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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공무
원직장협의회, 특히 공무원노조 시대에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
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이
익대변기제로서의 공무원노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
회의 활성화는 비단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로서의 역할 증대에 그
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대화통로 구축에 따른 직장의 민주화와 공
직사회 개혁, 나아가 공공서비스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
해서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직장협
의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영국과 독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
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독일, 영국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기본권의 경우 영국은 경찰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는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
무원의 비중이 49.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 소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기본권 제한의 대상조치로서 영국의 경우 경찰에 대해
서는 직급별로 경찰단체, 예를 들면 하위계급의 경찰들은 경찰연합
을, 중간계급의 경찰들은 경찰관리자연합을, 상위계급의 경찰들은 고
위경찰근로자연합을 각각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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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예를 들면 경찰노조, 소
방노조 등)은 물론 거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설치되어 군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
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직
장협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
인 경우 공무원노조에도 공무원노조에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 특
히 경찰이나 소방직의 경우에는 직급을 불문하고 공무원노조와 공
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대상 조치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상조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코 대체하는 제도가 아
니라 또한 공무원노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대변기제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 강구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그 조직적 위상이나 행정기관
내의 역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공무원노사관
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과 달리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명확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참여권한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
고. 노동조합이 관여하기 힘든 개별적 사항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개별 기관단위 전체 노동자의 이해대변창구로서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

요약

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
합과 다른 영역에서 차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제
공되어야 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재정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로서 명확히
하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담당 직무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공무원,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공무원(예를
들어 경찰, 소방, 교정 및 군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상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
조치로서 영국 경찰의 경찰연합과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 반영
의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
입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제도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사협의회로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대화창
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법․제도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무원 조직(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② 기관 구성원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성을 갖게 하며, ③ 직장협
의회에서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④ 직장협의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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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금지 규정 폐지 내지 직접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time-off)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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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 공무원 이익대변기제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민간부문 근로자에 있어서 근로조건결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은 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
에 의거하여 최저 근로기준이 정해지며, 이보다도 유리한 근로조건은 해
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사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시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
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공무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
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않아(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민간부문의
단체협약에 비해 한계가 있지만 법상의 최저기준에 비해 나은 근로조건
은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대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되어 있
는 경우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무원의 집단적 이익대변기제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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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들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1950∼60년대에 보장되었으나,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1999년 7월 1일
부터,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28일부터 보장되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5%
로서 2007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였다. 노조 조직률을 부문별로 보
면 공공기관1)이 7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공무원 37.9%2),
교원인 공무원 25.8%, 민간부문 7.8%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조
직률이 민간부문에 비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한편 전체 조합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민간부문 69.9%, 공공부문 30.1%로 민간부
문의 비중이 높다. 공공부문에서는 일반공무원 14.5%, 공공기관4) 10.2%,
교원 5.4%의 순이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높은 조직률은 공무원노조가 한국 노동운동
의 주력 부대로서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노사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 노동운동의 성격까지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김정한, 2006, p.1). 또한 민간부문 노동운동의 쇠퇴와 아울러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노동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1)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
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2009년 현재 기
준으로 297개가 설치되어 있다.
2) 전체 공무원 대비 조합원 비중은 37.9%이지만,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제외 대상인 5
급 이상 등을 제외하면 75.3%로 급격히 증가한다. 전체 공무원(교원 제외) 636천
명 중 가입대상은 320천 명, 5급 이상 등 가입제외 대상은 316천 명이다. 가입대상
320천 명 대비 조합원 수는 241천 명으로 조직률은 75.3%이다.
3) 미국에서도 2008년 전체 조직률은 12.4%이지만, 민간부문은 8.4%, 공공부문은
40.7%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5배가 넘는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BLS,
2009. 1. 28).
4) 지방공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 수치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
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000년 306개소에서 2008년 36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1장 서 론

3

<표 1-1> 부문별 노조조직률
(단위 : 천명, %)
전체 조합원 수
조직대상 임금근로자 수
조직률
민간부문 조합원 수(공공기관 제외)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수(공공기관 제외)
민간 조직률
공공기관(297개) 조합원 수
근로자 수
조직률
교원부문 적용 조합원 수
교원부문 적용 교원 수
조직률
공무원부문 적용 조합원 수
공무원부문 적용 공무원 수(교원 제외)
조직률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자 수(A)
전체 공무원 수(B)
조직률(A/B)
공무원 수(C, 교원 제외)
조직률(C/B)

2008
1,666
15,847
10.5
1,165
14,872
7.8
170
236
72.2
90
349
25.8
241
636
37.9
32
975
3.3
636
5.0

주 : 1) 공무원부문 적용 조합원 수에는 현업공무원 조합원 수 25,282명 포함(체신노
조 25,132명, 국립의료원노조 150명).
2) 조합원 수는 2008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 수는 2008년 6월 말 정원 기준.
3)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인원은 2008년 12월 말 기준.
자료 : 노동부․행정안전부.

한편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의 하나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가입 대상
과 활동 범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성 초기에는 나름대로 그 의미는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대변기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서 그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주된 활동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목적에서와 같이 근무환경
개선이었다. 이 문제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이전에는 기관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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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판단과 지시로 이루어지던 사안들이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
할은 법에 명시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인사권으로 불리는 “승진
임용기준 조정, 다면평가제 적용, 승진 예정자 사전공개,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등으로 확대되었다(노광표․권순미, 2009). 공무원직장협의
회는 공무원 사회 내 공무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대표하
는 창구로서 공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과 조직 민주화를 선
도하여 온 제도로서 역할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로 전환하려는 투표를 실시하였
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 체제가 공무원노조에 비해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
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무원직장
협의회 가입률은 2000년에는 7.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년 이후 급격
히 증가하여 2004년 56.8%, 2005년 65.1%(가입 대상 264,407명 중 172,190
명 가입)에 이르렀으나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직장협의
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가입률
은 10.7%(가입 대상 300,235명 중 32,035명 가입)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
원직장협의회 가입 인원을 보면 2005년 3월 기준으로 172,190명에 이르렀
으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에는 57,703명으로 크게 감소한 다음
2007년 38,759명, 2008년 32,03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수도 2006년 277개소에서 2007년 193개소, 2008년 169개소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헌법기
관 1개소(150명), 중앙부처 109개소(8,131명), 자치단체 46개소(22,472명),
교육청 13개소(1,282명) 등에 조직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율과 가입 인원이 아주 낮은 이유는 무엇인
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가입 범위와 설립기관 범위의 제한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허용 범위는 공무원노조법상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되어 있다. 가입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
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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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설치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노사협
의회의 설치가 강제적인 민간부문과는 달리 강제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가입 범위와 설립기관 범위의 제한 및 임의성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
율과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정부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로 이행하기 위한 과
도기적 조직, 즉 노동조합 전 단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견해, ①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공무원 단결체로 파악하는 견해, ② 민간부문의 노
사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는 견해, ③ 공무원노조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노사관계 포털 홈페이지(http://relation.go.kr)에 따르면 “공무원직
장협의회법의 취지는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직장협의회라는 중간 단계의 기관 내부 협의체
를 허용,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공무원노조 허용의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
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라고 평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 전 단
계로 파악하고 있다(http://relation.go.kr/insiter.php?design_file=4115.php).
셋째, 공무원직장협의회, 즉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들 수 있
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기관단위로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하도록 하여 협의회 간 연합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또
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그 설치가 강제된 결과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허용된 1999년 1월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를 벗어나려
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간담회(1999. 6. 26)
결성 이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2000. 2. 19), 전국공무원직
장협의회총연합(2001. 2. 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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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2004. 4. 21) 등의 과정을 거쳐 공무원노조로
전환하였다.
넷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 목적 및 의제의 협소성에 기인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
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
어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는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
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단순히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
능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는 달리 소극적 내지는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보고하
여야 할 보고사항, 협의하여야 할 협의사항 및 노사가 함께 의결하여야
할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참여․협력적인 관
계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일반적 고충, 기관 발전 사항 등을 협의하
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제반 문제점으로 2006년 1월 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전환됨
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율과 가입 인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는 노동
조합과 아울러 직장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집단적 이해대변기제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직 및 운영 실태는 다양하다. 공무원조직은 ① 노동조
합만 존재하는 형태, ②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가 병존하는 형태, ③ 직장
협의회만 존재하는 형태, ④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 둘다 없는 형태 등으
로 구분된다.
현행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인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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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
는 공무원은 중첩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조차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영사직
렬․외교정보기술직렬의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
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환경을 유
지․개선함으로써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단체에 관한 기존 연구는 공무원노조 설립 이전에는
공무원노조의 입법 방향,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에는 주로 공무원노조법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정한 외, 2005; 문무기, 2008. 8;
2009. 6; 김인재, 2000; 2005; 이상윤, 2004; 이승욱, 2008)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이전에 일련의
연구(김상호, 2000; 윤영삼․신갑성, 2001; 김재기, 2000)가 이루어졌으나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에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과 아울러 공무원노조 설
립 이후에는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 교섭사항 등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연구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는 사회경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사회경제의 변화는 그에 상
응하는 노사관계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즉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 제품수명 주기의 단축, 소비자 기호의 변화 등에 따
른 시장경쟁의 격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는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노
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시 말해, 21세기 노사관계의 글로벌 트렌드는 노동배제에서 노동참여로,
투쟁에서 협력으로, 분배 중심에서 고용․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되
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공무원직장
협의회, 특히 공무원노조 시대에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로서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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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노조의 한계를 고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는 비단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로서의 역할 증대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대화통로
구축에 따른 직장의 민주화와 공직사회 개혁, 나아가 공공서비스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외국의 공무
원직장협의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
의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외국의 사
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기 위해서이다. 국제적인 비교연구는 다른 나라에서 특정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대안적인 제도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의 개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Bamber et al., 1998, p.3). 외국
의 사례로서는 영국과 독일을 살펴본다.
독일 공무원노사관계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엄격한 제한과 비제
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협의 및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공무원성을 강조하는 독일
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대상 조치로서 공무원직장평의회를 구성하게 하
여 이를 통해 기관 내에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고 있다. 즉 독일
이 공무원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평의회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공무원은 독일과 한국과는 달리 경찰과 교도관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된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준의 단결권과 협의기능
을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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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영국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기본권의 경우 영국은 경찰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
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49.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경찰, 소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인정하고 있다(표 1-1 참조).
<표 1-2> 주요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비고

연방공무원

O

△(임금제외)

X

임금교섭권은
없음

지방공무원

○

2 9 개주에서 8개주에서 인
인정
정

일반공무원

O

O

O

중앙정부: 분권화
지방정부: 전국교섭

교사, 간호사,
의사

O

△(임금제외)

O

임금조사기구가
존재

단일단체에만
가입가능

X

X

미국

영국

경찰

독일

일반공무원

O

X(협의권)

사무직･노무
직

O

경찰

O

일반공무원

O

O

경찰․교도관
등

O

O

일반공무원

O

경찰

X

O
X(협의권)

프랑스

일본

X(협의권)
X

주 : O : 전면 허용, △ : 부분 허용, X : 전면 미적용.

X

임금은 법령에
의해 결정

O

전국교섭

X
△( 파업예고
제 및 행정적 전국교섭
제한)
X
X
X

인사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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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기본권 제한의 대상 조치로서 영국의 경우 경찰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경찰단체, 예를 들면 하위계급의 경찰들은 경찰연합을, 중간계
급의 경찰들은 경찰관리자연합을, 상위계급의 경찰들은 고위경찰근로자
연합을 각각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예를 들면 경찰노조, 소방노조 등)은 물론 거
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설치되
어 군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
할 수 없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직장협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노조에도 공무원노조에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직의 경우에는 직급을 불문하
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독일
과 영국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대상조치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상조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제의 비판적 고찰에 이어 단결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공무원노조법상 단결
권․단체교섭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검토,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민간부문의 노사협의제도를 살펴본 다음 공무원직장
협의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영국의 공무원노사관계를 살펴본다. 영국에서는 경찰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
계 고찰에 이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조직,
경찰단체, 경찰노사협의 시스템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 한국에 주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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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독일의 공무원노사관계를 고찰한다. 공무원노조와 직장평
의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 공무원직
장평의회의 구조 및 운영실태, 공무원직장평의회를 둘러싼 쟁점 등을 고
찰한 다음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 다음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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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1절 들어가며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년 1월 27일 공포,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이하 ‘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함)」및「공무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으
로 약칭함)」그리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약칭함)」이 운용되기 시작한
지 만 4년이 경과되었다(2006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월 28일부터 시
행). 현재 시점에서도 위 법령의 세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그 법적 효
력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지만 이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3개 전국단위 공
무원노동조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노
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무원 단결체가 조직․운영되고 있
다.5) 한편 최근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6)을
5)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통합하여 전국
공무원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으나 2010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노동
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총 95개이며, 이 가운데 단위노조는 84개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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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7) 그 결과 향후 국내 노동운동의 흐름을 공무원
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설립이 허용되기 이전에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516호, 1998년 2월 24일 제정, 1999년 1
월 1일부터 시행,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으로 약칭함)」을 통해 2008
년 4월 말 현재 193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집계를 기준으로 38,759명의 공무원이 이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당초 공무원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
허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 정도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대폭 제한됨에 따라 이에서 제외된 상당
수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
회는 제도 설계 당초부터 상당한 생래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보
다 적극적으로 운영․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
제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입법정책론적 접근방법을 모색
하는 동시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여러 공무원 직역․직급
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쟁점 현안을 예방․해
결․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기제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
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공무원노조법제의 연혁, 특색 및 헌법적
구조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공무원노사관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본 구조를 구성코자 한다. 또 ILO의 노동기본
6)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으
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10.3%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으로 10.8%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공무원노조의 설
립이 정체되면서 10.5%로 감소하였다.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 9.5%에서
2007년 9.2%, 2008년 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7) 2008년 9월 현재 가입 대상 288,895명 중 219,587명이 가입하여 76%의 높은 조직
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조직률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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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 협약을 비롯한 선진 제외국의 공무원 노동관계법제를 간략히 개
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노동기준(Global Labour Standards)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제의 보완․개선 작업의 목표치를 가늠해 본
다. 이어 공무원노조법의 구체적인 문제 규정들을 법리적으로 심층 분석
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수
정․보완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규명한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
조적 특징과 개별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분석․검토함으로써 본연
의 입법 취지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민간부문 노사
협의회제도와의 비교 검토 역시 빠뜨릴 수 없다. 따라서 민간부문 노사협
의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간략히 수행한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
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나름의 위상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현행 공무원노조법제의 비판적 고찰

