 쥐페 신내각의 의지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
통령 선거공약에서 작크 시락은 “앞으로의 민영화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후
에만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성공적인 노사합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과 정년퇴직 부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였다.
이와 같이 르노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시노 사실로 제철의 노사갈등 해결방
법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닌 노사간의 협상을 통한 양자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민영화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가 정치․사회적 문제
로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민영화 일정의 순조로운 진척에
대한 중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톰슨 사례의 갈등구조는 일반적인 노사갈등이 아닌 정부의 핵심 고위 정책
결정자의 민영화 추진측과 기업간부, 노조, 야당, 그리고 일반시민의 민영화 반
대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대립구조에서 민영화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영화 논의에 종지
부를 찍은 것이 바로 민영화위원회의 반대 의견 제시라 할 수 있다. 사실 톰슨
민영화에 대한 민영화위원회의 반대 의견 제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1986년
프랑스에 민영화 정책이 시작과 함께 설립된 후 민영화위원회는 한번도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경제부 장관의 주도권하에 있는 기구로서, 독립성 부문에 있어
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3년 법개정 이후 민영화위원
회의 독립성은 더욱 강화되어 정부의 유일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이를 증명해 준 사례가 바로
톰슨의 경우이다.
톰슨의 민영화에 대한 민영화위원회의 반대 의견 이유를 보면 ① 프랑스 공
공자금의 투자에 의해 개발된 여러 가지 첨단기술(디스플레이어, 데코더, 디지
털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 ② TMM의 경우 대우가 밝힌 바 있는 TMM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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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 및 고용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대우가 라
가르데르와 약속한 인수 채무에 대한 은행보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다50). 결국 기술이전과 법률적인 면에서 대우의 톰슨 인수는 적격하지 못하다
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톰슨의 민영화를 반
대하는 사회적 여론 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민
영화위원회의 반대에 따라 1996년 12월 4일 프랑스 재무성은 톰슨 민영화 계
획의 유보를 발표한다.
연구대상 세 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해결과정 분석에서 지적해
야 할 것은 기업마다 각각 다른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에 대
한 노조와 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구체적인 노사협의체의 구성과정 없이 자본
개방이라는 부분민영화 방식으로 귀결된 경우(르노), 정부의 지원하에 노사협
의를 통한 ‘사회협약’ 체결로 민영화 반대 여론이 사전에 저지된 경우(우시노
사실로), 관료적․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민영화 결정이 기업간부, 노조, 사
회의 압력, 민영화위원회의 반대 의견 제시로 무산된 경우(톰슨)를 볼 수 있다.

Ⅳ. 결론 :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끼친 영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노사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영화를 둘러싼 지지, 반대의 주체와 이유, 반대 입장의 표
출 양태, 반대 입장에 대한 지지측의 대응, 협상기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사례로는 르노, 우시노 사실로, 톰슨을 선정하였다, 이
들 중 앞의 두 기업은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톰슨은 결국 민영화가 유보된 경우

50) Avis de la Commission de privatisation du 28 du novembre 1996 relatif au secteur privé
de la participation majoritaire détenue par l'Etat dans le capital de la société Thomson
SA, JO. 5 décembre 1996, pp. 17748∼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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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의 과정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3-2>같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그 진행에 따라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민영화 추진과 노사관계 추이
르노
민영화 논의 시작 1994년 2월
시기
민영화 지지 주체 정부, 경영자, FO(노조)

우시노 사실로
1995년 1월

톰슨
1996년 2월

정부, 경영진

정부, 집권당
핵심인물
민영화 지지 논리 민족기업 르노의 역사적 위상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 시기 재정적 이유;
변화;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 적 적절성, 기업부채 탕감
정치적 측면
대외협력 용이
민영화 반대
노조(CGT, CFDT), 야당,
노조(CGT)
기업간부, 노
주체
조, 야당, 언론,
일반시민 가세
민영화 반대논리 르노의 역사적 위상 존종 ;
고용불안 ; 사회보장 혜택감 한국기업 대우
민영화의 사회적 논리 부각 소우려(연금)
에 대한 불안 ;
국가적 자존심
; 밀실정치 비
난
노사문제 해결
정부의 민영화 방식 수정
노사협의를 통한 ‘사회협약’ 정부의 민영화
방식(기제)
체결
결정 유보
민영화 성사
부분민영화(1994년 11월, 국가 완전민영화(1995년 6월, 국가 민영화 유보
여부
지분의 51% 소유)
지분의 8% 소유)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우시노 사실로), 민영화가
추진되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수정을 겪는 경우(르노), 마지막으로 민영
화 방침 그 자체가 유보되는 경우(톰슨) 등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은 아마 노사관계일 것이다. 특히 민영화 방침에 대한 해당기업 노조의 반발
은 향후의 순조로운 민영화 진행을 가름하는 주요 변수로서 등장한다. 우선 강
력한 노조의 반발은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 수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르노 사례이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부분민영화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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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바꾼 데에는 무엇보다도 노조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두 번째의 발견점은 노사(정)협의체의 유용성이
다. 우시노 사실로의 경우에 노조의 반발에 대응하여 사용주는 노사협의체 구
성으로 대응한다. 이후 정부의 지지하에 노조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해 사회협
약을 체결, 순조로운 민영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결국 이 기업의 민
영화 추진 기간은 6개월로서, 일반적인 소요 기간에 속한다51). 반면 노조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일정한 협상기제가 없는 경우에는 민영화 추진 기간은 매
우 길어진다. 르노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고 직상장
을 통한 민영화가 종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세 번째로, 노조 반발의 강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 민영화 추진시 정부의
대응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톰슨사의 노조뿐만 사회의 민영화 반
대 여론이 비등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이 기업의 민영화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 밀실정치였다. 민영화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오히려 민영화 정책의 정
당성만 강조한 당시 정부의 대응자세는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기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반대로 르노나 우시노 사실로의 사례에서처럼 부문민영화 혹은 노
사협의체 구성 도모 등의 방법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민영화에 대
한 반대 여론을 무마 혹은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민영화 효과 부문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공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
차업계에서 르노는 마지막 공기업으로서 이의 민영화는 자동차업계가 푸죠
(Peugeot)와 함께 민간기업에 의한 경쟁체제로 바뀌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나
‘자본 개방’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민영화가 이루어진 관계로 그 효과에는 한계
가 있었다. 반면에 우시노 사실로의 민영화에 의해서 철강업계에는 더 이상 공
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끝으로 프랑스의 공기업과 노사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연구에서 선정한 3개 기업의 사례가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를 대표한다든가, 위의 결론들이 일반화의 성격을 갖는

51)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민영화 추진 기간은 4∼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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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연구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민영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다. 비교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민영
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공기업의 생산성, 수익 등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영
상태는 프랑스의 그것보다 좋지 않다. 본래 민영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의 매각시 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가치가 양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만이 정부측 입장에서도 재정적 수입을 최대한 기대할
수 있고, 노조의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박탈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위기감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한국 공
기업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 목적
이 비단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적인 측면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곧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대량해고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를 보는 노조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차
원에서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협상 상설기구의 설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정부의 졸속 혹은 관료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경계를 요한다. 톰슨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의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결정의 내용보다
더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및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조의 입장을 무시
하는 독선적인 정책결정은 결국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민영화에 대해서 전문가이
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되어 민영화 과정
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좀더 국가이익 보호 차원에서의 민영화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프랑스의 민영화위원회는 설립
당시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부의 견제
기구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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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majoritaire détenue par l'Etat dans le capital de la
société Thomson SA, JO. 5 décembre 1996, pp. 17748∼17750.
◈ 신문
Le Monde ; Le Figaro ; L'Humanité ; Le Figaro-Economie ; Libération(이
상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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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강

수

돌

(고려대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I. 서 론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선진국 독일의 공기
업 민영화 과정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
일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이나 과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의도한 하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와 민영화 과정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민영화의 과정과 결과에서 노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과 조직적 행위가
과연 민영화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독일 사례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사간, 노정
간에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 나라에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많이 던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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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우선 독일 공기업의 개요와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고, 독
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독일 공기업 민
영화의 방법과 구체적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일텔레콤의 사례와 독일연방철도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 독일텔레콤과 독일연방철도 민영화 사례는 1990년대 독
일 공기업 민영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례이고 아직도 민
영화 과정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 시사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방
식과 내용인데, 우선 민영화 문제 일반에 대한 독일노총(DGB)의 입장을 살핀
뒤에, 독일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독일체신노조(DPG)의 입장과 대응, 철도 민
영화에 대한 독일철도노조(GdED)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앞서 설정한 연구 목표와 연결시켜 검토된다. 즉 독일
의 공기업 민영화는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는지, 또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할 것이며, 나아가 공기업 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조
직적 행위는 민영화 과정이나 결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민영화는
결국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찾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할 것이다. 문헌
연구는 독일에서 나온 선행연구와 우리 나라에서 나온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
해 이뤄질 것이며, 독일통신 및 독일철도에 대한 사례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자료는 물론 독일 노동조합들에서 나온 문건들과 관계자 면담 자료를 활
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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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 공기업 및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1. 독일 공기업(Öffentliche Unternehmen)의 개요
독일의 공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뒤 나치정권의 청산과정에서 나온 사회화
(Sozialisierung) 요구에 따라 사회화된 기업들을 한 축으로 하며, 그리고 1950
년대 이후 경제부흥 기간 중에 국가에 의해 행해진 사회간접자본(SOC)에의
공공투자를 다른 축으로 하고 있다(Tofaute, 1994b ; 서이종, 1997).
독일 공기업의 법적 형태는 크게 공법상 공기업과 민법상 공기업으로 나뉜
다. 공법상 공기업은 다시 순수 국영기업과 독립 국영기업, 공공기관, 목적단체
등의 형태로 나뉘고, 민법상 공기업은 다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나뉜다. 순수 국영기업에는 도시 청소, 배수, 원예, 극장 등 분야의
경영조직들이 속하고, 독립 국영기업에는 공공교통사업이나 연방인쇄소, 연방
철도와 연방우체국 등이 속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범주에는 저축은행(Sparkasse)과 일반은행, 보험, 방송국 등이 속한다. 끝으로 목적단체란 지방자치단
체의 권한을 넘는 자치단체 업무 또는 여러 자치단체의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들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독일 공기업은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주택과 은행,
보험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영역과 신용 영역, 나아가 연구 및 국제개발
정책 영역까지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안전하고 저렴한 공익서비스의 보장과
특정 국민집단에 대한 주요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그 업무 분야로 한다. 그중
독점인 우편과 전신전화 외에는(전신전화는 1995년 1월에 민영화됨)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및 사기업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사합동기업의 경우,
공공투자의 민간투자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이면서도 그 결정권이 50% 이
상일 때 공기업으로 인정되고, 그 이하일 때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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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공투자기관이나 소속기관은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나 하부단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된다. 민영화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8년
에만도 독일 연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공기업은 은행, 교통․통신(철도, 우편
포함), 연구개발, 주택, 광업, 기초자재, 기타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거의 900
개 정도의 기업에 연방정부가 직․간접으로 최소 25%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
였다(1982년 958개, 1985년 922개, 1988년 900개, 1991년 500개 정도).1) 당시 이
들 기업에 모두 130만명 정도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었다. 주 단위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수산업, 에너지 관련(전기, 가스, 난방), 은행(Sparkasse), 보험, 교
통, 방송, 주택 분야 등에 공기업이 산재하였다. 주정부(특히 사민당 통치)는 연
방정부에 비해 대체로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였다(1991년의 한 여론조사에 따
르면 11개 주 가운데 6개 주정부는 전혀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들은 적지않은 경우, 각기 다른 분
야의 공기업들이 하나의 연합공기업 또는 연합목적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예 :
공익사업, 교통, 전기 등), 한 기업이나 한 부문의 적자를 다른 기업이나 부문
으로부터 충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공기업 또는 연합목적단체를
지방정부가 경영함으로써 당연히 지방정부는 자금운영상 유연성을 가질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 외 독일 공기업의 특징에는, 공공요금 산정이나 기업 운영에 있어 소유
기관의 영향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정이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공
공요금이 매우 비싼 편이며, 따라서 노조는 정치적 간섭의 배제와 결정과정의
공개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1) 특히 잘쯔기터, VIAG(합동산기), IVG(산업관리공단), 자르광산, VEBA(전력광산종합), 폴
크스바겐 등 6대 콘체른은 연방기업그룹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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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본격 민영화 직전 독일 공기업 현황(1985년 현재)
법 형태

공기업수

주식회사

24.9

1,521

21.6

40

1.1

소 계

1,870

47.4

자영공기업

922

11.4

목적단체

231

2.2

공공기관 및
공법상 단체

683

62.2

2

50.4

842

1,888

126.2

1,297

3,758

173.6

1,820

기타(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공법상
공기업

연방철도와
연방우체국
소
전

직원수(천명)

309

유한책임회사

사법상
공기업

자본금
(10억 마르크)

체

계

523

주 : VEBA(전력광산종합회사)와 폴크스바겐은 1986년에 민영화가 거의 완결되었으나(정부
투자 지분이 30%로 하락), 이전부터 계획이 진행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이
루어졌기에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 CEEP(유럽 공공부문 사용자단체) 연보 1987년판.

2. 독일 공기업 노사관계의 개요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독일 공기업 노사관계의 한 축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산별 노동조합과 사
용자대표 사이의 단체교섭(Tarifverhandlungen)이다. 이 단체교섭의 주체들은
각기 자율적인 이해대변 조직구성의 권리를 지닌다. 물론 공무원들(교원 제외
약 70만명)은 단결권을 가지되, 공식적으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갖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교섭이 아니라 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독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결코 하나의 노조로 집약되지 않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예컨대 운수, 교통, 청소, 수도 분야, 군사,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의 직원들은 공공서비스․운수․교통노조(ÖTV; 1994년 210만명)에, 철도 종
사자는 독일철도노조(GdED; 45만명)에, 또한 교원들은 교육과학노조(GEW;
125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33만명)에, 그리고 우체국과 통신분야 종사자는 독일우편체신노조(DPG; 58만
명)에 조직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보통의 민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결
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가진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대표와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여 노사
자치주의(Tarifautonomie)의 원칙 아래 구속력 있는 규칙을 도출해 낸다. 이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고파업(Warnstreik)은 가능하나, 교섭 결
렬이 공식 선언되고 파업 찬반투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공식파업(Streik)이
금지되어 있다.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노조는 조합원
들에게 생활비조로 파업수당을 지급한다. 파업수당은 평소에 적립된 파업기금
에서 충당되며 그 수준은 예컨대, 파업이 일주일 지속되는 경우 월 조합비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파업수당으로 지급된다.
한편 공기업에서도 독일 특유의 경영참가(Mitbestimmung)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이것이 독일 노사관계의 두 번째 축을 이룬다. 이 경영참가제도와 관련
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 종류의 법, 즉 1951년 몬탄공동결
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 1974년에 제정된 공공부문 직원평의회
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또는 1976년 신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중의 하나가 적용된다. 1951년 법은 석탄 및 철강산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공동결정권을 인정한 법으로서 기업의 최고결정기구인 감사
회(Aufsichtsrat)에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게 되며, 나아가 감사회에서 선임
되는 노동자대표 이사를 두게 하여 노동자의 권익이 이사회에서도 적절히 반영
되게 하였다. 그리고 1974년에 제정된 공공부문 직원평의회법은 공무원이나 비
공무원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에서 반드시 직원평의회(Personalrat)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직원평의회는 인사․노무․경영․복지 등의 여러 부문에서 협
의권, 이의제기권과 동의권, 공동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표 4-2 참조). 분기별
로는 직원총회가 열려 직장 내 노동조건의 변화나 노동자의 불만사항을 공개적
으로 토론하고 있다. 또한 1976년 법은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체에 적용되
는 법으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회에서 형식상 노사공동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으나 사실상 경영측의 입김이 더 세며, 나아가 노동자대표 이사도 별로 큰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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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독일 공기업의 직원대표는 감사회나 이사회,
관리위원회 등의 기구에 참여하여 중간수준 이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원의 이
해를 대변하기도 하며, 중간수준 이하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직원평의회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표 4-2> 독일 공기업 직원평의회의 경영참여권
경영참가의 수준

강제적 공동결정
(직원평의회의 서명날인 필요)

공동결정의 내용
- 각종 인사노무관련 사항 : 신규채용, 직무
평가, 인사이동, 정직, 정년 이후 고용, 부
업 가능성 등
- 각종 복지관련 사항 : 보조금, 지원금, 대
출, 주거공간, 사무실 공간, 토지임대
- 사업장 협약 사항 : 단협에서 정하지 않은
임금관련 사항, 휴가, 교육훈련, 인사설문
조사, 인사평가, 직업안전, 제안제도, 합리
화 대응책, 신기술 도입, 작업장 변경

- 공무원의 임용, 승진, 이동, 정직, 부업, 정
년 등 관련 사항
제한된 공동결정권
- 사업장 협약 사항 : 법률이나 단협에 정하
(평의회가 저지는 못하나 이의제기 및 동의
지 않은 공무원의 계속교육, 업적평가, 작
권을 가짐)
업과정 변화, 작업방법 변경, 남녀 동등권
리 보장
- 계약 해지 및 해고시
자료 : 강수돌(1997 : 50).

Ⅲ.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독일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사실상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공기업은 대개 연방이나 주․지자체에 의해 소유되어 왔기에,
연방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게 된다. 독일에서는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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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기독민주당의 루드비히 에어하르트(L. Erhard) 수상이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체제 논리를 배경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민영화
를 선언하면서부터 공기업 민영화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황준성,
1995). 즉 1980년대에 영국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민영
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독일에서는 민영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점은, 비록 독일의 민영화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영국식의 시장 중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역사 속의 국가 관료
주의 전통과 나치즘을 거치면서 국가 부문의 비대화가 이루어진 점, 상대적으로
공공부문(공기업 포함)의 전통과 역할이 확고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이 사기업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나라가 민영화를 일찍 시도
했는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민영화는 오히려, 제2차 세
계대전 뒤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 즉 자본주의와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과 체제
위기, 수세에 몰린 자본측의 양보에 의한 강력한 공동결정제의 확립 등에 맞서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배경으로 체계적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사민당
당수 오스카 라퐁텐이 “1950년대의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는 시
기였다”고 한 점을 상기할 수 있다(Lafontaine & Müller, 1998 : 53).
이에 따라 1959년에 프로이삭(Preussag)2) 주식회사가 부분적으로나마 민영화
를 실행했고 그 뒤 계속해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사실상 본격적 민영화
는 1982년 기사․기민당 연합이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CSU/CDU/FDP)를 수
립한 뒤부터라 할 수 있다. 연립정권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공공이
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가급적 공기업 경영이나 경제 전반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의 민영화는 영국 등의 경우와
는 달리,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화된 기업에 대한 ‘탈국가화’(Entstaatlichung) 전
략과 다른 편으로 공공경제에 대한 ‘탈관료화’(Entbürokratisierung) 전략을 현실
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2) 프로이센 왕국이 루르 지역과 자르 지역에 소유하였던 광산과 제철회사를 통괄한 주식회사
이다(서이종, 1997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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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유럽에서 형성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 사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18∼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아니고
20세기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도 아닌 제3의 대안적 경제체제로 정립되었다고
본다(W. Eucken과 A. Müller-Armack 등으로 대변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 따
라서 이는 기본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되, 각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에 대한 동기유발과 시장경제적 활동을 사회 발전과 연결지워야 한다
는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와 사회적 목표들(사회 안정,
사회 정의, 사회 진보)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쟁(Ordnungsrahmen
für den Markt)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목표들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노사자율 협상의 보장(Tarifvertragsfreiheit),
공동결정권(Mitbestimmung ; 경영참가권),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soziale
Gesetzgebung) 등이다.
요컨대 독일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이,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적 계
획경제도 방지하고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유방임경제도 방지한다는 맥락, 즉
‘질서(ordo) 자유주의’의 맥락(“Ordnungspolitik”)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란,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정부의 재발견’이라는 맥락에서 질서정책
(경쟁의 질서를 형성)과 경과정책(질서의 흐름을 조절)으로 규정하고 있고, 바
로 이러한 근거 속에서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민영화는 재정수입 증가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
징적이라 하겠다.3)
3) 현 총리인 사민당의 슈뢰더는 당내 우파를 지도하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
에 적응하는 당의 ‘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슈뢰더의 현대성은 선별적으로 공급부문(기업부
문)을 집중 지원하는 슘페터적 국가인 최소 국가로서의 ‘민족적 경쟁국가’(nationaler Wettbewerbsstaat)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통화주의적 탈규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통화주의적 전략은 결국 정부 개입을 우선시하는 재정주의적 입장과
는 달리 탈규제, 개방, 복지삭감, 민영화 정책 등을 통해 중심부 독점자본의 위기 탈출을
돕고 초국적 자본의 축적 운동을 도모한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슈뢰더 정부의 대표적 정책
은 ‘미래프로그램 2000’으로 표방됐으며, 핵심은 연금삭감과 실업기금의 축소를 통해 국가부
채를 줄이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경감을 통해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노
동자신문, 1999. 8. 13). 결론적으로, 기민당이 통치하든 사민당이 통치하든 민영화와 탈규제
화, 개방화와 유연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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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과를 간단히 요
약한 것이다(황준성, 1995 참조).
- 1957년 5월: 에어하르트 수상이 기독교민주당(CDU) 대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공식 선언함.
- 1959년: 프로이삭(Preussag)에 대한 부분민영화 실시(주주 21만 6천여명).
- 1961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가 20%, 니더작센 주정부가 80% 소유
하고 있던 폴크스바겐(Volkswagen)사 주식을 1960∼61년에 주정부 지분
중 60%를 대폭 국민주로 민영화(연방 20%, 주정부 20%, 국민주 60%). 국
민주주 154만 7천명.
- 1965년: VEBA(전력광산종합회사)에 대한 부분민영화 실시(주주 260만명)
- 1982년 10월: 기사․기민당, 자민당과 연합하여 연립정권 수립, 그 뒤 민영
화 정책 재수립.
- 1983년 10월: 제1차 민영화 결정(VEBA).
- 1985년 3월: 연방 내각이 민영화 정책과 지분 참여 및 13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원칙을 결정함.
- 1988년 3월: 연방소유 주식에 대한 민간판매 계속(DVKB, VW, VIAG4)).
- 1989년 6월: 독일 체신구조법 개정. 제1차 체신개혁(1989∼93), 체신업무,
우편 저금, 정보통신사업을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
- 1990년 : 폴크스바겐사 연방정부 지분 완전매각, 그 결과 주정부 20%, 국
민주 80%(주주 72만 8천명).
- 1990년 6월: 동독 지역 민영화 임무를 띤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법
제정.
- 1990년 10월: 통일 이후 민영화 작업 지속 추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경제의 구조 변화나 경쟁력 강화라는
필요성이 정책상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4) 전력시장 규제 해제 이후 독일 전력업체들 사이에 인수 및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력업계 선두주자인 VEBA와 VIAG가 통합을 추진, 유럽 내 2위의 전력업체
로 떠오를 전망이다(노동자신문 1999. 9. 9). 새 통합법인의 매출액은 1,200억 마르크(640억
달러)로 유럽 전력시장에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에 이어 2위, 독일 전체 기업 중에서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쟁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 극대화라는 민영화의
목적이 사실상 무산되고 오히려 독점 강화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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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2월: 독일 철도사업 민영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
- 1994년 1월: 독일 철도사업 주식회사 설립, 세 부분의 독립 주식회사로 분
리(선로설비 부문, 여객수송 부문, 화물수송 부문), 향후 3∼5년 내에 분할
민영화 완료.
- 1994∼98년: 제2차 체신개혁, 텔레콤 민영화 추진.
- 1996년 말: 독일 텔레콤 주식의 상장,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매각 시작.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경
영효율의 제고, 서비스의 개선, 재정적자 축소, 탈규제화 요구에의 부응 등으로
정리된다. 그 중 경영효율 제고와 재정적자 축소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가. 경영효율성의 제고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가장 먼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거론된다. 정부의 실패란, 한 마디로 독과
점이나 불공정거래, 외부 불경제, 소득불균형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
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이론적 근거로는 정
부 기구 자체가 새로운 독점의 폐해를 가진다는 것,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나
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지대 추구(rent-seeking)의 문제,
정부 규제의 경직성 및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문제 등이 지적된다. 결국 이러
한 점들이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준성, 1995 참고).
이 측면은, 일련의 민영화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가졌던 기본방침 속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방 예산에의 보조금 수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손실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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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하는 일, 새로운 자본 참가의 최대한 억제, 경쟁분야 산업에 존재하는 회사의
연방 출자분의 완전 민간기업에의 이양과 신용기관의 민영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대한상공회의소 1995 : 41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독일 공기업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예컨대 1994년 미국
의 전기회사인 퍼시픽 텔레시스(노동자수 51,600명)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노동자 1인당 연결 회선수는 296개), 유럽연합(1995년 기준) 전체의 텔레
콤 분야에서는 총 92만명 중 무려 32만명(35%) 이상이 과잉 노동력으로 나타나
정리되어야 하며, 독일텔레콤의 경우는 총 22만 5천명 중 9만 3천명(41%) 정도
가 과잉을 나타냈고, 영국텔레콤은 13만 7천명 중 4만 6천명(34%) 정도가 과잉
으로 나타났다(마르틴 & 슈만, 1997 : 202). 따라서 독일텔레콤의 경우, 미국은
물론 영국텔레콤에 비해서도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비슷한 자료를 하나 더 인용하자면, 미국의 전기․전화시장 선도기업
AT&T는 단지 7만 7천명의 노동자로 1995년에 54억 9천 달러의 순이익을 달
성하였다. 노동자 1인당 평균 7만 130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셈이다. 반면에 독
일텔레콤은 미국 AT&T의 3배 가까이 되는 22만 5천명의 인원을 가지고 단지
35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을 뿐이었다. 즉 노동자 1인당 평균 1만 5천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올린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다(<이코노미스트> 1996년 6월 1일자 참조).
독일 공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유럽 통합과 나아가 범지구적인 단일
시장의 가속화로 더 이상 공기업의 낮은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1998년 초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전화 서비스(텔레콤)가 자유화되어 두 자리
수의 성장률과 연간 40%의 성장이 예상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도록 되었다(마르틴 & 슈만, 1997 : 241). 나아가 미국의 AT&T나 벨사우
스와 같은 외국의 전화회사들이 독일텔레콤과 직접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된
다(<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판> 1995년 6월 3일). 구체적으로, 1995년에 정식 출
5) 물론 이러한 단순비교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것은 각 나라별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특성
이나 여건이 사회적․역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나아가 1인당 서비스 회선수로
만 측정되는 비교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경영효율성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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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WTO의 제네바본부에서는 각국 정부대표들이 1995년 가을 이래로 전세
계 전기통신 부문 자유무역 협정의 세부사항에 관해 지난한 협상을 벌이고 있
다. “이 협정이 완결되면 전세계적으로 단지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의 거대
통신기업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 노암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예측하고
있다(<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 1996. 4. 23).
나. 서비스 개선 문제
경영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공기업 서비스 개선 문제도 민영화를 통해 이루
고자 하는 주요 목표로 되고 있다.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그 종사자의 신
분․고용안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영업 활동이 ‘복지부동’에 가깝
다는 것이 민영화 추진론자들의 논거다. 예컨대 옛 동독 지역에 사는 한 학생
은 독일통신회사에 전화를 신청하고 자그마치 2년이나 기다릴 정도로, 독일 최
대의 서비스회사(고객 3천 7백만)인 독일텔레콤이 고객에게 무심하기 짝이 없
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다(<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판)> 1995. 6. 3).
나아가 민영화와 더불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서비스나 제품에 대
한 고객 대중들의 접근 가능성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 추진자들의
논리이다. 경쟁의 도입으로 고객들이 대량으로 창출됨으로써 예컨대 이동통신
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형성될 것이고 결국 더욱 많은 고객 창출이 기대된
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이동통신의 혜택을 받아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 유럽연합의 탈규제화 요구에의 부응
유럽연합은 회원 국가들에게 “통신시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1993년 초부터 단일화된 유럽시장이 더욱 완전한 자유
화를 향해 가는 도정 속에서 나온 조치라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쟁적
시장구조(competitive market structure)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1998년부터
회원국들에게 그동안 각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통신시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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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유화하도록 하였다. 199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일텔레콤의
민영화 계획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럽연합의 탈규제화 요구에 부응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사실상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목표에 비하면 지
극히 부차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라. 재정적자 축소
독일 정부는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복지국가
(Sozialstaat)의 시스템 속에서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재정이 거의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도만 해
도 그 적자액이 무려 180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적자 내는 공기
업들을 우선적으로 청산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공기
업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연방환경재단 설립 등에 사용함으로써 공
익기금화하였다.
게다가 공식적으로도 5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프로
그램을 가동시켜야만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늘려야만 한다. 따
라서 독일 정부로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폭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급부 등 공
공지출을 줄이는 한편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99년에 정식 출범한 유럽통화동맹(EMU)은 유럽 차원의
단일통화(EURO)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그 전제조건으로 각 나라 정부에 여러 가지
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영기업 독일텔레콤의 경우 채무가 무려 950억 마르크(당시 약 52
조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만 해도 80억 마르크나 되는 상태이
기 때문에, 유럽통화동맹의 요구대로 채무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보
탬이 되려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우리사주 방식이나 국민주 방식으로
도 한계가 있고, ‘해외 매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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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민영화 자체를 통하여 재
정적자 문제의 해결을 상대적으로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
도 완전민영화보다는 ‘부분적 민영화’의 형식을 취하며, 그 규모도 가령 영국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예컨대 1988년의 경우, 독일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은 총액이 66억 달러였는데 같은 시기의 영국은 무려
10배도 넘는 750억 달러에 이르렀던 것이다.

Ⅳ.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과 추진 과정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째의 구분 방식은, 매각되는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에 가게 되는가에 따라 우리
사주(Belegschaftsaktien) 방식과 국민주(Volksaktien) 방식, 그리고 해외 매각
(Weltverkauf) 방식 등으로 나뉜다. 둘째로 공공 소유자가 지니고 있던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민간부문에 매각하는가에 따라, 부분민영화와 완전민영화로 나
눌 수 있다. 셋째로 민간부문에의 매각을 단행하더라도, 그 경영조직은 그대로
둔 채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을 중심으로 하는지(지분매각형), 아니면 그 경영
조직을 하위조직으로 나눈 뒤 그 하위단위들에 대한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
하는지(조직재편형)에 따라, 일괄민영화와 분할민영화로 나뉜다. 그리고 넷째
로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이나 민영화 방식, 속도, 폭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철
저하게 정부가 결정하는지 아니면 가급적 시장원리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국가
지시형 민영화와 시장원리형 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사관계
와 관련된 분류로, 민영화 과정에 당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 조직이 참여
하여 당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노동참여적인 민영화와 노
동배제적인 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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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민영화가 사회적 시장경
제라는 맥락에서 ‘모두를 위한 복지’(Wohlstand für alle)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기에 우선적으로 국민주와 우리사주 형식을 띠었다(Tofaute, 1994).
즉 공기업의 자본을 연방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보유할 것을 지
향하는 ‘국민자본주의’(Volkskapitalismus)의 이념 속에서 우선 우리사주와 국
민주 방식이 선호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뒤의 독일 사회 분위기가 자
본주의와 나치즘, 전쟁 등을 전반적으로 혐오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
업가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노사공동결정(Mitbestimmung) 제도를, 다른
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재산형성(Vermögensbildung) 촉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제 위기(Systemkrise)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맥락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의 기준에서 볼 때, 독일은 부분민영화와 완전민영화를 골고루
시행하였으되 연방이나 주정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가 훨씬 더
많으며, 셋째의 기준에서는 초기부터 1980년대 황금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일괄
민영화를, 최근 1990년대의 완성기에 와서는 분할민영화(예 : 연방우편국, 연방
철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공사
를 주식회사 형태로 변환하는 것(조직재편형)이 아니라, 정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형태(지분매각형)가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넷째의 기준에서는 독일의 경우 국가지시형과 시장원리형의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민영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다섯째의 기준으로 볼 때
독일에서는 ‘비교적’ 노동참여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민영화의 유형별 구분
민영화의 유형

독일형

영국형

주식 매각 방식

우리사주, 국민주 방식

주식시장(대기업, 해외매각)

매각 지분의 폭

부분민영화

완전민영화

조직 재편 유무

일괄민영화

분할민영화

정부 개입의 정도

국가지시형

시장주도형

노동자대표 참여 유무

노동참여형

노동배제형

136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1957년에 에어하르트(L. Erhard) 수상이
‘민영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뒤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네 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이 구분은 황준성(1995)에 따른 것임).
가. 민영화 제1단계 : 1950∼60년대(민영화 초기)
1957년 기민당(CDU) 전당대회에서 에어하르트가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강조
하게 되면서 독일 공기업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참여정책(‘국민자본주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계층
의 공기업 생산자본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사주제’의 형태를 띠기
도 했다. 그러나 대개는 ‘국민주’의 형태를 띠어 소유자를 광범위하게 분산함으
로써 대자본에 의한 독점(Monopol)도 방지하고 동시에 ‘국민자본주의’를 실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쟁분야에서는 공기업도 장기적으로 비용 개념을 포함
하는 가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
격과 비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
대에 들어와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역할 설정과 경영 스타일에 대한 논의가 확
대되어, 성과 개념과 보상기준도 민간 경제의 원리를 수용하기도 했다.
[사례 1] 프로이삭(Preussag) 주식회사 : 1959년에 8,100만 마르크분을 21만
6천명에게 분산 매각하였다. 주식 소유자를 신분별로 분석해 보면, 사무직 노
동자 29.1%, 주부 26.7%, 자유업 종사자 12.7%, 연금수령자 10.5%, 생산직 노
동자가 5.0%를 차지하였다(F. Knauss, Privatisierung in der BRD 1983∼90 ;
황준성(1995)에서 재인용).
[사례 2] 폴크스바겐 주식회사 : 1961년에 3억 6천만 마르크치분을 154만 7천
명에게 분산 매각하였다. 주식 소유자 분포는, 사무직 노동자 30.3%, 주부
23.6%, 연금수령자 14.3%, 생산직 노동자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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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VEBA(전력광산종합) 주식회사: 1965년에 5억 2천 8백만 마르크 분
을 260만명에게 분산 매각하였다. 주식 소유자 분포는, 사무직 노동자 30.3%,
주부 26.3%, 연금수령자 13.3%, 생산직 노동자 9.9%로 나타났다.
나. 민영화 제2단계: 1970년대(민영화 지체기)
1968년 이후부터 1982년까지는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정이 성립된 시기로,
사민당이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
에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체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공공법인에서도
‘재산권’(property rights)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됨으로써, 공기업의 성장
을 위해 일정한 자금의 확보와 순이익금의 유보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때는 연방 차원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물 청
소, 도살장 운영, 쓰레기 운반 등의 공기업들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형태로 민
영화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극히 부분
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민영화 제3단계: 1980년대(민영화 황금기)
1982년 경제침체기에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정이 수립된 뒤, 민영화와
탈국가화, 탈규제화에 대한 구체적 원칙이 정립되었다. 이 시기의 민영화야말
로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데, 기민당의 한스 티트마이어
연방재무부 차관에 의해 초안이 나오고, 슈톨텐베르크 및 바이겔 재무장관에
의해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집행되었다.
기민/기사/자민당의 집권 당시 연방철도사업은 1981년에 4조 440억 마르크
적자, 1982년에 4조 1,480억 마르크 적자, 또 폴크스바겐사는 1982년에 3억 마
르크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사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
지로 일반적인 경제 회복과 경영합리화 조치 등으로 1984년 이래 흑자 폭을 계
속 늘려 나갔다.
긴축재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취한 입장은, 이익을 내는 우량주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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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문제 분야를 우선적으로 청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결국, 연방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의
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의 지분 참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방재무부의 주도로 1985년 3월에 13개 국영기업(그 중에는 폴크
스바겐과 루프트한자만이 상장된 상태)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5개는 연
방재무부, 4개는 연방철도청, 2개는 교통부, 1개는 보건농림부, 나머지 1개는
경제부가 주무 담당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가능한 한 주요 기업에 대한 참여 배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 1987년부터 1989년까지 VEBA사(전력광산종합 주식회
사), 폴크스바겐사, VIAG사(산기종합주식회사), 잘쯔기터사에 대한 참여를 완
전 포기하게 된다. 한편, 독일철도청은 결정된 독일교통신용은행에 대한 부분민
영화를 1988년 3월에 집행하였다(명목주가 1,870만 마르크 또는 24.9%). 1989년
에는 연방체신부의 특수재산(Sondervermögen)6)적 성격인 국영기업(Deutsche
Bundespost)이 역시 민영화를 목표로 재조직되었다. 즉 3개의 분야별 특수재산
인 통신사업(Telekom), 우편사업(Postdienst), 우편은행(Postbank)으로 나누어
진 것이다.
연방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간접참여 분야에서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약 75개 기업이 완전민영화되었거나, 아니면 연방지분 축소를 통해 부분민영
화되었다. 결국, 직․간접적 연방지분 참여기업수는 1982년 808개에서 1989년
말에 132개로 84% 정도나 대폭 감소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독일 정부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국
민자본주의’(Volkskapitalismus)를 지향하였기에 민영화의 방식도 우리사주
(Belegschaftsaktien)나 국민주(Volksaktien)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
컨대, VEBA(전력광산종합주식회사)는 1984∼86년 사이에 자사 노동자의 49%

6) 특수자산(Sondervermögen)이란, 연방기본법(Grundgesetz)에 의거하고 있는데, 1920년에
설립된 제국철도의 후신인 연방철도와 1924년에 설립된 제국체신국의 후신인 연방체신국
과 같이,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법적으로 기업적인 업무기능이 없고 단지 정책기능의 수단
으로 역할하는 특별한 조직체를 일컫는다(서이종, 1997 : 2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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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사주를 획득하는 형태로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었고, 폴크스바겐도 1988
년에 노동자 1명당 우리사주 1주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었
다. 물론 우리사주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한 공매도 이루어졌기에 국민주 방
식도 채택되었다. 즉 폴크스바겐사의 경우, 1988년 3월 총자본금 12억 마르크
중 2억 4천만 마르크의 연방지분을 주식시장에 공매하였는데, 그 중 54.1%는 민
간 소액투자자에게, 29.1%는 기관투자자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사주 형태
로 배분되었던 것이다(서이종, 1997).
라. 민영화 제4단계 : 1990년대(민영화 완성기)
이 시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텔레콤 민영화 및 연방철도 민영화가, 그리
고 주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폴크스바겐사나 항공우주 콘체른인 MBB의
최종적 민영화 문제가 대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텔레콤이나 철도 부문에서의 민영화가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
다. 앞서 본 바대로 특수자산(Sondervermögen) 형식을 띤 이들 공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과 조직의 경영 기능을 분리하고, 또 단일조직체
를 하위조직들로 분할하여 독립채산제와 수익성 원리를 강화하는 등의 구조조
정을 단행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분할된 하위조직체를 더 이상 특수재산적
성격으로 공기업으로 두지 않고 주식회사(Aktiens-gesellschaft) 형태로 바꿈
으로써 경영을 완전히 민영화시키게 된다. 이와 더불어 또는 이러한 작업에 이
어 마침내 완전한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을 꾀한다. 즉 진입규제를 철폐함으로
써 그 업종에서의 독점적 운영권을 해체시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유럽
통합과 단일 시장, 통화 동맹의 추진 문제와 결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시기가 민영화의 완성기라 하더라도 독일 공
기업의 모든 분야가 민영화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주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이 꽤 존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이 시기의 민영화 과정을 대표적 두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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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의 민영화 사례 연구

1. 독일텔레콤(Deutsche Telekom)의 민영화 사례
독일텔레콤이 소속된 독일연방체신국(Deutsche Bundespost)은 1924년에 설
립된 제국체신국(Reichspost)의 후신으로, 독일에서 그동안 우편체신과 전기통
신 분야를 독점적으로 담당해 온 공기업의 일종(특수자산 : 법적으로 기업적
업무 기능보다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이다. 연방체신국에는 연방이
1982년 말 현재 장부가격으로 12억 마르크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민영화 이전에 독일연방체신국은 52만 5천 8백명의 노동자를 고용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주요한 구성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22만 5천명의 직원
을 가진 독일텔레콤은,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되는 속에서 매출액의 80%
가 전통적 음성전화 등 독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 비해 매
출액 대비 투자액이 두 배 가량이며 25%의 과잉인력을 거느리고”(서이종,
1997) 있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서도 보았듯이, 1994년 특히 미국
의 전기회사인 퍼시픽 텔레시스(노동자수 51,600명)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노동자 1인당 연결 회선수는 296개), 독일텔레콤의 경우는 총 22만 5천
명 중 9만 3천명(41%) 정도가 과잉을 나타냈다(마르틴 & 슈만, 1997 : 202).
이러한 독일텔레콤사 민영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루어진 체신개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1차 체신개혁(1989∼93)에서
는 이동통신 분야와 위성통신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부분민영화를 추
진하면서 연방우편국을 3개의 조직, 즉 체신업무, 우편은행, 정보통신(텔레콤)
사업으로 분할,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2차 체신
개혁(1994∼98)에서는 이들 하위 조직 중 정보통신(텔레콤)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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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차 체신개혁(1989∼93)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독일연방체신국을
정부 기능에서 분리하여, 경영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회(Aufsichtsrat)에 연방정
부대표, 고객대표, 노동자대표를 각각 5∼7명씩 참여시켜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일연방체신국을 우편서비스, 우편은행, 정보통신(텔레콤) 등
의 3개의 공기업으로 분할하여 경쟁체제와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는 점도 중요
하다. 예컨대 이동통신 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마네스만(Mannesmann)이
지분 65.2%를, 에어터치 커뮤니케이션(Air Touch Comm.)이 34.8%를 차지하는
제2 이동통신(D2망)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통신사들도 연이어 생기게
되었다(e-Plus, C-Tel). 결국, 독일텔레콤의 D1 가입자 수는 1995년에 140만명,
1996년에 220만명으로 늘어났으나, D2는 이보다 더 많은 1995년의 145만명,
1996년의 230만명을 기록하였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독일 이동통신 시장
은 D1이 39.0%, D2가 41.0%, e-Plus가 9.0%, C-Tel이 11.0%를 차지하여 격심
한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UTELSAT, INTELSAT, INMERSAT 등 외국자본의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서이종, 1997).
다음으로 제2차 체신개혁(1994∼98)에서는 텔레콤의 조직형태를 개편하여
더 이상 특별자산 형식의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Deutsche Telekom
AG)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이 때 연방정부의 소유권 행사는 ‘지주회사’를 통
해 이루어질 뿐, 개별 경영활동은 철저히 기업 차원에서 자율화하도록 하였다.
소유권 민영화는 우선, 국민주 형태로 하기로 하고 1999년 말까지 50% 이상의
자본금을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1997년 초에 국민주 일반매각이 단행되
자 주가가 폭등하여 과열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전체 주식의 25%는 1998
년까지 부흥은행(KFW)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것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2000
년까지는 매매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독일텔레콤은 국제통신서비스 및 부가
가치통신 분야에서 프랑스텔레콤과 합작도 하고, 나아가 상호투자를 통해 시
장 장악력을 드높이고자 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독일텔레콤은 경영진 혁신도 단행했다. 지난 1970년대에
독일 컴퓨터업계의 선두주자였던 닉스도르프(Nixdorf)에서 해외 업무 총책임
자를 역임했고 이어 1980년 이래 15년간 일본 소니의 유럽 자회사 총책임자로
서 활동한 바 있는 론 좀머가 무려 70여명의 막강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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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에 독일텔레콤의 사장으로 영입되어 독일텔레콤의 경영혁신(제2차 체신
개혁기)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우선 좀머 사장은 기존의 통신망을 현대화하기 위해 58억 달러를 투자할 계
획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매출액이 1994년 444억 달러, 1995년 470억 달러이
던 것을, 통신망 현대화와 인원감축을 통해 2000년 매출액 목표치를 555억 달
러로 설정할 정도로 효율 증대를 꾀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독일텔레콤은 요금 구조를 바꾸었다. 그 내용
은 장거리 통화는 싸게 하고 시내 통화는 비싸게 바꾼 것이다. 이것이 독일텔
레콤으로서는 시장경쟁과 주식 상장에 대비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왜냐
하면 장거리 통화의 주고객인 회사 고객을 경쟁업체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략에 대해 언론과 여론의 저항도 매우 컸다. 예컨대,
“외로움에 못이겨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할머니들을 갈취하고 대신에 부자 사
업가들에게는 할인가격을 선사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드세었던 것이다. 여
당의 체신부 장관인 볼프강 뵈취는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여 ‘친척이나
친구와의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할인가격을 적용시킬 것’을 회
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슈피겔> 1996년 2호). 그러나 좀머 사장은 독일텔레
콤사 관련 직원들이 결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경영혁신을 위해 이것은 올
바른 판단이었다며 당당하게 반론을 폈다.
특히 좀머 사장은 독일체신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최소한 단기적(2년)으로
는 고용 승계와 단협 승계를 보장함으로써, 경영혁신 과정을 비교적 합리적으
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노사가 맺은 1996년 협약안에 따르면 “1998년까지
6만명의 노동자들이 일방적 정리해고가 아닌 명예퇴직이나 조기정년제를 통해
일자리를 떠나도록” 되었다. 예전의 국영 공기업 시절에 채용된 사람들은 공무
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이 협약
에 따르면 “독일텔레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앞으로 2000년까지 모두 10만명
의 노동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슈피겔> 1996년 8호).
또한 좀머는 이에서 더 나아가 독점적인 국영 전신전화 회사였던 독일텔레
콤을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멀티미디어 사업체로 변신시키려는 구상까지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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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 디지털 텔레비전, 유료 케이블 텔레비전, 정보
서비스 등 미개척 분야 또는 민간기업이 이미 활약하고 있는 영업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 뒤에, 독일 연방정부는 마침내 국민주 단계를 넘
어, 1996년 11월부터 독일텔레콤 주식을 조각조각 나누어 세계의 주식시장에
서 매각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등장한 총물량은 430억 달러 정도로 민영화 사
상 최대의 규모이다. 일단 1996년 11월, 주식시장에서는 130억 달러(200억 마
르크, 당시 약 11조원)에 이르는 독일텔레콤 주식이 200만명에 이르는 세계의
주주들에게 매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텔레콤 주식은 액면가 5마
르크, 최종 공모가 28.5 마르크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등의 세계적 주식시장에 동시 상장되어 1997년 1월, 불과 3개월 만에 주
당 32 마르크로 뛰어올랐다. 주식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은 계속
해서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대 투자기금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일 독일텔레콤이 민영화를 계기로 사업다각화, 경영혁신, 서비스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게 된다면, 그 파장은 철도․체신․항공 등 아직 국영 또
는 부분 국영으로 남아 있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7) 따라서
독일텔레콤의 성공 여부는 독일에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독일연방철도(Bundesbahn) 민영화 사례
독일연방철도는 1920년에 설립된 제국철도(Reichsbahn)의 후신으로 그동안
독일의 여객수송은 물론 물류수송을 독점해 온 공기업의 일종(특수자산)이다.
7)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ＭＳ)와 유럽 최대 전화사인 도이체 텔
레콤이 멀티미디어 사업에 대한 합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동자신문 1999. 11.
8). 즉 양사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부분적으로 이용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소식은 ＭＳ가 미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법 위
반 예비판결을 받고 나온 것이어서 많은 주목을 끌었다. 한편 ＭＳ는 뉴스코퍼레이션과
유나이티드 팬-유럽 커뮤니케이션 등과 함께, 1999년 10월 독일 정부가 민영화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중인 도이체 텔레콤의 케이블ＴＶ 사업부문 인수경쟁에 뛰어든 외국업체들 중
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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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본법에 따른 특수 자산이란, 법적으로 자율적인 경영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수단이었기에 연방철도도 연방체신국과 마찬가지로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60년대에 독일
에서 승용차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특히 여객수송 측면에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인력수송의 경우, 1950년에 연방철도가
36.4%를 차지했으나 1970년에 단지 8.6%, 그리고 1990년엔 단지 5.8%로 급감
하고 말았다. 화물수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에 연방철도가 담당
한 화물수송의 비중이 62.3%나 되었으나 1970년에 39.9%, 그리고 1990년에는
24.9%로 떨어지고 말았다(서이종, 1997). 1982년 말 현재 독일연방은 연방철도
에 장부가격으로 6억 4천만 마르크 이상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연방철도는 민영화 이전에 33만 5천 6백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1990년 초에는 마침내, 자본금 150억 마르크에 그 3배도 넘는 500억 마르크의
부채를 기록하는 가운데 매년 약 140억 마르크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방철도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
구체적 진행과정을 순서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9년 초에,「연방철도사업 정부위원회」가 가동되어 연방철도의 상황
점검과 미래의 개혁방안을 연구하도록 되었다. 특히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
되자, 1991년 12월에 가서는 이 위원회가 동독철도(DR : Deutsche Reichsbahn)
를 통합하여 전체 독일을 대변하는 독일철도주식회사(Deutsche Bundesbahn
AG)를 설립하도록 제안하게 된다.8) 마침내 1992년 7월, 연방정부는 독일철도청
을 1994년부터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민영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에는 민영화 위
8) 이전에도 무려 16차례나 철도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인력감축에 머무르면서 근본적인 개선
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마침내 1991년 유럽연합(EU) 각료회의 의결에 따라 본격적 철도구
조개혁이 전개된다(이하 노동자신문, 1999. 4. 13). 그러나 1991년에 시작된 개혁은 단계적
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독일철도주식회사(DBAG)를 설립해 건
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또 670억 마르크에 달하는 기존 건설채무를 전액 탕감해 제로베이
스에서 다시 출발토록 했다. 지방의 적자노선은 DBAG에서 분리한 뒤 해당 지자체에 비용
을 분담시켰다. 신규 철도망 확충비용은 무이자로 융자지원해 줘 DBAG의 추가 부담을 줄
여주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DBAG를 5개 자회사로 분리시켜 민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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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철도사업 개혁법률안이 제정되어(1994년부터 유효), 연방철도청의 법적
근거를 공법에서 민법으로 이전시켰다. 특히, 연방철도청의 기업적 업무 영역
과 공공정책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여 기업적 업무 영역을 독일철도주식회사
(DB AG)로 독립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그 뒤 기업적 업무 영역은 다시 선로,
장거리 여객수송, 근거리 여객수송, 화물수송의 네 분야로 분할하여, 장기적으
로는(2002년부터) 각기 독자적인 주식회사 체제로 정립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독일철도사업주식회사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구상에 따르면 2002년부터는 마침내 독일철도사업주식회사가 해체되기로
되어 있다.
한편 독일철도 민영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동서독 철도청의 선로,
여객, 수송에 대한 ‘지역화’(Lokalisierung) 사업인데, 이것은 독일철도 민영화
작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방 운영의 철도사업을 1996
년부터 지방이나 주 단위로 이양하는 이른바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자금조달과 경영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이나 주 단위로 이전하자는 것
(수익자부담 원칙의 도입)이다.
현재 독일연방철도의 민영화 수준은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인 규제를 완
화하여 기업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탈국가화의 단계”에 있다(서이종,
1997). 다시 말해 아직도 연방 지분의 주식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계획상
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단지 기업경영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증대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철도청의 경우
는 독일통신의 경우에 비해 민영화가 덜 진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경영합리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인건
비 절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이하 노동자신문, 2000. 1. 24). 독일철도가 발행
한 ‘철도개혁’이라는 공식 홍보물에 따르면, 1999년부터 향후 4년간 약 75억 마
르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프라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9) 그러나 1999년부터 독일철도는 자신의 콘체른 기업구조를 사업 영역에
따라 몇 개의 독자 기업으로 분리하는 것에서 2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이미 시
9) 이는 약 3억 마르크를 줄이기 위해서 7만명을 인원정리하겠다는 합리화 계획과 너무나 대
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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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2000년 1월 19일 독일철도의 신임 회장인 하르트무트 메드론이 밝힌
2단계 기업구조조정안은 “3억 마르크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2004
년까지 약 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인원합리화 계획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비용절감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3만 5천명의 직원을
인원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0) 물론 메드론은 이러한 인원정리 과정에서
조기퇴직제도, 생애파트타임의 도입, 퇴직보상금의 지불과 같은 방식으로 그
피해를 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독일철도의 구
조조정안은 역시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객수송 분야에서의 일자
리의 축소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철도 지주회사 아래에 근거리교통, 원거리교통, 역관리, 화물운송,
교통망관리를 전담하는 5개 주식회사(AG)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대한 국영
철도의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러한 사업분리 과정이 너무 경
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콘체른의 경영전략 수립상에서 요구
되는 종합적인 기업 대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화물운송시
장에서의 철도 점유율의 감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연착, 기술결함으로 인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은 현재의 독일철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발표된 기업측의 구조조정 내용도 결국에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률
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11) 인원합리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여객분야도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된 21개 교통망은 보다
현대화시키는 반면, 그 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 구간에는 보다 적은 철도
차량을 운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운행횟수의 감소는 바로 승객들에게
는 서비스 질의 저하를, 승무원들에게는 조업단축을 의미한다.
10) 콜 정권하의 1990년부터 본격화된 독일의 철도개혁은 국철의 민영화를 통해서 교통서비스
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별로 내지 못했다.
11) 신임 회장 메드론의 이번 인원합리화 계획에 대해 독일철도노조(GdED)의 노르베르트 한젠
위원장은 “메드론의 구조조정 계획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급속한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노조는 이에 대해서 협의할 준
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메드론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럴 경우 노조는 모든 힘들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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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

1. 민영화 문제에 대한 독일노총의 입장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사업장 경영참
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민영화 문제와 관련
해서도 독일노조나 평의회에서는 이에 적극 개입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
고자 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에 민영화가 진행된 폴크스바겐의 경우 노동자평의회(Betriebsrat)는 “민영화의 공식 목적은 단협의 배제이며, 공동결정제 및 사회적 성
취물의 제거”이기에 노동자 권익에 배치된다고 규정하였다. 노동자들은 민영
화로 고용감축과 원치 않는 재배치, 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 기업복지 축소,
정년규정 변화 등이 이루어질 것에 반대하였다. 1986년 6월 말에 5천여 노동자
의 민영화 반대 시위, 1987년 10월 한 달간 6개 작업장 6만여명 가두시위, 니더
작센 주정부의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 등이 대표적인 저항이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에선 6만여 노동자, 2만 3천 시외통근자,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실제 민영화로 인한 고용감
소나 재배치, 노동조건 및 임금 등에서 큰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투자가 이루어져 1983년 11만 4,522명, 1984년 11만 5,874명, 1987년 12만
9,028명으로 증원되었다. 특히 우리사주제는 민영화의 마찰을 줄이는 데 성공
적이었다(Tofaute, 1994b ; 서이종, 1997에서 재인용).
한편, 최근의 독일연방 우정통신회사(체신국)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독일노
총(DGB: Deutscher Gewerkschaftsbund)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하
<Die Mitbestimmung> 1992년 1월호 참조).
독일노총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와 친절로써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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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우편․통신제도가 경제 및 사회의 순기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본다. 바로 그러한 중요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일기본법 제87조 제1항에서도 “우편서비스와 포괄
적인 통신망의 구축은 공공서비스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
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통신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행해져야 한다.
독일노총의 시각에서 볼 때, 독일연방 우편통신국은 공익 지향성과 높은 품
질성을 가진 공기업으로 앞으로도 그대로 존속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
음과 같다.
- 지역 차별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포괄적인 우편 및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우편 및 통신 과정상 개인의 비밀 보호는 물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높은 기술수준의 포괄적인 사회간접자본
의 구축을 위하여
- 정보 및 통신기술의 변화 과정을 인간적으로 만족스런 형태로 형성해 내
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여러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독일노총은, 공기업의 문
제를 단지 시장, 경쟁, 개별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 등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아
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동독 지역의 구조조정 및 경제
재구축 과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따라서 독일노총은 매우
효율성이 높은 우편 및 통신제도가 계속해서 공공서비스의 영역 속에 남아 있
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독일노총이 강조하는 점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민영화시켜 내
는 것이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의 전형적인 수단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
컨대 독일노총은, 영국의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반대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공공 우편 및 통신사업의 민영화는 그 경영철학 자체가 공공선(Gemei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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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l)의 추구라는 것으로부터 개별 기업적 이윤(Profit) 추구라는 것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 또한 그 사업들이 지닌 인프라 구조정책적․지역정책적․기술정책적․산
업정책적․사회정책적 기능들을 극적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마침내 시
민들 가계에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나아가 중소기업들에게도 비용을 증
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결국 사회적 부의 분배가 위로부터 아래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부터 위로 전도되게 된다.
-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영화와 더불어 반노조지향적이고 반노
동자적인 경영전략이 기승을 부리며, 나아가 대량의 인원감축이 동반됨으
로써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국의 선례가 바로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일반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로 보더라도, 우편통신 분야의 민영화는 독일의 복지국
가 체제를 위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
들의 고용안정까지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 예측된다. 나아가 황금 같은 공기업
을 민영화하게 되면 국가가 경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합리적인 조절을 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위험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호한 결의로 기본법 제87조 제1항의
수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이 법의 수정을 통해 정
부가 우편통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독일연방 우편통신 사업체를 사유화(민영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연방우편통신부에 의해 추진되는 제2차 민영화 계획
은, 이미 1989년에 정부에 의해 완료된 ‘우정개혁’(제1단계) 구상이 실패로 돌
아가고 말았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독일노총의 시
각이다. 그 구상은 원래 우편(Postdienst)과 예금(Postbank), 통신(Telekom) 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던 방식을 각각 세 부문이 따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별 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독일노총은 우편개혁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요구하며, 1989년의 ‘우
정개혁’이 범한 엄청난 실패를 청산하고 대신에 연방우편통신 사업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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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정
부에 의해 신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 통신망, 전화, 우편서비스와 관련한 연방우편통신 사업체의 독점권을 법적
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이 사업체가 미래에도 계속 재정력과 투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시민과 경제계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기밀이 보장되는
우편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연방우편통신 사업체가 의무화하도록 조치한다.
- 의회나 인프라평의회(Infrastrukturrat) 같은 것을 통하여 연방우편통신부
의 정책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방우편통신 사업체 내에 총이사회를 두어 사업의 총체적 책임성을 강화
하고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한다. 나아가 노사 대표가 동등
하게 참여하는 감사회를 강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요컨대 독일노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공기업은 국민복지를 위해 경제
를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유지는 물론 그 확대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연방우정통신 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필요하다고 느끼
지만 이 사업 영역이 국민적 필수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유화 내지 사적
이윤추구에의 종속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셋째, 그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
해 관료주의적 비효율의 제거와 노사 동등한 경영참여(이사회와 감사회 수준)
를 통한 경영 투명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이 사업의 공공성을 재
강화하기 위해 사업상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과 비슷한 맥락 속에 최근에 이루어지는 독일 공공노조
의 통합논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독일 서비스노동자들이 자본의 탈규제화 및 민
영화,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조직통합의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노동자신문,
1999. 11. 15). 1999년 11월 독일노총(DGB) 산하 공공부문노조(ÖTV), 우편노조
(Post), 상업노조(HBV), 매체노조(Medien), 그리고 독일사무직노조(DAG)가
‘통합서비스노조(ver.di)’로의 일대 전환을 위한 노조총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5개 노조가 조직통합을 결정하고 2001년으로 예정된 단일노조 건설이
성공하게 되면, 약 320만명의 조직원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노조는 독일 노사
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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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경향을 등에 업고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 공세를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소한 조직화 틀로써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
되었고 더구나 특히 공공서비스부문의 경우, 정부의 탈규제화와 민영화 정책으
로 인해 공공노사관계의 이점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현재 공공서비스부문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정
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공공노사관계의 ‘준-민영화’ 추세
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정부와의 타협이 아니라
사적 서비스부문 노동자와의 보다 확대된 조직적 연대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공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2. 텔레콤 민영화에 대한 독일체신노조의 대응
독일연방우편(Deutsche Bundespost)은 원래 우편사업, 우편저축, 우편환, 전
기통신 등의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특별사업회계(특수자산)로서 대개 우편 사
업 분야에서는 적자를 기록하였기에 이를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흑자로 메워
나갔다. 그런데 1987년에 들어 연방정부의 자문위원회가 전기통신 사업부문의
분할민영화를 제의하고 정부가 이를 속행하려 하자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독일체신노조(Deutsche Post-Gewerkschaft :
DPG)는 “전기통신 사업이 분할민영화되면, 연방우편 전체의 경영은 만성적자
를 면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며, 마침내 장래에는 사업 축소, 고용 감소 등으
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
다. 이러한 입장은 연방체신국의 경영참여기구인 직원평의회(Personalrat)에서
도 마찬가지로 표명되었다.
독일체신노조(DPG)는, 또 독일의 우편․통신 및 우편은행의 민영화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조 차원에서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사회민주당(SPD)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사민당을 통하여 정치적 결
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민당 스스로도 앞에서
보았듯이 민영화 자체에 대해 별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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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가능한 한 적극 대변하려 하였다. 예컨대, 1968년 이후
1982년까지 사민당 정권이 통치를 하였을 시기에는 사회복지 등 정부의 공공정
책이 강화되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던 사실이 그 증거이다.
다른 한편, 독일체신노조는 불가피한 경우, 설사 민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즉 단협 승계와 고용 승계(공무원으로서
의 신분과 혜택보장, 특히 정년보장과 연금지급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
고, 나아가 민영화되는 경우, 정부의 민영화 계획대로 이윤추구적인 ‘주식회
사’(AG)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존속하되 노동자대표의 참여 아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노조 나름의 수정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
기도 했다(독일체신노조 국제부장 롤프 요하니히 면담, 1996. 2. 7).
이렇게 노조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결국
체신노조는 독일연방체신국의 민영화 과정에서 일단은 고용에 있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을 통해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를 그대로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즉 민영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조건 속에서 노동자
들은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노동자 신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설사
노사 협상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30∼40%의 노동자
들이 고용불안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단 민영화가 이
루어지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거의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명제는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이다(독일체신노조 국제부장 롤프 요하니히 면담,
1996. 2. 7).
독일체신노조는,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책으로 ① 노조 자체
의 대안적 모델 제시와 함께 ② 그것을 지지해 주는 여론과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의 확보 및 ③ 노조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 내
전향적인 분파와 동맹관계 유지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독일체신노조는 일단 원칙적으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
였으나, 그러한 반대 입장의 관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민영화를 하더라
도 노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즉
경영 효율의 향상을 위해 노사 공동의 참여하에 노력을 경주하되 주식회사 체
제로의 변화가 아닌 공기업 형태의 존속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나아
153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가 노조는 금속노조와의 연대적 협력관계도 새로이 형성해 가면서(DGB, 1994),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상에서 고용 승계와 단협 승계를 관철시킴으로써 고용안
정이나 노동조건을 보장받고자 하였다(Foster, 1997).