1. 관련 법령의 입법적 연혁과 공무원단체의 활동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관계법제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시대적 과정
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먼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1960년까지
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시기였다고 하겠다.8)
다만,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제6조), 같
8) 1948년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별
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
도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을 뿐 특별한 제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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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현업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제5조 제1항). 그러나 두 번째 시기인
196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1962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1987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즉 1961년 국가공무원법 개
정을 통해 현업공무원9) 이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제한
되었으며(제37조), 1962년 및 1980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법률로 인
정된 현업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된다.10)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에 이르는 세 번째 시기
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구체적으로는 교
원노조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포함한 공무원노조법 등의 입법적 장
치 마련과 공무원 노동운동이 전개․활성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
다.11) 특히 ‘1987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ILO․OECD 등 국제
9) 철도청, 전매청, 체신부, 국립의료원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10) 1961년과 1962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모든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게 된다. 즉 헌법이 개정되기도 전인
1961년에 먼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
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하였고, 1962년 동 법 개정에서는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제37조에 신설하였다. 뒤이어 1962
년에 개정된 헌법 제29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현업
공무원 외에는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더욱이 1963년에는 국
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공무원관계법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일률적으로 규율토록 하였다. 한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1963년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할 때 그 제58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1973년 3월 12일 개정시에 현행법과 같은 규
정을 두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시에 현행법과
같은 제55조와 제58조 제1항 제4호를 둠으로써 공무원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박
탈한 바 있다. 더구나 1980년 헌법 개정에서는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단체행동
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
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장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게 되었다.
11) 1987년 헌법 개정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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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와 국내 노동계 및 노동법학계로부터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몇 차례의 노동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즉 1989년 3월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현역군인, 경찰․교
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대
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이 좌절(법률안 폐기)되고
말았다. 또 1992년 발족된 노동관계법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도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12)에 대해 노․사․공익 3자가 합의하였으나 입법화에
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ILO와 OECD 등 국제노동단체
와 국내․외 노동계로부터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13) 즉「결사의 자유위원회」및「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
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든 영역의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
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한다고 강
력히 권고하였다. 이러한 내․외부적 노력의 결과로서, 1997년 12월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1월 15일 발족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정부 출
범 직전인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전환된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즉 1987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에
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관한 개별적 유보조항을 삭제하였고, 동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부 긍정하는 형태로 바꾸었으며, 제3항에서 단체행동권의
제한․금지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였다.
12) 1997년의 노개위(안)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현역군인, 경찰․교정․소방 등 특수직종 종사자 등
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3) 예를 들어 2002년 3월 7일～3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담았고,
제283차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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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8년 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
조합 결성을 허용14)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노동기본
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를 허용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① 각 부처, 광역시․도, 시․
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②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며, ③ 199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제2단계로는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①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하고, ②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은 허용하되 단
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③ 그 시행 시기는 국민
적 여론 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후속 조치로 1998년 2월 24일 제정,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노사정위원회를 중
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종래 국제사회와 국내․외 노
동계 및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오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을 해
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규범이며, 민주화와 노
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오랜 진통의 값진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직장협의회의
설치율은 약 10% 미만에 불과하였고,15) 그 운영도 저조하였다. 즉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
음은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나마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 쟁점
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설립․활동 초기부터 본질적인 한계가 드
14) 이에 따라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5727호,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
권(협약체결권 포함)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방식을 이른바 ‘비례대
표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복수의 교원 노동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표성 시비
로 인해 효율적인 교섭과정 진행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 200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설치가능 기관 2,400여개 중에서 220개 기관(약
7만여 명)에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18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의 필요성이 재차 부각
되었고 구체적인 조직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먼저 2000년 2월 19일에
는 100여 개의 직장협의회가 모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친목단체인「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발전연구회)」를 결성하였다.「발전연구회」
는 성격상 단위 직장협의회 간의 연구모임 동아리로서 12인의 공동대표
(상임대표 5인)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직장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및 연구 논의 등의 건전한 활동을 표방하였다.16)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속도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로 2001년「발전
연구회」에서 분리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그 성격
상 직장협의회의 연합체로서 지도 체제를 종래 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
체제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활동도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무원
의 복리증진’, ‘조직 및 역량확대’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활동을 중
심으로 전개한 바 있다.17)
전공련이 활동한 지 1년이 지난 2002년 3월 23일에는「전국공무원노동
조합(전공노)」이 전국 단일 공무원노조를 표방하면서 출범하였고 그 조
직 규모는 자체 집계로 14만 명에 이르렀다. 전공노의 목표는 노동3권 쟁
취,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이 주창되었다. 한편 발전연구회
단계에서 공동대표 문제 및 출범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공
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02년 3월 16일 출범하였다. 2005년 1
월 공무원노조법의 제정 과정에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전
공노 등 공무원노조의 강경대응 방침은 결국 2004년 11월의 총파업 입법
저지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노동조합의 합법화 다시 말해 설립신고
16)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속도와 관련한 의견 불일치로 2001년
3월 24일 사실상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조 준비 체제인「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
연합(전공련)」이 분리됨에 따라 2001년 4월 7일에는 조직을 재정비(공동대표, 중
앙위원회, 감사, 특별위원회, 사무총장 등)하였다.
17)「전공련」은 노동조합과 유사한 조직 체제(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회계감사 3인 등)를 갖추고 있었다. 당초「전공련」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를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나, 2003년 이후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공
무원노조를 조속히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향적
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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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관련한 조직 내부의 혼란․갈등으로 이어졌다. 즉 2006년 1월 28
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 노동단
체에 대해 다양한 압력 수단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2006년 9월 22일 경찰
등을 동원하여 250여 개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을 강제적으로 폐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설립신고 여부를 놓
고 상당한 내분을 겪다가 2007년 6월 23일 양대 세력의 별도 집회를 결적
적인 계기로 하여 법내 노조로서의 전환을 주장하던 세력이「전국민주공
무원노동조합(민공노)」으로 독립․출범하는 극단적인 조직 분열 양상을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공노총이 2006년 9월 4일 설립신고를 하였고, 민공
노 역시 2007년 7월 10일 설립신고를 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관점이
점차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이동되자, 전공노 역시 제4기 집행부(위원장
손영태)의 출범을 계기로 2007년 10월 17일 설립신고를 마치게 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들의 연이은 합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노조법의
수용 여부에 대한 갈등은 전혀 다른 양상, 즉 전공노와 민공노 사이의 공
무원노조로서의 전통성과 정체성, 조합비와 해고자 복직에 따른 반납금
문제 등으로 노노갈등이 보다 노골화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은 조직 분열로 인한 내부적 패배감의 극복, 공무원노조 사이의
조직 경쟁에 따른 갈등 완화, 민주적 공무원노조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현
안 과제를 낳게 되었다.18) 그러나 조직 통합에 대한 꾸준한 협의도 계속
되어 마침내 지난 2009년 9월 22일 전공노와 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
노동조합(법원노조)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을 가결시켰다.19) 이에 따라 조합원 11만여 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
하게 되었으며 최근 KT노조, 쌍용자동차노조 등의 탈퇴로 수세에 몰려온
민주노총의 위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0) 그러나 행정안
18) 노명우,「공무원노조의 현실과 과제」, 2009년 제1차 공무원노사관계포럼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9. 1. 30, pp.45～46 참조.
19)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10만 9,433명 가운데 8만 2,911명이 참여해 75.8%였으며,
통합에 대해 89.6%,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68.4%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이들 노조는 오는 10월까지 조직 통합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통합 노조 설립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 현재 전공노는 4만 8,055명, 민공노는 5만 3,399명, 법원노조는 7,979명의 조합원
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된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10만 9,433명에 이를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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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경 방침을 표방
함으로써,21) 공무원노사관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 헌법 및 노동관계법상 노동기본권 보장법리의 기본 골격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현행 공무원노동관계법제는 공무원
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헌법 제
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
조법 등에서는 각각 공무원의 노동3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정책 결정 등의 직무에 종사
하는 각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 및 일체의 조직 활동이 전면적으
로 부인되고 있다. 반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
및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
지만, 예산․법령으로 뒷받침되는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이 제한되는 동
시에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협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다. 한편 철도, 의료 및 정보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래부터 노동3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된다. 결국 공무원의 직급 및 그 종
사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노동3권의 보장 범위 내지 구체적인
법령상 규제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는 공
무원노동관계법을 입법하는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
산되고 있다. 이는 군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21%에 이르는 규모이
며, 민주노총 산하 연맹 가운데 금속노조(14만 7,000여 명), 공공운수연맹(14만
2,0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민주노총은 이미 가입한 전공노 외에 민공노
와 법원노조 조합원 6만 1,378명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전체 조합원 수가 68만
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 행정안전부는 세 노조의 조직 통합이 확정된 뒤 “이번 투표 과정의 위법․불공정
투표 사례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노
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불법활동을 벌이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
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바 있다(이상 한겨레신문, 2009. 9. 23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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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명분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명
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자연권(自然權)적 기본권’ 내지 ‘천부인권
(天賦人權)’으로서의 노동3권을 우리 헌법이 확인하고 이를 실정법 규정
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2) 특히 단결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에서는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재차 그 구체
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단결(즉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것인가 말(즉, 노동조합을 해산․탈퇴) 것인가라는 ‘본질적 선택’을 근로
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즉 자유권적 성격의 단결권
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이 동등한 비중으
로 보장)인 동시에, 그러한 단결의 구체적 내용(즉 어떠한 노동조합을 어
떠한 모습으로 조직․가입 또는 해산․탈퇴할 것인가)을 결정하는 ‘단결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노동3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종래 독일의 통설과 한국에서의 다수설로
이해되고 있는 ‘단체교섭권 중심론’에 따르면 노사자치의 최종 목표인 단
체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이 중심에 있고 단결권은 그 전제로,
단체행동권은 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충실
할 경우,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
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현대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전반
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론 정립23)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심론’ 즉 노동3권

22) 이와 같은 해석 방식에 따라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23) 그 구체적 예로서 제시되는 단결권 중심설과 단체행동권 중심설에 따르면 단체교
섭권 중심설이 지나치게 근로조건 결정 등 경제적 노동운동으로 운신의 폭을 좁
히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제반 단결 활동 또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항
활동에 각각 그 무게 중심을 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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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가장 중핵적(中核的) 권리가 무엇이냐는 논의 자체가 최소한 우리
헌법 구조상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3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3권을 자유권으로 보는 입장과 사회권(생존권)으로 보
는 입장이 있었지만, 양자의 성질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적 성질의 기본권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각각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단결권은 단결 선택의 자유를
통해 노조의 조직․운영 및 제반 단결 활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권 개념도 혼재한다. 단체행동권은 사용
자를 향한 노조의 압력 수단에 대한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활동
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회권적 특성이 강하지만 실행 여부․수
준 등이 근로자 측의 판단․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
의 성질도 일부 있다. 단체교섭권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한 쟁점 해결의
수단․절차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성실한 협상 내지 그 장
(場)으로의 출석을 요구하므로 청구권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지만, 자율
적 협상의 성과물인 단체협약에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과 생존권적 성질도 지니고 있다. 결국 노동3권은 ‘각각 특성이 다
른 자연권적 기본권들의 총화(總和)’라는 측면에서 각각이 복합적 권리라
는 법적 성질을 지닌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각각의 법적 성질이 위와 같다면 노
동3권은 하나의 권리 개념이 아니다. 3가지 노동기본권이 병렬적으로 모
여져 있는 자연권적 기본권들의 합체(合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선과 후, 중심과 주변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정
헌법의 규정 모습과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
면, ‘중심론’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논리비약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
다. 다만, 3자간의 관계를 굳이 설정하자면 ‘기능적으로 3자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는 있겠다. 즉 교섭의 집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결권이, 그
리고 교섭․협약 체결이 난항에 봉착했을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단체행동권이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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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지 않는 단결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고유한 의미․가치를 지
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그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바
로 이러한 기본 원리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즉 노동3권이 가지는 기능적
연계성 내지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적극 고려한다면 공무원에게도 노동3
권 모두가 제한없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니
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국민 일반의 의식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의 제
한 역시 불가피하다. 먼저, 단결권은 노동기본권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자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이행함에 있어 국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통한 법령․예산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한계가 작용된다.
단체행동권도 국가 서비스의 정폐가 초래하는 현실적 위험을 고려하여
‘업무저해성’을 가지는 다소 넓은 영역의 쟁의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노동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현실이 허용하는 한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 논란 재검토
종래 (일반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시
하는 논거는 한 마디로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
지위 내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기본권을 제한․부정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특별권력관계론, 국민전체봉사자론, 대상조치론, 공공복리론, 근
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등이 제시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 공무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국민 전체의 재정 부담, 공무원 제도의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인의 권익 통합․조정 등에 근거하여 일
반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종래 공무원관계법이 헌법에 합치된
다는 입장을 취하였고,24)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25) 그 근거로
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이 가지는 ‘신분 및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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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헌법 제7조와 ‘헌법 제33조 제2항이라는 개별적
유보조항을 둔 취지’를 들고 있다.26)
그러나 종전 헌재의 합헌결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존재함을 근거함
으로 해서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 제한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한계에 대하여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즉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
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은 전술한 바와 같은 기본권의 자연권
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명제이므로 그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련되는 모
든 입법 재량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식논리적인 부정론
에서 벗어나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가급적이
면 긍정적 사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 해석에 있어
서 기본권에 대하여 그 자연권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최대 보장의
원칙’을 취하여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은 그 필요성에 따른 최소한에 그
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기본권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정도
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
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로서의 노동3권을 향유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의 성격을 세부적․현실적으로 구별함이 없이 오직 그들의 신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역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
으로 단결권마저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있어
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바
24)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병합)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8헌마5 결정 등.
25)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2 판결;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56 판결 등.
26) 헌법 제7조는 노동3권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상정되어 있
고, 제33조 제2항은 제7조의 취지에 따라 국회가 노동3권 제한입법을 행하는 경
우에 국회에 광범한 입법재량이 부여되는 근거 조항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인하면서 노동3권의 보장 범위를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는 입법형성도 헌법상의 개별적 유보 조항에 나타
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헌결정을 내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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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직무상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현행 헌법 제7조로
부터 노동3권 제한의 취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응 긍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노동3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
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만으
로 그들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는 공공성이 있어서 그 정폐가 국민생
활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노동3권 제한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 제한은 노동3권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과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7)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이른바 ‘2․6합의’에 기초하여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 이전 단계의 조치로서 공무원직장협의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허용 범위 및 논의 대상에서도 일정한 제
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단결체로서뿐
만 아니라 노사 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본
질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결국 특정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 계약 형식 내지 소속 기관 또는 부서, 직급 등 형식적 기
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종사하는 담당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엄밀히 검토하여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보장과 제한
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조차 이러
27)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된 공무원의 신분 내지 직무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
에 대해서도 각각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라는 논리는 공무원과 국민 간의 대외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인 정부 등과의 대내적인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
인데 공공복리의 개념을 노동기본권의 제한원리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공
무원의 근로조건이 국민의 재정 부담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의제에 불과하고 공무원 노사관계도 노사자
치 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해결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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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리적․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공무원노조법의 2006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전국공무
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재판
부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떤 형태의 단결 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국회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므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일정한 직
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28)
이에 따르면 먼저, 헌법 제33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노동3권
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29) 또
한 그 입법 취지를 우리 공무원 제도의 유지․발전과 공공복리와 이해관
계자의 권익 조정 및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수성에 둠으로써, 국회
에 대해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부여하
고 있다. 둘째,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1193, 2006헌마198(병합)
결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 전원재
판부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결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
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병
합) 결정(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등)
29) 재판부는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그 권리행
사의 제한뿐만 아니라 금지까지도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가능성을 헌법에서 직
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헌법 제33
조 제2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인 근로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노동3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
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헌법원리로서 상
당할 것이나,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
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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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현실상 주요 정책 결
정 내지 하급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주로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
자 내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노조가입 범위에서 배
제하는 것이 노사 간 힘의 균형 내지 집단적 자치실현에 부합한다고 주장
한다. 또 국가안전 보장 및 국민의 생명․안전의 보호 업무에 종사하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가입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조정하려는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조치로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심사기
준을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완화된 심사 척도’를 제시하
여, ①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사이의 차별취급에 있어서 우
리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우리 시회의 공통적 법의식 내지 법감정
및 제반 환경, 국제적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②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 업
무 총괄, 인사․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사관계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며, 군인․
경찰․교정․수사․노사관계 조정․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하였다. ③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간의 차별취급 여부
에 대해서도 담당 업무의 차이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차
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공무원과 교원과의
차별취급 여부에 있어서도 직역 및 처리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노동기본
권 행사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자의적 차
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
해금지의 원칙’은 노동기본권의 자연권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명제이며
이는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모든 입법 재량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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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2항의 명시규정에 의해 기본권 제한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라 하
더라도 그 한계에 대하여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종전 학계
의 비판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30) 둘째, 형식논리적인 부정적 시각
에서 벗어나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가급적이
면 긍정적 사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
하여 직무의 성격을 보다 세부적․현실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요청 역
시 간과하고 있다.31) 셋째,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그 자연권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생존권․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불
가결한 조건이라는 기초 위에서 ‘최대 보장의 원칙’을 취하여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에 따른 최소한에 그침으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기본
권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당연명
제 역시 도외시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난 20
30)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위헌의견(송두환)을 보면 “헌법은 상호 단절된 각 개별 조
항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각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
일적인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헌법 조항의 의미를 파악,
해석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당해 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나아가 헌법의 기본정신과 지도원리, 다른 개별 헌법조항의 내용과 상
호관계, 당해 헌법 조항 제정 또는 개정의 연혁적 취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그
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
법형성권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3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존중하고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 따라야 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의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이어받아,
공무원도 근로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전제 위에
서되, 다만 공무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갖는 특성에 비추어 노동3권의 일부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해당 직무의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서 노동3권 보장의 범위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선언하
고,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범위와 정도를 입법자로 하
여금 보다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
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히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전제 위에 서되,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성질, 직급 등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동3권 중의 일부만
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의 공무원노조법 법리분석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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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의 논의 과정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 후 3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된
시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평가하고 가급적 통
제․축소하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무
원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운동 그 자체
를 백안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적 접근방
법의 모색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단결권․결사의 자유32)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준32)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ILO 제87호 협약에 위반하기 때문에 관
련 법규정을 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33) 즉「결
사의 자유위원회」및「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공무원
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든 영역의 공무원과 사립 및 공
32) 우리 헌법에서는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와 단결권(헌법 제33조)이 별도로 규
정되어 있으나, ILO 협약에서는 노사의 결사권이 함께 규정되므로 그 둘은 구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태도가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에 관한 헌법과
ILO 조약상의 차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소위 자유권으로서의
결사의 자유와 생존권 또는 사회권으로서 단결권을 구분하는 견해가 통설을 형성
하고 있으나,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자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 다만 노동권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회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
회권과의 관련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겠으나, 근로의 권리나 근로조건에 관한 권
리와는 달리 노동단체권의 보장에는 특별한 제정의 뒷받침이 요구되지 않고, 정
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자유의 확보, 정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3) 2002년 3월 7일～3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담았고, 제283차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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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87호 협약과 제98
호 협약은 188개에 달하는 ILO 협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34) 연혁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결사의 자유원칙이 ILO의 기
본 규범임을 명확히 했고, 1947년의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ILO는 1948년에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
약｣을, 1949년에는 제98호 협약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두 가지 협약은 반세기에 걸친 ILO
전문가회의의 해석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시해
왔던 판단의 기초를 축적해 왔다.35) 아래에서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34) 이는 이념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이 여타의 여러 가지 사회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는 원칙인 동시에, 민주사회의 기본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원칙이 ILO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갖
는 것은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국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사회의 주도 하에 전문가회의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조
사(General Survey)에서는 그 동안 6차례에 걸쳐(1956～57년, 1959년, 1973년,
1983년 및 1994년)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의 실시 상황을 조사․평가하고 있다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Report Ⅲ(part 4B)참조).
35)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연합(UN)이 채택한 바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
약, 즉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6호; A규약)’
제4조, 제8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7호; B규약)’
제22조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권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
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인권 및 기본
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생략> 사회의 각 개인과 사
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 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러한 보편적․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국제적인 점
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 동 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인권규약은 그 A규약 제4조에서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제8조 제1항 (a)에서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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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결 작업으로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ILO 및 선진 제외국의 법제
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년에 채택되어 1950년에 발효된 이 협약은 2009년 5월 현재 ILO
가맹 183개국 가운데 81.4%인 149개국이 “일반적․보편적으로” 비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36) 그러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절차(감시)가 항상 계속되고 있
는 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
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권고와 간섭이 가해지고 있다.37)
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결권(the right to organize freely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public authorities)
제87호 협약은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
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
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B규약 제2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
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조 제2항에서는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제
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36) ILO(http://webfusion.ilo.org/public/db/standards/normes/appl/index.cfm?lang=EN)
통계자료 참조.
37) 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련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ILO에 가맹하
고 있는 국가는 ILO 가입과 동시에 이미 ILO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ILO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ILO헌장
전문(前文) 참조) 따라서 ILO는 제87호, 제98호, 제105호, 제29호 협약 등 기본협
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당사국의 동의 하에 실시되는 특별조사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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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도 특수한 보호와 제한을 두고
있다.38) 특히, 동 협약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전 인가를 받지 아
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것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①
자유롭게 선택한 조합의 설립 및 가입의 권리, ② 사전허가의 금지, ③ 차
별의 금지를 밝히고 있다.
먼저, 동 협약상 보호받는 단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ILO 감시기구는
경영관리적인 직에 있는 근로자가 일반근로자들이 결성하는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위장적으로 승진을 시켜 근로
자 자신들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의 참가를 결과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협약 위반으로 간주된다.39)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문구 속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점에 대해
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으며, 협약 제정 과정을 보더라도 공무원도 통상적
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여러 나라에서 ‘경찰’ 또는 ‘군대’와 같은 특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87호 협약 제9조에서는 이
두 부문의 공무원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제9조가 ‘경찰과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단결권은 각국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과 군대의 구성원에게 단결
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실제로 오스트리아, 덴
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군대에도 일정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23개국에서 단결권을 인정
하고 있다. 아울러 ILO 감시기구는 경찰과 군대의 구성원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해석하여, “비군사적․비치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에 대
해서는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해 왔다. 한편 ‘소방 직원’
과 ‘교도소 직원’도 경찰과 유사하게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있
38) 국제인권규약에서는 노동조합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제87
호 협약 규정은 다분히 ILO의 3자 구성(tripartism)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자를 명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
로자인 사용자’라는 의미를 더 고려하고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39) 1994년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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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 직원의 단결권 제한은 일본 이외에는 문제가 된 사례40)가 별로
없으나,41) 교도소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의 일반조사에 따르면, 7
개국(카메룬,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스와
질란드)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방 직원과 교도
소 직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파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단결권을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결권과 파업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원칙적으로 단결권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
된다면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동 협약에서는 근로
자 및 사용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에는 직업, 신분, 피부색, 인종, 국적, 성
별, 정치적 신조 등이 포함되며, 유일한 예외에는 ‘군대와 경찰’만이 해당
된다. 이는 ｢1952년의 노동조합운동의 독립에 관한 ILO총회의 결의｣를
통해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인종, 모국 또는 정치적 소속 기관의 여하
를 불문하고 결성되며, 이와 같은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
건은 모든 근로자의 단결과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노
동조합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선언한 사실을 볼 때 명백하다.
다. 숍제도(shop)
단결강제제도, 특히 클로즈드숍(closed shop)이나 유니언숍(union shop)
제도는 그것이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소속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이른바 제한적 단결강제)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제87호 협약 제2조에