3. 철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독일철도노조(GdED)의 입장
철도노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면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수호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개선, 복지국가의 수호 등을 위해 공청회를
조직하거나 다각적으로 이론적․조직적 대응을 하였다(Sommer, 1992, 1994 ;
Brändle & Lutzke 1993 ; Welt der Arbeit, 1994 ; Girndt, 1995 ; Spiegel, 1995
; Bäsler, 1996 ; Schäfer, 1996 ; Kempe, 1997 등 참조). Tofaute(1994b)에 따르
면, 독일철도노조는 체신노조와 마찬가지로 1994년 이후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
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철도사업의 민영화 자체를 강력하
게 저지하고자 하였다.
① 민영화는 국가 기능을 약화시켜 그 영향력과 조정 능력을 잃게 하며, 민
영화 그 자체가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신보수
주의적 공격의 일부이기에 노동자와 노조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며, 마침
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마저 침해한다.
② 민영화는 노동자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저소득층에게 혜
택을 주던 공공서비스를 악화, 축소시키고 가격도 높이게 된다.
③ 민영화는 공공서비스부문으로부터 각종 업무를 분리시켜 내기 때문에 통
제비용이 증가하고 관료주의도 조장된다.
④ 민영화는 고용 서열상 최하위 그룹인 노동자집단을 얽어매는 것이며 노동
자들과 대중을 희생시켜 중소기업자들에게 특권적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
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경우, 실제적으로는 민간 독점, 아니면 국가가
이익을 보장해 주는 민간기업들이 생기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들은 이익
이 많이 나는 공기업들을 인수하려고는 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
은 잘 거들떠보지 않는다. 즉 민영화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창출이나 사
회적 효율성의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국가는 이익이 없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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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게 이익을 보장하고자 국민의 혈세에
서 나온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비용 부담(은폐된 경비와 부대 경비 등)이
더욱 커진다.
⑥ 민영화를 통해 일자리의 30% 내지 50%가 소멸된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
훈련직에서 더욱 심각하다.
⑦ 하위소득자의 임금은 민영화 이후 모든 부문에서 더욱 낮아진다. 노동시
간, 노동강도, 노동안전 등도 열악해지고 노동자대표의 영향력 행사 가능
성이나 경영참여 가능성은 대체로 작아진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국한되
지 않고 민간부문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⑧ 민영화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공급제한, 질적 저하, 그리고 가격 인상은
모든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공직자 가계에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
연한 귀결이다.
⑨ 특히 민영화된 기업은 그 비용을 사회화시키려 하기에 일반국민(노동자
포함)과 국가는 부담이 커지게 되며, 특히 생태계 분양에서의 파괴나 훼
손도 심각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독일의 정당 및 노조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4>같다(서이종, 1997 : 224).
<표 4-4> 민영화에 대한 독일 정당 및 노동조합의 입장
기민당 연립정권
정책 목표 -많은 시장, 작은 정부
-국가의 기업활동 축소
정책 방향 -사기업 영역 확대

사회민주당(SPD)

노동조합

-장기적 관점의 민영화

-민영화 반대

-사적자본 독점 방지

-공기업 유지․확대

-노동시장 안정화

-독점시장 규제

-국민의 기업참여 확대

-선택적 공기업 유지

-복지국가 강화

-시장기능확대 구조조정

-공기업을 통한 정책추진 -민영화 반대 압력

주요 정책 -소유권 민영화
-우리사주, 국민주 확대

-고용 및 임금보장

-고용 및 임금보장

-매각금의 공적 사용

자료 : 서이종(1997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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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

1.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는 원래, 나치 체제와 세계전쟁(제2
차 세계대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사
회적 생산조직의 사회화(Sozialisierung)를, 영미식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
보다 오히려 한 발 앞서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라는 이념 아래 ‘사회
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체제 속으로 편입시켜 내는 과정이
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 또한 ‘경쟁 질서’와 ‘분배 정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론, 독일 공기업 민영화가 기본적으
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효율성 향상이라든지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하는 목표들이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독일식 신자유주
의, 즉 질서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Restrukturierung)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기
업의 민영화(Privatisierung)는, 국가의 탈규제화(Deregulierung)나 경쟁력 향상
을 위한 경영합리화(Rationalisierung)와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가 그 중에서도 재정
적자의 축소(재정수입의 증대)에 무게 중심이 가기보다는(민영화를 통해 영국은
1000억 마르크, 프랑스는 200억 마르크의 재정수입을 올린 데 비해, 독일은 1984
년 이후 1990년까지 100억 마르크 정도 수입에 불과, 그 3분의 1은 폴크스바겐재
단이나 연방환경재단 등 공익기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정부의 채무변제나
이자수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비효율성의 제거나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민영화 과정도 대체로 직원평의회나 노조의 참여와 협의
아래, 그리고 우리사주나 국민주 형태가 큰 비중을 이루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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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민영화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하나는 탈
규제화 요구와 직접 관련이 있다.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국가기구들의 일
부는, 그동안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절)하는 데에 큰 정책도구적 역할을 했다.
그 기구들의 의미는 사실상, 보다 상위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 직접적인 가치증
식 요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적인 자본 증식이
아니라 범지구적인 자본 증식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기구는 경제적으로 더 이
상 적합한 것이 못된다는 논리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국가기구들이나 사회
보장(Soziale Sicherung) 제도의 여러 부분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투쟁의 결과
로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체제를 감축시킨다면 이것은 곧
국가적 사회보장 기구들이 이윤추구 중심의 사적인 보장보험 회사들로 변형되
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관점은 직접적으로 고용 및 임금(Arbeitsbedingungen)과 관계된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구에의 충성심이 각별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인간적’이었다. 즉 여
기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도 괜찮았으며 고용도 장기간 보장되었다.
바로 이 ‘비생산적인’ 틈새를 샅샅이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민영
화라는 맥락 속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호관련성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서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
가? 이 과정에서 민영화와 노사관계 사이의 상호관련성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첫째, 연방우편국 민영화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에 관한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독일통신이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
지면서 기존의 전화서비스나 이동통신의 가격 및 품질상의 개선이 이루어져,
가입자수가 1995년의 140만명에서 1996년의 220만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료도 경쟁체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 물론 시
157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내통화료와 우편요금은 비싸졌지만, 서비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연방
철도의 경우에도 가격 및 품질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 특히 1995년 이후 서
비스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폭이 넓어졌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점은,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변동
이 기업 등 기관 고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나타났지만, 일반노동자들에게
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입는 손해는, 민영화된 공립병원(Krankenhaus)의 청결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든가, 환자나 구조수송 요원의 질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든가, 여
객기(Luftverkehr)의 서비스, 신뢰도 및 안전도가 낮아진다든가, 또는 민영화된 유
치원(Kindergarten)의 급식이 중단되거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 이것은 민영화된 기업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기 때문이다”(Tofaute, 1994b).

나아가 텔레콤 민영화의 경우, 통신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긍
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당초에 텔레콤 민영화가 진행되면 통신산
업이 미래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견되었으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 통신산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 내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고용면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민영화로 인해 초래
되는 ‘고용감소 효과는 30%에서 50%까지’로 추정된다(Tofaute, 1994b). 공직
자들에게는 다른 조직으로의 전출, 민간회사로의 이직, 민영화로 인한 해직(명
예퇴직이나 조기정년) 등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특히 통신부문의 경우, 진입
이 자유로워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최우수 기업을 표준삼
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고용감축을 단행했다(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의 형태
로). 또한 민영화와 경쟁시장 창출의 결과, 고객들이 여행 예약이나 은행계좌
관리 등 통신 구매를 많이 활용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은
행, 보험회사, 여행사에서부터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우편통신 분야의 경우
최소 5만개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짐). 사실상 이러한 일자리 상
실이 컴퓨터와 그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계를 조직할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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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보충된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1996. 5. 2). 그동안 가격이 싼 정보고속도로의 도움으로 촉진되리라 예상되었
던 멀티미디어 붐도 결국에는 고용 감축으로 연결되고 말았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공기업의 고용감소는 민간부문에도 악영
향을 끼쳐 전반적으로 고용감소를 부채질하게 된다(Tofaute, 1994b).
“은행, 보험, 경영자문, 건설 등 분야의 일자리 1천 5백만 중 무려 40%인 6백만개
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결코 총고용을 증진하는 것이 아님
을 증명하고 있다”(독일 브레멘대학교 하이너 헤즐러 박사 면담, 1998. 4. 1).

여기서 Tofaute(1994b)가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민영화된 연방기업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민영화의 고용 효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황준성, 1995 : 98∼121 참조).
- VEBA 주식회사 : 민영화 결과로 고용감소가 발생했으나 직업훈련생의 채
용이 이전보다 증가함.
- 프로이삭 주식회사 : 인원 감소 있었음.
- 후리쯔 베르너 공구제작사 : 심각한 고용감소 현상이 민영화의 결과 발생
(580명에서 180명으로). 특히 생산직 노동자가 타격을 크게 받고 직업훈련
원도 폐쇄함.
- Prakla-Seismos 주식회사 : 감원조치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됨(1990년 말
1,800명에서 1994년 400명으로 감소). 호수측량부나 취수사업부, 특수측량
부와 같은 부서는 민영화로 인해 활동이 전면 중단됨.
- VW 주식회사 : 직원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민영화로 인한 고용감소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대답함. 그러나 1985년과
1989년의 직원수 감소(16만명에서 12만 8천명) 추세로 미루어볼 때, 1988
년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잘쯔기터 주식회사 : 석유, 천연가스, 관리직 분야에서 인원감축이 진행됨.
- IVG(산업관리공단) : 민영화로 고용감소 발생하지 않음.
- Depfa(독일저당증권)사 : 처음에는 인원 감소, 그 이후 다시 고용 증가.
- DSL 은행: 민영화 불구하고 동독 지역의 사업 확장으로 고용 확대(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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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원 자리가 10개 증원됨).
- 루프트한자 : 1991년까지 6천명의 인원감축이 행해지고, 직훈생의 신규고
용 전망도 어두워짐(1995년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효율성
을 기준으로 할 때, 루프트한자는 5만 7천여명 중 2만 2천명 가까이 줄어
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반적인 고용감소 현상이 민영화로 인해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이나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과 달리, 직원평의회(Personalrat) 또는
노동자평의회(Betriebsrat), 그리고 산별 노조가 경영참가 차원에서 민영화 과
정에 적절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
동독 지역의 민영화에 비해 구서독 지역의 민영화가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대량실업)를 덜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동독의 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영화 과정에서 노
동자대표 조직이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Tofaute, 1994b).
셋째,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 상황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1980년대
에 걸쳐 이루어진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했
다. 그것은 임금체계상 노동자들의 임금 등급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Tofaute,
1994b). 또 후리츠 베르너 공구제작사와 루프트한자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들어 명백한 소득감소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
우도 있다. 예컨대 폴크스바겐사나 독일통신과 같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에서는 별 다른 소득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프로이삭
주식회사나 IVG사, Depfa사, Prakla-Seismos사 등에서도 민영화로 인해 소득
수준에 별 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에 VEBA사나 DSL은행의
경우와 같이 고객 위주의 사업확장으로 오히려 소득향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
다. 결론적으로, 민영화라는 변수 자체보다는 임금체계, 시장점유율, 경영전략
등의 변수가 소득수준의 변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12)
12) 한편, 사회복지적 혜택의 감소로 인해 실질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으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의 생활비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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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동과정상의 일반적 작업조건의 경우에도 1980년대 내내 민영화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Tofaute, 1994b). 1990년
대 초에 행해진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예컨대 VEBA사와
프로이삭 주식회사, IVG사에서는 일반적 노동조건(작업조건)이 변함없다고 대
답하였으나, 반면에 후리츠베르너 공구제작사와 Prakla-Seismos사, Depfa사에
서는 사용자측의 더욱 강력해진 노동통제로 인해 작업조건이 악화되었고(때때
로 작업장 분위기의 악화를 동반),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상도 더욱 어려워졌다
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Depfa사나 후리츠베르너 공구제작사에서는 사내 복지
(예컨대 추가 휴가)도 감소되었다.
다섯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권익 조직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이를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노동자대표 조직(Personalrat, Betriebsrat)이 민영화
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Tofaute(1994b)에 따르면, 1990
년대 초 현재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은 단지 VEBA사와 폴
크스바겐사로 나타났지만 그 외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영화로 인하여 그동안 경영참여와 단체협상을 통
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던 전통적인 독일노사관계의 구도들이 실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침식을 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폴크스바겐사의 경우, ① 니더작센 주
정부(사민당 우세)가 2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
던 점, 그리고 ② 금속노조가 이 회사의 노동자들을 매우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 ③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이 폴크스바겐 사규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대폭 늘어나는 경우이다. 철도청은 1970년대 이후 철도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중소도시에
11만 3천 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해
온 교통부가 철도분야의 누적된 적자와 동독철도 재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전
국 18개 철도주택조합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노동자신문, 1999. 1. 8).
철도노조와 세입자연맹은 주택조합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40만 철도노동자들의 생존이 위
협받는다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우선 뮌헨 시청 앞 광장을 정기적인 항
의집회장으로 삼아 여론을 규합하는 한편, 정당과 관련단체에 대한 청원운동도 펼쳤다. 그
러나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1998년 18개 주택조합을 공매에 부쳐 71억 마르크
에 매각했다. 이 조처로 우선 뉘른베르크와 레겐스부르크 등 바이에른주에 있는 6천 세대
의 임대주택이 두 개의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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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가 비교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인
하여,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에의 부정적 영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민영화와 노사관계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하여 가설 형
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및 노동조건, 노동조합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
면서 진행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았듯이, 개별 공기업별로 고용관계 및 노동조
건, 노동조합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 업종의 시장 상황이나
노동자 조직의 역량, 경영참가의 실질적 효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성격
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③ 특히 사민당(SPD)과 노동조합 등 노동자 권익대변 조직들의 민영화에 대
한 반대 입장은 확고한데, 바로 이 점이야말로 독일에서의 민영화가 영국
의 그것에 비해 그 진행속도나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함
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효과, 민영화와 노사관계 사
이의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소유 및 경영의 민영화가, 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 관료주의 타파와 비
효율성 척결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만(privatization for social
effi- ciency), 반대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
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privatization for corporate efficiency) 결코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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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것이다.
둘째, 민영화의 과정에서 노동 배제적인 민영화(labor-exclusive privatization)보다는 노동 참여적인 민영화(labor-participative privatization)가 이루어
져야, 민영화의 내용과 형식, 효과, 노동조건, 노사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13)
셋째, 민영화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적․사회적 효율성의 증대분을 그 당사
자들에게(노동자와 경영진, 그리고 사회 전체) 피드백(feedback)시킬 수 있을
때, 즉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 복지 향상, 공익에의 기여도 증대 등으로 되
돌려줄 수 있을 때(quality of life through privatization), 그 조직의 효율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어 일종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민영화 및 효율 향상의 결과가 오히려 고용불안이나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복지 감축, 기업 이윤의 추구로만 나타날 때
(stress through privatization), 당사자들은 결코 민영화된 조직의 효율 향상에
참여와 협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또다시 저효율이 심화되는 악순환
(vicious circle)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3) 예컨대 철도개혁 프로그램으로 독일철도의 생산성은 크게 올라갔다. 1994년에 233억 마르
크였던 DBAG의 매출액이 1997년에는 251억 마르크로 8%나 뛰었다. 여객수송량도 14만
명에서 17만명으로 19.6% 늘었고 생산성도 82%나 높아졌다(노동자신문, 1999. 4. 13 참조).
이같은 개혁의 성공에는 노조 문제를 잘 푼 것이 주효했다. 노조를 설득해 기존 인력감축
이외에 더 이상 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개혁안에 협조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100
개 이상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도 필요했고 특히 철도부채 해결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노
동 참여적인 혁신과정이야말로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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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성장과 위기 속의 민영화와 정치경제 박 은 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외래교수)

I. 서 론

1980년대에 들어와 대내적으로는 재정위기에, 대외적으로는 서구에서의 잇
따른 보수주의 정부의 등장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등의 여파에 직면하여 타
이에서도 민영화를 옹호하는 시장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이때 민영화를
옹호하는 논의들은 과거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능을 민간부문이 맡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다
(Phiphat, 1987 ; Amnuey 1991).
여기에다가 1997년 외환․금융위기에 봉착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
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서 공기업 민영화의 빠른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가히 타이는 민영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1)
우선 정부 내에서는 민영화를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삼아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자본유치의 수단으로서 민영화
를 검토하기 위한 3개의 소위원회도 설치되었다.2)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에서
1) 당시 금융부문을 제외한 20대 대기업의 단기외채는 약 1천 51억 바트, 장기외채는 약 4,644
억 바트, 반면 이들 20대 기업의 총자본은 2,336억 바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Bangkok
Post, 1998. 7. 24). 따라서 외자유치를 통해 바트화를 강세로 반전시켜 외채부담을 줄이자
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민영화는 바로 외자유치의 한 방도였다.
2) 첫 번째 소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쟁력 촉진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전 타이중앙은행 부총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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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의 실용적 목표는 재정․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한 외자유치로 전환한
듯하다.3) 이는 1980년대 중․후반 고성장 시기에 제기되었던 민영화의 실용적
목표, 즉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던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과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민영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전략적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
태이다. 특히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공기
업 노동자들과 사회단체(NGO)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여하간 타이에서의 경제위기는 민영화를 공공재(公共財)의 사유화로 인식하
는 비판세력의 엄존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폭과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은 민영화의 부정적 부수효과
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타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의 최소화는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
도구축의 전망은 있는가? 타이의 민영화 사례가 한국을 비롯한 여타 발전도상
국들에게 줄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정책기
조가 구축된 1980년대 후반 이래 공기업 민영화 과정을 고찰하되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할 것이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타이에서의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
과 변화를 개관할 것이다. 제Ⅲ절에서는 인프라 관련 공기업의 핵심이자 우선
적으로 민영화 대상에 지목된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과 추진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제Ⅳ절에서는 제Ⅲ절에서 다루었던 공기업들을 주요 사례로 하여 민
영화에 대한 공기업 노동부문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는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구축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위원장이 되었다. 두 번째 소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장 적절한 개발영역을 검토하
였고 국가경제사회개발원(NESDB)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었다. 세 번째 소위원회는 공기
업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검토해야 할 임무를 맡았으며 재무
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었다.
3)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는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자유시장경제론, 노동운동의 무력화
등에 경도된 정책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 반면 민영화의 실용적 목
표는 공기업의 적자경영 해소, 상업성 제고, 합리화, 효율성 증진 등에 있다(Manzetti, 1993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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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 경영부문의 특성과 변화

1. 공기업의 신경영주의와 그 한계
<표 5-1> 아시아 지역내 공기업부문(PEC) 비중 비교(1984, 1985, 1987)
GDP 대비
PEC 부가가치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내 총투자규모 대비
국내 총노동인구
PEC 투자규모
대비 PEC 고용인구

2.31)

`22.11)

n.a

2)

1)

24.1

61.9

n.a

인

도

n.a

41.1

8.51)

한

국

10.4

15.6

1.9

네

팔

n.a

필리핀

14.1
1)

3.6

n.a
2)

15.3

n.a

3)

타
이
5.4
11.1
2.7
주 : 1) 1985년 2) 1984년 3) 세계은행 산출.
자료 : World Bank, Issues of State Enterprise Efficiency, Prepared by Mary Shirly et al.,
1989b, p.142 ; Sununta and Vuthiphong 1991, p.123에서 재인용.

<표 5-1>이 보여주듯이 아시아 지역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타이에서 공기
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다. 이는 비교적 이른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민영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 시기를 오랜 기간 경험한 까
닭으로 타이철도공사(SRT), 타이통신공사(CAT), 타이국제항공(THAI), 타이
항만공사(PAT), 고속도로공사, 공항관리공단 등과 같은 주요 공기업들의 대부
분이 군부의 영향력하에 있었다.4) 주로 인프라관련 산업에 해당하는 이들 공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민영화 대상에 지목되기 시작한 시기는 국내 경제가 고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이었다. 더 이상 정부가 재정부담을 질 수
4) 이를테면 타이철도공사, 타이전화공사 등은 육군의 영향력하에, 타이항만공사는 해군의 영
향력하에, 타이국제항공, 타이통신공사 등은 공군의 영향력하에 각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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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던 공기업부문으로의 자본 동원을 위해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민영화 논리였다.5)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수의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영화의 실제는 경쟁적 시장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였다(Patcharee & Haller, 1994). 그 결과 대형 프
로젝트가 특정 민간기업에 편중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여기에다가 또다른 문
제는 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정보통신사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만
관심을 보이고, 채산성이 없는 교통․철도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가사회경제개발원(NESDB)은 본격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공기업의 상업성 강화를 주된 내용
으로 하는 제7차 개발계획(1992∼95)안을 마련하고(Witit, 1996 : 14) 이어 1993
년 1월 5일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
다. 첫째, 시장기제를 통해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행한다. 반면 불공정한 경쟁․
독점체제는 예방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발전과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전
히 특정부문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때문에 수익사
업활동부문, 공익산업부문, 복지부문과 관련된 사업은 공기업 단독 혹은 민간
부문과 제휴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셋째, 농업, 공업, 상업, 재정, 서비스업의 개
선을 위한 특별정책을 입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개입을 철회한다.
넷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자유화 정책과 상치되는 공기
업의 주식, 경영권, 자산을 매각한다. 특히 민간부문과의 완전경쟁으로부터 얻
어진 수익은 지방 및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로 이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1월 추언 내각(1992∼95)은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장관, 국가경
제사회개발원장, 예산국장을 사무처장과 이사로 하는 공기업발전위원회를 설
치하였다. 내각은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민영화계획의 입안과 각 공기업 소
속 이사진, 최고경영진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5) 외채사정위원회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피하자는 목적에서 연간 해외차입 한도액을 12억 달
러로 설정함에 따라 이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불가피론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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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무를 보자면 ① 본 위원회는 2년 동안 각 기업체 최고경영진들의 업무능
력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임원을 해임한다. ② 각 공기업이 수익의 30%를
정부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③ 순수익의 3%를 사내 인력개
발을 위해, 그리고 다른 3%를 기술개발에 각각 투자하도록 모든 공기업에 요
구한다. ④ 원가계산을 요구한다. ⑤ 연례적으로 공기업 각각에 대한 경영실적
을 평가하고 ‘A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임금을 자율적으
로 결정하도록 한다. ⑥ 공기업들에게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공
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⑦ 소유나 경영의 측
면에서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공기업을 정리하도록 한다(Bangkok Post, 1993.
2. 13 ; The Nation, 1993. 1. 6 ; World Bank, 1994b : 32).
한편 공기업발전위원회의의 사무처 기능은 재무부 관료팀이 맡기로 하였고
실무진은 재무부 산하 중앙회계국 내 공기업과와 국가경제사회개발원(NESDB)
에서 충원하였다. 특히 재무부 산하 공기업과는 약 5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일
찍이 재무부 감독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상태, 재정․국고납입 상황, 포트폴리오
운영 등에 대한 감독과, 최고임원진의 경영능력 등을 분석해 온 유능한 관료집
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발전위원회 설치의 또 다른 의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전문 경영
평가대행회사인 TRIS(Thai Rating and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공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타이 공기업부문, 특히 인프라관련 공기업들은 외견상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하다. 공기업들은 이익의 산출자(profit-makers)이지
손실의 주범(money-losers)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경영실
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제도가 없었다. 개별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
부 부처들은 있었지만 각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독립기구
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기업부문의 수익성이 효율성의 산물
이라기보다는 독점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공기업의 손익지표는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왔다(Kraiyudh,
1993 : 287). 이러한 점에서 공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는 공기업의 경영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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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공기업발전위원회는 민영화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이사진에 임명된 관료들의 주식 매입․매각을 규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결
정에 따르면 공기업체가 상장회사 형태로 새로이 설립될 경우 누구나 이를 자
유로이 매입․매각할 수 있으나 관료 신분으로 파견된 해당 공기업 이사들의
경우 자신의 명의는 물론 가족명의로도 매입․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감사국을 통해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기업 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 이전에 특정 임원을 이사직
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11
인으로 구성된 이사수를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에는 15인까지 둘 수 있게 하고,
이 때 전문경영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는 민영화의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통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신규 설립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하
게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자본과의 합작투자를 지향하고 이 경우
에도 정부는 최대 주주를 피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물론 공기업설치령에
따라 초기에는 100% 주식지분을 소유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정부 소유지분을
줄여나간다는 세부규정이 뒤따랐다. 국영항공회사인 타이국제항공(THAI)은
이러한 방식의 민영화 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민
간자본 소유로 이전되면서 국가 독점을 대신한 사적 독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시감독할 특별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6)
그러나 이 개혁안들은 집행단계에서 장애에 부딪쳤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 이전에 특정 임원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입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 이동과 함께 <표 5-2>가 보여주듯이 공기업체
이사진에 대한 인사이동이 대거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부문은 군부 파벌이
지배하는 ‘정치파벌기업’에서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치파벌기업’으로 변형되었
을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6) 이러한 내용은 재무부 산하 재정경제국과 노무라증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증권거래소를
통한 민간부문 참여방식의 민영화”라는 세미나에서 재무부 안으로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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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반한 연립내각(1995-96)하에서 공기업 요직에 임명된 정당관련 인사
공기업명

직책

<신희망당 관련인사>
시린 투복 육군대장*

전화공사

이사장

파이산 프차몽콘

전화공사

이사

리킫 터사티락싹

통신공사/전력생산공사

이사장

찰럼 파라홈럳

지방전력공사

이사장

쁘린야 나차뜨리

전력생산공사/지방전력공사

이사

차이까셈 니띠시리

지방전력공사

이사

싸이믿 꼰얀믿 육군소장*

지방전력공사

이사

파라차이 순톤판

관광공사

이사

쁘린야 쩯따피왇

철도공사

이사

싸왇

지방전력공사

이사

뽀롣 삐얌퐁싼

대중매체공사

이사

피탁 랑씨탐

지방전력공사

이사

솜퐁 싸리야판

지방전력공사

이사

싸머 차옹와이

지방전력공사

이사

피섿 럳윌라이

지방전력공사

이사

짝 쑤와안 타나쏩

대중매체공사

이사

라퐁 카랑쓰리 *

관광공사

이사

펑 치와난

농업시장공단

사장

반랭 싸라닌

지방전력공사

이사

솜차이 쭐라짜릳

수도권전력/전력생산공사

이사

<찻타이당 관련인사>

<사회행동당 관련인사>

주 : *은 군부 인사.
자료 : 박은홍(1998a) : 1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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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 높은 인프라관련 공기업
여기서는 인프라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민영화단계에 들어선 인프라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을 세
계은행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세계은행은 타이 공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그 기능에 따라 공기업을
다섯 범주로 나누고 있다.7) 첫 번째 범주는 카드제조공장, 방콕 선창(Bangkok
Dock)과 같이 상업이나 제조업부문에 해당하는 24개에 이르는 영리 목적의 공
기업들이다. 두 번째 범주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6개에 이르는 금융관련 기
업들이다. 세 번째 범주는 민간부문의 참여대상이 되어 온 15개 공익산업 관련
공기업들이다. 네 번째 범주로는 주택공사, 타이라디오통신, 타이공업공단과
같은 여타 3개 공기업이다. 다섯 번째로 타이관광공사, 타이스포츠공단과 같이
비영리의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들이다.
1993년 현재 타이 공기업의 수는 최근 설립된 Rapid Transit Metro를 포함하
여 63개이다. 1993년 말 현재 시점에서 공기업은 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의 총자산은 1조 6,560억 바트
(660억 달러)로서 GDP의 53%에 해당한다. 1993년 현재 이들의 매출액은 GDP
의 16%인 590억 바트(200억 달러), 총자본지출은 GDP의 9%인 2,850억 바트
(110억 달러)이다. 1989∼93년 사이에 공기업의 국고납입액이 150억 바트 증가
하였는데 이 중의 3분의 2가 15개 인프라관련 공기업으로부터 송금된 것이다.
공기업의 국고납입액과 배당금액이 정부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9∼90년
에서는 3% 증가하더니 1991∼92년에는 5% 증가하였다. 이렇듯 1989∼93년 기
간 동안 자산과 자본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고용
인구는 단지 6%만이 증가한 30만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0.9%를 웃돌았다
(World Bank, 1994a : ii).8) 사실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공기업은 매우 중요한
7) 1989∼93년 타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세계은행은 총 63개 기업 중 55개 기업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다(World Bank, 1994a : 3∼9).
8) 이 중 1993년 현재 15개 인프라관련 공기업의 고용인원은 20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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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처였지만 이렇듯 공기업부문 고용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은 이
유는 정부가 공기업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용규모를 동결하거
나 일부 기업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표 5-3>이 보여주듯이 공기
업부문의 비중은 민영화의 압력 속에서도 그다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5-3> 타이 경제에서의 공기업의 위상
(단위 : %)
자산/GDP

매출액/GDP

자본지출/GDP

고용률

1989

48.6

17.3

3.7

0.91

1990

48.3

17.7

4.0

0.94

1991

50.1

18.3

5.8

0.90

1992

50.7

17.4

5.7

0.91

1993 Est.

52.9

16.3

9.3

0.91

자료 : World Bank, 1994 : 60 table 1.

한편 1980∼93년 시기를 경과하면서 타이 경제가 연 7.9%의 경이적인 성장
을 보였듯이 공기업부문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예컨
대 총자산의 경우 1989년에 9,020만 바트이던 것이 1993년에는 1조 6,560억 바
트(66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총자본도 1,796억 바트에서 3,989억 바트로 배 이
상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3,215억 바트에서 5,092억 바트로, 납세 이전 이윤은
462억 바트에서 662억 바트로 각각 58.4%, 43.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대비 수익률(ROA), 즉 순수익/총자산 비율은 최근 자산 급증으로 인해 5.1%에
서 4.0%로 하락하였다. 자본 대비 수익률(ROE), 즉 순수익/자기자본 비율 역
시 25.7%에서 16.6%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매출액 대비 수익
률(ROS), 즉 순수익/총수익 비율은 14.4%에서 13.0%로 하락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의 총비용/총매출액 비율을 의미하는 영업비율은 86%로 안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인프라관련 15개 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은 향상되었지만 나머
지 공기업들의 영업비율이 68%에서 90%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World Bank,
1994b : 60).
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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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53개 공기업의 주요지표(1995)
(단위 : 100만 바트)
부 문
에너지
교통
통신
공익부문
합 계
기타부문
전 체

자 산

부 채

자 본

소 득

순이윤

송 금

고용인원

620,893
279,179
193,285
89,159

301,087
200,926
51,048
58,822

319,806
78,253
142,237
30,337

352,152
100,827
59,839
13,397

42,954
10,075
22,866
1,339

11,146
4,507
9,723
424

85,538
100,696
54,930
17,359

1,182,516

611,883

570,633

526,215

77,234

25,800

258,523

39,423

110,428

28,995

46,064

5,475

4,013

18,639

1,221,939

622,311

599,279

572,279

82,709

29,813

277,162

자료 : Witit(1996 : 6)에서 재인용.

보다 최근에 해당하는 1995년의 53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보자면 1995년
말 53개 공기업의 전체자산은 GDP의 30%에 해당하는 1조 2,220억 바트이고,
매출액은 GDP의 14%인 5,720억 바트이다. 순이익은 83억 바트로 그 중의 30
억 바트가 국고에 납입됨으로써 정부소득의 5%를 차지하였다. 특히 위의 지표
역시 전체 공기업 투자액의 약 96%가 에너지․교통․통신 등 인프라관련 공
기업부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영화 대상이 되고 있는 인프라관련 공기업들
은 여타 발전도상국보다 비교우위의 수익성을 보였다(Gouri et al., 1991 : 24∼
25 table 4 참조) 물론 이는 민간자본의 동원, 군부 개입의 약화, 경영평가 강화
등 여러 요인에도 기인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 공기업부문에 대해
기술관료집단이 추진하였던 합리화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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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에너지․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1. 에너지부문
가. 타이전력생산공사(EGAT)
타이전력생산공사(EGAT)는 1993년 600MW의 생산능력의 자회사 전력생
산주식회사(EGCO)를 설립함으로써 민영화를 시작하였다. EGCO는 지주회사
로서 라용과 카놈 지역에 있는 전력생산공장을 민영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
워졌다. EGCO는 1994년 3월 23일 상장회사로 전환하여 자본규모를 1억 바트
에서 40억 바트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EGAT의 소유지분을 100%에서 48%로
하향조정하였다. 나머지 52%는 왕실재산국(CPB)에게 2%, 국내 투자자에게
30.7%, 외국인 투자자에게 14.2%, EGAT 종업원에게 5.1%씩 각각 배분되었다
(Ayuthya, 1997 : 13).
한편 EGAT의 주식회사로의 공식적 전환은 1992년 9월 12일 내각이 국가에
너지정책위원회의 EGAT 민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1단계인 1992∼93년에 EGAT를 ‘우량’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제2단계인 1993∼94년에는 경영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제3단계인
1994∼95년에는 상장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마지막 제4단계인 1995∼
96년에 가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Portfolio Management Division of EGAT, 1996). 이 때 정부는 초기에
는 주식의 100%를 보유하지만 국내외 주식시장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주식지
분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EGAT의 민영화를 정부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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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로 주식회사법(Corporatisation Act)이 완성되면 EGAT를 재무부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전환시킨다. 모든 민간전력사업자들을 공
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제기구를 설치한다. 제2단계로 EGAT의 자회사가 되는
새로운 전력공장 역시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EGAT의 주식지분을 49% 이하로
한다. 제3단계로 EGAT의 자회사가 되는 모든 Business Unit는 3년에 걸쳐 적
절하게 주식회사화하면서 민영화한다. 그리고 전력부문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
제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한편 IPPs(Independent Power Productions) 프로젝트에서 민간 전력생산업
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EGAT에 경쟁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국영 전력공급회사인 수도권전력공사(MEA)와 지방전력공사(PEA) 혹
은 기타 전력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이들 민
간전력생산업자들에게 세제상 특혜까지 주면서 전력생산을 장려하게 한 이유
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EGAT의 시설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데다가 외채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표 5-5> 민간전력생산업자 IPPs 프로젝트 사업자에 선정된 국내외 기업
1
회사명 및 컨소시엄구성
회사명
INDEPENDENT POWER

단

계

가동능력
예상비용
계약
연료
가동예정일
(MW)
백만바트
기간

장 소

700

가스

7,602.88

1999. 7. 1.

25년 촌부리

700

가스

9,492.88

2000. 5. 1

20년 랏차부리

THAILAND(IP(T))
Thai Oil(56%)(타이)
Unocal(24%)(미국)*
Westinghouse(20%)(미국)*
TRI ENERGY
Banpu(50%)(타이)
Texaco(40%)(미국)
Black & Veatch(10%)(미국)

주 : ‘*’은 민간전력생산업자로 참여한 외국인 기업.
자료 : 전력공사(EGA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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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s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의 전력사업 참여를 유도한 1994년의 규제완화 조
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내 전력사용량은 1,106.4만kw에 달하였는데 기존
시설로는 1,300만kw밖에 생산할 수 없는 형편으로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자
면 곧 전력공급 부족난에 처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EGAT의 외채는 이미 상한
선에 도달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의 차관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
상의 혜택을 주면서 민간부문의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이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을 꾀할 목적하에서 IPPs 프로젝트를 입안하였다.
이 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0만kw를,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40만kw,
총 380만kw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세워졌다(『アジア動向 1994
年』, 281).
나. 타이석유공사(PTT)
타이석유공사(PTT)는 미《포츈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타이회사
로는 유일하게 거명된 바 있는 가장 큰 공기업 중의 하나이다. 1994년 PTT 역
시 자회사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PTTEP)의 성공적인
공개 주식매각을 계기로 민영화에 착수하였다. 석유화학산업도 전력산업과 마
찬가지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
으로 인하함에 따라 역내 진출을 목적으로 그동안 PTT 계열회사의 독점하에
있던 상류(up stream)를 민간부문 TPI그룹과 국내 재벌기업인 싸얌시멘트에
게 개방하였다(東 茂樹, 1995 : 280∼281).
1996년 1월 정부는 PTT를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에너지정책
협의회(NEPO)의 결의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PTT는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컨설턴트 회사를 고용하였다.
입안된 민영화안에 따르면 의회에서 공기업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우선
PTT는 약 3,000억 바트에 이르는 자본을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증권거래소에
상장함과 동시에 PTT Oil, PTT Gas, and PTT International로 분리할 계획이
다(Business Day, 1998. 5. 28).
이제까지 PTT 사업은 가스사업과 석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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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채취사업의 경우 PTT가 70.98%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PTTEP가 담
당하고 있고, PTT의 중심사업은 PTTEP에 의해 채취된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타이전력생산공사(EGAT), 민간전력생산업자(IPPs), 기타 산업부문에 보
급하는 일과 에탄, 메탄, 분탄을 분리해 내는 가스분리시설(GSP)을 가동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일이다. 이 때 전자의 경우 가스의 80%를, 후자는
가스의 12%를 각각 차지한다. 이 때 일부는 석유화학부문으로 보급되는데 이
와 관련된 자회사로는 National Fertilizer Company, Thai Olefins Company,
Aromatics(Thailand) Company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석유산업의 경우 수코타이 등 일부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되지만
극소량이고 대부분 수입한다. 수입된 석유를 정제하는 자회사로는 Thai Oil
Company, Bangchak Petroleum Company, Rayong Refinery Company, Star
Petroleum Refining Company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Lube Blending Plant,
Thai Petroleum Pipeline, Bangkok Aviation Fuel Services, Fuel Pipeline
Transportation 등이 배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PTT가 PTT.OIL, PTT.INTER,
PetraAsia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 때 국내 주유소 총 8,600개 중
1,495개가 PTT 소유하에 있다.
에너지정책협의회(NEPO)의 PTT 민영화안(案)은 PTT의 골격을 보존하면
서 가능한 빨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송부문
과 시판부문의 분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송유부문에서의 경
쟁체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PTT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안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단 PTT 민영화의 주요 대목으로는 Bangchak Petroleum Co.와 PTTEP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지분을 50% 밑으로 낮추는 안을 들 수 있다.
Bangchak Petroleum의 주식매각과 관련해서 재무부, 에너지정책협의회(NEPO),
PTT가 논의한 내용으로는 ① 전략적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한다. ② 매각지
분은 31.5∼51%가 되어야 한다. ③ 주식매각은 선택적 입찰과정을 취할 것이
다. Bangchak Petroleum Co.은 방콕에서 매일 12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1,000개의 가스 분출구(petrol oulets)를 포괄하는 네트워
크를 가지고 있다. PTTEP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1997년 9월과 11월에 PT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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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TT 소유주식 지분을 51% 밑으로 떨어뜨리고 외국인 지분을 40%까지 끌
어올린다는 안을 내각이 승인하였다.

2. 정보통신부문
통신부문과 관련해서는 타이통신공사(CAT)가 우편․전신, 주변국 말레이시
아와 라오스를 제외한 국제전화, 데이터서비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이
전화공사(TOT)가 국내 시외전화, 공중전화,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에 한정된 국
제전화 업무를 맡아 왔다. 그동안 통신서비스산업은 취약하거나 신뢰성이 낮
았다. 1992년만 해도 평균 주민 100명당 3회귀선이 공급되었고 공급 지역도 매
우 불균등하였다. 예컨대 방콕에는 주민 100명당 14회귀선이 공급되어 있는 반
면, 지방에는 주민 100명당 1.9회귀선이 공급될 정도로 수도권-지방간의 전화
보급률 격차가 심하였다. 여기에다가 전화가입 대기자수가 90만명에 이를 정
도로 전화 보급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부족 상태와 엄청난 부가가
치를 감안하여 민영화 프로젝트도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우선 40억 달러 프로젝트인 300만 전화회선 부설사업과 관련해서 1991년 국
내 재벌 짜런폭판(CP)의 신설 자회사 TelecomAsia가 방콕지역 200만 전화회
선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1년 뒤인 1992년 민간기업 TT&T가
지방의 100만 전화회선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두 프로젝트가 완료
된 이후 일단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전
화 개통을 하려면 2∼3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민영화 이후 1주일이면 전화회선
부설 공사가 완료되었다.
휴대전화기(800MHz와 900 MHz) 호출기와 같은 보조 통신서비스산업에도
국내외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였다(Witit, 1996 : 17∼18). <표 5-7>과 <표
5-8>은 다양한 통신사업분야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을 국적으로 하
는 외국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타이전화공사(TOT), 타이통신공사(CAT)의 민영화도 적
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양공사의 민영화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 부문에 대한 국가의 사업 독점권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을 법제위원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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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부문의 공정성 여부를 감독하고 무선통
신사업부문의 인허와 배분을 책임질 기구로 통신위원회(NTC)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TOT와 CAT는 각각 단일 지주회사 아래 상장 주식회사로, 이어 민
간기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우선 TOT와 CAT의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의 지분을
25%, 직접매각 비율을 22%, 종업원의 지분을 3∼4%로 상정해 놓고 있으며 나
머지 지분은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현재 TOT는 자산평가를 단행하고 인사, 특
허계약 등 제도개편을 단행중이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 선정을 위한 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CAT의 경우는 통신, 우편 두 개의 주식회사로 분리할 예정이
다. 통신부문에 한해 TOT와 동일한 방식의 주식지분을 구성하고 우편부문은
일단 모든 주식을 정부가 소유한 이후 적당한 시기에 민영화할 예정이다. 현재
CAT는 자산, 부채, 자본, 인사부문을 통신부문과 우편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주식매각과 재정문제를 자문해 줄 전문회사를 고용하고 있고 민영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표 5-6> 정보통신사업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방식
서비스 내용

사업자명

TelecomAsia
국내통신
TT&T(Thai
(BTO 방식) Telephone &
Telecommunication)

컨세션
위탁기관 위탁기간

영업개시
시기

출자기업

TOT

25년

1992년

CP 그룹 NYNEX(美)

TOT

25년

1992년

Loxely Italia-Thai
파트라타나킷 NTT,
伊藤忠

AIS(advanced
info-services)

TOT

20년

1990년

시나와트라

TAC(Total Access
Communication)

TOT

22년

1991년

UCOM

Phone Link

TOT

15년

1990년

시나와트라 싱가폴텔레콤

Easy Call

CAT

15년

1992년

매트릭스텔레콤(싱가폴)

무선호출기 Page Phone
(BTO 방식)
Pac Link

TOT

15년

1990년

하치손(홍콩)

10년

1987년

에어타치(美)

15년

1989년

에어타치(美)

World Page

TOT

15년

1993년

UCOM, TAC 텔레콤홀씽크

휴대전화

CAT

주 : TOT는 타이전력공사, CAT는 타이통신공사의 영문 약자임.
자료 : 松原 能文, 1996 : 8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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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정보통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민간기업(1993년 현재)
그룹명
시나와 트라
그룹

설립
년도
1983
1982
1990
1993*
1986
1982
1990
1991*
1985
1991*
1991
1993
1993
1991
1993
1993
1993

출자비율 투자제휴회사
기업명
(%) (출자비율, %)
(출자기업)
Shinawatra Computer
50.2
and Communications
Public Co., Ltd.
90
ICSI Limited Partnership
SCS Computer Systems
33.3
Co., Ltd
SC Telecom Sales and
60
Service Co., Ltd.
4.05
Samart Corp.
International Engineering
5
Co., Ltd.
Advanced Info Service
57.7
Public Co., Ltd.
Shinawatra Datacom
18
Co., Ltd.
Shinawatra Paging Co.,
60
Ltd.
Fonepoint(Thailand) Co.,
30.5
Ltd.
Universal Communication
25
Service Co., Ltd.
International Broadcasting
55
Corp. Public Co., Ltd.
Shinawatra Directories
100
Co., Ltd.
SC Matchbox Co., Ltd.
75
Shinawatra Pacific Direct
55
Marketing Co., Ltd.
International Broadcasting
70
Corp.(Cambodia) Ltd.
Shinawatra Satellite
60
Public Co., Ltd.
Shinawatra International
100
Co., Ltd.
Cambodia Shinawatra
70
Co., Ltd
Lao Shinawatra Telecom
70
Co., Ltd.

사업내용
컴퓨터 판매, 보수
시스템 설계
상동
시스템 설계, 서비스
상동
통신서비스사업
통신서비스사업
휴대전화 셀 900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무선호출전화
무선호출전화
통신서비스사업
케이블TV 방송사업
전화부작성 발행
그룹 선전 광고사업
캄보디아 방송사업
통신위성 발사 관련 사업
정보통신 해외사업
캄보디아 통신사업
라오스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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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의 계속
1989

Fonepoint(Thailand)
(Bangkok FeedMill)

1990 TelecomAsia Co.

CP그룹

Jasmin그룹

1991 Telecom Holding
1991 Radiophone
(Telecom Holding)
Orient Telecom &
1992 Technology(Chia Thai
Int'l Communication)
Lines
Technology
1993
(Telecom Holding)
Com-Link
- (Telecom Holding)
1982 Jasmin
International

시나와트라그룹
무선호출전화
(36)
NYNEXNetwork 수도권전화회선사업(
85
System(15)(美) 200만회선)
100
정보통신산업 투자
27

60

Jasmin그룹(40)

장거리휴대무선

25

중국 정부 출자
기업

위성통신 발사

90

비디오텍스

20

장거리철도무선

93

컴퓨터기기 설치
판매
통신기기 판매
서비스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1984 Siam Teltech

-

1988 Acumen

96

Radiophone(Jasmin
40
International)
Thai Telephone &
1992 Telecommunication(Ja 20
smin International)
1975 Samart
100
Engineering
1991

Samart그룹

UCOM 그룹

Loxely
그룹

지방전화회선사업

TV 안테나 제조
수리
부가가치
1986 Samart Telecoms
60 OTC Int`l(40)(일) 통신서비스
1988 Samart Satcom
80 시나와트라그룹(20) 포물선형 안테나
제조판매
1989 Samart Corp.
100
정보통신산업
Cambodia
Samart
캄보디아
1992
- 캄보디아 정부
휴대전화사업
Communication
United
Communication
통신기기 수입판매
1980 Industry(UCOM)
93 CP
(모토로라사 독점판매)
Total
Access
1989
56 CP
휴대전화사업
Communication
1989 Fonepoint(Thailand)
27 CP
무선호출전화
1991 World Page
100
무선호출전화
1990 Thai Skycom
40 Thanayong
위성이용 통신서비스
Thai
Telephone
&
1992 Telecommunication
34 NTT Jasmine
지방전화 회선사업

SrifuengB a n g k o k 1986 Compunet Corp.
Bank
주 : ‘ - ’는 해당자료 없음.
자료 : 末廣 昭, 1995 : 35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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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기업 노동부문의 민영화 대응과 노사관계

1.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의 변화
1990년을 전후로 하여 타이에서는 정치적 자유화가 심화되었는데도 불구하
고 집권군부 시기 이상으로 정치적 부패 문제가 쟁점화 됨에 따라 민선 내각은
초기의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다가 민선 내각이 민영화를 반
대하는 공기업노조에게 굴복하게 되자 사업신용도(business confidence)까지
추락하였다.
이렇듯 민선 내각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던 1991년 2월 군부에 대한
민선 내각의 통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군부 수뇌가 공기업노조의
지지하에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쿠데타를 주도한 국가평화유지위원회
가 가장 먼저 실행한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지지자였던 공기업노조에
대한 불법화 조치였다.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자신들이 급조한 국가입법회의
를 통해 공기업노동관계법을 추인하도록 하여 115개에 달하던 공기업노조를
해산하고 그 대신 공기업직원협의회의 설립을 허용하였지만 여타 민간부문 노
조와의 연대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노조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였다(岡本邦
宏, 1995 : 177∼179). 이 때 새로이 시행된 공기업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좀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기업직원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서 각 공기업 사업장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으로는 ① 제24조에서 발기인이 10인 이상이도록 규정
하였고 ② 제22조에서는 직원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리고 제14조에서는 각 공기업 사업장마다 3∼7명의 직원협의회대표와 공기업
사용자대표로 구성되는 노사관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①
취업규칙의 제정, 개폐안에 대한 심의, ② 취업규칙을 통해 제정된 고용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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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직원 혹은 직원협의회의 고충 심의, ③ 고용조건의 유지․향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직원협의회로부터 제출된 요구사항 심의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그
러나 노사관계위원회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회의 상급기관인 공기업노동관계위원회에 상신하는 선에서 그
치도록 하였다.
이 때 공기업노동관계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
로 정부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 공기업직원대표 5명, 관련전문가 5명을 위원
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11조에 따라 공기업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①
고용조건의 결정, ② 고용조건에 관하여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심
사, ③ 직원들이 제출한 고용조건에 관한 고충 재심사, ④ 장관이 명령한 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같이 공기업노동관계법은 노조를 대신해서 설립되도록 한 공기업직원협
의회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다. 나아가, 직원협의회대표가 참여하는 노사관계위원회 역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그 상급기관인 공기업노동관계
위원회만이 그 권한을 지니도록 하였다. 또한 공기업노동자는 1975년 노동관
계법이 보장해 주던 3자협상 체제에서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공기업노
조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노동관계법 반대운동을 주도
하던 타이노동연맹(LCT) 의장 타농 포안이 실종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공기업
노동관계법을 철회하지 않았다. 1992년 반군부 시위의 성공으로 군부가 일단
병영으로 복귀하고 민선 내각이 들어서자 공기업노동자들은 1991년의 공기업
노동관계법의 폐기와 1975년의 노동관계법이 부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선 내각을 전복한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의해 공기업노조가 불법화되기 이
전까지만 해도 공기업노조는 민간부문노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
면서 공기업연맹 지도부는 군부 수뇌를 후원자로 하여 일종의 정치적 거래 차원
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테면 반민영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항만공사노조의 경우 쿠데타가 발생하기까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직
을 맡은 군부 수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9)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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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노동부문 조직 현황
1995
노조수 / 노조회원수
민간기업부문 노조

971개/261,348명

공기업부문 직업협의회

43개

1996
노조수 / 노조회원수
1,013개/약 27만명
(총노동자수 773만명)
44개/157,236명
(총직원 302,167명)

주 : 1) 민간기업부문 노동자조직률은 3.5%.
2) 공기업노조는 1991년 군부에 의해 해체된 이래 아직까지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이 없
는 직원협의회의 상태. 곧 파업권이 없는 공기업노조가 부활할 것으로 보임.
자료 : 박은홍, 1997 : 133쪽에서 재인용.

반대세력 중의 하나인 공기업노조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간부문노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군사 정부를 후원자로 둔
결과 노동귀족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Pasuk & Baker, 1994, Poonsin, 1989).
그러나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집권과 동시에 그들을 지지하였던 공기업노
조 지도부를 배반하고 노조 자체를 해산시켰다. 이로써 공기업노조 지도부는
친군부계에서 개혁적 성향의 지도부로 교체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군부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기업노동자연맹(SERC)
이라는 법외 공기업 노동자조직을 만들었다. 공기업노동자연맹은 1991년 쿠데
타의 주역인 공군 참모총장과 육군 참모총장이 타이국제항공(THAI)과 타이전
화공사(TOT)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군부의 공기업에 대한 개
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고무받은 법원 역시 군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원과 정치인의 경우 공기업에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
석을 내렸다. 이렇듯 군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비타협적 몰아붙이기식의 민
영화 반대를 고집하던 공기업노동부문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군부와
의 정실관계를 정리하고 개혁노선을 보이게 되자 기존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되었다. <표 5-9>는 공기업노조 부활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
던 추언 내각 초기에 공기업노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의 단면을 잘 보여주
는 여론조사 결과이다.
9) 항만노조와 군부와의 연계는 당시 찻차이 수상의 노동 자문을 역임하였고 공기업노조에 우
호적인 쭐라롱껀대학 경제학부 래 디록위다야랏 교수와의 1997년 3월 6일 면담에서도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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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공기업체 노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1) 공기업체 노조 부활에 대한 지지도
의
견
찬
성
반
대
의견없음

(단위 : %)

전 체
73.0
19.3
7.7

남 성
74.0
22.7
3.3

여 성
72.0
16.0
12.0

2) 공기업 노조에 대한 파업권 부여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단위 : %)
파업권 부여 반대

75

파업권 부여 찬성

25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발생 때문

62

피고용자들이 협상력을 갖도록

40

노동손실, 시간손실, 무의미

22

경제적 불안

5

피고용자들이 공정한 협상기회를 갖
도록

26

고용주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 : 방콕 시내를 고루 선정하여 174명에 대해 설문한 결과임. 설문지를 돌린 지역으로는 사
얌스퀘, 사남루엉, 방람푸, 방나, 프라카농 등.
자료 : 박은홍, 1998a : 155∼156쪽에서 재인용.