40)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 함은 당해 국가이나 관련 가맹국․
노사단체 등에서 ILO 감시기구에 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41) 일본은 소방 직원의 단결권 문제를 놓고 30년 가까이 끌어왔으나 아직도 관계법
령(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5항)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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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의 제정 과정을 보면, 이에 관
해 협약에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맹국의 국내법 또는 관행에 맡긴다
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결강제제도에 대하여 제98호
협약(제1조 제2항⒜) 역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곧 소극
적 단결권, 즉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약의 적용 범위 밖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라 하겠다.
라. 노동조합의 규약․규칙 제정, 대표 선정, 활동계획의 수립(the right
to draw their own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to organis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mes in complete
freedom)
제87호 협약 제2조의 보호 하에 설립되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가입
한 단체는 제3조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대표자의 선정에 있
어서는 국적, 정치적 견해, 범죄력 등의 자격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직업이나 기업에의 소속이 쟁점이 되는 노조의 전임임원 문제는 특
히 중요하다. ILO 감시기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전임제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개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함축성이 있는 태
도를 취하고 있다.42) 활동 계획의 수립에는 정치적인 활동도 포함된다.
42)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117항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모든 후보자가
각기 그들의 직업, 기업 또는 생산 단위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 또는 그 직에
서 입후보할 때 선거 전의 일정 기간, 실제의 고용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
은 제87호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보장에 반한다고 전문가위원회는 보고 있다.
단체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요건에 추가해서 조합원에게 당
해 직업에 소속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ss, 1 and
2 of Act No 88-009 1988). 이러한 규정은 노조 전임간부나 연금생활자 등 적
임자의 조합 직무수행을 차단하게 되며, 혹시 조합원 중에서 충분한 적임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임원의 경험을 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
게 됨으로써 완전한 자유 하에서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국내법규가 모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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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결정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좁은 의미에서의 근로자의 권리, 즉 보
수, 휴가, 근로조건, 기업의 활동, 사회보장 등에만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
다.
마. 행정권력에 의한 해산․활동중지의 금지(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not be liable to be dissolved or
suspended by 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권력에 의해 노동조합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지되지 않을 권리는,
제87호 협약 제3～4조에서 더욱 보강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내부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안전보장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비합법
적인 조직에 대한 결사의 자유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87호 협
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년에 채택되어 1951년에 발효된 이 협약은 2009년 5월 현재 ILO
가맹 183개국 가운데 86.9%인 159개국이 비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약 역시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43) 제87호 협약이 노동조합의 결
사의 자유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면, 1949년에 채택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
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협약)은 노사 간의 상호 불간섭원칙을 통
해 노동조합의 결성․운영권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보호하려고 하

경우에는, 노동조합 임원을 갈아치울 수가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
이 더러 있다. 이러한 법규를 협약과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에 당해 직업에
고용된 일이 있는 자도 후보로 인정하게 하던지, 혹은 단체임원의 비율을 직업
상의 요건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보다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를 밝히고 있다.
43) ILO(http://webfusion.ilo.org/public/db/standards/normes/appl/index.cfm?lang=EN)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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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제98호 협약은 반조합적 차별금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가. 반조합적 차별행위(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제98호 협약 제1조 제1항은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반조합적 차별대우
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그
보호 범위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할 것을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a)”과 “조합원이라는 이유 또는
근로시간 외에 혹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내에 조합활동을 했
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b)”로 예시
하고 있다.
반조합적 차별대우(불이익취급) 중 가장 명백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고가 되겠지만, 배치전환․전근․강등을
비롯해서 보수․사회적 급부․직업훈련 등을 통해 여러 가지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라는 위장 아래 반조
합적 차별행위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내용을 판단하
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44)
나. 간섭(지배․개입)행위에 대한 보호(protection against any acts
of interference)
제98호 협약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섭행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동
제2항에서는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 하에 두기

44) 이와 관련하여 1982년의 ‘고용종료’ 협약(제158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의 종료가 정당치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을 근로
자만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효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
다는 것…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한다”(제9조 제2항)고 되어 있고, 1971년의 ‘근
로자 대표 권고’(제143호)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차별적인 해고 또는 그 고용조건
의 불리한 변경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
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권고하고 있다(제6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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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의 원조, 기타의 원조를 하는 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조 제2항의 후단에서 언급된 ‘원조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
령이나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재정의 갹출과 사무소, 기타의 편의를 사용
자가 부여하는 것을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위원회는 이러한
것은 ‘사회적 파트너로서 노동조합을 승인(인정)하는 표현방법’으로서 용
인할 수도 있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조종)가 되거나 또는 하나의 노
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우대받는 결과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45)
다. 단체교섭의 촉진(promotion of the voluntary negotiation)
제98호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촉진은, 공적기관에 의한 행동
과 당사자의 자주적인 행동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승인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리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협약과 양
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승인 절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
체교섭권을 저해하게 되는 조건을 부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컨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교섭단위 구성원의
50%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을 경
우, 근로자의 50%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조합이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기
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조에 적어도 자신들의 조합을 대표
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더욱 일반적으로 말
한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
적 절차를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
이 조항은 한편으로 단체교섭을 촉진할 의무를 비준국 전체에 부과하
고 있는 규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당사자에게 최대한으로 자
45)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229항 참조.
46)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241～24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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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을 허용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행정적 조
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법률에 의해 단체교섭의 상대가 지정되거
나, 그 내용이 제한되거나, 혹은 단체협약을 행정기관이나 재무당국의 사
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협약에 어긋난다. 국가에 따라 당사자 간
의 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 승인
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이 단체
협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의
미달 여부를 체크하는 의미에서의 승인 제도라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
고 당국에 더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한다면 제98호 협약과의 양립성이 문
제가 된다.47)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직권)중재제도
이다. 당사자 간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단체교섭이라 할지라도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48) 그 최후의 단계가 양자의 합의에 따라
중립(中立)적인 제3자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그 재정(裁定, award)에 법
적인 구속력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강제중재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 중재에의 부탁이 일방의 당사자 내지는 정부에 의한 것이고, 재정의
수락이 의무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는 직
접적으로는 제98호 협약과의 양립성을 문제시하지 않고, 매우 함축성이
있는 표현을 통하여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쟁점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49)
47)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251항 참조.
48) 실제로 얼마 전까지 우리 노조법에서도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직권(강
제)중재제도가 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
자에 대하여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단체교섭의 촉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이를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제도 운영에 관한 법리적 분석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조항의 법리적 해석”,『노동법학(제25호)』, 한국노
동법학회, 2007, pp.15～38; 문무기,「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자료집,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7, pp.3～50 각 참조.
49) 즉 “당국이 스스로의 주도 하에 강제한 중재는 제98호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임의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39

라. 적용의 제외(exemption)
제98호 협약 제5조에서는 제87호 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대 및
경찰’에 관한 취급을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의 적
용 범위로부터 ‘반드시 군대 및 경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국
내법령이 그들 구성원에 대하여 협약상의 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것이 존중된다는 것이 제5조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은 앞에서 살펴 본 제87호 협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제87호 협약의 경우와 상이한 측면은 제6조에서 ‘국가행정에 종
사하는 공무원(public servants engag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도 적용 범위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6조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업
공무원 이외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사 포함)에게 단체교섭
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게 되고, 이는 협약의 취지로부터도 멀어진다. 이
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에 그 직무상,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 정부 각 부처나 그것에 준하는 기관에 고용되고 있는 고급 공
무원과 그 보조적인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한정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50)
성(任意性)이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가운데 합의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섭에 대해서는 당국에 의한 일정한 주도가 없이는 교섭
상의 고착상태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을 경우에 당국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258항 참조).
50) 일반조사(General Survey) 제200항에서는 “공무원의 개념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6조의 적용이 사실상 약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
다. 본 위원회는 ‘국가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협약 제6조의 영어 원
문(스페인어 원문에서는 ‘국가의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프랑스어 원문
에서는 ‘공무원’)에 따라 이의 예외에 관해 한정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 왔다. 넓
은 범주에 있는 많은 근로자가 국가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공무원과 같은 입
장에 형식적으로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협약의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것
은 본 위원회로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에서 그 직무상 직접적
으로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예를 들면 정부 각 부처나 거기에 준하는 기관에 고
용되어 있는 고급공무원이나 그 보조원)으로서 협약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기업 또는 공사․공단 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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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고용조건의 결정․절차 협약(제151호)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단결권 보장에 있어서 군인과 경찰을 제
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결사의 자유인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인 ｢공
무원은 국가주권을 대행하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고 행정행위를 수행하
는 특수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1960년대까지 적지 않는 ILO 회원국이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유보하고 있었다.51)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ILO는 1978년 또 다시 새로운 협약(제151호)을 채택하였다.52) 즉, ｢그
직무가 일반적으로 정책입안이나 관리기능으로 간주되는 상위직 종사자
또는 고도의 기밀유지를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high-level employee
whose functions are normally considered as policy-making or managerial
or to employees whose duties are of highly confidential nature)에 한해
서만 이들 공무원의 단결권을 법률로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1
호 협약 제1조 제2항), 여타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의
단결권은 유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천명하였다. 1978년
에 채택되어 1981년에 발효된 이 협약은 2009년 5월 현재 ILO 가맹 183
약이 정하고 있는 보호를 받아야 할 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와 관련
하여 공무원이 화이트칼라라는 사실만으로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의 요건을 ‘그 자체’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본 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취급된다면 제98호 협약은 그 범위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해
석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5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도 18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34개국에서는 제87호 협약에 의한 단결권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52)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제
151호)은 1948년의 제87호 협약, 1949년의 제98호 협약, 1971년의 근로자대표 협
약(제135호) 및 근로자대표권 규정을 감안하여, 제98호 협약이 특정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보완하는 한편, 몇몇 정부가
다수 공공부문 근로자집단을 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ILO 감
독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제1절에서 적용 범위 및
정의, 제2절에서 단결권의 보호, 제3절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에 제공되는 편
의, 제4절에서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 제5절에서 분쟁의 해결, 제6절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과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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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가운데 24%인 44개국(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
란드 등)이 비준하고 있다.53)
제151호 협약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다른
국제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공공부문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단체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제13조). 또 이 협약은 ‘단결권의 보호’,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에 제
공되는 편의’,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 ‘분쟁의 해결’, ‘시민적․정
치적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내용을 공공부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특히, ‘근로자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조합원이라는 이
유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
유로 공공부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결사의 자유(단결권)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반조합적 차별대우’로 규정하
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제4조). 또한 이들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는 공공기
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도록 하고, 그 설립․활동․운영에 관
해서도 공공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단체를 공공기관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하여, 공공기
관의 지배를 받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꾀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
정상 원조 등 기타의 원조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단체에 대한 간섭으로 보
고 있다(제5조).
아울러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근로자단체 간
의 근로조건의 교섭을 위한 절차와 또 고용조건의 결정에 대한 근로자대
표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여타 방법의 충분한 발전과 이용을 장려․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사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고 있다. 또 조합활동과 관련한 근로자단체의 대표에 대한 편의제공에 있
어서, 관련 관공서 또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된 공공부문 근로자단체의 대표자가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
53) ILO(http://webfusion.ilo.org/public/db/standards/normes/appl/index.cfm?lang=EN)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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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
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편의제공의 성격이나 범위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제6조).