이 설문 결과는 일반국민들이 공기업노조의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만 이들에 대한 파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기업 노동부문은 공기업 노조결성권의 회
복 요구와 노조가 부활하더라도 이전 같은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파업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협의회측의 노조결성권 회복 요구는 민영화의 수위가 높
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안팎의 기업인들과 보수적 성향의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자 미국노동총동맹 산업별조합회의(AFL- CIO)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미 정부는 추언 내각에 대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약하고 있
는 공기업고용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특혜관세(GSP)제도
혜택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10) 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다
10) 미 정부는 제1기 아난정권 시기부터 공기업노조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
은 선거운동 당시 AFL- CIO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타이에서의 공기업노조 부활을 요구
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저버릴 수 없었다는 해석도 나왔다(Bangkok Post, 199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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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까지 요구하였다.
요컨대 각 공기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기업단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 10개 단위노조가 구성될 경우 상급노조단체의 결성이 가능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익
과 관련된 협상권을 다시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위원회를
개선하여 정부-기업-노동 대표를 각각 5명씩 임명하고 정부로부터 임명된 전
문인 5명에 대해서는 표결권을 주지 않는다. 이렇듯 공기업노조의 회복을 요구
하는 미 정부의 압력이 거세지자 상업부는 내무부에 공기업노동관계법의 조속
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일단 노조의 파업과 고용자의 폐업을 동시에 금지시키
는 새로운 공기업노조법을 입안하고 위법자에 대해 최고 1년형과(내지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없이 모든 사업장 내 피고용인의 25%를 포괄하는 노조에 대한 법적 인정
을 규정하였다. 또한 각 노조는 각 기업체별로 구성되는 공기업관계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임금 및 복지관련 사안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단위사업장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용인 대표와 피고용인 대표로 구성되는 공
기업관계위원회로 이관되도록 하였다. 이 때 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
게 되는데 최종 결정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불만족할 경우 분쟁사안이 노동재
판소로 다시 이관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새 법안의 핵심은 공기업노조의 부활은 인정하되 이들에게 파업권
은 부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에서의 분쟁사안은 3자협상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요컨대 공기업노동자들이 1975년 노동관계법의 보호
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공기업노
조와 민간부문노조의 연대를 차단할 목적으로 민간부문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노조단체에 공기업노조가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조의 일상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평일에 노조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기업노동
부문의 반발을 샀다. 결국 내무부는 이들 공기업 노동부문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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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공기업노동관계법이 하원으로 이관되어 제1차 독회와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고 하원의 제2차, 제3차 독
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신희망당 소속 한
의원이 대다수의 공기업 노동자들이 복수노조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공기업노조의 복수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자 공기업노동자연맹(SERC)은 신희망
당이 노동자들의 연대를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1 사업장 1 노조를 강력하게 주
장하고 나섰다.11) 공기업 노동자측에 따르면 1 사업장 1 노조가 독재적이라는
신희망당의 주장은 1 사업장 1 노조 제도가 노조지도부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
하고 있고 따라서 노조원들은 이들 지도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2년마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1 사업장 1 노조 제도
는 과거와 같이 복수노조 제도로부터 야기된 사업장 내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
써 오히려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희망당의 기도는 무산되고 새로운 법안은 반한 내각 기간(1995∼96)
동안 3차례에 걸친 하원의 독회를 통과한 뒤 상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군
부와 보수층의 영향력이 큰 상원은 공기업노조의 민간부문노조와의 연대를 금
지하는 등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개악함으로써 공기업노동자들의 저항에 다
시 직면하였다.12)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자측
의 요구를 수용한 개정안이 작성되어 다시 상원에 회송되었다. 공기업노동자
측에서는 새로운 공기업노동관계법이 비록 파업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
지만 다음 몇 가지 조항의 전향적 변화만으로 일단 만족하겠다는 입장을 취하
였다. 첫째, 노조위원장의 2회 연임을 금지한 정부측 안이 삭제되었다. 둘째,
총회를 공휴일이나 명절에만 열 수 있다는 정부측 안이 수정되어 평일에도 총
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노조간부진이 노조 업무를 볼 경우 사전에
경영진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측 안이 삭제되었다. 수정된 조항

11)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의해 공기업노조가 해산되기 이전만 해도 복수노조 제도로 인해 1
개 기업체당 여러 노조가 난립하여 노조의 통일된 행동이 어려웠다. 극단적인 예로 방콕대
중교통공사(BMTA)의 경우 29개 노조가 있었다.
12) 1978년 제정 헌법은 비민선 상원에게 민선 하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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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노조간부는 모든 종류의 세미나와 다른 노조와의 연대모임에 자유
로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넷째, 노조 회원이 노조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6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 역시 노
조측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의 악화와 함께 공공․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해고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공기업노동자 - 민간부문노조 연대기구인 전국노동자연대투쟁
위원회(CCWS)가 결성되었다. 이 때 이러한 공기업 노동자와 민간부문 노동자
의 연대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의 효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규
모화에 의해 양자간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공기업 노동자의 민영화 대응 사례: 에너지․정보통신부문 공기
업을 중심으로
가. 타이전력공사(EGAT)13)
정부는 EGAT의 민영화와 관련된 자본, 비용, 자산, 법률, 세금, 민영화 방식,
주식상장 방식,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컨설
팅 회사의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EGAT는 상장 주식회사
로 전환하게 되고 민간자본의 대거 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이 때 정부 주식비
율은 49% 이하로 예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영권을 민간업자에 이양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우선 EGAT노조는 IPPs 프로젝트에 따라 민간업자가 전력생산공장을 건설
하여 EGAT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EGAT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EGAT는 수익성이 높고 효율

13) 1997년 3월 11일, 1998년 8월 3일 EGAT 직원협의회 솜차이 부사무총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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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굳이 할 경우 정부의 주식지분을 최소한 50%가 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래야지 고용불안 문제나 기타 복지 문제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측은 계속해서 정부가 EGAT의 경영권을 유
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EGAT 직원협의회의 민영화 반대가 단지 EGAT 노동자의
권익만을 생각해서가 아님을 강조한다. 예컨대 EGAT를 민간업자가 인수할
경우 전력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 EGAT 산하에 있던 카
놈 지역과 라용 지역의 전력생산공장이 민간업자에게 매각되자 전력공급가격
은 단위당 1.05바트에서 1.86바트로 인상되었다. 어떻든 전력요금 인상은 여타
서비스요금 및 물가 인상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투입비용의 상승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여
기에다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들은 이윤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규모에 50%를 차지하게 되는 황제거시설(FGD) 투자를 꺼림으로써 환경
문제까지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전력공사(MEA)에 대해서는 단위
당 1.70바트 전력요금으로 공급한 반면 지방전력공사(PEA)에 대해서는 단위
당 1.30바트의 전력요금으로 공급해 온 농촌지원정책도 폐기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EGAT의 공적서비스 기능과 염가의 전력공급은 수입 기계류에
대한 면세혜택, 낮은 대출이자율 등으로부터 투자비용의 절감을 보장받았던
공기업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EGAT 노동자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EGAT 공장의
사업단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이 때 정부의 지분은 100%여야 하거나 최소
한 50%를 넘어야 한다. 둘째, EGAT는 49%를 넘지 않는 지분선에서 민간자본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회사로 전환해야만 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지분
소유를 가능하도록 기존의 Business Unit에 한해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측의 반대에 따라 정부는 EGAT의 높은 수익성을 인정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도를 정부, EGAT 경영진, 직원협의회 3자가 검토하기
로 잠정적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IMF의 주
문에 따라 정부는 다시금 EGAT의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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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일단 EGAT 경영진과 직원협의회의 담합 때문에 민영화가 지체되
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로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사진을 전격 개편, 기업인
과 민간부문이 대거 참여한 이사진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그러자 새로운 이사
진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반대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완
강한 반대로 다시 이사진이 구성되고 정부와 노동자 양측이 공히 인정한 중재
인단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부측은 노동자측의 동의없는 어떠한 민영화도
있을 수 없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
현재 노동자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EGAT의 매각을 중단한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EGAT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공동투자 방식의 EGAT 확장
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EGAT의 확장은 불
필요할 것이다. ② 만일에 확장이 요구될 경우 EGAT 스스로 자본 동원을 추
진하되 가능하지 않을 경우 민간전력생산집단인 IPPs와의 합작투자도 인정할
것이다. ③ 현재와 같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수익성 높
은 기업을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한 자본가에게 헐값에 넘기는 셈이다.
결국 EGAT의 민영화는 일단 중단되었다. 정부측에서 노동자측의 완강한
반대를 고려해 EGAT의 민영화 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나. 타이석유공사(PTT)
PTT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PTT의 자회사인 Bangchak Petroleum
Co.의 민영화가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일차적으로 이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세력은 경영진이다. 경영진은 자신들의 회사가 농촌경제 부흥정책의 일환으
로 수백개에 이르는 농촌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 서비스
의 중단을 의미하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Bangchak Petroleum
Co.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들 경영진뿐만 아니라 공기업노동자연맹, 사회단체
(NGO)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Bangchak Petroleum Co.의 예를 두고 정부 각료들
은 타이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반민영화 노선을 부추기는 세력은 다름 아닌
해당 공기업 경영진들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렇듯 Bangchak
Petroleum Co.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드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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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부는 일단 국내자본을 주식매각 대상 1순위로 선정하였다.
다. 통신공사(CAT) 및 전화공사(TOT)14)
민간부문의 전화통신사업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37년 전화통신
법 개정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미 정부는 전화통신사업의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놓았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우편부문과 전화전신부문의 분리
를 전제로 전자는 정부가 그대로 소유하고 후자는 민영화 대상이 된다. 전화전
신부문과 우편부문을 동시에 관장해 온 타이통신공사(CAT)의 경우, 지금까지
우편부문은 계속해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였고 이 적자를 전신전화부문에서
의 흑자로 메꾸어 왔다. 따라서 CAT 노동자측에서는 전신전화부문과 우편부
문이 분리될 경우 우편부문 직원들의 고용안정, 임금, 보너스 등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영화 대상이 되는 전화전신부문에서
의 감원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안해 한다. 노조측의 입장은 정부가 고용조
건에 대한 보장만 해준다면 민영화에 대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마스터플랜은 공기업 노동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CAT 직원협의회의 기
본 입장이다.
1991년 국가평화유지위원회의 쿠데타 이전만 해도 CAT에는 우편부문과 전
화전신부문에 각각 1개씩의 노조가 있어 모두 2개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러나 국가평화유지위원회가 강제 입법한 공기업노동관계법에 의해 1개 직원협
의회로 통합되어 간부진도 전화전신부문에서 15명, 우편부문에서 15명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임직원은 우편 17,000명, 전신전화부문 8,000명 등 총
25,000명이다. 이 중 직원협의회 회원은 12,000명이다.
직원협의회 지도부는 1991년 공기업노조 해산 이후 신설된 노사협의회에 대

14) 1997년 3월 14일 CAT 직원협의회 간부 와타나 윰분룽(직원협의회 위원장), 솜분 쌉사안
(부위원장)과의 면담. 1997년 3월 24일 TOT 직원협의회의 믿 짜런완 사무총장과의 면담.
1997년 7월 11일 가위 TOT 직원협의회 대변인과의 면담. 1998년 8월 4일 믿 짜런완 TOT
직원협의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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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단 만족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경영관리진에서 7명, 노조측에서 7명,
사장 등 총 15명이 월 1회의 회합을 가지고 기업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제도이다. 주목할 것은 경영진 역시 민영화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원협의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CAT와 같이 통신부문에 속하는 타이전화공사(TOT)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
역시 CAT 직원협의회의 입장과 유사하다. TOT 전체 임직원수는 약 26,000명
인데 회원은 19,600명 가량이다. CAT 직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TOT 직원협
의회 역시 노사협의회 제도에 만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민영화와 관
련하여 이렇다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직원협의회의 상대는 교통통신부이다.
TOT 직원협의회 역시 통신부문의 자유화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 예컨대 직원협의회 역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관료적 경영체제
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부문에서 TOT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
에 경영체제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전화부설
사업을 민간업자인 TT&T와 TelecomAsia가 추진한 결과 TOT하에서 회선당
20,000바트 내지 30,000바트 하던 것이 현재는 회선당 7,000바트로 그 비용이
절감되는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15) 따라서 TOT 노동자
측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 민영화에 대해 원칙
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마스터플랜에 따른 TOT 민영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TOT 노동자측이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 안은 TOT의 상장주식회사로의 전
환과 관련하여 지분주식의 배분비율이다. 이들은 일단 정부소유 주식비율을
26% 가량으로 하겠다는 정부측 마스터플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자측
은 정부 49%, 임직원 5%, 공개매각 36%, 전략적 파트너(외국인 기업) 10%의
주식배분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식배분비율의 요지
는 정부와 임직원 소유주식 지분이 50%를 넘음으로써 민영화가 되더라도 경

15) 1997년 7월 10일 국가경제사회개발원(NESDB) 쁘라싸앙 몽콘시리 박사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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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은 TOT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결국 노조측이 받아들이고
있는 민영화의 의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 동원에 있는 것이지 경영
권의 이양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16)
<표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협의회측은 TOT와 CAT가 독립된 주식
회사로서 기존에 구분되었던 사업영역의 벽을 허물고 경쟁적 관계로 발전하기
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안은 민간부문으로의 통신사업부문에 대한 소유권 이
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부안과 대조적이다. 즉 통신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장악을 막는 대신 TOT, CAT 양자간의 경쟁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측은 자본의 입김이 크
게 작용하는 내각이 국가통신위원회 구성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노동자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민영화 이후의 고용불안
문제이다. 이에 대해 통신부문 공기업을 관장하는 교통통신부는 통신부문 공
기업의 과잉고용 문제로 인한 고용인원 축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표 5-11>에서 볼 수 있듯이 2대 민간통신회사 중의 하나인 TelecomAsia는 6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 중 4천명의 직원이 방콕의
260만 전화회선을 책임지고 있다. 직원 1인당 650개 회선을 책임지고 있는 것
이다. 또 다른 통신부문 대기업인 TT&T는 3,38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서 지방의 150만 전화회선을 책임지고 있다. 직원 1인당 443회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타이전화공사(TOT)의 경우 직원 1인당 99회선만을 담당하
고 있다.17) 하지만 직원협의회측에서는 인원감축을 수반하는 민영화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와 관련한 TOT 노동자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에 의해 공기업 노동자의 제반권리 및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① 새로운 주식회사 혹은 전화주식회사로 전환될 시에 기존 TOT 사원의
이직문제, ② 법에 따라 이제까지 공기업 사원들이 수혜를 받던 조건보다 최소한

16) 그러나 최근에는 다소 완화하여 ‘해고 없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1998년 8월 4일 믿 짜런완 TOT 직원협의회 사무총장과의 면담.
17) 반면 타이통신공사(CAT)의 경우 우편사업부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관련 민간기
업과 대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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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TOT와 CAT 민영화 마스터 플랜과 관련된 쟁점
마스터플랜
직원협의회측의 주장
- 전화공사(TOT)와 통신공사(CAT)가 각기 달 - 국내통신 서비스에 한정되어 온 TOT의 사업
리 운영해 온 사업영역은 계속해서 분리 운영 과 국제통신 서비스에 한정되어 온 CAT의 사
될 것이다.
업간의 경계를 없애고 TOT와 CAT의 자유경
쟁을 유도해야 한다.
- TOT와 CAT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민영화 - 1998년 1월 1일이라는 시점은 TOT 26,000명의
될 것이다.
직원과 CAT 25,000명의 직원이 공무원의 사고
방식에서 민간부문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에 너무 빠른 시점이다.
- 외부의 전략적 파트너를 대주주로 한 가운데 - TOT와 CAT는 국내의 통신하부구조를 관장
TOT와 CAT는 하나의 지주회사에 통할될 것 하고 운영하는 신규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되
이다.
어야 한다. TOT 직원협의회는 TOT와 CAT
가 서로 분리된 기업으로서 경쟁적 관계에 놓
이기를 원한다.
- 신규주식회사의 인사, 경영정책은 재정상황과 - 인사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법규에 의거한다.
- 기존의 BTO 방식은 주식매각방식으로 전환될 - 민간업자가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
것이다. 이 때 주식판매 수익금은 연구개발기 다. 모든 자산은 TOT와 CAT 자산에 속해야
금 조성에 사용될 것이다. 민간업자는 국가로 한다.
부터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 교통통신부의 제안에 따라 내각은 통신위원회 - 통신위원회의 구성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것이다.
한 가운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 Bangkok Post, 1997. 6. 3.

<표 5-11> 통신부문 공․민간기업의 고용현황(1996년)
기
업
명
타이전화공사(TOT)
타이통신공사(CAT)
TelecomAsia
TT&T
TAC
AIS
자료 : Bangkok Post, 1997. 4. 14.

직 원 수(명)
26,190
25,000
4,000
3,386
1,700
1,200

동등하거나 나은 고용조건, ③ 새로운 주식회사에서 기존 TOT 사원은 전문성
을 갖추고 있는 외부인보다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 ④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전후로 하여 기존 TOT 사원과 신입사원이
공동으로 최신 기술습득을 위한 학습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TOT 사원 대표간
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TOT 직원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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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원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TOT 직원협의
회와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주인인 까닭으로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이 누리는
혜택보다 민간자본의 수익이 더 크지 않도록 감시․통제할 책임이 있다.

V. 결 론

타이에서의 민영화는 1960년대 초부터 공기업부문에 대한 합리화의 일환으
로 추진되면서 주로 주변에 속하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 후반부터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성장에 인프라 기능을 하였던 공기업을 대
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안정적인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병목현상을 제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익산업부문
으로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의 민영화 논리였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의계약으로 인해
민영화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대형 프로젝트
가 특정 민간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다가 또다른
문제는 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정보통신사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만 관심을 보이고, 채산성이 없는 교통․철도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
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민영화에 비판적인 공기업 노동자들은 민
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경우 공익성보다는 이윤 극대화만을 노리
기 때문에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공기업부문을 이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
가가 사회보장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폈다.
일찍이 공기업노조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간부문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군사 정부를 후원자로 둔 결과 노동
귀족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한때 노동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공무
원법의 보호를 받고, 민간부문의 대다수 노동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
지혜택을 누리면서 군부 파벌의 지배하에 있는 공기업을 용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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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공기업노조가 군부와 손을 잡고 반민영화 동맹
을 결성한 것도 공기업노조 지도부와 군부와의 전통적인 후원자-수혜자 혹은
정실관계의 맥락에서 보자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고성장과 정치적 자유화가 짝을 이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귀
족으로서의 이들의 지위는 커다란 정치․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지
도부가 친군부파에서 반군부파로 개편된 공기업노동부문은 전통적인 군부와
의 정실관계를 단절하였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의 성과로 민간기업부문의 규
모가 커짐에 따라 공기업 노동자들과 민간부문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가 좁혀
졌다(박은홍, 1998a : 161∼62).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공기업 노동부문은 새
로운 전략적 선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공기업 노동부문은 노조 결성권의 회복과 공기업의 정치 파벌화에 반
대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공공재의 사유화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민영화 대상에 지목된 공기업 내 노동
부문이 모두 동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타이전화공사
(TOT) 노동부문의 경우 다소 온건한 수준에서 ‘해고 없는 민영화’일 경우 이
를 받아드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민간부문과
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관료적(red-tape) 경영구조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
성 문제의 척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교적 수
익성이 높았던 타이전력생산공사(EGAT) 노동부문의 경우 자사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보다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반
적으로 노동조직들 역시 그동안 정부와 경영간부진들이 주로 사용해 오던 효
율성 개념에 공감을 표하는 추세이다. 이로써 민영화 사안에 대한 공기업 노동
부문의 대응은 훨씬 유연해졌다.
정부 내 기술관료들도 공기업 노동부문이 비판해 온 민영화 과정의 불공정
성․불투명성에서 비롯되는 폐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이 필
수불가결한 산업영역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
제금융기구의 민영화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공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인계됨으로써 야기될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3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측과 공기업 노동부문간에 민영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불가피하게 수반하
게 될 고용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동부문 3자간의 협의기제가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구축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여기에다가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
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위기적 상황을 계기로 심화된 민주주의 수준이 민영화
사안을 둘러싼 3자간의 합의와 신뢰형성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타이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타이 사례를 볼 때 한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에서의 공기업부문의 경우
권위주의 세력의 온상이 되었거나 정치적 후원주의(political clientelism)의 지배
로 경영 효율의 개선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타이 사례는 발전도상국에서의 공기업 노동부문이 공기업부문을 지대
수입처(rental haven)로 하는 귄위주의 세력 혹은 특정 정치파벌과 정실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특수 이익집단일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러나 지도부가 개혁적 분파로 전환하거나 이들 지도부의 전략적 선
택이 변화될 경우 공기업부문의 공공성 훼손을 감시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셋째, 결과론적으로 타이 사례는 민영화 사안을 둘러싼 정부, 공기업 경영진,
공기업 노동부문 3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공기업 내 경영부문 및 노동
부문의 투명화와 민주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아가 민영화 사안에 대
한 3자간의 인식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타이의
경우 이 과정에서 3자간의 신뢰 형성이 지체된 까닭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감수해야 했다.
요컨대 타이 사례는 발전도상국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갈등
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제도구축 방안에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록
미약한 수준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4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부표 1> 민영화의 성과(1987∼96)
연도
1984

국영기업
라안타이우싸하깜

사업유형
상 업

1985

연성암석주식회사

제조업

1986

타이호텔관광주식회사

상 업

1988

촌부리설탕주식회사

제조업

1988

이싸안마대제조주식회사

제조업

1988

제지공장

제조업

1989

인스턴트식품제조공사

제조업

1989

타이항공운송주식회사

교통(비행)

1989

타이고속운행공사

교 통

1989

타이고속운행공사

교 통

1989
1990
1990
1991
1991
1992

끄룽타이은행
철도공사
수도공사
전화공사(TOT)
항만공사(PAT)
타이국제항공(THAI)

금 융
교 통
공익사업
통 신
교 통
교통(비행)

1992

전력공사(EGAT)

에너지

1992
1992

방콕대중교통공사(BMTA)
전화공사(TOT)

교 통
통 신

1992

지방수도국

공익사업

1993

에너지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에너지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1994
1994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 Ltd.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 Ltd.
방짝석유주식회사
석유주식회사

에너지
에너지

1994

타이고속운행공사

교 통

1995
1995

유리공사
전력공사(EGAT)

상 업
에너지

1996

항만공사(PAT)

교 통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람인트라-아짜나롱 프로젝트에 민
간 자본 Turnkey* 방식으로 참여
민간자본 참여 허용(정부 30%)
EGAT, 민간 부문참여 허용.
렘차방 부두 B5 건설사업에 민간
자본참여 유도, 30년 임대 경영.

1994

민영화 유형
민간자본 참여(정부 30%)
왕실재산실투자
(정부 49.9%)
민간자본 참여(정부 30%)
사탕수수재배업자연합회에
전주식 매각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부언낒 주식회사 참여
(정부 30%)
민간자본에 완전매각
타이국제항공과 합병함으로써
해체
turn-key방식으로 방플리-방나 프
로젝트를 민간자본에 이양
민간부문에 2단계 고속운행 사업독
점권 부여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철로 축대사업 독점권 부여
방팔리 급수사업 독점권 부여
전화 200만 회선 특허권 부여
렘차방에 있는 항만임대
증권거래소에 주식매각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EGAT
에 의해 전력주식회사(Egco) 설립
일부 노선을 민간부문에 특허
지방 100만 회선 사업특허
동부지역 수자원관리개발주식회사
설립

주 : * Turn-Key 방식이란 민간업자가 대지 구입으로부터 모든 가동시설의 완비까지 책임
지고 국가와 계약한 일정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이후 부대시설 및 대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민영화 방식.
자료 : 재무부 국영기업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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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황

덕

순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 론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그 범위나 심
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강제하던 시기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1)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영화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민영화
와 노사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민영화가 단
순히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경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글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정부의 공기업

1) 이 보고서의 제ꊱ장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 장은 제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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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의 변화,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헌 및 통계자료를 이
용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현재 추진되는 민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것이다.
제Ⅲ절에서는 한국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민영화와 비교검토함으로써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토한
다. 또한 민영화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공기업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민영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점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
호작용에 대해 한국통신과 남해화학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민영화에서 사
례분석은 일반적인 사례분석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공기업 일반론이 갖는 의미도 있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책의 결정 및 평가
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해당 공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구조
및 정부규제방식의 성격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공기업 정책은 각 공기업마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한국에서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
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적 고정자본을 건설․유지하고 공적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철강․정유․비료 등 독점적 생산수단을 생산․공
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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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 초반에 설립된
것이다(경제기획원, 1988 ; 지만수, 1992).2)
경제개발 시기에 공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지
표를 중심으로 공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
가를 살펴보자. 공기업은 정부기구의 일종인 정부기업과 기업의 형태로 운영
되는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다시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 정부투자기관3)과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4),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도 지방정부기구의 일부인 경우와 공사
화된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의 특수법인이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해서 살펴본다.5)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과 유형고정자산 규모를 살펴보자. 정부투자기
관에 제조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적서비스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분
석의 편의를 위해서 제조업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6-1>과 <표 6-2>
에는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및 유형고정자산 규모를「기업경영분석」의 제조
업과 비교한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표 6-1>과 <표 6-2>에 의하면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과 1990년 이후(실제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정부투자기관의 비
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다음에는 정부투자
기관의 수익률 추이를 통해 공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 6-3>과
2) 공기업의 일반적인 역할과 한국에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종훈(1997) 및 경제기획
원(1988) 참조.
3)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경영의 자율성과 민영화 추진을 위해 출자기관으
로 분류되는 기업이 1997년에 등장하였다.
4) 출자기관의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998년에 추진되는
민영화에서는 출자기관의 자회사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 글에서 다루는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5) 공기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투자기관만으로 비교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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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추이
(단위：억원,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810

9,425

53,270

90,679

228,982

338,184

-

39.1

41.4

11.2

20.4

8.1

업(B)

-

-

306,600

674,505

1,540,404

3,292,720

연평균증가율

-

-

-

17.1

18.0

16.4

-

-

0.17

0.13

0.15

0.10

정부투자기관(A)
연평균증가율
제

조

A/B

자료：감사원,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보고 , 1985.
재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각년도.

<표 6-2> 정부투자기관의 유형고정자산 추이
(단위：억원, %)
1970

1975

1980

1984

1990

1995

8,569

12,959

60,908

153,597

234,364

455,467

-

8.6

36.3

20.3

8.8

14.2

업(B)

-

-

107,741

200,684

669,892

1,473,759

연평균증가율

-

-

-

13.2

27.3

17.1

-

-

0.57

0.77

0.35

0.31

정부투자기관(A)
연평균증가율
제

*

조

A/B

주 : * 1985년 대신 1984년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자료 수집상의 문제 때문임.
자료 : 재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각년도.

<표 6-3>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정부투자기관

-

0.9

3.3

1.9

3.7

2.7

제조업 평균

-

3.9

-0.2

3.0

2.4

3.6

대기업

-

-

-0.6

2.6

2.1

4.0

주 : * 1970년과 1975년의 경우 경상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함한 순이익률임.
자료 : 재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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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단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정부투자기관

-

6.4

17.5

6.7

9.5

6.3

제조업 평균

-

2.4

-1.1

1.1

1.4

2.8

1)

-

-

-0.5

2.3

2.2

3.5

대

기

업

주 : 대기업은 매출액은 경상이익률임.
자료 : 재정경제원,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각년도.

<표 6-4>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경상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이 소
개되어 있다.
위의 표들로부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기업의 수익
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정
부투자기관의 수익률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높다. 또한 공기업이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국의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평
가도 있다(Jones, 1975 ; Rowthorn & Chang, 1993).
이 글의 주제인 민영화가 추진되는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민영화를 통
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물론 공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
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높은 수익성이 과연 공기업의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부여된 독점적인 지위나 정부
의 보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관리방식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의 변화를 대표적인 공기업 유형
인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최근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각 개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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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1983
년으로 이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의 관리방식이 크게 변화된다. 이 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는 1962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과 197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기본방향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해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율성의 확대는 예산과 인사 및 조직관리, 물자조달 및 공
사계약의 자율성, 감사의 일원화와 업무통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며, 책임성
의 강화는 경영평가 관련 전문기구의 신설, 경영평가 절차 및 방법상 전문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차등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기관의 정책결정 과
정에 집행간부 이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송대희, 1988).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이 폐지되면서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
이 가지고 있던 예산편성 및 조정권한이 정부투자기관에 이양되어 정부투자기
관의 사장이 경영목표와 예산편성 공통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리방식의 변화 이후에 지표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정
부투자기관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 양측면에서 민간부문을 앞서고
있다(송대희․송명희, 1994). 또한 공기업백서 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이 시행되기 전후의 3개년간(1981∼1983：1984∼1986)을 비교한 결과 원
가절감이나 성장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의 질 개
선이나 공공서비스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기획원, 198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의 공기업은 효율성 측면
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
서인 Jones(1975)는 한국의 공기업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개도국의
공기업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선진국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철강과 비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그는 한국의 공기업이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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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비해 성과가 낮을지 모르지만 그 격차는 매우 작고, 이는 다른 개도국과
는 매우 다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가의 특징이 ‘경성
국가’(hard state)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치권력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 덜 비효율적이 된다(Jones, 1975). 이는 공기
업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매우 조심스
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적어도 한국의 공기업은 성장성이
나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선진
국이나 개도국에서 공기업이 재정에 부담이 되었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에는 정부와 공기업부문 사이의 재정지원 형태가
바뀌어 공기업에서 정부부문으로 순금융자산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송대희,
1991).
물론 이러한 경영실적의 개선을 그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송대
희․송명희(1994)는 이러한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공기업이 갖는 독점적 지위
에서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과 민간부문과 공기업의 수익률 지표를 그대로 비
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승민(1998)은 공기업의 고
수익이 ①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 ② 독점적 지위를 보
호하고 경쟁을 배제한 정부의 진입규제와 해외경쟁으로부터의 보호, ③ 공기
업 생산의 수요기반이 된 민간부문이 고속 성장함에 따라 경쟁없이 고성장 수
요를 독점한 점, ④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공기업의 수익성과 투자재원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관대한 가격규제 정책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특혜적 요인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공기
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
의 내부비효율(X-efficiency)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
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과 내부효율성으로 구
분할 수 있고, 공기업에서 특히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효율성이라
고 할 수 있다(Vikers & Yarrow, 1992 ; 김재홍, 1991). 그러나 내부효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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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관리, 특히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경영평가와 인센티브제도도
내부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책임경영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송대희․송명희(1994)는 치열한 경쟁상태에서 이익을 내고 있
는 민간부문과 공기업의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지적은 아니다.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집단의 경우 수익률을 중시하는 경영방식이 아니라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재벌계열 그룹내의 복잡한 내부거래와 상호의존관계 때
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자료와 논의들을 기초로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공
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다소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이 나름대로 공기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
능해 왔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공기업 관리방
식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효율
성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
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개별 부처의 업무감독권을 그
대로 인정하고 경영평가제도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목표 조정, 예산편성기준
시달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조정과 균형이 필요한 부분만을 심
의․의결하는 역할로 한정하였다(경제기획원, 1988). 또한 최고경영진의 인사
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의사결정에서 여전히 정부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사회에서 정부에서 파견
하는 관선이사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6)

6)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이
에 대해서는 제Ⅳ절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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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상대적
으로 양호한 근로조건과 안정된 고용이 그 배경이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
이 활성화되면서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을 중
심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7)
공기업 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도부터 추진
된 정부의 임금안정화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
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자 임금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1990∼91
년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 1992년의 총액임금제, 1993∼94년의 노․경총
임금합의, 1995년 공익위원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의 임금을 선도적으로 억제하였다.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수준이
낮아지면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의 폐
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인상 규제는 노사간 자
율교섭에 의한 임금인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정원호, 1996). 한편 공기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에 속한 많은 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소
득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8)
민영화 및 그에 관련된 경영혁신이 공기업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이 추진되었
지만 한국통신을 비롯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노사간에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을
7) 이 시기까지의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박영범․이상덕
(1990) 참조.
8)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종훈․이성희(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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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중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임금규제 및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영화와 경영혁
신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외환금융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
제위기 때문에 민간․금융․공공부문 등 전영역에서 노사갈등이 초래되었지
만 1999년 이후에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노사관계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우선 그동안 추진된 민영화 과정을 개관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는 민
영화의 특징을 살펴본 후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가. 1997년까지의 민영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
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1986년까지 이루어진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민영화는 1968년에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등 7개의 공기업을 대상
으로 추진된 민영화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진 4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된 것이다. 1970년대에는 5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이
외에도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가 민영화되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부분
은 해방 전에 일본의 소유였던 귀속사업체였다(경제기획원, 1988 ; 유훈, 1994).
1987년에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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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처 1급 공무원과 학계, 언론계, 증권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하였다.
민영화추진위원회는 1987년 6월 민영화의 기본방향과 민영화 대상기관, 기관
별 민영화안 및 민영화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방안을 결정하였다. 이 때 결정
된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안은 <표 6-5>와 같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과 한전, 한국종합화학,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13개 자회사에 대해 민영화 추진방안이 결정되었다.9)
<표 6-5>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안(1987년)
민영화 방식
관리방식 전환

완전매각

단계적 매각

일부매각

기관명

정부지분율

세부 민영화 방안

증권거래소

68.1

증권사에 매각

한국감정원

49.4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매각

국정교과서

50.0

정부지분과 산은지분 46.6% 매각

외환은행

2.5

정부와 한은지분(97.5%) 중 49% 국민주로 매각

한국기술개발(주)

25.0

정부지분과 산은지분 10.5% 매각

국민은행

72.6

21.6% 1988년에 국민주로 매각

중소기업은행

99.9

49.0% 국민주로 1989년에 매각

한국전력공사

100.0

1988년부터 6%씩 5년간 30% 국민주로 매각

전기통신공사

100.0

1989∼92년간 49% 국민주로 매각

전매공사

100.0

1990∼92년간 49% 국민주로 매각

포항제철(주)

33.4

정부와 산은지분(38%) 중 35%를 남기고 나머
지를 1988년에 국민주로 매각

자료：경제기획원(1988), 279쪽.

1987년도의 민영화 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7개 기관에 대해 국민주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기관은 한국전
력 및 전기통신공사, 전매공사,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의 대규모 공기업과 3개
은행으로 국민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된 이유에 대해 경제기획원(1988)은 민영화가 경제력 집
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하고,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우량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보급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지지기반을 심화
9) 뒤의 사례에서 살펴볼 남해화학은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로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하기로 하였고, 영남화학과 진해화학은 1987년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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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0)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1988년에 민영화되고, 1988년과 1989년에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주식의 일부가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2년도까지 더 이상의 민
영화가 추진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증시 침체로 대규모 주식을 국민주 방식
으로 매각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민영화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993년 12월 29일에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이 의결되었고,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대책위원회｣에서 1994년 2월 18일에 각 주무부처가 제시한 대상기관별 세
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 1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실무대책반을 부처별로 구성하여 매각방식, 법령개
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가
기관별 민영화 및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하도록 하였다(경제기획
원 심사평가국 심사평가총괄과, 1994). 민영화의 범위에 있어서 1994년도의 민
영화 추진계획은 1987년도의 민영화 계획에서 실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년도의 민영화 추진계획은
<표 6-6>과 같다. 이 계획에 의하면 58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10개의 공기
업을 통폐합하게 되어 있다.
민영화 방식에서는 국민주 방식을 주로 선택한 1987년도와 달리 일반경쟁입
찰을 통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으로 경영권을 이양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송대희, 1994 ; 유승민, 1996).
그러나 1993년도에 계획되었던 민영화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표
6-7>은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의 결과를 보여준다. 1993년도의 민영
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송대희(1994), 임휘철(1995),
유승민(1996, 1998), 재경원 국고국 국유재산과(1996) 등에서 분석되고 있다.
10) 영국의 대처 정부하에서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재산권 민주주의(property rights democracy)의 신장이라는 정치적 동기였다. 그러
나 이러한 대처 정부의 기대는 그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lark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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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민영화 추진 계획(1993년)
민영화방식

1994

투자기관 (6)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1995
가스공사

1996∼98
기업은, 주택
은, 담배공사

민 출자기관 (1) 외환은행
영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한국비료, 대한중석,
공영기업, 한국종합기술, 기은전산개발, 부극신
자회사 (30)
용금고, 한성신용금고, 고속도로시설공단, 이동
통신, 국민은행출자회사 외 11개

화
일부 지분
(58) 매각 (21)

통폐합 (10)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한 PC통신, 담
국신화, 대우 배자판기
조선

기아특수강, 한국증권금융, 럭키금속, 한국종합
기술금융, 동부화학, 한외종금, 평화은행, 효성
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삼성종합화학, 동남은행,
매일경제TV, 한국경제신문, 한성생명보험, 이
양탄좌, 건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대동은행,
내장산관광호텔, 연합TV뉴스

매일유업

종합화학, 원진레이온, 주택경제연구원, 주은건 석공․광진공,
한국송유관
설, 한국석유시추, 경주관광개발, 서남관광개발 인삼수출공

전 체 (68)

54

7

7

자료：예산청 예산관리과(1998), 176쪽.

이들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증시상황, 관계부처와 공기업 노
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저항도 영향을 미쳤다. 1995년의 한국통신 사태는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었다.
<표 6-7> 민영화 추진실적(1997년 9월 말 현재)
구 분

완 료

부분완료

대한중석, 종합기술개발, 토개공시설공단, 한국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경영권 이양 비료, 공영기업, 기은전산개발, 고속도로시설공 남해화학, 주택은행 (4)
단, 새한종금, 전화번호부 (9)
일부 지분
매각

이양탄좌, 연합TV뉴스, 매경TV뉴스, 한성생명 이동통신, 외환은행, 종
보험, 한국경제신문, 한외종금, 럭키금속, 동부 합기술금융, 건설자원
화학, 내장산관광호텔, 건설진흥공단 (10)
공영 (4)

통폐합 등

주택경제연구원, 한국석유시추, 인삼수출공사, 종합화학 (1)
서남관광개발, 원진레이온, 담배자판기 (6)

자료 : 예산청 예산관리과(1998),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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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지지부진하게 된 데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재벌에 대한 특
혜시비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논란이었다. 민영화의 기본방향이 일반경쟁입찰
을 통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이는 당연히 재벌그룹에게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촉발시킨 것은 1994년 상반기의 제1
이동통신(현재의 SK텔레콤) 민영화와 제2 이동통신(현재의 신세기통신) 사업
자 선정 문제를 전경련에 위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국민여론
이 제기되었다. 노동조합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1996년 11월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민영화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기업별 특성, 해당 산업의 경쟁
여건을 고려하여 민영화의 시기와 방식을 재조정한다는 것, 기업성이 강하고
민간에게 매각이 가능한 공기업은 소유․경영권의 실질적 민간이양을 통해 효
율을 제고하고, 그 외의 공기업은 인센티브 도입, 경영구조 개선 등 경영혁신
을 통하여 효율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규모 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경쟁체제에 진입
하였거나 향후 경쟁체제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
중공업, 한국통신은 우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
면서 경제력 집중이 배제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건전경
영을 유도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민영화 정책은 민영화의 기초여건
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재경원 국고국 국유재산과, 1996). 그 결과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제정되어 이들 4
대 공기업은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다.11)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
로 1994년도에 확정된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1) 이는 민영화의 전 단계로 대상기관의 상업화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상업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ꊱ장 참조. 물론 이는 능동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법의 입법 과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
은 자율경영체제의 확실한 보장과 1인당 지분한도를 1%로 제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에 상당
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에 정부의 개입 측면에서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한국통신 관계자와의 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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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994년도의 민영화 계획이 굴절되는 과정은 민영화가 순수한 경
제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민영화가 민영
화를 둘러싼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존한다는 ‘정치적 상황이
론’(Political Contingency Theory)이 한국의 민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12)
나. 1998년도 민영화 추진계획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라는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
출범하였다. 이미 공식적인 집권 이전부터 급박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던 신정부는 외환위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매각
을 통해 외화를 조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2개 공기업의 지분이
나 자산매각을 통해 2년간 174억∼220억 달러의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연구도 있었다(김휘석, 1998). 또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 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도록 요구되었고,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앞서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부문의 개혁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주도 아래 공
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98년 7월 3일 발표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8월 4일 발표된 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민영화의 폭과 강도에서 이전보다 매우 포괄적이고 급격한 것
이었다. 이는 1993년도의 민영화 계획인 <표 6-6>과 1998년도의 민영화 계획
인 <표 6-8>을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 6-8>에서 완전민영화 대상은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서 조기에 민영
화를 통해 주인 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적 민영화
대상은 조기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로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
적으로 민영화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공공성이 강하거나 경영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민
12) 정치적 상황이론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ꊱ장 참조.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과정
에도 각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Manzett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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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유보하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민영화 계획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민
영화의 방식에서 이전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해외매각이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초래된 불가피한 변화였다.
두 번째로 민영화의 실질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재정수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공기업은 민영화가 추진된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도 건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정수입은 그렇게 중요한 민영화의 목적이 아
니었다. 그러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자금 수요와 경
기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에 따라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재정수
입 확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
은 경영혁신계획이 수립되었다. 민영화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각 기관별로 인
원감축 수준까지 지침이 결정되었다. 또한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예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을 개정(1999. 2. 5)하였다.
네 번째로 민영화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체계를 구성
하였다. 민영화 계획의 수립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설정된
계획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영화추진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위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경부 차관 및 관
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계부처별로 1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 및 공기업의 부사장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기업민영화실무
추진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민영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민영화 추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과 조정, 부처별 실무추진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이며, 민영화 실무추진팀은 구체적인 매각 시기 및 매각 방법 등 세부전략
의 수립 및 집행,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기획예산위원
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규정｣).
다섯 번째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협의를 강조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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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1998년도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
구조조정 방식

대

상

기

업

출자기관(5)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완
전
민
자회사(33)
영
화

포스틸, 포스토개발, 신세기통신, 창원특수강, 포스에너지, 포그콘, 포철로재, 포
스네이터, 포철산기, 포스에이씨, 포스코홀스, 포항장재공업, 포항도금강판, 포스
코경영연구소, 승광, 포스텍기술투자(이상 포항종합제철), 한국DCM, 세안기술,
연합기계할부금융(이상 한국중공업), 남해화학(한국종합화학), 기술복권판매(한
국종합기술금융), 한국통신카드(한국통신), 세일에이직(한국전력), 청열(가스공
사), 지앤지텔레콤(대한송유관공사),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한국지역난
방공사), 매일유업,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이상 농수산물유통공
사), 한국건설자원공영,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이상 주택공사)

투자기관(1) 한국전력
출자기관(5)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단
계
적
민
자회사(28)
영
화

통
폐 자회사(6)
합
투자기관
구 (12)
조
조 출자기관(1)
정
자회사(8)
전 체(99)

한국TRS,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CATV,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 KTPI(이상 한국통신),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담배인삼공사), 한국
전력기술, 한전기공, 한국산업개발(이상 한국전력),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
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이상 가스공사),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기술(이상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량진수산시장, 한국냉장, 한국축
산(이상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공종합감리공단(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종합
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이상 토지공사), 고속도로감리공단, 도공조합감리공
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상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기술공단, 한국수자원감
리공단(이상 수자원공사)
ICO투자관리(한국통신), 한국송유관공사(대한송유관공사), 경주관광개발공사
(관광공사), 한국물산(농수산물유통공사), 한양(주택공사), 한국부동산신탁(한
국감정원)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업진흥공
사, 대한석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
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통신프리텔, 한국PC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해저통신(이상 한국통신), 한
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이상 한국전력), KCCL, PPSL(이상 유개공)
투자기관 13, 출자기관 11, 자회사 75

주 :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6), 서울신문, YTN 등 자체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금융감독원에
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금융관련 기업 제외
자료 : 기획예산위, ｢1․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이용해서 작성.

실제 각 기관에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노사정위
원회 내 ｢공공부문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에서 이와 관련하여 노정간에 격
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당기업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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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승민(1998)
은 민영화 시기 선택에서의 조급성, 목표의 불분명성, 기업지배구조와 한국 자
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고민 부족, 경쟁도입에 대한 청사진 부족, 민영화의 정
치경제에 대한 이해와 대책 부족, 추진체계와 법적 장치의 문제, 공기업의 다
각화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
은 유승민(1996)에서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를 강하게 옹호했던 것과 달리 지
배의 사적 이익이 클 경우 지배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민영화 반대론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추진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김성구,
1998 ; 김대환, 1998), 재계에서도 민영화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98. 8. 7.). 노동조합의 반대에서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13)
다. 1998년 민영화계획의 추진경과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는 다른 어느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되었다.
내외적 환경도 공공부문에 강한 변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영
화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민영화의 진행과정에서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초
기에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나 해외
매각 대상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저평가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98년도에 추
진하기로 했던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주식의 해외매각은 일정대로 추
진되지 못했다.
13) 현재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갖는 급진성과 관련해서 Ikenberry(1990)의 “특정 국가 내부의
민영화 추진세력이 민영화에 대한 장애를 IMF를 이용하여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도 음미할 만하다. 1987년부터 고-스톱식으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된 이유는 증시 상황 등
여건상의 문제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역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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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도 개입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민영화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들인 공기업의
경영진과 소관부처 관료들이 기획예산위원회 주도로 추진된 민영화계획의 수
립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14) 이는 민
영화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개혁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공기업 경영
진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실행단계로 넘어가면 재경부와 소관부처 및
경영진이 실행의 주체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소관부처와 경영진의 이해가 반영
될 기회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개입이 과거에 민영화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실행과정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의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표 6-9>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1999년 말)
공기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전력

계

획

실

적

- 해외DR발행(정부지분 13%)
- 1998년도에 계획한 DR 발행은 1999
- 전략적 제휴추진(지분 15% 매각)
년에 일부 성공
- 전략적 제휴추진 및 지분매각 지체
- 정부지분 25% 1999년 상반기 매각 - 해외매각 실패
- 국내에 일부 지분 매각
- 1998년 해외DR 발행
- 1998년 해외 DR 발행 성공
- 산업은행 잔여지분 매각
- 매각 실패
- 해외DR(정부지분 5%) 발행
- 1998년도에 계획한 DR 발행은 1999
- 열병합발전소(안양부천) 매각
년에 수행
- 발전부문 자회사 분리후 발전자회 - 발전소 매각 진행중(지체)
사 1개 매각 추진
- 한전민영화 관련법 국회통과 실패
- 1999년 상반기 경쟁입찰 실시

- 빅딜 지연으로 연기
- 입찰방안 등 계획 수정

가스공사

- 1998∼99년 증자

- 2000년으로 연기

한국종합화학

- 1999년 상반기 매각

- 입찰참가자 없어서 지연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 1999년 하반기 주식가치 평가

- 진행중

14) 민영화와 관련해서 정부내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위와 매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재경부의 관계가 중요하다. 민영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1998년 6월초에 민영화를 재경부가 전담하기로 했다는 언론보
도 등 민영화 추진체계와 관련한 혼선이 있었다(조선일보, 1998. 6. 9). 또한 각 공기업의 주
무부처도 대체로 민영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 축소에 저항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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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한국전력과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
진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노동조합의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2. 민영화와 노사관계
민영화에 따라 노사관계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가운데 핵심적인 것
은 ① 노사관계 안정성, ② 고용조정, ③ 임금, 종업원지주제 등 근로복지이다
(이종훈, 1997). 여기에서는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
영화 방식의 결정 및 민영화 과정, 민영화 이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노사
관계와 민영화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민
영화는 민영화를 둘러싼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중요한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1998∼99년
의 상황에 대해 주로 다룬다. 민영화가 실질적으로 공기업 노사관계 측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1998년부터이기 때문이다.
가.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노사관계가 민영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공
식적인 집권 이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한 공공부문의 산별연
맹 및 대규모 공기업 노조와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은 공동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구조조
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모색｣이라는 제하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각 기관의
특성별로 의견을 모아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제
출하였다(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1998a, 1998b).15) 한
15) 이렇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투노련 등에 속해 있는 노조들이 발빠르게 공동대응을 조
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4년부터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활동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회의는 1998년 4월 공공연맹이 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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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총은 1998년 3월 30일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공기업 해외매각 대책위원
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민주노총도 1998년 4월 16일 ｢일방적 구조조정 저
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
사, 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대상 5대 공기업 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되어 공
동집회와 공동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개별 노동조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
합의 일반적인 입장은 1998년 4월에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1998b). 건의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벌구조조정과 정부, 정치권의 개혁 선행, ② 노사정
위원회의 사회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의 내․외부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구조조정 및 민영화 검토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
진16), ③ 근무시간 단축에 의한 고통분담 등 기업단위 고용을 보장하고 실업대
책 재원마련을 위한 임금삭감보다는 고용세 신설 등 가시적 실업대책 요구 ④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면밀한 검토와 검증절차도 거
치지 않은 단견이므로 반드시 철회할 것, ⑤ 책임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할 감사
원의 예산집행 통제와 구조조정 촉구 목적의 특별감사 중단 및 단협 파기를 종
용하는 감사 지양 등이다.
정리하면 민영화 및 구조조정방안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해외
매각 철회, 기업단위 고용보장 등 세 가지가 핵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구는 고용보장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민영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 검토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라는 요구는 2기
노사정위원회 내에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해체되었다. 양대 노총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던 정투노련
도 1998년 한국노총에 가입하였다.
16) 노사정위원회 합의 제67항은 “정부는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책
임경영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관련 예산편성지침, 민영화 등 주요 정책수립
시 노사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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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구
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협의의 틀로서 일차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
조조정을 의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운영은 공공특위의 위상을 둘러
싼 노정간의 대립으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다. 노동조합은 민영화와 구조조
정 방안 및 그에 따르는 고용조정까지 합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협의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부(기획예산위)는 공공특위에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과 구조조정에서 비롯되는 고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구조조
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예산위는 이
러한 입장에 따라 일반적인 원칙을 제외한 각 기관별 구체적인 경영혁신방안
에 대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비판을 계속하였으며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특위에
서의 활동 이외에도 각종 집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단위기업별로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거나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17) 반면 정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 노동조
합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민영화 방안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
이 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설정되고 실제로 공공특위에서 노정간에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는 점이다. 실제 특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진절
차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
이 중요하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는 정부의 의지와 노동조합의 대응능력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특위에
서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공공특위에서 건의문 형식으로 합의한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17) 5대 공기업 노조는 1998년 6월 21일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공공부
문 노동조합의 연대파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수는 많지
않았지만 노조결성 이후 처음으로 한국통신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경영혁신과 민
영화를 둘러싼 노사간 견해 차이로 조폐공사, 국정교과서, 송유관공사 등 상당수의 공기업
노조들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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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 원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는
사업장별로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 기관별 업무특성, 향후 사업계
획 등을 감안하여 고용조정 규모의 일정비율을 조정한다 … 근로조건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조정한다”(｢‘2차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공공특위 13차 회의, 1998. 8. 2)는 것,
“개혁과정에서 최대한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공공특
위 4차 회의, 1998. 7. 2)는 것,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우리사주 및 국민주로 우선 배정하는 등 종업원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소수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
며 시장경쟁원리에 맞추어 추진한다”(｢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
문｣, 1998. 7. 2)는 것 등이다.18)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발표된 1∼2차 민영화 계획의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
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되던 내용보다는 덜 급진적이다. 이는 여러 가지 환경요
인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계
획수립과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이 매우 신중해졌다는 점이다.
1∼2차 민영화 계획의 발표로 전반적인 민영화의 큰 틀이 확정된 이후 각 공
기업과 소관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한
동안 노동조합의 대응은 개별 기업별로 경영혁신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다시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1999년 예산편성지침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1999년에 4.5%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지침이 발표되자, 한국노총의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이 곧바로 이 지
침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1999년에는 전국전력노조, 정투노련, 담배인삼
노조 등 정부산하기관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지침 철회 및 구조조정
18) 4차 회의의 건의문은 공익위원들의 안이지만 13차 회의의 건의문은 전체가 합의한 내용이
고, 여기에 1차 건의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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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을 진행하였다. 1999년 5월 9일에는 사
상 처음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불법지침 철폐 및 일방적 구조조정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은 1999년 4대 요구안의 하나로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및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를 내세웠다. 1999년 3월 14일에는 공공연맹, 민주철도연맹, 공
익노련이 통합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으
로 통합되어 공동투쟁을 벌였다. 1999년에는 공공부문의 투쟁이 사실상 민주
노총의 임금인상투쟁을 선도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부의 구
조조정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투쟁 결과 정부도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영혁신과 관련한 각종 구조조정 지침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매일경제신문, 1999. 6. 5. ; 1999. 6. 25. 노․정합의). 또한
상당수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만의 힘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
을 구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노동조합이다. 1999년 1월부터 ｢전력산
업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오충일 목사)
｣가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중공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뿐만 아니
라 마산창원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망라하여 해외매각 및 재벌에 경영권을 넘
기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투쟁을 진행하였다. 한국중공업에서는 48일간의 파업
을 거쳐 1999년 12월 27일 정부가 민영화 방안을 일부 양보한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었다.19)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관련 법률
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민영화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나.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민영화에 의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고용조정이다. 특히 1998년 이후

19) 노사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재벌의 참여를 배제한다
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러한 입장은 다시 유동적이 되었지만 재벌에 경영권을 넘기
는 민영화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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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민영화에서 ｢2차 민영화와 경영혁신방안｣은 민영화 및 경영혁신 대상이
되는 19개 투자기관 및 출자기관별로 인원삭감안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에 추진되었던 민영화보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0>에는 기관별로 2000년까지 조정할 인원수가 정리되어 있다. 감축
비율을 보면 48.0%를 줄여야 하는 주택공사에서부터 13.4%를 줄여야 하는 무
역투자진흥공사에 이르기까지 전체기관 평균 20.1%에 해당하는 28,813명을 줄
여야 한다. 공공특위에서 개별 기관별로 노사협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2001년
으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고용조정이 조금 더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지는 늘었지만 실제로 개별 기업별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추
진되면서 처음의 계획보다 더욱 많은 인력이 감축된 경우가 많다.
<표 6-10>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기관별 인원조정안
(단위：명, % )
기관명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전
체

정원(1998. 3)
59,491
7,680
39,454
2,891
523
1,015
2,634
984
2,478
948
431
4,072
649
949
5,914
2,490
5,178
4,162
1,120
143,063

조정인원
8,250
3,180
6,234
457
155
271
929
285
400
448
81
1,261
87
212
2,838
670
1,552
1,279
224
28,813

조정후 정원
51,241
4,500
33,220
2,434
368
744
1,705
699
2,078
500
350
2,811
562
737
3,076
1,820
3,626
2,883
896
114,250

조정비율
13.9
41.4
15.8
15.8
29.6
26.7
35.3
29.0
16.1
47.3
18.8
31.0
13.4
22.3
48.0
26.9
30.0
30.7
20.0
20.1

주：2000년 말 기준
자료：기획예산위원회,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 199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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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까지의 경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한 기획예산위원회의 자료에 따르
면 1998∼99년 사이에 32,257명이 감축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민영화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이는 민영화에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한
반면, 기업내 구조조정 특히 인력감축 및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저항
세력은 해당 공기업의 노동조합뿐이고, 노동조합의 저항력도 임금인상 투쟁이
일단락된 후에는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조정은 단순히 인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인력의 재배치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동반하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이 통폐합될 경우 감원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부서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규채용
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도 크게 바뀌었다. 이를 둘러싼 공기업 노사간의 쟁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다. 1998년 11월에는 1999년에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를 4.5% 삭감하고 각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었다. 퇴직금제도의 변화도 주목된다. 공기업
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높은 퇴직금에 대한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기획예산위
는 공기업의 퇴직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20) 기본적인 방향은 누진율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지침을 정해 놓고 이 이상의 명예
퇴직금은 불허하기로 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98. 7. 22).
이러한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였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
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
동조합의 반발도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실제로 1999년 상반기에 공공부문

20) 이러한 비판은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퇴직금 기준은 198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입사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전 입사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
문에 상당히 높은 퇴직금을 받는 반면, 이후 입사자의 경우 누진율이 상당히 약화된 기준
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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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투쟁이 집중될 당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경
영혁신에 관한 지침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매일경제신
문, 1999. 6. 5 ; 1999. 6. 25 노정합의). 그러나 이후에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에 대해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를 통해 해당 공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구조
조정 의지를 전혀 꺾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매일경제신문, 1999. 10. 15).
이는 아직도 국가가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통제수
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9년에 공기업 노동조합의 투쟁이 노사갈등의 기본적인 지형을 결정하게
된 것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영
화 및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1)
장기적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종훈(1997)은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조
정과 같은 단기적 이해관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경쟁제한이 완화되어
독점지대를 누리기 어려워질 경우 협조적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가능
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민영화의 경우 단
기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을 원만히 이루어내는 데 실패한 사례가 많다. 또한 상
품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유승민,
1998). 이는 장기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
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1) 1999년 11월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5.5% 이내에서 억제하고 경상비는 1999년 수준에서 억
제하도록 하는 2000년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었다. 예산편성지침이 발표되자 공공부문 노
동조합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2000년의 노사관계에서도 공공부문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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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연구：한국통신과 남해화학

1.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가. 개 관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는 현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구 체신부에
서 분리되어 1982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1997년 10월 1일에는 ｢공기업 경영구
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투
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공사설립 이후 전화보급률이 급
증하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데 힘입어 매우 빠
른 성장을 지속하였다. 1987년 9월 30일 가입 전화수 1,000만 회선, 1993년 11월
30일 가입 전화수 2,000만 회선을 돌파하였다. 1998년 현재 기업규모는 <표 611>과 같다.
<표 6-11> 한국통신의 일반현황
(단위：명, 억원, %)
정 원

매출액(’97)

당기순이익(’97)

예산(’98)

정부지분

59,491

77,852

797

91,866

71.2

자료：기획예산위,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

정원수 59,491명으로 공기업 가운데 인원기준으로는 최대규모이다. 1997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급속히 감
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22) 또한 현재 한국PC통신
22)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진
출하여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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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리텔 등 13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세계에서의 한국통신의 위상은 <표 6-12>에 정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소
를 종합한 전체 평가로는 33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1인당 회선수에서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회선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전전자교환기가 보급되는 시
점에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6-12> 한국통신의 세계 속에서의 위상
구 분

현재의 한국통신(33위)

세계1위

NTT

회선당 매출액

450달러(39위)

1,980달러(Sprint)

1,230달러

1인당 매출액

148,000달러(31위)

397,000달러(Swiss Com)

329,000달러

1인당 회선수

326회선(3위)

340회선(Pacific Telesis)

266회선

기술효율지수

79.6(20위)

95.2(PTT Tel)

89.6

주 : 실적은 1996년도 기준임(출처: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1998년 1월호)
자료 : 한국통신 회사 자료.

나. 민영화의 전개과정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처음 결정된 것은 1987년이었다. 이 계획은 정부투자
기관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100%의 정부보유지분 가운데 49%(1990
년 25%, 1991년 24%)를 단계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분매각 일정이 연
기되었다.
새로운 계획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연도별로 1993년 10%, 1994년
10%, 1995년 14%, 1996년 15%로 총 49%를 매각하는 것이었다. 매각 방식도
변경되었다. 1987년에는 국민주 방식에 의해 매각지분 중 20%는 우리사주조합
에, 78%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에는 경쟁입찰 방식
필요가 있다. 투자규모를 상당히 축소한 1998년의 경우 7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예상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통신 관계자와의 면접결과). 이는 공기업의 수익률이 경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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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되었다. 이 방식에 따라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10%씩 20%가 매각
되었다. 이어서 1996년 11월과 12월에 걸쳐 8.8%의 주식지분이 매각되었다.
1998년 현재의 정부지분은 71.2%이다. 정부 이외의 지분은 국민연금 7.4%, 우
리사주 5.1%, 기타 16.3%로 이루어져 있다(조성훈, 1998).
1993년도 민영화 계획에서 한국통신은 우선적인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1993년 12월 29일 경영평가위원회 의결). 이에 따라 한국통신 경영진단팀
이 구성되어 1994년 12월에 한국통신 경영진단 종합보고서 를 제출하였고,
1995년 6월에는 한국통신 경영진단 관련 후속연구 최종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경영진단팀에서는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되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체제를 선택
하도록 권고하였다. 주식매각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1998년까지 정부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비비 상환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하고, 우리사주의 지분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고 1996년에는 전문경영인체제에 의
해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재경원 국고국 국유재산과(1996)
에 의하면 당시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한국통신은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후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고 …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서
비스 향상과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지분
매각은 계속하되 정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내증시 동향을 보아가며
증시 상장도 추진을 검토하되 국내 증시 상장 후 여건성숙에 따라 일부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10월 1일에 출자기관으
로 전환되었다.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은 공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바로 외환금융위기
에 따른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은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존의 민영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기획예산
위의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1998. 7. 3)｣에 의하면 한국통신은 1차 민영화 대
상공기업 가운데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업에 해당된다.23) 완전 민영화가 아니
240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라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국가기간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시내통신망이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매
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통신사업자와의 제휴 등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6-13>은 통신산업의 시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독점적인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3>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
업무영역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무선호출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구조

통신사업자

비
고
1999년부터 하나로통신 사업
독점(복점) 한국통신(하나로통신)
개시
복점
한국통신, 데이콤
1990년 데이콤 사업 개시
1991년 1월 데이콤 사업 개시
과점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1998년 온세통신 사업 개시
복점
한국통신, 데이콤
시내는 한국통신 독점
SK텔레콤, 신세기, 한국통신 1996년 4월 신세기 사업 개시
과점
프리텔,한솔PCS, LG텔레콤 1997년 PCS 3사 사업 개시
한국이동통신(전국)
9개 지역 10개 신규 사업자
복, 과점
신규 사업자(지역)
(수도권은 2개)
독점
한국항만전화
독점
한국항만전화
한국통신, 데이콤,
완전경쟁
부가통신사업자 다수

세부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면 1998∼2000년에 정부지분 30.7%와 신주 10%
를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증시 조기 직상
장을 추진하고,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신주 10% 내외를 매각하면서 전략적 제
휴를 추진한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나머지 정부지분 33.4%를 국내외 여건
을 고려하여 추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발표된 ｢2차 공기업 민
영화 계획(1998. 8. 4.)｣에는 조직개편 및 자회사 정리를 포함한 세부적인 경영
혁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표 6-14>와 같다.
23) 외환위기가 심각하던 현정부 초기에는 외자유치를 위해 한국통신 지분을 상당량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휘석(1998)은 한국통신의 지
분 40%를 해외에 매각할 경우 3,434백만 달러에서 3,642백만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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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방안
항 목

내

용

조직개편

- 8실 9본부 7단 260전화국 → 8실 7본부 5단 184전화국

사업구조
고도화

-

유지조정사업：시내전화, 전용회선 등 26개 사업
자회사 이관：공중전화, 미래텔, 원격통신, SI
사업철수：시외수동, 정보화시범 등 8개 사업
외주 및 매각：위성통신(컨소시엄 구성 후 지분매각), 전보

자회사 정리

-

자회사 유지(4개)：PC통신, 프리텔, 해저통신, 공중전화
지분매각(3개)：통신카드, CATV, TRS
민영화(5개)：통신기술, 통신진흥, 산업개발, KTAI(미국), KTPI(필리핀)
본사통합：ICO투자관리(중궤도 위성)

재무구조
건실화

- 네트워크 투자효율성 제고
- 자본비용 최소화

자료：기획예산위원회,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 1998. 8. 4.