4.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가. 독 일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54)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
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
리를 갖는다. 공무원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
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
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 DAG
(독일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전국중앙
연맹 소속의 복수의 노동조합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공
무원노동조합은 DGB산하의 ver.di와 DBB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방의 공
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이, 주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
는 독일 주정부 사용자단체, 기초자치체인 지방정부 소속의 공공부문 근
로자에 대하여는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별도로 독일에서 공
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법
적으로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되는 공무원(Beamte; 관리)과 비공무원
근로자(Arbeitnehmer)가 있다. 비공무원인 근로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근로자(Angestellte :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해당)와 노무직
54) 이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8월 제정된 바이마르헌법과 달리 “근
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단결체를 조직할 권리는 누구에 대해
서도, 또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
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라는 일반적인 단결권
보장만을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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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Arbeiter : 블루칼라 근로자에 대당)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공무
원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공
무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55)
한편 단체교섭권 영역에 있어서 독일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독일에서 연방공무원과 주공무원
의 근로조건은 각각 연방공무원법과 공무원 관련 주법(州法)에 의해 정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 단계에
서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일정 정도의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고,56) 이러한
‘관여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적 중앙조직
인 상급단체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인 DGB와 DBB에게
이러한 관여권 행사를 인정해 주고 있다.57) 따라서 단체협약체결권은 부
인된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이며 판례58)의 태도이다. 그 근거는 기본법 제
33조 제4항이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를 공법상의 충성복무관계(Treudien
stverhältnis)로 규정하고 있어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
무원의 성격에 반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다만, 1955년에 제정되고 1974년에 개정된 직원대표법
(Personalvertretungsgesetz)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공동결정권 및 징계․면직, 조직적 사항에 대한 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55) 다만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
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
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56) 연방공무원법 제94조는 역사적 관행에 따라 “공무원법상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해 노동조합의 상급연맹체(Spitzenorganis
ation)를 관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DGB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무원 및 비공무원인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가 함
께 규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DBB는 현재의 관여권한에 대체
적으로 만족하면서, 다만 그 협의의 정례화 및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의 절차 개선을 바라고
있다.
58) 1954년 11월 28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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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
정되었다. 즉 1946년의 제4공화국 헌법 전문(前文)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
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59) 같은 해의 공무원
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
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
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어서 법관, 소방관, 교도관 등 원칙적
으로 모든 공무원이 단결권을 향유한다. 군인은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 직원 및 경찰관에게도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며 군인에게도 ‘일반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는 인정되고 있
다. 또한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한 상급 관리 직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단결권이 보장되나, 단체
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러나 사실상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교섭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이 인정된다. 그러
나 공공역무의 최소한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무에 대한 파업에 대해
서는 입법적․행정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에서는 공공
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으나,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에 관한 1982년 5월 28일 시행령
(Décret) 제82-447호에서는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규정, 즉 조합 사무실의
제공․사용, 조합 회의의 개최, 유인물의 게시․배포, 조합비의 징수 및

59) 즉 단결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주체를 ‘모든 인간(tout homme)’으로 표
현하여 “모든 인간은 조합활동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 1958년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에서 “프랑스
국민은 1946년 헌법에 의해 확인․보완된 1789년의 인권선언이 정한 인권 및 국
민주권 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789년의 인권
선언 및 1946년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 그대로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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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수단의 보장(업무 면제, 조합 회의 등 참석시간, 조합 파견)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 자
체는 허용되지만 그 결과물로서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담보하
지 않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1983년의 공무원일반법 제8조 제2
항60) 및 제9조 제1항61)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지위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며 계약(거래)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는 특수한 원칙 때문에 교섭의 상대방인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
하는 단체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과 중앙정
부는 단체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지만, 이러한 협정은 법적
인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사협정의 체결
은 정부의 보수 결정 및 의회의 승인을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
러나 정부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부분의 경우 준수하여 왔다.62) 한
편 프랑스에서는 단체교섭권과 별개로 협의권이 공무원참여 제도의 일환
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행정 하부 조직에서 최상층 조직에 이르기까지
협의기구(행정 대표와 공무원 대표 동수로 구성되는 공무원협의체)의 설
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공무
원 관련 법령․규칙의 제․개정, 업무 편성 및 운영 등 공무원의 직업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60)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수 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부와 사전 교섭(les
négociation préalables)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해당
단위에서 근로조건 및 업무 편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격
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1) “공무원은 공무원협의기구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공공역무의 조직화
및 운영, 공무원관계법규의 형성, 공무원 지위의 득실변경 관련, 개별적 인사 결
정의 검토에 참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2) 그러나 최근 죠스팽(Jospin)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노동조합들과의 교섭
을 중단하고 2002년까지 적용될 보수율을 1.2%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친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보수 결정은 지난 30년 동
안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노동조합들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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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 국
미국 헌법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수정
헌법 제1조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단결의 자유는 보장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단결권의 보장이
1930년대부터 본격화된 데 비해, 미국의 공공부문에서는 1960년대까지
노동기본권 일반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연방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연방입법
역시 없었지만,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에 의해 연
방공공부문 근로자 일반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서 입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히 1978년에 제정된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서는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연방공공부문 근로자는 아무런 벌칙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노동단체를 결성, 가입 또는 원조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권한도 갖는다.
그러한 권한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5 U.S.C. 제7102조). 동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
도(Unfair Labor Practice)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인 정부기관이 노동
조합의 조직, 단체교섭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공공부
문 근로자를 간섭, 방해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용․고용보장,
승진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함으로써 노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
다(U.S.C. 제5권 제7116조 (a)).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전
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비견되는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 FLRA)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각 주(州)에서는 개별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지만, 최소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 즉 1978년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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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방공무개혁법(CSRA)이 규정하는 단체교섭권에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
된다(U.S.C. 제5권 제7103조(a)(12)). 그러나 군인, 외무공무원,63) 연방 내
외의 안보나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FBI, CIA)에 고용된 공공부
문 근로자,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관(FLRA,
FSIP)에 고용된 공공부문 근로자, 일반회계국에 고용된 공공부문 근로자,
미국 외에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감독직․관리직․기밀직 근로자 및
인사 업무(단순사무 업무 종사자 제외)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
게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인정되
는 단체교섭 구조는 연방노동관계법(NLRA)상의 단체교섭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즉 적정교섭단위64) 내의 공공부문 근로자들로부터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배타적 교섭대표가 되며, 이들이 정부기관과 근
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결과 합의된 내용을 구속력을 갖
는 서면의 단체협약으로 작성한다. 한편, 교섭단위 내의 공공부문 근로자
의 투표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배타적 교섭대표가 당해 정부기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가 설정한 기준
에 합치하며, 당해 정부기관 근로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당해 정부기관이 전국적 협의권(national consultation right)을 부여한다
(U.S.C. 제5권 제7113조).65)
한편 공무개혁법상의 단체교섭 제외사항으로는 ① 기관의 임무와 예산,
조직, 고용인의 수와 내부 안전사항에 관한 것, ② 고용, 배치, 지휘, 일시

63) 국무부, 국제개발처, 국제교류처, 연방국제개발협력처, 농업개발부, 상업개발부 등
에 고용된 외무공무원들이다.
64) 전문직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정 교섭단
위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직 공공부문 근로자의 과반수가 일반 공공부문 근로자
와 동일 교섭단위에 포함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일반 공공부문 근로자와
동일한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없다(U.S.C. 제5권 제7112조 (b)(5)).
65) 전국적 협의권을 인정받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근로조건 변경 제안에 대한 입장․권고의 제출
기회가 보장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출된 입장․권고
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부 측의 최종 결론에 대한 이유를 당해 노동조합에게 서
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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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직, 해고, 강등, 감봉 및 징계 등)등 관리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업무 분담, 계약에 의한 결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④ 직위에 임명하는 것, ⑤ 긴급시 필요한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이다. 특히 사용자의 경영권 사항 중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는 ① 정부
기관의 임무, 예산, 조직 구성, 공무원의 수, 내부적 안전관행을 결정하는
권한, ② 정부기관 근로자의 고용, 보임, 기획, 일시해고, 고용유지 또는
정직, 면직, 감급, 감봉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③ 공무원에 대한 임무
부여, 정부 기능의 외부 위탁 결정, 승진 등 인사권의 행사 등이 포함되고
있다(U.S.C. 제5권,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반면 사
용자의 경영권 사항 중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으로 단체교섭이 가능
한 범위로서 ① 허용적 교섭사항으로서 조직의 부서별로 할당되는 인원
의 배치와 업무 유형, 직급, 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방
법, 수단에 관한 사항, ② 절차적 사항으로서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
에 관한 사항, ③ 불이익 금지를 위한 교섭사항으로서 경영권 행사에 따
라 근로자가 기존에 누린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U.S.C. 제5권
제7106조) 등이 제시되고 있다.66)
라. 영 국
영국에서 공무원67)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공
무원단체의 가입 여부는 각자의 자유이다. 즉 영국에서는 공무원을 포함
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을 제한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특별
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단결의 자유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보장된다. 특히,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

66) 미국대사관 자료, 미국 12470-D003821문서, 2001. 7. 18.
67) 영국 법령상 공무원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문민의 자
격에서 고용되고, 동시에 그 급여가 의회에서 의결된 자금에서 전부 또는 직접
지급되고, 정치적 또는 사법적 관직을 점하고 있는 자 이외의 국왕의 봉사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장관, 정무차관, 군인, 재판관 및
국영기업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이와 같은 본래적 의미의 공무원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또 교원 및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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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는 양호한 노사관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효과
적인 교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근거에서,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
입하는 것이 장려된다. 다만, 아직도 군인에게는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은 1919년 경찰법에 의해서 하나의 단체(경찰연맹, Police
Federation)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은 주로 직종
(class)과 직급(grade)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가입
하고 있다.68)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직종에 따라 주로 몇 개의 노동조합
으로 조직되어 있다.69) 특히, 복수노조주의(multi unionism)의 일반화에
따른 노동조합들 간의 상호 경쟁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노
동조합들은 상급 연합회의체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the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 CCSU)를 통해 상호 조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법령보다는 관행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 단체교섭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
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신사협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1992년 노사관계법(TULRCA) 제179조에서는 서
면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명시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특약규정은 관행상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설명한 점들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공통되
는 점이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임금조사기구(Pay Review Bodies)에 의한 방법,70) 지수연계제
68) 즉 CPSA(국가공무원; 과학․기술, 경영직)는 서기직 및 비서직을 중심으로 조직
되었고, SCPS(국가공무원)는 하위직 및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IPCS는 전문직
및 특수직을 중심으로, IRSF(세무서)는 서기직, 비서직 및 중간관리직을 중심으
로, CSU는 보조직(타자․사환 등)을 중심으로, POA는 교도관을 중심으로,
NIPSA는 북아일랜드 공무원을 중심으로, FDA는 고위관리직을 중심으로 조직되
어 있다.
69) 즉 육체근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조직된 NUPE, 일반 노동조합인 TGWU와
GMBATU, 사무직 공무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조직된 NALGO, 교사들의 노동
조합인 NUT 및 NHS의 직원이 다수 가입하고 있는 독립 산별노조인 COHSE 등
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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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Indexation System)에 의한 방식71) 및 승인된 노동조합에 의한 직접
교섭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결정은 세 번
째 방식, 즉 고도로 집중화된 전국교섭시스템과 전국적으로 단일한 임금구
조 및 임금결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원리로 특징지울 수 있는 직접교섭 방식,
즉 휘틀리협의회(Whitley Council)에 기초한 교섭이었다.72) 그러나 1960년
대 중반 이래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18년간에 걸친 보수당 정권의 집권으로
단체교섭의 분권화, 단체협약 적용 범위의 축소, 할당된 예산에 기초한 지
급능력에 따른 임금결정 및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 : PRP)의 도
입 등과 같은 정책적 수단에 의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73)
마. 일 본
일본에서는 1946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공무
원에게도 적용되었고, 비현업공무원74)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제외
70) 임금조사기구는 수상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대표조
직(노동조합 또는 전문직 협회)과 정부(재정부 및 관련부처) 및 사용자조직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독립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수행한 다음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권고안은 수상과 관련부처 장관에 의해 의
회에 보고되며, 정부로서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게 하
지 않은 명백하고 당연한 이유(clear and compelling reasons not to do so)’가 없
는 한 권고안을 이행하여 왔다.
71) 경찰관과 소방관의 임금결정 방식이다. 경찰관의 임금은 민간부문 사무직 임금인
상률의 중위수준에 맞춰 임금을 인상하며, 소방관에 대해서는 ‘전국소득조사
(National Incomes Survey : NIS)에 보고된 생산직 근로자의 상위 10% 수준에 맞
춰 임금을 결정한다.
72) 1916년 당시 하원 의장인 휘틀리를 중심으로 설치된 ‘노사관계에 관한 재건위원
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1919년 정부가 승인한 것을 기초로 한다. 이는 노사 동수
의 협의회에서 상호간의 대립적인 이해를 조정하는 교섭방식으로서, 정형적인 단
체교섭방식 이외에 협의방식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하겠다.
7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태주 외,『공공부문의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2002, pp.82～88 참조.
74)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기업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에 근무
하는 직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전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국영기
업및특정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후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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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그 후 194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을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부
터 제외하고, 쟁의행위 및 그 선동행위,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교섭이 금지되었다.
일본 헌법은 제28조에서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
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이 조직․가입하는
이러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직원단체’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
조합이라는 명칭 대신에 “직원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
만,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재판관 및 국회 직원, 경찰 직원, 소방 직원,
해상보안청 직원, 교도소 직원 및 방위청 직원 등의 특수한 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공직선거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선
거․의결․동의에 따라 임명되는 공무원, 지방공영기업의 관리자 등은
직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직원단체는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 별개의
근로자단결체라고 볼 수 있다.75) 한편 공무원 중에서도 관리직에 종사하
는 공무원은 관리직 이외의 직에 종사하는 일반공무원과는 별개의 직원
단체를 조직하여야 한다.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여야 하는 관리직 공
무원의 범위로는, ① 중요한 행정상의 결정을 행하는 직원, ② 중요한 행

75) 일본에서는 직원단체의 헌법상 근거가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28조에
있다는 점에 판례․학설상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직원단체가 헌법상
단결권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는 법적으
로 상당히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즉 비현업 일반직 공무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이른바 ‘근무조건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비현업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체교섭에 의한 노사자치가 최대한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개념이나 취급 면
에서 일반적인 노동조합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단결체로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
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헌법상 근거규정이 헌법 제33조가 아
니며(물론,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법령상 목적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으로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과
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직원단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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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결정에 계획․참여하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직원, ③ 직원의 임면
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직원, ④ 그 직무
상의 의무와 책임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
로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직원, ⑤ 기타 직원단체와의
관계에서 당국의 입장에 따라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일본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단체교섭
은 행해지지만 단체협약의 체결과 그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서, 사실상 이를 준수․이행하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
본의 경우 직원단체는 국공법 제108조의 5 및 ‘지공법’ 제55조의 규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다. 그러
나 직원단체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이 배제된 교섭권만 인정될 뿐이다.
즉 공무원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 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 결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섭당사자로서 공무원 측은 등록된 직원단체이고, 사
용자측은 교섭사항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정하는 당국이다. 당국은 교섭
에 응할 의무는 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 급료,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 사회적․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련된 사
항을 교섭 대상으로 하지만76) 관리․운영사항77)은 제외된다. 지방공무원
의 직원단체는 교섭 결과를 서면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합의사항이