각 기관별로 세부 경영혁신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경영혁신안은 더욱 강화
된다. 새로운 경영혁신계획은 1998년 12월 15일에 발표되었다. 경영혁신의 강도
가 높아진 데에는 기획예산위 등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1998. 12. 12). 새로운 경영혁신 계획에서 바뀐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인력감축 규모가 크게 늘었다. 2차 경영혁신 계획에서 2000년까
지 8,250명이던 감축 목표인원이 1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1만 2천여명은 인원감축으로 줄이고, 선로보수분야 3천명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총감원규모는 2001년까지 1만 8,400명으로 1998년 12월의 5만
6천여 명에서 3만 8천여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매일경제신문 1999. 12. 18). 이
러한 경영혁신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9년 초
까지 기존의 260개 전화국 가운데 84개가 통합되었다(매일경제신문, 1999. 4. 8).
또한 인력감축도 처음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999년 11월 말 현재
1999년 조정목표인 7,520명을 초과 달성한 7,721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정원이
48,990명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1998년 3월의 59,491명에 비해 10,501명이 줄어
든 것이다(기획예산처,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실적｣) .
그런데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력감축 등 경영혁신 계획은 예정대로
대부분 추진된 반면,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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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표 6-15>에는 1998년 이후 한국통신의 민영화 관련 주요기사
가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분매각 등 민영화가 어떻게 지체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민영화가 지체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내 증시사정이나 외국
에서의 한국통신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 등이 민영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도 있었고 정부부처 및 한국통신 사이의 입장 차이가 이러한 내외 여건과 맞물
리기도 하였다. 민영화가 추진되던 초기에 해외DR 발행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의 경우 1998년 9월 한국통신의 주당 기준가를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해야 해외DR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선일보, 1998. 9. 28). 이에 따라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한국통신의 증시 직상장과 관련해서 재경부는 한국통신 주식의 조기 상장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고, 한국통신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 때문에 국내
증시에 먼저 상장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DR 발행시 신주와 구주의 비율을 둘
러싸고 예산위와 정통부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가 가장 역
점을 두었던 해외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는 1999년 12월 현재 아직도 성
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998년에 설정한 2000년까지의 민영
화 관련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통신에 ‘공기업’으로의 역할
을 여전히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경영수지 개
선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적 사업인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
하였다. 또한 반전자교환기를 모두 전전자교환기로 교체하고 비대칭 디지털가
입자망(ADSL)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8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도 요구하
였다(매일경제신문, 1999. 2. 11). 이외에도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
신망 구축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할 것도 요구하였다(199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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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한국통신의 민영화 관련 주요기사
일자

내

용

<매경> 한국통신은 하반기에 신주 10%를 외국업체에 매각하고, 기존 주식 10%는 국내
1998. 6.12 증시와 뉴욕 및 런던 증시에 상장할 계획. 한국통신은 국내 증시상장이 안될 경우 외국
시장에서 제값받기 어려우므로 상장 이전 매각에 반대.
<조선>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정착단계이므로 한
1998. 6.16
국통신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매경> 예산위안에 의하면 1999년까지 정부지분 30.7%와 신주 10% 매각, 2단계로
1998. 6.23
2000년 이후에 나머지 정부지분 33.4% 매각 방침
1차 민영화계획 발표. 국내증시에 조기 직상장하고 신주 10%를 외국업체와 전략적 제
1998. 7. 4
휴형식으로 매각. 2000년까지 정부지분 30.7% 매각. 2001년 이후 나머지 지분 추가 매각.
1998. 7.30 <매경> 한국통신의 외자유치가 직상장이 부처간 이견 때문에 늦어져서 지체되고 있음.
<매경> 민영화추진위 실무회의에서 올해 11∼12월 중 신주 10%를 세계적 통신사업자
1998. 8.13 에게 매각하고 같은 시기에 증시여건에 따라 상장하기로 함. 이후에 해외DR 발행 및
국내증시 매각으로 구주 10% 매각하기로.
<매경> 기획예산위는 전략적 제휴를 쉽게 하기 위해 신주 10%에 구주 5%를 더해서
1998. 8.25 매각하기로 함. 전략적 제휴가 어려울 경우 해외DR 발행물량을 구주 10%로 늘리기로.
해외 DR 발행과 동시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국내증시에 직상장하기로 함.
1998. 9. 4 <매경>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20%에서 33%로 확대.
<매경> 동일인 지분한도를 특별법에 따르기로 주총에서 의결.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전
1998. 9.21
략적 제휴를 위해 동일인 지분한도를 15%로 늘릴 예정.
<조선> 진념 예산위원장 : 한통주는 연내에 직상장하고 해외DR은 내년초에 전략적 제
1998.11.22
휴와 함께 할 예정.
<매경> 한통주 23일 직상장. 해외DR 1999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1998.12.15. 제휴 추진. 경영혁신을 위해 인력감축을 1년 앞당겨 2000년까지 1만 5천명 줄일 계획.
27조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투자에도 나서기로 함.
<조선> 예산위와 정통부 관계자 : 정부보유지분 구주 10% 및 신주 3% 등 총 13%를
1999. 1.18.
4월에 해외DR로 매각.
<매경> 한국통신 소액주주 : 전현직 경영진이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SK에 팔
1999. 2. 4.
아넘겨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배소송 제기.
<매경> 민영화추진위 결과 : 한통주 28% 상반기에 해외매각. 2000년에 정부지분 33.4%
1999. 3. 3
제외한 나머지 지분 매각.
<매경> 한통 1999. 5. 26 뉴욕런던에서 해외DR 발행. 물량 13%. 신구주 비율은 정통부
1999. 4.17
와 예산위 사이 이견. 예산위는 구주, 정통부는 신주를 늘리려는 입장.
<매경> 해외DR, 구주 6%, 신주 7% 팔기로. 구주 대금은 실업대책 재원으로, 신주 대금
1999. 5. 3.
은 한통설비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매경> 한통주 DR발행 성공. 주당 55.12달러(6만 5,636원)으로 25일 종가에 비해 20.4%
1999. 5.27
프리미엄 받음.

주：<매경>은 매일경제신문, <조선>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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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의 매각과 관련된 한국통신과 정
보통신부, SK 사이의 논란도 또 다른 사례이다. 한국통신은 매각 수입 극대화
를 위해 해외매각을 추진한 반면,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
할 수 있도록 SK에 매각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가 한
편으로는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공
기업으로서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
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4)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부의 민영화 및 경
영혁신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다.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체신부에서 전기통신공사로 전환된 1982년 1월에 결성
되었다. 집행부 임기는 3년으로 현재 6대 집행부에 이르고 있다. 1994년 4대 집
행부까지는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직선제를 통해 1994년
초 5대 집행부에 ‘민주파’가 당선되면서 노사관계가 크게 바뀐다. 당시 민주파
가 집권한 데에는 협조주의적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 있던 조합
원들의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대 유덕상 집행부는 출발부터 당시 김영삼 정부하에서 추진되던 통신시장
개방 및 민영화에 대응하여 ‘통신주권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1994년 12월에
한국통신경영진단 최종보고서 가 발표된 이후 1995년에는 민영화 및 조직분
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5년 임단협 투쟁에서 최대의 요구는 정
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돌파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추진되던 민영화에 대한
대응도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위해 ‘굴욕적 통신시장 개방과 한국
통신 재벌특혜 민영화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민영화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그러나 5대 집행부의 1995년 임단협

24)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된 후 외화수급이 문제되자 정부가 공기업에 환율의 급락을 막기 위
해 해외차입을 중단하고 국내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청한 것도 한 가지 사례이다. 이에 따
라 공기업은 외화차입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매일경제신문, 1998. 8. 4 ; 1998. 8. 6. 199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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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노동조합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밀려 노
동조합의 패배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5대 집행부는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95년 하반기에는 신인사제도에 반대하는 투쟁, 1996년에는 ‘조
직분할 반대투쟁’과 ‘PCS사업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쟁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던 5대 집행부는 1996년 말 선거에서 패배하고 6대에는
온건 성향의 김호선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온건 성향의 김호선 집행부
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7년에는 당시 추
진되던 ｢공기업 경영개선 및 민영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
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응을 벌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997).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자 6대 집행부는 다시 민영화에 반
대하는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기업 노조들, 정부
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을 망라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
회｣에 참여하였고 민주노총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공공부
문 공동투쟁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전력, 한국중공
업,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영화대상 5대 공기업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집회와 공동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온건
성향의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유는 외환금융위기하에서 실제로 해외매각이나 분할매각이 이루어질지도 모
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이 진행
되었다. 공공연맹은 ‘일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한국통신노동조합도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여 1998년 7월 15∼16일에 시한부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7월 23일 한국통신노조는 전면파업을 예고한 후에 곧바로 총파업을 유
보한 후 7월 26일 임단협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파업 실패 및
임단협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내부진통을 겪게 된다.
1998년의 투쟁이 공공연맹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이루어졌다면 1999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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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투쟁은 공공연맹, 민철노련, 공익노련이 통합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연맹(공공연맹)과 함께 진행되었다. 공동투쟁의 의제는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인건비 삭감방안 및 각종 구조조정 관련 지침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4월 18∼19일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했음
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예정되었던 4월 26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유보하였다. 이
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집행부 내부의
정비를 둘러싼 혼란을 겪게 된다.
1994년 이후 한국통신 노사관계에서 최대 현안은 구조조정과 민영화였다.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궁극
적으로는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되 해외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서는 철수하며, 선로유지보수 등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내 통신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함
으로써 민영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도 병행하였다.
민영화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은 소유가 분산된 방식으로 민영화하면서 소유
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 영역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그룹경영체
제’를 지향하고 있다. 회사측의 입장은 1994년 말 발표된 한국통신 경영진단
보고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한국통신, 1996 ; 한국통신 경영진단 컨소시
엄, 1994, 1995).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는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민영화를 하되 우리사
주에 일정한 주식을 배분하고,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도록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며,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지배를 막
는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1998). 국민주 방식에 대한
노조의 선호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방향은 회사측의 입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에 민영화 방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이
어지고 있다. 이는 노사당사자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노사관
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반면, 노동조합은 정부와 회사에 반발해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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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저항을 통해 얻은 직접적 성과는 매
우 제한적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속도를 약간 늦추거나 우회적인 방식으
로 회사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고 말았다. 노동조합이 거둔 성
과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가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부터의 철수나 선로유지보수부
문의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고용이 줄어
들고 근로조건도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인력감축이 가장 크게 진행되었다. <표
6-16>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전에 설정된 인력운용목표
이다. 이와 대비해 보면 현재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알 수 있다. 1999년 11월 말 현재 정원은 48,990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5천여
명 이상 추가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2000년 말까지 4만 1천여명 수준으로 줄
이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 6-16>의 계획보다 1만여명 정도가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다.
<표 6-16> 한국통신의 주요경영지표(민영화 추진 이전)
구 분

1997(A)

1998

1999

2000(B)

B/A

매출액(억원)

77,852

88,236

98,855

112,013

114%

가입자수(천명)

20,422

20,476

20,640

20,967

103%

인건비/매출액

30%

29%

28%

27%

90%

적정인력(명)

59,919

56,848

54,096

51,241

83%

자료：한국통신 회사자료

이외에도 정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바뀌고 학자금
지원 및 개인연금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가 삭감되었다. 1997년 말부터 도
입된 현업기관별 집단성과급제도와 1998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임금체계도 중
요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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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완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통신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다.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대응전략도 변수 가운데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는 정부가 처음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
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특히 민영화를 주도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
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12월 7대 집행부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집행부가 탄생할 것인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2000년
에도 당분간 한국통신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정간의 대립적 관계를 축으
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해화학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가. 개 관
남해화학은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던 1974년 5월 ‘제7비’로
서 전남 여천에 설립되었다.25) 설립 당시, 이후에 합작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화학이 단독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합작파트너로 논의되어 오던 미국 아그리코사와 1975년 3월 합작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농수산부)와 종합화학, 아그리코, 남해화학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계약이 체결되었다.
지주회사인 종합화학은 아그리코에 25%의 지분을 우선주(우선 배당권 20%)
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해화학과 아그리코 사이에는 아그리코가
원료인 인광석을 공급하고, 수출을 대행하며, 기술지원을 수행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남해화학과 정부 사이에는 10년간 정부가 다른 비료회사의
생산량을 초과하는 복합비료 국내수요의 전량을 인수하고 요소공장은 국내 수
요량을 기존 시설의 용량비율로 인수하되 최저 구매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계
약이 체결되었다.

25) 개관의 내용은 남해화학 20년사 및 남해화학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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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는 국내외 비료산업의 침체와 국내 비료산업의 불황에 따른 비료산
업합리화조치가 시행되었다. 최신시설인 남해화학은 비료산업 합리화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료공장들이 생산시설을 조정하면서 국내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게 되었다. 요소비료의 경우 조정 전에는 144만 6
천톤이던 국내산업의 시설용량이 남해화학 66만톤과 한국비료(5비)의 16만 5
천톤을 합한 82만 5천톤으로 조정되었다. 복합비료의 경우에도 조정 전에 123
만 9천톤이던 국내 생산시설이 남해화학 70만톤과 영남화학 신공장 17만 8천
톤을 합한 87만 8천톤으로 조정되었다.
비료산업 합리화조치와 함께 아그리코사와의 합작계약 및 정부와의 구매계
약도 수정되었다.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쳐 아그리코사에 대한 우선 배당권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수출대행에 따른 수수료도 실비수준인 1%로 인하하
였다. 정부와의 구매계약에서 신요소 공장의 의무인수기간은 1990년에서 1987
년으로 단축되었고, 비료산업의 수입금지조항도 삭제되었다. 생산시설 조정과
합작계약 수정에 따라 남해화학은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정부는 비
료산업정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1987년 말로 합작계약에 의해 묶여 있던 비료회사들에 대한 이익보장 기간
이 종료되자 정부는 기존의 비료생산자 보호정책을 소비자인 농민보호정책으
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비료의 생산과 판매를 자유화하고 국내 비료시장의
문호를 개방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며 기존의 정부통제하에 있던 비료회사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합리화조치가 시행되었다.
우선 그동안 농협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비료의 구입 및 판매사업을 농협
의 자체사업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수의무에 따라 비료회사로
부터 정해진 가격에 비료를 구입하고 농민에게는 농협을 통해 저가에 공급하
던 이중가격제가 폐지되었고 비료계정의 누적적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구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비료의 구매방식을 종전의 생산회사별 할당
방식에서 각 업체들 사이의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표
6-17>은 2차 비료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농협의 비료인수에서 남해화학이 차
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70% 내외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다가
점차 하락하여 최근 몇년간 55%를 전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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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남해화학이 농협의 비료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988∼97)
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분
수량

농협 인수(A)

남해화학(B)

(B/A)*100

1,587,628

1,040,931

65.6

금액

242,510

161,286

66.5

수량

1,798,637

1,281,400

71.2

금액

251,955

179,570

71.3

수량

1,832,647

1,138,823

62.1

금액

251,026

153,500

61.1

수량

1,653,000

1,060,000

64.1

금액

273,563

175,599

64.2

수량

1,665,000

913,000

54.8

금액

273,188

157,171

57.5

수량

1,637,000

738,500

45.1

금액

271,245

121,312

44.7

수량

1,609,000

1,118,000

69.5

금액

223,029

149,141

66.9

수량

1,635,764

926,921

56.7

금액

288,268

158,681

55.0

수량

1,519,649

857,067

56.4

금액

300,116

163,009

54.3

수량

1,495,288

806,087

53.9

금액

370,654

199,362

53.8

자료：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 각년도.

이와 함께 비료산업의 수입시장도 점차 개방되었다. 1988년에는 20%이던 관
세율이 1994년에는 8%까지 인하되었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비
료회사들은 경쟁력이 약한 비료 대신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경
영다각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남해화학도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등 비료외 제
품의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료의 비중은 하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제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는 연도별 비료와 화학제품의 판매현황
을 보여주는 <표 6-18>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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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연도별 판매 현황
(단위: 천톤)
분

비

료

1,094

1,449

1,824

1,756

1,593

1,499

화학제품

115

218

280

455

637

617

1,209

1,667

2,104

2,211

2,230

2,116

소

계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p

구

주：p는 추정치
자료：남해화학 회사자료

민영화가 추진되던 1998년 현재 남해화학의 경우 여전히 비료의 생산비중이
높고 비료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는 생산원가
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원은 화학제품이다. 이 부문에
서 남해화학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량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민영화의 진행경과
비료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정부는
1987년 종합화학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영남화학과 진해화
학을 민영화하였다. 영남화학은 동부석유화학에, 진해화학은 한일합섬에 매각
되었다. 이와 함께 남해화학도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해화학의 민영화 시나리오는 1단계로 지주회사인 종합화학과의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합작법인인 아그리코의 지분을 매수하여 내국법인
화하고, 3단계로 종합화학과 통합하여 단일 법인화한 후 4단계로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6월 농협이 남해화학의 지분 25%를 아그리코로부터 인수
하여 내국법인화하는 2단계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종합화학과의 통합 및 매
각은 유보되었다. 남해화학의 생산능력이 비료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비료가격의 인상 및 농민 부담이 증
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다시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지주회사인 종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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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1994년에 통폐합하고, 남해화학은 1995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6)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서 농림수산부는 비료사업의 공익성을 고
려하여 농협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종
합화학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당사자인 남해화학
은 종합화학 보유지분은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분산하되 30%를 우선 매각
하면서 상장하고 45%는 이후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1995년 7월
에 상장하면서 종합화학 소유주식 75% 가운데 30%를 매각하고 경영권과 관
련된 잔여주식 45%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매각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남해화학, 1994).
이에 따라 예정보다 약간 지체되었지만 1995년 10월 종합화학 지분 30%가
491억원에 일반에게 매각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재경원 국고국 국유재
산과 자료, 1995. 4. 8 및 1996. 11. 2). 나머지 지분 45%는 1997년 초까지 농협
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종합화학과
농협 사이의 인수가격을 둘러싼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면서 민영화가
지체되었다.27)
김대중 정부 들어 남해화학의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 기획예산위원회의 ｢1
차 공기업민영화계획(1998. 7. 3)｣에서 종합화학은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
로서 남해화학 지분을 매각한 후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고,
남해화학은 1차로 농협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후 수의계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농협과의 협상 끝에 3,000
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1998년 9월 30일 종합화학과 농협 사
이에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전과 이후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표
26) 앞절의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민영화 계획 참조(표 6-6). 그러나 종합화학은 여전히 민영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민영화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표 6-9).
27) 남해화학노동조합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종합화학이 남해화학을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
하려 했다는 점, 국내재벌들이 남해화학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
을 제기하고 있다(남해화학노동조합 민영화 대책위원회 자료). IMF 이전에 농협은 감정가
를 기준으로 해서 2천억을 제시하고,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4,500억원을 요
구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한국경제신문, 199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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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는 민영화를 전후한 남해화학 관련 주요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민영화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민영화의 진로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으로
의 인수를 주장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농민단체들의 정치적 압력도 중요한 역
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기업이나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료가격의 인
상이 불가피하는 점을 노동조합에서 설득한 것이 농민단체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현재 시점까지 남해화학의 민영화는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표 6-19>에서 확인되듯이 민영화후 경영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단체인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저가로 비료를 공
급한다는 공공적인 목적도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9> 남해화학 관련 주요기사
일 자

내

용

1998. 6. 3

<한경> 산업자원부는 내외국을 가리지 않고 남해화학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
각하는 방안 추진. 농협은 남해화학 인수의사 보임.

1998. 7. 4

1차 민영화계획 발표 : 남해화학은 1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불가시 경쟁입
찰 매각.

1998. 7.28

<매경> 산업자원부와 농협간 남해화학 인수협상 사실상 결렬. 공기업 중 최초
로 8월초 국제경쟁입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

1998. 8.11

<매경> 정부와 농협의 협상 마무리 단계.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정리됨. 농협
과 농림부는 남해화학 인수 바람직하다는 입장. 산업자원부는 공급과 수요 독
점 문제 있지만 1차 민영화계획이 확정된 이상 정부방침에 따르기로 함. 최대
쟁점은 비료계정 상계문제.

<매경> 산업자원부 : 농협이 구두합의대로 매각대금 지불하기로 통보해서 농
1998. 8.13. 협으로 매각결정. 김대중 대통령은 8월 12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협이 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힘.
1998.10. 1

<매경> 농협 : 남해화학 인수계약 체결.

1999.11.21

<매경> 남해화학이 지난해 754억원의 경상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도 710억원
의 흑자 기대.

주：<한경>은 한국경제신문, <매경>은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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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영화와 노사관계
남해화학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 소속으로 협조주의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에 파업이 있기도 했지만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적 상
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9대 집행부에 이르고 있다.
민영화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도 오래 전부터 정리되어 있었다. 민영화를 한다면 농협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최병근, 1995). 김영삼 정부하에서 민영화가 추진될
때에도 노동조합은 정부의 각 부처 등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농
협으로 민영화할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농협으로 최종
적으로 민영화될 때까지 노동조합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민영화를 둘러싼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제위기하에서 이전보다 해외매각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매각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초기에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남해화학은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매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해화학의 농협 및 종합화학 지분 70%를 매각할 경우 약 513백만 달
러에서 773백만 달러의 외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김휘석,
1998).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이전부터 가능한 한 고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도 노동조합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 당시 기획예산위와 산업자원부에서 해외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평가
하고 있다.28)
따라서 민영화가 논의되던 초기부터 노동조합은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였다. 서울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정부부처를 항의방문하
기도 하고, 명동성당에서 다른 공기업 노조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남해화학노동조합의 민영화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민단체들과의 긴밀
한 연대를 통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남해화

28) 노조 관계자와의 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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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해외자본이나 재벌기업에 인수될 경우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을 들어 농민단체들이 농협으로의 남해화학 매각을 지지하도록 설득했던 것이
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거나 지지서명을 하는 등 남해화학노동조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러한 농민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은 노동조합
의 투쟁 이상으로 민영화 방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삼
정부가 농협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에도 농민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중
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9)
민영화에 대한 회사의 입장도 노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기업의 특
성상 회사가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암묵적으로 노
동조합의 입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농림부도 이전부터 남해화학의 농협으로의 민영화를 지지해 왔고 1998
년의 민영화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지금까지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대응과 그
결과로 나타난 민영화의 진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영화가 노사관계 및 고용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노동조합이 해외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영화 이후의 고용불안 때문이다. 농협으로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지지한 것도 민영화 자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한 민영화에
비해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의 변화가 가장 적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위기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8년 1월부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1998년 4월 16일 민영화에 대비한 자구노력 차원
에서 복리후생 단축 등 20여개 세부협력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억제, 월차사용 의무화, 퇴직금 중간정산제, 서클활동 지원
및 각종 행사 축소, 비품절약 등이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하에서 경제 전반적
으로 양보교섭이 일반화되었고 남해화학에서도 조기에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
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에 민영화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되었던 것으

29) 노조 관계자와의 면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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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민영화가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인력을 감축
하는 등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력을 해왔다. 연구개발인력을 제외하
고 자연적으로 감소한 인원은 충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이나 자
동화 등을 통해 소요인력을 감축해 왔다. <표 6-20>은 연도별 공장인력 증감
현황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계속 절감할 예정이다.
<표 6-20> 연도별 공장인력 증감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7

TO/PO 967/861 916/913 846/852 919/871 906/871

1998. 6현재

비 고

907/855

TO 60명 감소
8개 공장 증설

공장수

15

15

18

19

20

23

매출액

2,033

3,145

2,852

3,793

4,751

6,571

1980년 대비 323% 증가

자료：남해화학 회사자료

민영화가 노사가 공동으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
동안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민영화 이후에도 남해화학의
노사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학제품분야에서 높
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민영화 이후에 높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노사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Ⅴ. 결 론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한국에서 공기업의 특징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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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공기업의 지위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
가해 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
고 민영화도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기업에 대해 비효율적이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각종 경영관련 지표상으로는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하고, 효율성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였다.
공기업 노사관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안정적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임금안
정정책과 함께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노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1998년부
터이다.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되기는 했지만 한국통신과 한국중
공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제Ⅲ절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민영화를 비교검토하고, 민영화가 어떻게 노
사관계와 상호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987년, 1993년,
1998년과 같이 정권교체 시기를 전후해서 민영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
어 추진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민영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높아
진다. 1987년에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특징적이었던
반면, 1993년 민영화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한 공기업의 ‘주인 찾아주기’가 주된
방향이었다. 1998년 민영화 정책의 특징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민영화 대상의
포괄범위와 구조조정 강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 뿐만 아
니라 해외매각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영화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은 항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
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주목되는 것은 1998년 민영
화 정책의 경우 민영화 자체는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공기
업마다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이 처음 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와 노사관계는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민영화의 결정 및 진행 과정에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는 처음보다 지체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한다. 국민여론도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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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민영화 계획이 좌절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난여론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의 저항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노동조합 자체의 힘보다
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국민여론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조직
화하는 데 성공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제Ⅳ절에서는 한국통신과 남해화학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통적으로 대부
분의 국가에서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기업은 공기업으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에는 세계적으로 이들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전까지 통신기업들이 공기업
으로 남아 있었던 근거는 네트워크, 즉 통신망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기술적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1987년부터 추진되었다.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것은 1993년 민영화부터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 노동조합의 저항과 국민여론 등에 밀
려서 본격적인 민영화는 추진되지 못하고 1997년 말 특별법에 근거해서 투자
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되는 데 그치고 만다. 1998년에도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는 민영화 계획 때 수립된 경영혁신 계획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
되고 있다.
한국통신의 노사관계는 민주파가 집권한 1994년 이후 매우 유동적이다. 민영
화 및 구조조정이 계속 노사간의 주된 쟁점으로 유지되었다.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의 견해는 노조가 국민주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유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한국통신의 최
종적인 민영화 방향이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불투
명하다. 정부 입장에서 일관된 것은 선진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하고, 비수익사업의 통폐합 및 설비유지보수부문의 분리 방침 등이다.
노사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
되는 이유는 정부가 구조조정 방침을 세워서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할 뿐만 아
니라 사용자측의 재량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저항이 민영화
의 향방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회사측의 선택
을 제약하는 여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영화 추진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수의 인력이 감축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각종 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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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도 악화되었다. 고용조건의 악화에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남해화학은 비료산업에서 국내시장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국내수요의 70%에 이른다. 모회사로 한국종
합화학이 있지만 한국종합화학은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농민들
에게 생산수단으로서의 비료를 공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농협이 일괄적으로 비
료를 구매해서 유통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비료기업이 공기업이었지만 1987
년에 남해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되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남해화학
은 농협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가격을 둘러싸고 협상이 지연
되면서 매각이 지체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해화학의 민영화 방안은 다시 검토되었다. 이 당시 일부
에서는 외환수입이나 재정확보를 위해 해외매각이나 민간기업으로의 매각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협으로의 매각을 선호하였다. 1
차적으로 농협으로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민영화 방안이 결정되었고 가격 및
대금지불방식을 둘러싼 협상 끝에 1998년 9월 말 농협이 인수하는 계약이 체
결되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조주의적 관계가 유지되었고 민영화 방향과 관련
해서 노사는 이견이 없었다. 사용자측은 정부에 대해 발언하기 어려운 여건이
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농협으로의 매각을 추진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농협으로의 매각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94년
이후 민영화 방안이 계속 논의되었기 때문에 노사간에 자발적으로 인력감축
및 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기에
각종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1999년 말 현재 민영화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분매각이나 민간으
로의 소유권 이전은 지체되면서도 구조조정은 계획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1998년 이후 공공부
문의 노사관계는 노정간의 갈등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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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대의에는 노동조합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사
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동반하지 않는 추진방식과 조정속도의 급진성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시점에서 구조조정의 추진방식과 관련해서
노정간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1998년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의 노사정간의 합의, 1999년 6․25 노정합의에서 단체협약을 존중하기로 한 정
신에 기초해서 노정간에 서로의 입장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민영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1998년 민영화 계획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주인 찾아주기를 강조한 1993년 계획과 달리
일관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30) 민영화에
대해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시장경쟁구조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에
게 일관된 방향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정부의 민영
화 방향이 주인찾아주기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
하기도 한다(유승민, 1998).
현재의 한국 경제구조에서 민영화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
주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
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지배주주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이 지배주주가 경
영 결과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재벌구조가 지배주주, 즉 소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
의 감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고, ‘대마불사’ 논리
에 따라 파산의 위험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기업과 같고, 거시경제적으
로는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았

30) 이에 대해서는 제ꊱ장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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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
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
다.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의 한국적 모형을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소액
주주들의 권리찾기가 활발해지는 등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
즘을 만들고 민영화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버릴 수 없
는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공공적 감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31)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효율적인 공기업의 관리방식
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공기
업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
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다.