76) 공무원들의 직원단체와 당국 사이에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① 직원의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② 이에 부대하여 사교적 또는 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이다(국공법 제108조의 5 제1항, 지
공법 제55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급여, 근무시간, 휴식, 휴일, 휴가, 배치전환,
승급, 면직, 휴직,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77) 구체적인 관리․운영사항(지방공공단체의 경우)으로는 ①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에 관한 사항, 행정의 기획․입안․집행에 관한 사항 ② 직원 정수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③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 지방공공단체가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
송에 관한 사항 ⑥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들 사항이 교섭사항에서 제외되는 이유로는 행정의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정책
사항이어서,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집행하여야 하
기 때문에 그것을 노사가 교섭에 의해 좌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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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규칙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지공
법 제55조 제9항), 당사자 쌍방의 이행의무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의 원칙
상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도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제4절 공무원노조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이상 살펴본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단결권 및 자주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공무원노동단체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법이 이러한 국제기준을 현저
히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주장
이 근거 있는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단결권 제한 규정의 형식적 문제점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명시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가
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직무의 성질과 관련하여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시
작된다. 즉 공무원노조법상 노조가입 범위는 헌법상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규정은 형
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공무원노사관계상 사용자로서 직접
적인 당사자인 정부가 그 상대방인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획정하는 것은 노사관계상 대등성․균형성 상실이라는 실질
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78)
78) 이승욱, “공무원노사관계의 제도상 문제점과 방향”,『공무원노사관계 진단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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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에서 살펴본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합헌의견에 따르
면, 헌법 제33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노동3권을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주의 원칙’
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국회에 대해 노동3
권의 보장과 관련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하는 입법형식조차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설정 요건’은
기본권의 자연권성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명제이며, 따라서 기본권 제한
에 관련된 모든 입법 재량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권익 조정’을 제시하면서
노사관계의 당사자 일방으로서의 사용자인 정부가 그 상대방인 노동조합
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획정․변경하
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노사 간 힘의 균형 내지 집단적 자치실
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모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2.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 제한의 문제점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노조의 설립 단위를 “국회․법원․헌법
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
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만을 설정하였을 뿐 이를 기초로
보다 큰 규모의 상급 노조조직으로 연계․통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인 ‘단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공무원 노동조직을
파편화(破片化)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최근까지 조직된 공무원노
조의 설립 현황을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 다수의 노
조가 등장하여 난립하는 경향이 공무원노조의 최소 단위 조직 대상을 규
망』, 공무원노사관계 전문가초청 토론회 자료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008.
12. 31,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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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79)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노조법이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즉 유니언숍
(union shop) 규정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반조합적(비열) 계약의 예외로서의 단결강제, 즉 적극적
단결권을 소극적 단결권에 우선시하는 근로자단결체 보호장치를 적용하
지 않는 입법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단결체의 난립 내
지 파편화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현행
노조법상 제한적 효력을 가진 유니언숍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
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의 신분보장 규정에 저촉되기
도 할 뿐 아니라, 유니언숍 규정에 기초하여 공무원노조 구성원 지위의
득실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80)도 있다. 또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될 뿐 아니라, 적극적 단결권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일반적 설명도 그 설득력이 강하다. 즉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유니언숍 제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최근 대법원81)과 헌법재판소82)
의 시각 역시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언숍 규정이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유니언숍 규
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83)
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특
정 노조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조직․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니언숍 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민간
79) 박태주,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안 :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중심
으로”,『공무원노사관계 진단과 전망』, 공무원노사관계 전문가초청 토론회 자
료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008. 12. 31, p.33 참조.
80) 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 pp.225∼226 참조.
81) 대법원 2000.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부일교통(주)사건)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96, 2003헌바9(병합) 결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사건)
83) 조상균, “유니언숍 협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96,
2003헌바9(병합)”,『민주법학』, 통권 제3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pp.317∼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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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복수노조 허용도 현실화되지 않은 마당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유니언숍 제도를 배제한 것이, 혹시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공
무원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분할지배(divide and
rule)’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면,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
성을 저해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노동조합 가입 범위의 문제점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
위를 ‘6급 이하’라는 계급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이러한 계급적 허용 기준
을 일반직 공무원84)과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
무원85) 중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86) 및 계약
직 공무원87)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
해서는 ‘6급 이하’라는 계급적 기준 없이 모든 계급의 공무원에게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88)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직급을 기준으
로 제한하려는 경향, 즉 공무원노조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반직을
기준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89) 이를 헌법재판소와 같이 우리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현
84) 경력직 공무원, 즉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중에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85) 경력직 공무원 중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
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
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
법 제2조 제2항).
86)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7)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
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
조 제3항).
88) 6급 이하로 계급을 법정화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 내지 직급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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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90) 우리 사회의 공통적 법의식 내지 법감정 및 제반 환경,91) 국제적
입법례9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93)할 수도 있다. 그러나 ILO 및 제외국의 입법례 등 국제적인 기준
에서 보더라도 특정 계급 내지 직급을 단결권 보장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관리직’ 내지 ‘관리자’라는 개념도 담
당 직무에 기인하는 포괄적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만
의 독특한 공직사회 문화에 기인하는 준거로 보이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
영이라는 측면보다는 다분히 ‘위계질서’ 내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관료
주의적․권위주의적 표현으로 평가되기 쉽다.94) 특히 오늘날 공무원조직
89) 1989년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보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뿐 아니라, 1997
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무원단결권 보장방안(안) 및 심지어 현행 공무원직
장협의회법의 가입 범위 역시 동일하다.
90) “우리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일반적 자격․능력 및 책임의 정도를 기준으로 계
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무원 계급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실을 살펴보면, 계
급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 5급 이상 공무원은 제반 주요
정책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소속 하위 직급자들을 지휘․명령하여 분장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판시하였다.
91)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원칙적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에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법 인식 내지 법 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9년 야3당 합의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던 노동조합법 개정법안 제
8조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고, 학계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타당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 당시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지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시하고 있다.
92) 국제노동기구(ILO) 제151호 협약도 “공공부문에 있어 정책결정 또는 관리에 관
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근로자 또는 고도의 기밀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에 관하여는 국내법령으로 단결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도 공무원 중 고위관리자(management official)와 중간관리자
(supervisor)의 경우 단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하고 있다.
93)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 조항이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원칙적
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이를 보장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
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 또한 있다”고 하였다.
94) 종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직급상 ‘관(官)’자를 붙
혀 고위직으로 대우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이
이러한 공직사회의 위계질서 내지 계급구조를 교란․훼손함으로써 일사불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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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에 따라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
관계에 있어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할 뿐 하급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
등 관리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방관서의 경우에는
반대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이 기관장 내지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적
지 않다. 결국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
외하여야 할 논거는 희박하다고 하겠다. 종래 나타난 각종 입법안 내지
여론조사 결과가 설령, 통상적인 법 인식 내지 법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하
더라도, 반드시 노동기본권 제한의 영속적 준거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 것도 아닐 수 있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을 노
조가입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공립의 대학 및 전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과 함께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에 해
당하지 않는 외무공무원의 노조가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의 특수
성과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결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
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자
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5) 즉 문제된 사안에서 논의된 소
방공무원의 담당 직무상 특수성,96) 소방행정의 중요성,97) 소방 업무의 공
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역무의 완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선입관 내지 편견을 가
진다면 더욱 그러하다.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96)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
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소방기본법 제1조), 구체적으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소방기본법 제16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과 협력하여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소방기
본법 제29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
전하게 구조하는 활동을 한다(소방기본법 제34조)”고 판시하였다.
97)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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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으로 인한 폐해,98)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대우99) 등을 고려
하여 단결권 제한이 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재난구조 등 생
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며,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
으며, 6급 이하의 하위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
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주요 외국의 입법례나 ILO의 권
고를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소
방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제18조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 충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업무 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100) 결국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직종만을 이유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
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소방
조직은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도 즉각적인 대
응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최고관리층의 의사가 말단에까지 철저히 침투되어
야 하므로, 위계질서를 통한 수직적 지휘․복종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계급 제
도가 도입되어 있다. 소방행정이 수행하는 직무 기능은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화
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며 대규모화함에 따라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의 차
원에서 구조구급, 급수지원, 방역지원, 안전시설 수리봉사 등 사회복지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는 데까지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소
방의 기능에 방재의 개념이 도입되어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 오늘날 소방행
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98)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할 경우 성숙한 노동조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치안 공백의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상명
하복을 본질로 하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등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
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99) “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상응하게 ‘소방공무원
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채용과 승진, 임용절차, 개방형 직위, 시험실시
기관, 보수, 감사 등에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어,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
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100) 특히 노조가입을 마치 파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ILO의 기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결권 보장과 파업권의 문제는 별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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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101)
아울러 이와 동일한 근거에서 교정공무원 및 군무원의 경우에도 최소한
단결권만이라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
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생존권․행복추구권을 보
장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용어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7호는 ‘법 제4
조 제2항,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연
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연구
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2호의 각 직렬“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연구․기술직렬은 있으나 ‘특수기술직렬’이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4. 노동조합 가입금지 범위의 문제점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
장에 있는 공무원, 교정․수사 및 그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
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조원의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먼저 이러한 규정방식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 직급, 직렬
및 직무에 의한 ‘3중적 제한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해 이렇게 엄중한 제한 법규를 가진 제외국의 사례도 없지만, 이렇게까
지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의 단결권마저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 내지 타
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노조가입 자체부터 규제해야 할 필요
성은 무엇에서 출발하는가?’라는 의문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가

101) 재판관 조대현 및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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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활동 그 자체를 상명하복의 공직사회 계층구조를 뒤집는 행위로 이
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는 노조가입 금지 범위와 관
련하여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한․침해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휘․감독권의 행사 또는 총괄업무 종사 공무원 가운데 ‘법령․조례 또
는 규칙’ 내지 ‘훈령 또는 사무분장’의 근거 없이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
에 의한 배치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휘․감독 및 복무
관리 권한․책임을 부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또한 부서장에 대한 ‘보조’ 및 그 보조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명확하다.
둘째, 인사․보수 업무 등 노사관계상 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가운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고정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업
무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으로 담당 업무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어
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당해 배치전환으로 노조활동에
서부터 이탈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
급 내지 지배․개입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교정․수사 및 그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운데 ‘수사 업
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상 경찰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되지만, 특정직 중에서 단결권 보장이 배제된 경찰관의 ‘경과 및 특기102)’

10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는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일반경과, 수사
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해양경과,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등으로
경과 및 특기를 구분하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경
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에 대해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
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보안경과
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특수경과 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 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등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과만이 공무원노조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
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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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모든 유사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배치전환
되는 경우라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최초 임용부터
계속해서 수사 업무와 무관한 특정 경찰 유사 업무에만 종사할 경우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법령상 규정된 ‘수사 및 그 유
사 업무’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포섭하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ILO 감시기구에서는 경찰․군대라는 용어를 엄밀히 해석하여,
“비군사적․비치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제
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된 업무상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조원의 지위로 수행하
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조정․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
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
에 대해서도 당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실질
적으로 판단하여 노조가입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업무
상 성격, 즉 공정성․공익성․중립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근로감
독관이나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노조원의 신분을 갖고 당해 업무에 종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노조가입을 금지한 것이므로 그 입법
상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03) 그러나 이
들도 앞에서 살펴본 소방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조건이 상대적
으로 열악하며, 6급 이하의 하위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주요 외국의 입법례나 ILO
의 권고를 보더라도 노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만은 보장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서 중립
성․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와 무관한 신분 내지 지위를 유
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타당
10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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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5. 단체교섭의 구조, 대상사항 및 단체협약 효력의 문제점
노사 간 현안 쟁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창구․통로라
는 측면에서 단체교섭과 같은 대화창구(communication channel)의 실질
화․활성화 및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엄정한 준수는 공무원노사관계의
성패를 가리는 결정적 잣대이다. 그런데 200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진
행된 공무원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중앙교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공동교
섭단 구성)와 교섭의제의 선정, 구체적인 교섭형식과 절차, 비교섭사항
및 단체협약의 이행담보 등이 논란거리로 제기되었다. 또 기관별 교섭에
서는 단체교섭의 기능상 한계가 주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고, 중앙․기
관별 교섭 이원화에 대응한 조율책의 부재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단체교섭의 구조와 관련하여 기관별 교섭에
서는 해당 기관장이 구체적인 보수의 수준, 보수 제도 및 인사 제도의 개
편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
대했던 중앙교섭에서도 “조합과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합의 아닌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이원적 단체교
섭 구조에 대한 전략적 준비와 각 교섭에 대한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인 대
책 마련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외노조로 남은 전공노의 공백을
인식한 ‘상징적 첫 단체교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공무원 교
섭체계가 반드시 모색․운영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노조 측이 문제 삼
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이른바 ‘법령으로 국가․지자체가 권한을 행사
하는 정책 결정사항 내지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사항’에 포함되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6년 정부 교섭단체협약
서’와 ‘2006년 정부 교섭추인사항’에서는 관련 사항이 교섭 요구서에 포함
되어 있었지만, 정작 교섭 결과에서는 ‘정책 건의’ 형태로 문서화되는 데
그쳤다.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상 비교섭사항의 법정화 및 문제 해결의
실효성 부족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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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 교섭창구를 다각화․활성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임의적 참여와 합
의의 가능성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을 것이
다.104)
셋째, 단체협약의 효력 내지 이행담보와 관련하여 법령․예산의 한계
에 구속당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해태(懈怠)하거나 어렵게 도출한 단협 조항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것은 적극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섭결렬 및 협약이행 과정상
혼란을 최소화․해결하기 위한 조정․중재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쟁
의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징상 당연한
요청이겠지만, 정말 그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6. 입법정책론적 대안의 모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산고
끝에 제정․시행된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검토해 보면, 결국 당초 목표와 달리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제한의 최대’라는 평가가 도출
될 수 있다. 아울러 법령 해석에 있어서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임의성이 초래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지워버릴 수
없다. 특히 입법형식적 문제점과 아울러 노사 대등한 균형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
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가운데, 그나마 담당 직

104) 실제로 전공노는 2008년 7월에 있었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앙․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조직
개편 등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
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조합원 표결에 부칠 것인지 여부를 논의․
의결하겠다고 주창한 바 있다. 더욱이 총액인건비제, 성과상여금제 및 공무원퇴
출제도 등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크고 무거운 쟁점들이 현재 공무원노사관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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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특수성에 근거하여 가입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범위가 대단히 넓게
그리고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방․치안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군인․경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차별 없이 그리
고 행정권력에 의한 간섭 내지 규제 없이 단결권(결사의 자유)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ILO 협약 및 제외국의 입법례 등 국제노동
기준(Global Labor Standards)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일부 드러난 측면이 있지만 ‘단결’ 자체를 ‘파업 등 단체
행동’과 동일시하여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 역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전면적 수정․보완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범위를 법률로써 규율토록 하고 있는 헌
법 제33조 제2항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 유보의 적용 대
상임을 상기하여, 공무원노조법 및 동 법 시행령을 ‘법률주의’, ‘필요․최
소한의 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권의 자연권성에 기초하여 노동3권의 최
대 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국방․치안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군
인․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105) 이를 위해서는 ① 인위적인 계
급 기준을 철폐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정의 조항에서 노
조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즉 동호 ‘가’ 목의 표현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가입 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공무원노조가 자
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② 입법 형식적으로도 시행령상 가입금지 범위를 본 법으로
대폭 축소․이관하되, 노조가입 허용 대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법상 노
105) 유사한 사례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직접적인 생산(제조․가공․조립․정비․재
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쟁의
행위 제한을 구체화한 사례라든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에서 공중의 일상생
활 및 생명․건강․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금지한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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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입이 금지된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
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인 단결 선택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는 측
면에서 현행법상 최소 규모로 지정된 노조 설립단위 규정도 폐지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행 규정은 조직형태 결정에 관한 규정이지만 불필요하게
단체교섭의 단위와 연계되면서 막상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 즉 교섭단
위가 마치 최소 설립단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잘못 운영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106) 아울러 불필요하게 소규모 공무원노조가 난립하는 현상까
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위축을 초래하려는 사용자의 악의적․공
격적 배치전환을 포함하여 담당 직무의 변화로 인한 단결권 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예방․조정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즉 상당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에 의해 배치전환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이른바 ‘행정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이 우려된다. 따라서 ‘노동관계상 지휘․감독’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성
이 의심되는 전직(轉職)의 통제가 요청된다.
넷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논의․협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 본질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구조 개선
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교섭대표, 교섭참여 노조의 대표성, 교섭위원 구
성과 교섭의제 선정, 교섭권한의 위임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현실적 대안
을 모색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기관의 적극적 협력조치,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안에 협약사항을 국회․지방의회에 부의토록 강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심의․의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섭이 난항에 봉착한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보
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기법의 모색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리적 충
10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욱, “공무원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노
동법연구』, 제2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8, pp.83～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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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적극 고려해야 하겠다.

제5절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의 법리적 검토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당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
내․외적인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본질적․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때 무엇보다 주목 받
는 것이 바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는 당초 공무원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허용하기 위한 사전적 내지
과도적 장치의 일환 정도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공무원노동
조합의 가입 대상이 대폭 제한됨에 따라 이에서 제외된 상당수 공무원들
의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도 설
계 당초부터 상당한 생래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이고 실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제의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운영 실태의 특
징을 고찰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1. 법적 성격 및 기능상의 불명확성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실
현하는 노동결사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
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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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는 별개의 조직으로 조직․운영될 것임을 상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의 단결체로 볼 수 있는가, 즉 노동조
합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단결권 보장의 일환으로 공무원직장
협의회 제도가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노동3권의 보장과는 무관하게 공무
원의 참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제
도에 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가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
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2․6 노사정 합의’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그 법적 성격 및 기능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관한 논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법적 성격,
즉 동 법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보장규정에 근거한 법률인가 아
니면 이와는 별도의 노사협의회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률인
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먼저 동 법을 일종의 노사협의회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대표하여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들의 지위향
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
권에 근거한 법률이기 위해서는 동 협의회가 단결권․단체교섭권의 주체,
즉 노조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것
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 활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
력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동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의 목적 활동 및 임무
는 노사협의회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에 대하여 기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의된 사
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과 같은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협의는 근로자참여협력법상의 노사협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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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성격이 다르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그 내용상 실질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
권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07)
반면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로는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1월 15일 발족
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동 년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마련된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일부 내용이 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비록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완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아닐지라도 추후 노동운동
보장의 전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의회의 설립이 노사 다
같이 특히 근로자 전체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와 다르고 노동조합에 가
입할 수 없는 자는 역시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셋째 협의회
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제4조), 넷째 그 기능에 있어
서도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을 들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 다섯째 당사자의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은 아닐지라도 문서로 작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할 것 등을 정한
것(제9조)은 근로자참여협력법상의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단결권․단체교
섭권 보장의 기초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8)
공무원직장협의회에게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과 단체행
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향유
하는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결사체 내지 헌법․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공무원직
장협의회법상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109)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
107)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1999, pp.173～174 참조.
108) 이병태,『최신 노동법』, 현암사, 1999, pp.83～84 참조.
109)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1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목적상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

70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참법의 노사협의회보다도 협의기능을 제한하고 있고 합의․결정사항의
이행력 확보에 있어서도 매우 느슨한 규율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애
매한 노사협의․결정기구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공무원직장협
의회가 노사정위원회의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정되었다는 연혁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의 사전적․초보적
단계”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110) 그러나 ‘사전적․초보적 단
계’의 수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상당수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명실공히 조직․운
영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사전적․초보적’ 단결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뒤에서 살펴보
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공무원직장협의
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73%의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노동조합
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분명
한 방향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2. 상․하위 법령 간의 일관성 결여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직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동 법 제7조), 본 법과 시
권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
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의 예방․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과 명백히 구분될 뿐 아니라,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
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협력법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넓은 의미에서의 ‘근
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유사하다”는 공무원단체의 주
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목적상의 불명확함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0) 임종률,『노동법』, 박영사, 1999, p.278. 임종률 교수는 이 법이 일반공무원에게
헌법상의 단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범
위를 확장하는 데 ‘초보적․과도기적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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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사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본 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기구로서의 공
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가급적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
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은 직장협의회를 대립적 노사관계
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과 유사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 활동을 가급적 제한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비치고 있다. 특히 본 법에서는 제2조(설립), 제3조
(가입 범위) 및 제5조(협의회의 기능)와 같이 다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규정도 있지만, 제1조(목적),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111) 및 제6조(기관장의 직무)112)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의 자율성 제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
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에서는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과 같이 본 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규
정과 회의 장소․사무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13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조문들이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활동을 규제․제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법에서는 그나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직․운영의 자율적 활
용의 가능성이 다소나마 비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공무원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조직․운영될 수 있는
‘특별한’ 공무원조직체로 돌변하고 만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
할 수 있겠으나, 동 법의 제정 단계에서는 이른바 ‘국민적 합의’와 같은
개방적 사회 분위기가 작용한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가면 종래의 보수적이
111)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자유로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그 설치․운영이 강제
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입법적 태도라 하겠다.
따라서 이를 놓고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같이 ‘권
장제도’가 아니라 가급적 제한해야 하는 ‘기피 제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이다.
112) 즉 제1항에서는 기관장의 협의에 대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야 할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기관장에게 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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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정적․경직적인 공직사회의 노사관계론이 엄격히 대두되는 악순환
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재정립과 함께 본
법과 시행령 간의 위상차(phase difference)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기능적 한계 및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원인 제공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입․탈퇴, 협의사항․협
의의무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능적 한계 및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율에 맡기
고 있으면서도 그 설립에는 상당한 제약을 부가함으로써 기능적 한계뿐
만 아니라 조직․활동 범위와 관련한 노사 간의 현실적인 갈등을 야기하
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기관에 근무
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공직협법 제2조
제1항), 그 기관 단위를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인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동 시행령 제2조)113) 상시근로자 30인 이
상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달리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조직의 자율성 vs. 강
제성).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의 사
전적․초보적 단계로 이해한 결과,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야
할 공무원 단결체’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결체를 ‘조직하는 당사자’에 대한 제한에 앞서 ‘사용자적 입
장’에 있는 기관장의 직무상 계급에 따라 규제를 가함으로써, 소규모 내
지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회의 현안 쟁점을 충실히 반
영․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노사 간 참여․협의․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13)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직될 수 있는 국가기관 등은 그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과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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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공직협법 제2조 제2항), 2 이상의 기관 단위
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체를 설립할 수 없도
록 하는(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통보 및
설립증 교부 제도를 둠으로써(법 제2조 제3항, 시행령 제4조)114) 직장협
의회의 조직형태 및 협의회 사이의 연계․협력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115) 이러한 사항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동
조합과 사실상 동일시한 결과로 보이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현 시점
에서는 철저히 기관 단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가두는’ 부정적 역할 외
에는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따라 과거 기관 단위 공무원
노사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공무원단체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야기
하는 주된 원인이 된 바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운영 이후 공무원직
장협의회가 급속하게 위축․소멸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각기 다른 위상․기능을 가짐으로써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로

114) 본 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기관장에게
별도 서식(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설립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지우고
(제3항) 있고, 시행령 제4조에서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
지․설립 총회의 개최 일시․장소․설립 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
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있다.
아울러 기관장이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도 서식의 공무
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
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
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 따라서 동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제5항) 된다. 이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노조법
과 사실상 동일한 모습으로 설립신고 제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노사협의회 제
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115) 결국 이러한 규정은 현재(최근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예정대로라면 2009년 말까
지)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
는 노조법의 복수노조금지원칙과 상당히 유사한 규제적인 입법 태도라고 할 수
있다.

74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탈퇴가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선택
에 맡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기관 구성원에 대한 대표성과
관련하여서도 기능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즉 직장협의회
에의 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법 제4조) 협의
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고
용직 공무원 등으로 하고(법 제3조 제1항),116)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
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으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 등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 조 제2항).117)
116)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
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
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
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117) 아울러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 출납․비서․기밀․보
안․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
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을 말하며, 그 직무대리자를 포함, ③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
령 제2조 제1호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자료 정
리․타자 등 단순업무보조자는 제외, ④ 예산․경리․물품 출납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자료 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보조자는 제외, ⑤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⑥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⑦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
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
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업무에 수행하는 공무원, ⑧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⑨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
다. 아울러 동 조 제2항에서는 기관장이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
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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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규율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사실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단계에서부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공
무원단결체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게 한다. 따
라서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져 있
는데다가118) 기관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지도 못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
회가 공직사회 조직내부의 고충․갈등을 협의․결정․해소하는 대화 통
로로서 소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허용 내지 가입금지의 범위가 공무원
노조법상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첩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조차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 기술직렬의 외무공무
원을 제외한 대다수 특정직 공무원119)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고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생존권․행
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
래되고 있다.120)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충 내지 현안 쟁
점을 해소할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대화 창구로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
118) 시행령 제6조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도 서식
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
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
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2항). 아울러 이러한 인사명령의 발령
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경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119) 즉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
보원의 직원과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
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120) 한편 용어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7호는 ‘법 제4조 제2항,
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
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2호의 각 직렬“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연구․기
술직렬은 있으나 ‘특수기술직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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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조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에 대한 본질적․전면적 제한이라는 대내․외
적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
셋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는 협의사항 등의 범
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렵게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고충
을 해결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
의사항으로는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제1호), 업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제2호),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
한 사항(제3호) 및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법 제5조 제1항), 대상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이면서 동시에 내용
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근참법상 협의사항(제20조) 및 의결사항(제21조)과
같은 수준의 협의․결정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사
항(제22조)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아 노사 간 정보공유의 기능도 없다. 특
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장의 성실협의의무 및
성실이행의무도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6조 제1, 2항), 의결사항의 불이행
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121)을 부과할 수 있는 근참법에 비하여 훨씬 느슨
한 규율 태도(예를 들어,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규정 부재)를 취함으로
써 합의사항의 이행강제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직․가입과 같은 ‘입구’적 제한도 적지
않지만 이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출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중층적 규제’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된다. 아울러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어느 시점까지 유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설령, 무언가 의미 있는 존
재로서 거듭나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욕구를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방향
121) 근참법 제30조에서는 제24조(의결된 사항의 이행)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호)에 대해서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두고 있다. 한편 동 법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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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도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넷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규제를 가함으
로써 직장협의회의 기능․운영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법 제6조 제3항), ‘협의’를 제외한
근무시간 중의 직장협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시행령 제11조), 직장협
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여 전임 공무원의 취임
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2조).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비교해 보더
라도 너무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을 전임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 공감대를 통해 보더라도 지나친 규제
로밖에는 평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적
극적인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사 간 갈등의 소지를 상당 부분 안고
있는 것이다.122) 따라서 보다 선의의 활동가를 지원․보호함으로써 공직
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양호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

122)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인천광역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사건)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가 1999. 6. 1.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전문 16개조의「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직장협의의회 위원의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3조의 규정에 대해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의 규정 내용은 협의회 위원의 경우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
는 바, 이를 위 관련 규정 및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
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의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
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
석됨에도,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
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
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
적으로 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
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
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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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충처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민간부문 노사협의회에 비해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
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수요가 가장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라 아니할 수 없다. 또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가 상당히 많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전혀 형사제재 장치가 없는 것도 다소간의 재고를
요한다. 벌칙규정이 많은 것이 선진적 노동관계법제로 볼 수 없고, 오히
려 이를 지양해야 하겠지만, 법제도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장치는 고려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사례 분석
이상의 법리분석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정합적(現實整合
的)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를 위해 필자는 2009년 7∼8월간 4개 지역(서울시, 성남시, 경북도청, 경
북 예천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을 방문하여 그 운영
상황 및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분석한 바 있다. 이하는 그 중요한 부분
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직의 조직․운영 형태는 크게 ① 노동조합만 존재
하는 경우, ② 공무원직장협의회만 존재하는 경우 및 ③ 노동조합과 공무
원직장협의회가 공존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실질적으로 활동하
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가 있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그 실체
(기능․활동)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조직․운영되는 경우
는 직장협의회만 존재하는 소수의 사례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는 현행법상 한계 설정에 따라 다소 제
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법상 허용된 가입 대상의 대
부분(90% 이상)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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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후원(명예) 회원’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일부 상위 직급의 공무원들
도 이에 사실상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앞에서 살펴본 입법적 연혁에서 볼 때, 공무원노조 설립․운영의 입법
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래 직장
협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례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공무원 조직의 ‘성향’
내지 ‘현실적 한계(경향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당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특수성(개방성 vs. 폐쇄성), 지역주민의 의식 성향
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의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향성(공
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정도 내지 보수성(개인적 신
념) 등)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노동조
합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예를 들어, 보다 강력한 신
분 보장 내지 근무환경 개선 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의 존부 등)
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담당하는 협의의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
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현행법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
로 분석된다. 다만, 주된 협의 영역이 ‘복리후생’ 내지 ‘근무환경’ 사항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산상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
만큼 해당 지역 자치단체(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상조회’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공무원들의 각종 애
경사에 활동․재정의 상당한 비중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
면,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속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결정 사항에의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기본 원칙’ 내지 ‘제도운영 방
향’의 설정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 과정은 매년 2회 정도의 정기회의와 사안의
필요성에 따른 수시회의(협의)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협의 과정은 통상적인 모습의 ‘회의 형식’이라기보
다는 서면질의 내지 의견개진 및 이에 대한 대응(답변) 등의 형태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교착상태의 타개’를 위해서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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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치단체장)과 직장협의회 회장 사이의 협의․조정 과정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상당수의 협의과정이 ‘실무협의’라는 형
식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직장협의회를 통한 노사 간 쟁점 해결의 결과물은 ‘서면합의’의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노력하겠다” 내지 “적극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문구로 표현되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사항의 이행 정도는 오히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는 협의․합의 사항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매우 한정적 범위로
제한되는 데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기대치(눈높이)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사 간 분쟁해결 및 공무원의 근무환
경 개선 등에 대한 효율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
안에 대한 구체적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협의사항의 확대’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
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협의회 회장 등 집행부의 활동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활동 보호․지원 장치의 마련’을 적극 희망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와 같이 ‘직장협의회 활동에만 전념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주목된다.
끝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병존 가능성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기존 공무원노동조
합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산별)노동조합 조직화를 지향하는 직장
협의회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공무
원직장협의회 제도가 만들어진 입법적 연혁 및 그 동안 흘러온 공무원 노
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공무원단결체 내부의 의
식적 경향성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을 사실상 대신할 수 있는 ‘기관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비판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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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능․위상을 갖춘 ‘제3의 조직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제도개선의 가능성 모색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 조직에서부터
운영 과정 및 성과에 있어서 어느 하나 만족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
다. 다양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조직․가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렵게 조직․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논의․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꺼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더구나 각 기관장의 성향
여하에 따라 지금까지의 고생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지 말란 법도 없
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법․제도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조직
체로서 아무 것도 없는 편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 정도”가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금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어떻게 유지․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서 향후 동 제도를 어떻게 개선․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인 평가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가들은 지금의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존재”
로 보고 있는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들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직
장협의회를 과감히 청산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직사회 내부의 반노동조합
적 정서 내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존재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70% 이상의 엄청난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또는 정서적으
로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는 일부 공무원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 가
능성이 법․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현재까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기존 공무원 노동관
계법제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 내지 한계의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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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123) 더구나 현재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물론
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조차 단결체 활동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 내지 고충처리 더
나아가 권익 향상을 공무원노조의 전면적 허용이라는 그 요원한 시점까
지 무작정 미룬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 사고일 뿐 아니라, 앞에서 여
러 차례 지적․비판한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획일
적․경직적 사고방식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재 각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한 현 정부를 포함한 각계의 반응 내지 법제 개선의 가능
성을 보더라도 보다 현실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공공부
문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
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더욱더 그 촉각이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의 전향적 개선을 고려할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전
무’해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학계를 비롯한 여론 선도 계층에서의 여
러 가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란 과정 및 경제위기로 인한 현실적 한계
의 인정 경향성 역시 무시하지 못할 법제개선 과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 역시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칠
데로 지친 상태이며 공무원사회에서 나타날 입법 논쟁을 마냥 당연하게
참아줄 것 같지가 않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현실 상황을 고려한 접근방법상 다소간의 조정․우회
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차적 도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공무원직장협의
회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무원노조가 직장협의회 조직을 완전히 장
악하는 한편, 노조 조직 내부의 각종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이를 점차적으
로 노조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섣부른 공무원직장협
의회법 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위치가 잠식되지 않을 것을 경계하는 ‘노
123) 이는 필자가 최근 경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실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무원상(像) 내지 공
무원들의 일반적 의식․경향성이 작용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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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도 함께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노동조합은 고
사하고 직장협의회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당수 직렬․직무의 공무원들의
조직화를 달성하기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작용한다. 두 번
째 방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같이 전
환․재구성하는 입법정책론적 접근방법이다.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과 유사한 또는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과도적․잠정적 조직이
었다면, 이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규율․통제’가 불가피한 조직이었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직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새로운
공무원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의 기제로 바꾸어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
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현실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바로 민간부문 노
사협의회가 지녔던 부정적인 기억, 즉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제약하
는 동시에 그 투쟁성․자주성을 위축․약화시켰던 역사적 전철이 남아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노사협의회 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에 대한 비판적 법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제6절 민간부문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
라고 정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즉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노사 간의 이
해․이익이 충돌하는 이른바 대향(對向)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노사협의회 제도는 복지증진․기업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노사 간
쟁점을 해결하는 대화창구라고 할 수 있다.124)
124) 노사협의회 제도의 이념으로는 ①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권한의 우위성을 인정하
는 동시에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배타적․전권적 지배를 수정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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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는 당초 1963년 노동조합법에 그 설치 근거규정(노조
법 제6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1973년 및 1974년의 노조법 개
정시에는 이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1980년의 노사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완성․체계화되었다. 특히 구법의 관련 규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
이 노사가 ‘상호 협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발전을 도모토
록 한다는 소기의 목적, 다시 말해서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 군부정권이 노동조합의 투쟁성을 상대적으로 누그러뜨리기 위한 수
단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년부터 분출된 이른바 ‘민
주화’가 진행된 이후의 노동관계법제 개혁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이
미지를 가급적 벗어버리고 보다 전향적․선진적 목표, 즉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이를 통한 노사협력과 공동발전”을 달성한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
세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법 제정 형식을 통해 현재와 같은 법명
으로 전면 수정되는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기능․위상125) 강화가 추진되
었다.
한편 노사협의회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는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개념(근기법 제2조 제1호, 제2호)을 준용함으로써 노사협
의회의 근로자대표는 종업원, 즉 기업 내 전체 근로자의 대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노사협의회 제도가 노동조합과 같이 그 구성원인 조합
원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에
서 종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이들을 지휘․명령하여 기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화창구로서 기능할 것을