31) 이와 관련해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8년에는 주식시장의 침체
등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활성
화되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여전히 정부의
개입과 비효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주들에 의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기 때
문에 소액주주 및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경
우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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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Ⅰ. 서 론

이 책에서는 한국(제6장)을 비롯해서 영국(제2장)․프랑스(제3장)․독일(제4
장)․타이(제5장)에서 전개되어 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책의 결론으로서 이들 5개국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통
점과 차이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사례연구로부터 얻게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5개국 사례에 대한 비교평가에
있어서는 ① 민영화 추진의 배경과 정부가 추구한 목표, ② 정부 주도의 민영
화 추진내용과 실행방식, ③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과
이에 따른 민영화 과정의 굴절 정도, ④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와 고
용조건의 변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4개국에서의
민영화 사례들과 한국에서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민영화의 경험을 토대로 하
여 향후 추진될 우리 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된 노
사관계부문의 정책적인 함의와 개선과제들을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 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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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개국 사례의 비교평가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과 정부의 추구 목표
본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 산업국
가인 영국․프랑스․독일과 후발 개발도상국인 한국․타이간에 상이한 배경
위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3개 선진국에서 공기
업 민영화가 추진된 배경에는 정치적이며 이념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
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공통적으로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 확대
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기조를 주창해온 보수 우파 정부들(영국의
보수당 정부, 프랑스의 우파 정부, 그리고 독일의 기사/기민-자민당 연합정부)
이 집권하면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
이다. 물론, 이들 우파 정부가 집권하게 된 당시의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위기
(예: 영국) 또는 복지국가병에 따른 고실업과 장기간의 경제침체(예: 프랑스와
독일)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주되게 작용하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쨌든, 과거의 좌파 정부들에 의해 추구되어 오던 국가의 경제적 개입과 그
일환으로서의 국유화정책의 실패를 공박함과 동시에 시장중심적인 민간경제
의 활성화를 핵심적인 정치적 강령으로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이룬 우파 정부
들은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일환으로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 우파 정부들에 의해
차별화된 정치이념적인 지향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개되어 오던 공기
업 민영화가 경제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좌파 정부들에 의해서 대체로 유
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에 재집권에 성공한 이들 3개국의 좌파
정부들(영국의 노동당 정부,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 그리고 독일의 사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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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은 유럽통합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요구와 공공서비스부문(예: 통신과 전력
등)의 시장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국유화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우파 정
부들이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를 용인하거나 추가적인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
다. 이렇듯, 영국․프랑스․독일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추진은 1980년대
초․중반 우파 정부로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이념적인 배경요인이 주되게 작용
하였으나, 1990년대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관계없이 경제․재정적
인 이유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케 된다.
타이와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추진 초기부터 경제적인 필요에 의
해 전개되어졌으나,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추진 사유가 변
화되어지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국면에 있어서 이들 두 나라에서의 민영화 정책은 취약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의 확충을 위해 민간재원의 유입을 권장하려는 경제적인 취지에서(타이의 경
우) 또는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거나 민간 전문경영인체제의 구
축을 위해서(한국의 경우) 추진되었던 반면, 1997년 후반기에 발발한 재정․외
환위기의 여건하에서는 공통적으로 외자유치와 재정확보라는 정책적인 필요
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IMF와 World Bank)로부터의 구제금융 부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영국․프랑스․독일)과 개발도상국들(한국․타이)간에 공기업 민
영화의 추진 배경과 정부 정책의 추구 목표가 현상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남에
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에 역시 주목하게 된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국가의 정부에 의
해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어진 구체적인 배경요인으로서 국내외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필요성이 달라져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와 민간 시장경제 시스템의 확장이라는 공기업 민영
화의 기본적인 추진동기는 동일할지라도 각 국가별로 경제․사회․정치적 여
건의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책추진의 동기와 역점사항이 역시 변화되어
온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 국가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를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다양하다고 하겠으나, 최근 들어서 세계화라는 경제적인 배경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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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근원적이며 핵심적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0년
대 초부터 영국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가 신자유주
의 경제정책의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보화기술에 힘입어 지난 20년 동안
범지구차원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통합과 자유경쟁체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
어짐에 따라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많은 나라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주
요 공공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유럽통합에 따른 시장경쟁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민영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과 타이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제금융기구와 해외자본의 요구에 따라 시장개방과 더불어 공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를 가속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국 단위의 경제
울타리를 허무는 세계화의 대세로 수렴되어지는 최근의 경제환경 여건 속에서
그동안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안주해 왔던 공기업들조차 국내
외로부터의 격심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민영화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 5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명분으로
서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집약되어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문
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조성되어
져 왔다. 공급자중심의 부실한 서비스제공과 관료적인 경영관행 그리고 인
사․경영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규제 등과 같이 그동안 공기업의
내부 문제를 개혁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질․가격
개선과 다양성 확대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조
등의 여타 이해당사자들간에 쉽게 공감되어지고 있다.1) 다만, 공기업(및 공공
부문)의 개혁 방향과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간의 간단치 않은 공방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개선과 더불
1)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1992년에 공표한 “영국을 위한 최선의 미래” 선언(The Best Future
of Britain Manifesto)에는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Morgan, 1995). “민영화는 낭비 제거를 통해 (공기업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실현하고,
고용기회를 증대하며, (종업원들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경
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공기업의)
주식소유를 사회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대중을 이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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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들 국가 대부분이 밝히고 있는 민영화의 또 다른 추진목적으로서 공기업
의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함과 동시에 신규 공공서비스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화정책(국민주방
식의)을 정치적인 고려에서 활용하거나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고자 추진되기도 하였다.2)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내용과 실행방식
5개국의 사례를 통해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주체인 정부가 민영화 대상기
업들의 성격과 경영성과, 사회적 반응, 대외적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의 추진방식, 속도, 시기,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 5개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진 공기업 민영
화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추진방식과 실행내용에 대한 몇 가지
의 공통점과 상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공통점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각국에서의 민영화정책은 해당 공기업들의 업종 특
성과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그리고 추진 정부부처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실
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의 경우에는 일
괄 민영화의 방식으로 추진된 반면,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수직․수평적인 분
할매각을 시도하였다.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우파 정부가 르노(자동차회사)와
우시노 사실로(철강회사) 그리고 톰슨(전자회사)에 대해서 각각 부분민영화와
일괄 완전민영화 그리고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제한입찰방식의 분할매
각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신부문과 철도부문에 대해 유사하게 분
2)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주 보급을 통해 대중자본주의
(Popular Capitalism)을 구축하여 이들 소자산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의 지지기반을 확
대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제6공화국 시절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주 방
식으로 추진하여 정권 차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또한, 영국 대처 수상의 보
수당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더불어 노사관계제도 개혁을 동시적으로 추구하여 공공연히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을 약화시켰으며, 타이에서는 1991년 초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 의해 민영화를 반대해 온 공공부문의 노조들(115개)이 해산되고 제도적으
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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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각의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분할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우정통신 통합기관을 독일통신(Deutsche Telekom)과 우정공사 그리고
우체은행으로 기능별 분리를 추구하였던 반면, 독일연방철도(Bundesbahn)에
대해서는 선로․여객․수송을 지역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국과 타이에서도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진 공기업 민영화는 해당 공기업의 업
종 여건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적 매각, 공개 매각 또는 선별 매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지고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
한 민영화 추진방식이 특히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둘째, 이들 5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대체로 국가 주도형의 추진방식으
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3) 이탈리아(자연발생형)나 미국(시장
주도형)과는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결정과 계획준비에서뿐 아니라 민영화의 실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
다. 또한, 이들 국가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경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추진방향과 목표를 정책적으로 설정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 국가사례를 통해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공기업들이 경영합
리화와 사업다각화 그리고 서비스 혁신을 동시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케 된다. 이들 국가에서 민영화된 공기업들 대부분은 민간부문의 시장경
쟁원리에 의해 적용받게 됨에 따라 복합적인 공공서비스(Multi-utilities)기업으
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내외의 새로운 사업영역에로 진출하거나(예: 영국통신과
독일통신 등), 사업구조 및 조직체계의 재편 및 분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예:
영국전력산업과 독일연방철도 그리고 한국통신 등),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공격
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성과위주의 고용관리체계를 새로이 도입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민영화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의 동시적인 추진은 이들
공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변화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조건 및 노사관
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제ꊴ장에서 강수돌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미국과 더불어 시장 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있으
나, 실제 영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대처 수상의 보수당 정부 주도하에 전개되어진 것을
감안할 때 ‘국가지시형’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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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 5개국의 정부 모두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방향으로서 궁
극적으로 해당 업종부문에서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지향해 오고 있다. 통신
산업의 경우(예: 영국․독일․한국․타이) 공기업(또는 공사)들을 민영화함과
동시에 공기업 중심의 기존 독점체제를 허물어 신규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
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예: 영국과 타이)과 철도산업(예: 독일)의 경우
에는 공기업의 분할 매각을 통해 자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
사하게, 프랑스의 정부는 이미 시장경쟁부문에 존재하고 있던 자동차․철강․
전자산업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들 부문에서의 자유경쟁체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통적인 특징과 더불어, 이들 5개국의 민영화 추진방식에
는 여러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초부터
보수당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따라 일관되게 민영화정책이 대상 공기업
범위를 확대하며 전개되어 온 반면에, 한국과 여타 국가들에서는 노동조합의
저항과 증권시장을 포함한 국내 경제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단속(斷續)적
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4)
둘째, 독일에서의 민영화정책은 대체로 노동 참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반면, 영국과 한국 그리고 타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배제적인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민
영화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정부와 해당 노조간의 정책 협의와 관련협
상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영국․한국․타이에서는 공기업 민
영화정책이 다분히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다만,
한국과 타이에서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추진되어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대표를 포함한 노사정 3자협의기구가 새롭게 도입․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에서는 흥
미롭게도 노동참여 유형과 노동배제 유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
내고 있다. 이를테면, 우시노 사실로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노사(정)간의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노동 참여적인 접근을 보인 반면, 톰슨 사례에서는 정부 부처
4) 제ꊶ장의 한국 사례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추진이
Go-Stop형태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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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에 의한 비공개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민영화정책이 추진되기도 하
였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의 대상범위 선정에 있어서도 이들 5개국간에 일정한 차
이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영국과 경제위기하의 한국과 타이에서는 민간이양
이 가능한 대부분의 공기업들을 민영화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다 전면적으로
완전민영화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익서비스의 공
적 제공의무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전통과 공공서비스기관에 대한 국민적
애착을 고려하여 민영화의 주된 추진대상을 주로 시장경쟁부문의 국영기업들
(자동차․철강․전자부문)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서는 유럽 통
합 등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민영화가 요구되어지는 부문(예: 통신과 철도
부문 등)에 대해 주로 제한적이며 또한 부분민영화의 방식으로 접근해 오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5개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정부
의 정책추진과정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면, 공기업 민영
화에 대해 노조들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대응을 보여왔
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대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
었는지에 대해 5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어느 나라에서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조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
다.5) 노조에 의한 민영화 반대의 첫 번째 이유로서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공익
서비스기능의 축소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들은 공기업(과 공
공부문)이 담당해 온 사회복지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우려함과 동시에 민
영화 이후 수익 위주의 경영에 따른 서비스가격의 인상과 보편적 서비스 약화
그리고 환경문제 초래 등과 같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그들의 반대 명분으로 제
기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또다
5)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노조들에 의한 반대투쟁 사례에 대해서는 공공연맹
(1998b)을 참조할 것.
274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

른 문제점으로서 민영화에 따른 사적 독점의 형성과 특정 민간자본에 대한 정
책적 특혜,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 유출과 대외종속 심화 또는 산업
인프라의 취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민영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을 들어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노조들의 이러한 반대이유
는 과거 공기업의 종업원 신분(독일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누려 왔던
고용안정성과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임금과 근로조건 및 연금혜
택 등이 민영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는 조합원들의 우려를 대변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
대하는 실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민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기반이
약화되고 따라서 이들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타이 사례와 프랑스의 르노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
이,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영화를 통해 자신의 조직적인 세력기반과 기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개국의 대부분 사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노조들은 사회적 명분과 자신들
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유들을 내세우며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해 공기업의 내부효율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
하거나, 공기업 구조개혁(민영화을 포함하는)의 추진방향과 실행방식을 협의
하기 위한 노정 2자간의 또는 노사정 3자간의 정책협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들 노조는 정부 주도의 민영화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파업, 집
회시위, 서명운동, 시민단체와의 연대항의 그리고 사회적인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조들의 민영화 반대운동은 노정(勞政)간의 세력관계구도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실제의 민영화 진행과정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노조에 의한 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폭넓은 사회여
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러한 강한 반대압력에 떠밀려 당초
의 민영화계획을 수정하여 부분민영화(프랑스의 르노 사례)로 제한하거나 민
영화 추진방식(타이 석유공사 사례에서는 해외매각에서 국내매각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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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에서 정부는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를 통해
조합원들의 기존 고용조건 유지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민영화정책의 추진
을 가까스로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톰슨 사례와 타이의 전력
산업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아예
보류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타이 석유공사와 프랑스 톰슨
의 사례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노조의 반대운동에 가세하여 정
부의 민영화정책을 무산시키거나 제한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점과
타이의 경우 해외 노조단체(미국노총 AFL-CIO)의 압력에 힙입어 공공부문 노
조가 부활되어 민영화 과정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은 흥미
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톰슨 사례에서 정부의 분할매각을 저
지하기 위해 부분민영화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폭넓은 지지여론을 조성함으
로써 결국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킨 CGT 노조 등의 유연한 대응전략도 주목된다.
반면에, 한국과 영국에서와 같이 노조활동이 경제위기에 의해 크게 제약받
게 되었거나 또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겠다는 정부의 민영화정책 추진
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여론이 팽배할 경우, 그리고 노조의 정책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동정적인 정치세력이 취약할 경우에는 노조에 의한 민영화 반대운동
은 이렇다 할 파급력을 갖지 못한 채 정부의 의도대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
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노조들은 해당 공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하는
한편, 민영화와 관련된 고용조건의 악화를 줄이기 위한 실리적인 접근을 보이
게 되었다. 실제, 영국의 통신․전략부문과 우리나라의 한국통신․남해화학에
있어서 유사하게 노조들은 소위 ‘협상을 통한 변화 수용’전략을 구사하여 민영
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정보공유와 인사제도 및 근로조건의 개편에 대한 노사
교섭에 주력하였다. 타이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전력산업에서는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민영화가 무산된 반면, 수익성이 낮은 정보통신부문에
서는 노조 스스로가 향후 설비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는 점이 인정되어 고용조건의 유지와, 투명하며 공개적인 매각절차 그리고
50% 이상의 정부 소유지분 유지를 조건으로 민영화의 추진을 수용하기도 하
였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노조의 저항능력이 크게 제약
되어지는 (국가 또는 산업 차원의) 여건하에서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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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리적이며 유연한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시장
통합과 자유경쟁 확대로 집약되는 최근의 세계화 추세가 영국과 한국에서처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더욱 수세적인 방향으로 위
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다만, 교환․선로직 조합원들 중심으
로 주도되어진 1987년 영국통신의 파업 경험은 실리적인 노조활동 기조와 경
영주도의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민영화 이후 시장경쟁력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
해 과도한 공격적 경영합리화와 노동강도 강화를 추진할 경우 그 한계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공기업 민영화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조건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해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왔다. 민영화에 따른 노
사관계와 고용조건의 주요 변화 추이에 대해서 5개국의 사례연구에서 주요하
게 특징지을 수 있은 내용을 중심으로 차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던 공기업들에
있어 민영화와 탈규제화의 정책추진을 통해 시장경쟁원리가 새로이 적용되어
짐에 따라 고용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민영
화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시장중심의 논리가 민영화된 공기업들에 관철되
어지면서, 종래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해 공기업들간에 조성되어 왔던 유사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민영화된)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과 지불능력에 따
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테면, 독일 우정통신공사의 경우 통신
부문과 우체부문간에 민영화 및 분할과정을 통해 고용조건상의 차별화가 이루
어지게 되었으며, 타이의 에너지부문과 정보통신부문에서도 민영화에 의해 유
사한 변화(고용조건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 공기업 차원에서 민영화를 통한 시장원리의 관철에 따라 사업다각화가 추
진됨과 더불어 사업부문간에 고용조건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영국통신과 독일통신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고수익이
실현되는 핵심사업부문(예 : 기업고객담당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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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근무조건이 보장되는 반면, 주변사업부문(예 : 가계고객담당 영업부
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보다 통제된 근무조건을 강제하거나, 적
자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아예 외주화시키거나 철수하는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기존 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이 기업간에 그리고 기업내의 사
업부문간 및 상하 직위간에 양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6) 이와
더불어, 이들 5개국 대부분에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임금구조의 유연화가 일반
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바, 고위경영진과 중간관리층 및 전문직에 대해서
각각 개별 계약제와 업적성과급 및 연봉제가 도입되었다(영국과 한국 사례 참
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성과보상보너스제의 도입(예: 영국 전력산업과 한국
통신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조에 의한 임금교섭을 통해 유지되어 오던 연공
제적 임금체계가 상당히 허물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금협약을 중심으로
행사되어 오던 노조의 임금결정 규제능력이 크게 약화되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민영화 추진 초기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현장조합원들에 의한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은 고용불안 문제였다. 민영화를 전후하여 기존의 공기업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고용조정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민영화에 따른 고용조정의 추진
여부와 그 감축 규모에 있어서 해당 업종의 성장 추세와 해당 기업의 잉여인력
존재 여부 그리고 노사간의 교섭결과 및 정부의 개입 정도 등의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영국
의 경우에는 통신과 전력산업에 있어서 1985∼97년 기간 동안의 민영화과정을
통해 각각 49%와 44.2%의 인력이 감축된 반면, 영국항공은 오히려 인원이 증
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정부 주도의 공기업 경영혁
신정책에 의해 평균 20% 수준의 고용조정이 전개되어 온 반면, 독일과 프랑스
에서는 노정합의 또는 노조의 강한 반발에 의해 대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민영화=고용감축이라는 등식이 일률적으
로 적용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여건과 노사간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고용규모
의 변화는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일 사례에서 잘 예
6) 영국의 경우, 1979∼88년의 기간 동안 민영화된 기업들에 있어서 고위 경영진들의 급여는
평균 4배 인상된 반면, 하위 직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박영범․노리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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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듯이, 노조의 규제력이 제도적으로 또는 세력관계에 있어서 강하게
행사되는 경우에는 심지어 민영화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원들의 고용조건조
차 보호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바로 석탄산업의 고
용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점에서 드러나듯이, 민영화가 단순히 해당
공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여타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적잖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영화에 따라 수익성 위주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강도
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영화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경영합리화
와 정보기술 및 자동화의 확대 도입에 따라 잔류 종업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잘 예시되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역시 변형근로제 및 교대근무제 등의 도입과 종업원들의 다직무․다
기능화를 통해 더욱 유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민영화 이후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경영 효율성의 추
구가 더욱 심화되고,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전자감시기제 등이 적극 활용
됨에 따라 현장 차원의 노동통제가 강화되어 왔다(영국과 한국의 사례 참조).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민영화된 공기업들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보이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동종부문 기업들
에 대한 소위 벤치마킹 기법의 활용을 통해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논리가 전면적으로 관철됨에 따라 지난 공기업 시절에
유지되던 느슨한 근무풍토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직무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
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노사관계의 측면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민영화 과정은 해당 공기
업 노동조합들에 있어서 그 조직기반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케 된
다. 실제, 민영화 추진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이 이루
어짐에 따라 노조의 조직률이 크게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논리의 내부화
에 의해 조합원들의 고용관행이 개별화되어짐에 따라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인 연대의식 역시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20년 동안 각국의 노동운동
을 주도하던 공공부문 노조들의 세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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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 오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민영
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불안정화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정부의 개
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독점적인 공기업의 지위를 활용하여 해당 공기업 경영
진과 노조간에 협조적이거나 암묵적으로 긴밀한 상호관계가 대체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민영화를 통해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이 주
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경영실적의 개선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경영
혁신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의해 전례없던 노사갈등과 대
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된 기업경영진이 구조개
혁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조적인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또 다른 변화 내용으로서 교섭구조의 재편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시절에는 임금 및 고용조건의 결정이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
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서 정부 상대의 집중화된 공동교섭 또는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축소 또
는 중단되고 각 기업별로 자체의 수익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짐에 따라 기업단
위의 분권화된 교섭방식이 보다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조의 조직체계나 집단행위도 공공부문으로 묶이기보다는 기업 또는 업종별로
재편되기도 하였다. 덧붙여, 민영화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간
섭이 일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기업들 대부분 독점적인 지
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새로이 설립된 별도의 규제기관7)들에 의해서 가격 또
는 진입규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 활동과 고용조건 및 노사관계에 대해
간접적인 형태로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민영화가 해외매각 또
는 특정기업에의 제한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인수기업 경영진
의 대노조전략과 인사관리 정책기조에 따라 민영화된 기업들간에 노사관계 및
7)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민영화 추진과 더불어 업종부문별로 새로이 전문감독기구들을 설
치하여 왔던바, 그 예로서 통신부문에 Office of Telecommunication, 가스부문에 Office of
Gas Supply, 수도부문에 Office of Water Service 및 National Rivers Authority, 전력부문
에 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 철도부문에 Office of Rail Regulator, 공항부문에 Civil
Aviation Authority, 그리고 복권사업부문에 Office of Lottery 등을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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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의 다양한 편차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영화가 노사관
계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요약하면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시장
논리의 전면적인 관철과 이에 따른 고용관행의 개별화를 통해 노조의 활동 기
반이 위축되고, 그 결과로서 사측 주도의 분권화된 노사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Ⅲ.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사례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평가에 기초하여 공기업 민영화의 추
진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노동조합에 대
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민영화의 추진 주체인
정부에 대해서 민영화의 추진 방향과 실행 방식 그리고 사후 문제점 등과 관련
된 시사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시장
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공익성
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하겠다. 기
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사회 공익성의 폐기에 대한 노조와 사회단체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민영화정책의 추진을 통해 기존 공
기업들이 제공해 왔던 공공서비스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
소외부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5개국의 사례연구와 여타 관련 연구문헌에서 주되
게 문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재정 적
자 해소 등의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확장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효율성과 공익 형평성을 균
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보완대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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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개입하
게 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5개
국 사례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각국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로 경
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진행과정이나 사후 결과는 정부와
노조 등의 이해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받게 된다. 실제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통해 정부는 노조를 비롯하여 사회
단체 및 정당 그리고 더러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진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경험
하게 되며, 민영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가 노
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게 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노
조 등의 사회적 이익단체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해 공기업 민영화가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이에 대한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표출된 노정 갈등은 민
영화의 추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노조 대표 등과의 사전 정책협의와 정책추진 관련정보의 투명한 사
회적 공유를 지향하는 소위 참여주의적(participatory)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를 구현하는 것은 민영화 과정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
적 갈등비용을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LO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회의 경제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로서 기여할 수 있다
(Marcovitch, 1999). 또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듯이 노정 또는 노사
간의 원활한 정책협의 존재 여부가 민영화의 추진 기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8) 이와 같이,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조
8) 제ꊳ장의 프랑스 사례연구에 따르면, 노사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던 우시노 사실로
의 민영화는 6개월이 소요되었던 반면, 민영화 방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표출되었던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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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참여를 통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편으로 매매가치와 잠재 구
매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
로 민영화정책 추진에 대한 노조 등의 반발과 사후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보다
순탄한 진행과정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
이다.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노정 갈등에 대한 또 다른 해소방안으로서 공기업의
매각방식에 있어 사회적 분배와 기업 내부의 분배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 잘 예시되고 있듯이, 공기업의 매각을 위해
국민주 또는 우리사주의 방식으로 일반서민 대중과 해당 공기업 종업원들에
대해 일정 비율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거나 일부의 공기업
을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주주 중심의 경제 집중과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등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식보급을 통해 사회적 소득재분
배와 계층간 형평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9) 또한, 우리
사주의 배당은 민영화 이후 새로운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한 종업원들의 귀속
감과 헌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셋째로, 노조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반대
하는 주요 배경요인으로서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폭넓은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노동 문제들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특히, 민영화와 동시적으로 또는 사후
적으로 추진되는 기존 공기업들에서의 고용조정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방출
될 인력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차원의 해고자 관리(outplacement service) 프
로그램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프랑스에서와 같이) 정부 차
원에서 역시 공기업 매각자금의 일부를 민영화관련 고용대책기금으로 조성하
여 고용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재취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노의 경우 민영화 추진이 4개월이 더 긴 10개월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9)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위 ‘Them and Me’로 비유
되던 사회계층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국민주와 우리사주를 통한 주식보급
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대중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던 대처 수상의 공기업 주식
보급정책(share-handover policy)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ꊲ장과 Morgan(199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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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에서와 같이 민영화 추진과정
에서의 고용 및 단체협약의 승계조건들을 법제화하여 민영화에 따른 고용조건
의 악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고용조건의 변동을 둘러싼 노사 또는 노정
간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조정에 대한 노조와 해당 기업 종업원들로부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고용관계 조정에 대한 종업원들의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모
색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스페인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해당 공
기업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① 조기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혜택 부여,
②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보상금(18개월분의 실업급여) 지급, ③ 기존 공기업의
잔류시 이전 급여의 일부 삭감 등의 3개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ILO, 1995).
요컨대, (제ꊵ장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시장 효율성 또는 주주 수익 중심의 민영화
(privatization for market-efficiency or stockholders' benefit)가 아닌 사회 공공
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privatization for social and public efficiency)로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추진방식은 노동 배제적인 민영화(labor-exclusive
privatization)가 아니라 노동 참여적인 민영화(labor- participative privatization)
를 구현하도록 하고, 사후 결과로서는 노동 희생적인 민영화(labor-sacrificed
privatization)가 아니라 노동 보호적인 민영화(labor-protected privatization)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향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인 준거로서 <표 7-1>에서 정리한 ILO의 정책 가이드라
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교훈으로서 다음
의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공기업의 독점적인 지위 위에서 누려 왔던 기득권에 연연하여 공기업
의 구조개혁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
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화의 진전을 통해 무한시
장경쟁의 논리가 공기업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제여건이 급속히 조성
되고 있으며, 공기업들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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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래의 공기업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관리, 관료적인 경영방식, 주인 없는 방만한 경영
등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노조 역시 일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폭넓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용 및 근로조건 그리고 조직기반을 고수하고자 기존 공
기업 체제를 유지․방어하는 데에 급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을 면치 못할 것이다.
<표 7-1>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ILO의 민영화 추진 가이드라인10)
① 민영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민영화 추진과정의 핵심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 민영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추진 초기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③ 민영화 추진은 해당 정책결정에 대해 노사단체 및 사회 이해집단들의 참여와 협조가 이
루어지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져야 한다.
④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⑤ 민영화에 관련된 정보는 노사단체와 관련 이해집단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야 한다.
⑥ 민영화는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민영화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및 재취업 등의 사회적 보
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⑧ 민영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지속적인 사회발전(human development)를 이루
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료 : Marcovitch(1999).

또한, 그 결과로서 노조의 민영화 반대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한

10)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ILO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1996∼98년의 기간 동안에 활동한 Interdepartmental Action Programme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and Economic Democracy(IPPRED)에 의해 제시된 내용이다. ILO 정책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Marcovitch(1999)를 참조할 것. 이와 더불어, 1995년에 개최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파급효과
에 관한 노정 2자회의에서는 공동합의사항의 요지로서 다음의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다. “공
공부문 개혁과 거시 경제구조개혁조치들은 모든 시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그들 사회의
경제활동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그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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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정책은 더욱 여론의 지지를 얻
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환경 여건과 공공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조 스스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해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둘째로, 정부의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정책협의의 참여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조 스스로가 민영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반대논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고용조건의 변동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 등에 주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개
혁의 방향에 대한 입장 관철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주의적
인 정책의지가 우선 요구되기는 하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노조가 독자적인 정
책대안을 가지고 정책협의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대안의 제시없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반대할 경우에는 노조의 반대운동이 사회여론으로부터 기득권의 연장만을 의
도하는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비춰지며 별반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정책이 고용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조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기존 조건의 보호에 집착할 경우에도 열악한 고용
조건에 놓여 있는 다수의 취약근로계층과의 사회적 이질감을 더욱 확대하는 문
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의 협의 및 공방
과정에서 노조는 기존 공기업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정책대안의 형
성에 무엇보다 주력하여야 하겠다.11) 덧붙여, 영국통신과 Scottish Power의 사
례에서 예시되듯이, 노조의 이러한 정책 대안적 혁신노력이 안정적이며 협력적
11) 강수돌(1997)에 따르면, 경영합리화에 대한 독일금속노조의 대처방식은 시대적으로 보상
(Kompensation), 보호(Schutz), 형성(Gestaltung)의 3단계로 변천되어 왔다고 한다. 독일
금속노조는 초기에는 경영 합리화에 따른 노동문제(예: 인력감축 및 노동강도 강화 등)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에 주력하였으나, 2단계에서는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협약에 의거한 규제 장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초부
터 이 노조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식하여 경영 협리화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리
화의 추진 방향과 실행방식에 대해 노동 보호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형성
을 강조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금속노조의 정책대응은 공공부문의 노조
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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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경영진들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상호주의적인 자세가 요망되기도 하겠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는 해당 공기업의 고용조건뿐 아니
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하여 노조의 다양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민영화를 통해 고용
관계의 개별화와 차별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조정을 통한 조
합원의 양적 감소 못지않게 노조의 활동기반을 크게 침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
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러한 추세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노조는 단체협
약 등을 통한 규제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종래 정부
의 개입․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새로이 시장경쟁의 압력에 직면
하게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노조들은 새로운 조직체계 및 연대활동 그리고 실
천적 대응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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