② 사용자의 사업(장) 내 절대적 지배를 제도적 지배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내 민
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의미 및 ③ 노사가 사업 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보다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정․협력해야 한다는 노사파트너십
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훈․이승욱,『노사협
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pp.6～9 참조).
125) 노사협의회 제도의 기능으로는 ①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②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근로자의 관여를
통한 경영참가 기능, ③ 미조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조건 결정과정을
통한 근로자보호 기능, ④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창의․창발성으로 나타나
는 생산성 향상 기능, ⑤ 노사 간 갈등․고충의 사전적 처리를 통한 분쟁예방 기
능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김훈․이승욱, 전게서, pp.9～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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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입법적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현행법상 설계․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구조(특
징)을 살펴보면, 먼저 그 설치(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업장)와 운영(정기회의, 협의회 규정 및 고충처리위원)이 벌칙규정을 배
경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단결권 내지 단결 선택의 자유에 근거한 임의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니
고 있음에 비해, 노사협의회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통
한 기업 발전에 적극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출된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서 활동
할 수 있는 권한 및 근로자대표 위촉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이원
적(二元的)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종래 구법상의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이 조직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그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노동조
합의 투쟁성을 규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
습이라 할 것이다. 셋째, 보고사항의 법정(法定)을 통한 정보교환, 협의사
항을 통한 공동협의 기능 외에 의결사항 및 중재 결정사항의 이행을 벌칙
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종래 노사협의회법상 노사 간의 합의절차 내지 합의결과에 대한 법
적 효력규정 부재(不在)함으로써 그 이행이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폐단을 극복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의 실효성을 적극 제
고하기 위한 기능․위상 강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제도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제도는 노사 간에 발생한 현안
쟁점을 해결하는 대화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 간 분
쟁해결창구는 단체교섭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자의 상호관계 내지 구별 기준이 문제된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서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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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 단체
행동을 포함한 일체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조직․운영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규
정이라 할 것이다.126)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의결․보고사
항으로 노사 현안 쟁점을 취급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게 되며, 특정한 사항에 대한 노사
협정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체협약의 규정․효력에 무관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맺은 노사협정은 단체
협약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포괄적인 동의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27) 그러나 기업의 경영악화를 벗어나기 위
한 고용조정과 근로자대표로서의 노사협의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를 적
126) 그러나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양자가 매우 긴밀하게 연계․교차되는 상호관련성
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의 1991년도 노사협
의회 제도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이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형태는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결형(예비
교섭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은 38.4%였고, 아예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을 대
체하는 형태도 3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용자 측은 전반적으
로 노사협의회 제도의 단체교섭 대체(노사협의회 중심의 노사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을 보완해서 운영하
는 형태(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보
이고 있다.
127) 예를 들어, 포항종합제철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중략> 노동조합과
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
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신
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위
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
다”고 판시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에 이를 인준하는 기능에 있어서 노
사협정은 단체협약과 동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제3부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이에 비해
대법원 제1부 1995. 10. 12. 선고, 95다13210 판결(한국전력공사사건)에서는 “단
체협약의 체결 및 갱신을 인준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의 개별
적인 위임이나 동의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해도 그 근로자들
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적법한 동의를 밭은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
여 단체협약을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후 동의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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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즉 노동조합이 조
직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경영상 이유
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였다면 그러한 협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요구하는 유효한 노사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128)가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해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Junior
Board)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노사협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129)도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의 한계, 즉 노사협정의 법적 효
력 제한 및 합의․압력수단(투쟁력)의 부재를 포함한 실질적 기능․위상
의 한계를 통해 볼 때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내지 근로조건 규
율기능을 가진 사적 규범으로서의 단체협약과 대치․동격화는 불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석상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기구로서의 노조의 기능을 함부로 대체하는 위
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노
조가 존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사
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하여 고용조정과 관련한 협의사
항의 노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있겠다.
구체적으로 노사협의회 제도와 노동조합(단체교섭)을 구분하는 법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 조직의 임의성, 활동 주체, 협상 결렬시 압력
수단 및 논의의 대상사항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서 노동조합․단체교섭이 헌법 제33조 제1항이
라는 명시적 확인규정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노조법이라는 실
정법률을 두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제도는 그 설립․운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한 채 현행 근참법이라는 실정법률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학자
들 사이의 논의130)가 진행되고 있지만, 굳이 헌법적 근거를 찾자면 재산
128)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3016 판결(삼보지질(주)사건)
129) 대법원 제1부 2002. 8. 27. 선고, 2000두6756 판결(현대건설(주)사건)
130) 먼저 헌법 제33조를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포괄하는 이른바 집단적 노사자치
의 기본적 근거규정으로 보고 노사협의회 및 이를 규율하는 근참법의 헌법적 근
거를 여기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박종희,『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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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 및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 2항 및 경제활동의
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정도가 그 헌법적 근거규
정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의 임의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임의단체로서 그 운영
의 민주성․자주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운영이 실정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리 설정된
결과라 하겠다.
셋째, 활동 주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이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중심으
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노사협의회는 전체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가 활동의 중심을 형성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노동조합이 그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결강
제 제도131) 등의 활용까지 허용하는 동시에 사용자(이익대표자)로서의
지위에 해당되는 자 및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가입을 허용하지 않
는132) 다소 배타적 근로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노사협의회 제도
는 사용자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8, pp.12～16 참
조). 그러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제도는 그 형태상 집단성을 갖는 공통점 외
에는 그 사상적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로, 노사협의회는 협동적 노사관계로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김형배,『노동법』(제18판), 박영사, 2009, pp.86～89, 983
～984 참조). 아울러 전자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의 참
여․협력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소유․경영의 자유를 전제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
하는 이승욱 교수의 견해도 주목된다(김훈․이승욱, 전게서, pp.3～6 참조).
131) 통상적인 단결강제 제도로는 Shop제도를 들 수 있는데, 조합가입이 고용유지의
전제로 작용하는 Union shop, 조합가입이 취업의 전제가 되는 Closed shop 등
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Agency shop(조합비납부 강제), Preferential
shop(조합원 우선채용) 및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조합원지위 유지)
등이 있다. 한편 Open shop은 단결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결강제 제도
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Shop제도라 하겠다.
132)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및 라목의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지만, 노동
조합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청이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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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포용적 노사공
동협의체라는 점이다.
넷째, 노사 간 협상이 교착․결렬되는 상태에 이를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압력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배경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자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합의하
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 제도는 이러한 쟁의행위가 금지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사용자가 수용토록 압력을 가할 수 있
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노사협의회가 그 이념상
파트너십(Partnerschaftsgedanke)의 증진을 추구한 결과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협의․의결할 수 있는 대
상사항에 대해서는 종래 단체교섭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 노사 간 이해대립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반
면, 노사협의회는 기업의 발전․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이해공통사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출발한 독일 등 서구 유럽과의 법․제도적 환경의 차이 등 노사관계의 현
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사관계이원론(勞使關係二元論)’은 조속
히 극복될 필요가 있다.
종래 노사관계이원론은 노사협의회 제도와 노동조합․단체교섭의 관
계를 설정하는 근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이 ‘엄격히
구별’되어야 노사관계가 안정․발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사관계를 1차적 관계인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관계와 2차적 관계인
경영진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로 구분하고, 제1차 관계에서는 노사의 친
화․우호․협력의 장으로서 평화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노사공동의 경
영성과, 즉 파이(pie)의 확대를 위한 이해공통의 노사협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2차적 관계에서는 1차적 노사관계에서 증대시
킨 경영성과, 즉 파이(pie)의 분배를 위해 노사 간 이해가 대립되는 장이
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중심이 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최후 수단으로서의 쟁의행위라는 투쟁력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제도는 이 가운데 1차적 노사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인 만큼 제2차 관계인 단체교섭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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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엄격히 구분할수록 노사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
다.133) 그러나 이른바 노사관계이원론은 독일 등 서구 유럽의 산업별노조
조직체제를 전제함으로써 기업 밖에서 존재하는 노동조합․단체교섭과
기업 내부에 존재․활동하는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 Betriebsrats)를
엄격히 구분하는 중층적 노사관계론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산
별․지역별 초기업단위 노조 조직화 경향134)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135)에서 상당
한 현실적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확
대 경향 및 그 구별의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노사협의회에서의 논의
133) 최근에는 이와 함께 전통적인 공산주의적 노자관계론(勞資關係論)을 비판하면
서 친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조승혁,
『21세기 아름답고 역동적인 노사관계론』, 정암문화사, 2004, pp.25～34; 이광택
외,『노사의 마주섬과 협력의 노사공동체 윤리(모색)』, (사)노사문제협의회,
2006, pp.105～119 각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노동과 경영의 “기능분화론에 기초
한 노사관계론” 역시 산업별노조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의 제도경제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 노사관계와는 다소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134) 예를 들어 최근에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의 조직 단위가 기업
의 한계․틀을 넘어서는 이른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된 바 있다. 19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조직근로자의 과반수인 84만 명의 조
합원들이 50여 개의 산별노조에 가입하였으며, 2006년 말 완성차 4사를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산별로의 조직전환이 이루어져 금속산별노
조의 조합원은 약 14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 11월에는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조합원 2만 5천명)가 70% 가까운 찬성률로 운수산별로의 전환을
통과시켰고, 12월에는 철도․화물․버스․택시 등이 참여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연맹이 출범하였다. 또 같은 11월에 사회보험노조 역시 70%에 육박하는 찬성률
로 산별전환에 성공하였고, 공공서비스노조가 창립발기인 대회를 가짐으로써 양
대 노조의 통합연맹 구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어진 2007년은 산별전환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07년 1월 19일 공공서비스노조, 운수
노조 그리고 공공연맹 산하 산별 미전환 노조를 포함한 15만의 조합원을 가진
산별연맹이 출범하였다. 또 그 해 11월에는 금속연맹 산하 34개 노조(조합원 14
만 4,492명)가 ‘금속산별노조’로 공식 출범하였고, 보건의료 및 금속, 금융 등에
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졌다. 또 지역일반노조나 기타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초기업별 임단협이 추진되기도 하였다(은수미․정주연․이주희, 『산별 노사관
계, 실현가능한 미래인가?』, 한국노동연구원, 2008, p.2, p.169 참조).
135) 아직까지도 산별․지역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
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실질적인 운영은 종전과 같은 기
업 단위 지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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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특히 이
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이른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근
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사항’으로만 묶어두려는 이른바 ‘단체교
섭권 중심론’에 기초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노동3권을 병렬적
으로 규정․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질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노사협의회 제도는 노동조합의 존재․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노사관계상 조직으로서의 독자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을 저해․위축시키지 않음을 물론 노동
조합이 수행하지 못하는 공백, 예를 들어 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자 경영
참여 및 이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내지 기업경쟁력 창출, 노사 간 신뢰 회
복 내지 협력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사 간 상시적 대화채널 내지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36)

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행 근참법상 규정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사항을 보면, 노사협
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同數)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근참법 제6조 제1항). 즉 근로
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에 대해 대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 위촉권까지 부여하고
136) 이러한 목표는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기업의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때 우리 산업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목되었던 YK사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참여경영과 HRD의
결합을 통한 신경쟁력 창출이 그 대표적 특징이었다. 또 대표적인 가전제품 생
산업체이면서 강성 노조로 인한 노사불신 관행을 극복했던 L전자(창원)는 노경
문화 구축 및 오프라인 참여를 통한 학습의 제도화가 그 주된 성과의 원동력이
었다. 한편 무노조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E사조차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현
장에서 이사회까지 중층적 경영참여를 통한 다각적 노사협의 체제를 구축․운
영하고 있다. 또 조선업계의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D사 역시 작업장참여
(반생산회의)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이
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노사 간 상호신뢰 형성, 촘촘한 정보공유․대화채널,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사안별 노사공동위원회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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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근참법 제6조 제2항). 이와 함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또는 작업부서별 근로자 수 비례로 근로
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여 이를 통한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3조 제1
항).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에 가급적 합
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동
제2항). 한편 사용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경영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사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노사 위원의 임기는 종래 구법에서 1년(연임 기능)으로 제한
하던 것을 대폭 유연화하여 3년(연임 가능)으로 변경하고, 보궐시에는 전
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까지 역할을 수행하되, 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에라
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담당토록 하여 노사
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근참법 제
8조).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대표 및 회의 진행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
의장은 노사 위원 중 호선(互選)하거나 또는 노사 각 1인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참법 제7조). 이는 종래 구법상 노사협의
회 제도 도입 초기에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주도하던 잘못된 관행을 시
정하기 위한 보완적 입법의 결과라 하겠다.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매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정기회
의와 필요시 개최될 수 있는 임시회의를 중심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의
통보, 회의 자료의 사전 제공 및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
의 2 찬성을 통한 의결 등과 같은 기본적 운영사항을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다(근참법 제12조 내지 제19조). 특히 협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정
보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규정(근참법 제14조, 제17조)을 통해 노사협의
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기업비밀 보호를 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 규정도 두고 있다(근참법 제9조, 제10조, 제11
조). 즉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에 있어서 비상임․무보수를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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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노사협의회에 출석하는 시간 및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시간
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시간 인정(≒time off)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측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노사협의회의 업무를 위한
장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제공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근참
법 제10조 제2항).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근로
자위원의 선출 과정에 대해서 일체 지배․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
로자위원이 사용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종업원대표로서의 위
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내지 선출 지배․개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노사 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분위기 조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노사 간 현안 쟁점해결 기능에 있어서는 ‘임무’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보다 큰 기대치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노사협의회에서 사용
자가 근로자 측에게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하는 보고사항으로 경영계
획 및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근
참법 제22조). 더구나 사용자가 보고․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응하는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제22조 제3항),
사용자 측의 보다 성의 있는 기업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측과 나름대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일
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항목, 즉 협의사항에는 성과배분, 근로자 채
용․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기술상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 제도개선 및 직
무 발명과 관련한 보상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근참법 제20
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협의사항을 상당부분 현실
성 있게 수정․보완한 부분인데,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쟁의 관련 사항
을 삭제하는 한편, 작업장 내 근로자 감시시설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12
월 노동관계법 개정시에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 양
립지원 사항을 신설하였다. 협의사항은 단순히 협의 과정만 거치면 사용
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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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노사위원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
한 경우에는 의결, 즉 사실상 노사 공동결정사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결사항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근참법 제15조). 노
사협의회의 의결, 다시 말해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
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의 의결사항에는 교육훈련, 능력개발 기
본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 복지시설 및 제도, 고충처리 미결사
항 및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고 있다(근참법 제21조).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의 기능 강화, 즉 사실상 단체교섭에 근접하는 정도
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결사항의 이행강제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있다.
먼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참법 제24조), 노사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노사 간 현안 쟁점을 해결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 노사협의회에서 의
결해야 하는 사항이 노사합의로 도출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있어서 노사 간 의견이 상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내
부에 임의로 중재기구를 설치하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
로써 이를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다(근참법 제25조). 더구나 이러한 중재
로써 노사 간 의견불일치 사항을 해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노사가
그 결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의결사항의 불이행이나 중재사
항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 제
제규정까지 둠으로써 사실상 노사협정의 이행을 단체협약의 그것에 근접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근참법 벌칙 제30조 제2호, 제
3호).
이 밖에도 현행 근참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사업(장)에서의
근로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불만 또는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설정․운영토록 하고 있다(근참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적 불만 축적으로 전체 노사관계가 악
화되지 않도록 예방토록 하며,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노사 모두의 관심
및 전문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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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노사협의회 제도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
1990년대 이전의 노사협의회 제도는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권에 의해 도입되어 주로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근로
자들의 경영참여 내지 공동결정을 통한 복지증진보다는 산업평화 유지와
기업의 발전․생산성 향상만을 강조하는 기형적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의 편향된 노사협의회 선호도와 이에 대한 반작용 내
지 그에 대칭적으로 노동계는 노사협의회 제도를 극도로 기피하거나 사
실상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전락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본연의 위상과 기
능을 다하지 못한 채 법에 의해 강제되는 한도에서만 피상적․외형적으
로만 존재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제도 그
자체는 노동조합의 존재 내지 운영 방향과 무관하게 그 나름의 독자적 존
재 의미와 위상․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 운영에의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목소리 내기’
는 근로자들의 창의성․창발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인적자원관리의 가
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최근 경제 선진 제외국의
일반화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 노
동관계법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제도의 21세기
적 모형 개발 내지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기능․위
상 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
로서 나타난 것이 1997년 현행 근참법의 제정 및 그 후속 조치로 계속된
근참법 개정 작업이라 할 수 있다.137) 이러한 성과의 핵심에는 노사협의
회의 기능 강화를 포함하여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대표기
구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노사 간의 현안 쟁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노사관계 개선의 실질적 창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목
표가 자리잡고 있었다.
137) 1996년 12월 및 1997년 3월의 현행 근참법 제정시에 단행된 근로자위원 선출 과
정 개선, 협의사항 확대 및 의결사항 신설,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시 중재
가능성 확보,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2006년 12월의 이른바 선진화 입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
대, 사전 자료요구권 신설, 협의사항의 재조정 등이 그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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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도 노사협의회 제도는 여러 가지 미비점 내지 한계가 작용
하고 있다. 특히 2003년의「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제기한
몇몇 중요 법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의 노사정위원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한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
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모든 근로자위
원의 직접 선출(노조대표권 삭제), ② 근로자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대
표’로의 인정, ③ 협의사항의 확대 및 합의․의결사항의 효력 강화, ④ 근
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⑤ 근로소외계층(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참여기회 확대
및 ⑥ 사전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벌칙규정 신설) 등으로 집약
된다.138)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노
사협의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강화를 위해 보다 심층적 연구․분석이
요청된다. 다만, 이하에서는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활성화
가 당장 필요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에 직접적인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으로 한정하여 그 문제점을 지
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의 노사협의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설립 여부를 달
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는 있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는 획일적
인 기준에 따라 그 설립 강제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의 수 역시 동수(同數) 구성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당히
획일적인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업의 규모, 특성 및 사안의 난이도
내지 노사관계상 상황에 맞게 적절히 탄력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의 노조조직률 저하 경향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낮은
노조조직률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영세한 기업에서 노동조합의
138) 이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노사협의회 조직․운영 사업(장) 범위의 확대, 종업
원 수에 비례하는 노사협의회 위원 수의 탄력화, 의결사항의 문서화, 노사협의
회․노사협정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의 상호관계 명확화 등을 주장하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형배, 전게서, pp.1006
～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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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노사협의회가 일정 정도 메우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설치 강제 기준을 보다 낮추어 더 많은 사업
(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139) 아울러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 동수 구성을 폐지할 필요도 있는
데 현행과 같이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하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든
2분의 1로 하든,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협의회의 결정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협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가 ‘합의’한 때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위원 간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는 예컨대 근로자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근로자위원의 입장으로 통일시키
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140)
둘째, 현재 기존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즉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모든 종업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3년 선진화 방안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종래 노사협의회 제도는 과반수
노조에 대해 과다하게 대표권이 부여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까
지 중첩적으로 장악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이후 복
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노조법상 교섭대표,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등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관련되는 모든 제도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 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현행 근참법상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원칙만 규정되어 있
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복수노조 허용시 근로자위원 선
출과 관련한 근로자 간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위원 선출
제도를 유지한다면 근로조건 결정에서의 안정성이 도모되는 반면, 소수
139) 김형배, 전게서, p.1007 참조.
140)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한국노동연
구원, 2003, 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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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여한다면 노조와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불안정의 우려가 발생한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화 방안은 과반수 노조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일정 비율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을 둘 것을 제안한 바 있다.141)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
하겠지만, 구체적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다종다
양한 근로자집단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142)
셋째,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담보력을 보
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행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광범위
한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거
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시 벌칙만 부여될 뿐, 법적인 효력근거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사항도 의결의 대상이 되는데, 협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
진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의 관계가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 해석상으로는 취업규칙보다 후순위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상은 해석상 부득이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의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노
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을 부여함으
141)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전게보고서, pp.35～38 참조.
142) 이와 관련하여 선진화 방안에서는 특정한 고용형태나 성이 일정한 비율을 넘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 명단에 다른 고용형태나 성을
가진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고용형태
나 성을 가진 비조합원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추천 인원을 일정한 비율(예 : 1/30)
로 완화하거나 일정한 수(예 : 10명)로 완화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른 고용형태나 성을 가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때
에는, 이들의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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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노사공동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사협의
회의 본래의 임무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근로계약이나 단체협
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판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
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결사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등에 의한 분쟁해결 제도의 마련 등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종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43) 다
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관
여(동의․찬성의 효과 부여 여부)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취업규칙과 노사협정, 그
리고 단체협약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입법정책적 방
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사회에서도 최
근 근로형태 내지 고용유형의 다양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보
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모든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현
안 쟁점을 제기․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선진화위원회에서는 근참법상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 정의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협력과 발전이라
는 근참법의 독자적인 취지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정의와 일치하고 있는 범주의 근로자는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에 대한 참가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파견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등과 같은 간접
고용 근로자들은 이들의 노동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충처
리 등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
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으나, 당
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자가 있고 이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
14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전게보고서, pp.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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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3월 이상 계속
사용된 자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파견근로자나 사내 하청근로자와 같이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당해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예컨대 3월 이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다면적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목적 범위 내의 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서는 근로자위원 선출이나 피선출 자격을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노사협의
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으
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노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144) 각 공직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참법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알
게 된 기업 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은 모든 근로자위원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완장치가 요청되며, 이는
특히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사회에
서는 더욱 강하게 요청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 비밀로서 사용자가 기밀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
토록 할 필요가 있겠다.145)

144)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전게보고서, pp.51～52 참조.
145)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전게보고서, pp.5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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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정리해 보면,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적 흠결
내지 한계를 보완하고 전체 공무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발전적으로 수정․보완
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대안은 기존 노동조
합의 위상과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
직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쟁점을 예방․해결하는 효율적 대화창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보다 강력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근거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직사회 민주화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오랜 진통․합의의 값
진 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상당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3년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를 위해 도입된 노사협
의회 제도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촉진을 위해 1997년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적극적․발전적 존재 의의를 지니게 되었듯이, 공공역무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위상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 때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그 조직․운영이 활성
화된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의 관계 설
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
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
동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살리되,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참법상 노
사협의회와 같이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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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나름의 독자적 활
용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
합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못한 대다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
동조합을 대신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라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
치로 기능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는 생존권․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내지 기능․위상의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본질적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로서 명확히
하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담당 직무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
별한 공무원,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공무원(예를 들어,
경찰, 소방, 교정 및 군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
상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가
입․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동 시행령 간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
하여 시행령의 규정 중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축소․삭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하여 직
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고충 해소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사협의회로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대화창
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즉 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무원
조직(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② 기관 구성원인 모
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성을 갖
게 하며,146) ③ 직장협의회에서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보고사항,147) 협의
146) 가능하다면 모든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즉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 신분의 기
능직․고용직 직원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5급 이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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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148) 의결사항149)으로 구분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규정
을 신설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④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금지 규정 폐지 내지
직접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time-off) 등)을 마련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과 그 이듬해부터의 시행 이후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점차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법률이 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다소 거북하게 여기
는 경향마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논한
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그 제한
의 법리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그리고 바람직한 성숙된 노사관계의 형성
을 위해서는 ‘All or Nothing’의 획일적․경직적 흑백논리를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Win-Win)의 노사관계를 형성․발전
시키는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도 바람직한 가치로서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죽어가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불씨에 새바람을 불어
넣는 대안도 그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다. 비록 현실 공무원사회의 여건
상 노동조합․단체교섭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를 기대하기가 난망하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 다소 비자발적인
모습이나마150) 참여와 협력의 성숙된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전체 공

147)
148)

149)
150)

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도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소통과 갈
등․고충 해소창구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고충관련 사항,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사항,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공무원의 복지증진 사항, 기타 노사협
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관련사항,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각종 노사공동
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재확인해야 할 원칙은 과거 노사협의회의 어두운 전철을 다
시 되밟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를 악용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성과 자주성을 약화․침해하려는 일체의 ‘저
의’를 분명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104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무원의 권익향상과 노사상생을 위한 차선의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 공무
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전환 모색과 자리매김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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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말

과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법으로 제한되었던 부
분은 2006년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가 정립되
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95년 OECD 가입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관계법 정비의 필요성과 공직 내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목
소리가 커져왔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1998년 공무원직장
협의회법 제정으로 단결권과 제한된 협의권을 보장해 주었으며,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해 정부와의 단
체교섭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전체 공무원의 의사기 존중되
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2007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
동조합 간의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
로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조가입 범위 확대, 쟁위행위 금지,
임금교섭, 전임자 처우, 상급단체의 가입, 정치활동 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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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현안들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개선
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의 사례연구를 통한 공무
원단체(직협 및 노동조합)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분석은 이 같은 쟁점사
항의 대안 모색에 있어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영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찰연
합(Police Federation)’과 영국 경찰의 노사협의 시스템인 ‘경찰처우협상
위원회(Police Negotiating Board : PNB)’의 운영과 역할을 심층 분석함으
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의 직장협의회가 존재하
지 않는다. 다만 단결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와의 협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단체로서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이 존재한다. 즉 ‘경찰연합’
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권익대변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공
무원직장협의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경찰의 협의 제도는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
라 아직까지 단결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대
한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
찰의 노사협의 기능을 살펴보기에 앞서 영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연합 및 이를 중심으로 한 협의 체계를 이해를 위해 영국
경찰 조직의 운영과 경찰의 인력․계급․채용․승진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경찰연합을 중심으로 한 경찰 근로자단체의 출범,
조직 구조, 운영 형태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영국 경찰의
노사협의 시스템을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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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151)

1.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영국 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틀은 1916년 출범한 이른바 휘틀리위원
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의 불안정한 노사갈등 국면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인 J. H. Whitley의 이름으로 이후 휘틀리위원회로 알려짐)를 구
성했다. 휘틀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요지는 조직화된 산업의 경우 각 지역
별 노사협의회를 통합한 형태의 전국단위 공동협의회의 구성을 강조했는
데 이는 결국 산별노조의 전국교섭구조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후 위원회
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서의 전국
단위 공동협의회(National Joint Committee : NJC)를 통한 교섭구조를 강
조했다(Sheldrake, 1988).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1919년 6월 중앙정부의
노사가 참여하는 ‘전국공동협의회(National Whitley Council)’를 구성했
다. 반면, 당시 지방정부에서의 단체교섭은 몇몇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NALGO(지방정부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조합)가 지방정부 사용자단체들로부
터 단체교섭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전
국단위 단체교섭이 자리를 잡아갔다(Cater & Fairbrother, 1999, pp.124～
125). 공공부문 내 중앙교섭구조는 그 효율성에 대한 정부의 믿음으로
1980년대 단체교섭 구조가 세분화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에서의 단체교섭
의 틀로 유지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교섭의 유연성
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전국단위 단체교섭의 틀은 유지
되고 있다.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구조가 공공부문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
151) 이 부분은 저자가 수행한 여러 차례의 기존 연구의 내용과 최근 자료를 중심으
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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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설명되어진다. 첫째, ‘모범고용자’ 또는
‘모델고용자(good or model employer)’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정부
의 입장이다. 모범고용자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치 아래 고용의 안정
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해 노동자대표와
의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는 고용자를 의미한다(Cater & Fairbrother,
1999, p.13). 둘째, 1955년 ‘프리스틀리위원회(Priestley Commission)’의 권
고안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 단체교섭에서의 형평성 원칙이다. 형편성
원칙의 중심 내용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부(특히 민간부문) 노동자
들의 임금과의 ‘공정한 비교’를 공무원 임금결정에 있어 중요한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임금연구기구(Pay Research Unit)’
가 임금협상에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교자료 제공을 위해 설립됐
다. 셋째, 교섭의 실패로 노사분쟁이 있을 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재 제도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Winchester, 1987, pp.223～224).

2. 영국의 공무원노조와 노조 운영
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 노동기
본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경찰과 교도관 등 일
부 공무원만을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모두 인정된다. 즉 우리와는 달리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보장 받고
있다. 이는 영국 공무원 노사관계를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
으며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와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특징에 기인한다. 또
한 영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공무원들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부(고위공무원노
동조합이나 교도관노동조합)를 제외하고는 조직 대상을 전체 노동자로
하는 일반노조(general trade un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 조합원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인
UNISON이나 중앙정부 공무원 중심의 ‘공공 및 상업서비스노동조합’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 PCS)과 같이 공무원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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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방정부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Unite나
GMB의 경우와 같이 일반노조의 색채가 강한 노동조합들에 가입되어 있
는 공무원들이 다수이다. 이들 일반노조 내에서 공무원 조합원들은 하나
의 서비스 그룹이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노조의 발달은 최근 조합원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노동조합 간 통합이 활발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크게 직급, 직무, 지역에 따라 결성되는 경우
도 있으나 이들의 포괄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은 ① 고위직 노동조합인 FDA와 같
이 직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교도관노동조합인 POA와 전문직 공무
원노동조합인 PROSPECT같이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③ 북아일랜
드 공무원노조인 NIPSA와 같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④ PCS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직급이나 직무를 포괄한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 내 대
표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는 PCS(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
공공 및 상업서비스노조)152), PROSPECT(전문직노동조합)153), POA(Prison
Officers Association, 교도관노동조합)154), NIPSA(Northern Ireland Public
Service Alliance, 북아일랜드 공공노조)155), FDA(중앙정부 고위직노동
조합)156)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은 중앙공동교섭에서
152) 2009년 현재 3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고, 영국 내 5대 노동조합으로 중앙
정부 내 가장 규모가 크다. PCS 조합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 속하지 않은 공공부문이나, 집행부서(agencies), 현재
민영화된 과거의 정부 서비스 기관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PCS 홈페이지, 2009).
153) PROSPECT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10만 2,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PROSPECT
홈페이지, 2009).
154) 영국 내 최대 규모의 교도관노동조합이다. 2009년 현재 POA에 가입된 조합원은
3만 5천 명이며 조합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영화된 교도소
증가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조합원이 1,200명에 달하고 있다(POA 홈페이
지, 2009).
155)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NIPSA(Norther Ireland Public Service Alliance)
에는 정부공무원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4만 5,000명이 가입해 있으며 NIPSA
내에는 2개의 주요 그룹인 정부그룹(Civil Service Group)과 공공부문그룹(Public
Officers Group)이 존재한다(NIPSA 홈페이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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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있는 UNISON157)과 함께 중앙교섭에 참
여하고 있는 Unite158)와 GMB159)가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의 운영방식은
노조 내 보통 직종별로 서비스그룹(분과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을 중
심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공무원
들의 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UNISON의 경우, UNISON 내 지방정부, 의
료, 상․하수도와 환경, 고등교육, 경찰, 운수 등 6개의 서비스그룹이 존
재한다. 각 서비스그룹별로 UNISON의 중앙조직과 같이 대위원대회와
집행위원회가 존재하며, 서비스그룹 내의 정책과 단체교섭을 책임진다.
서비스그룹의 경우 1년에 한 차례(3일 이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각
서비스그룹별 정책을 결정한다. 서비스그룹 집행위원회는 서비스그룹의
운영상 책임을 지며, 최소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는다. 이 중 지방정부
서비스그룹은 UNISON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비스그룹으로서 전체
UNISON조합원의 65% 이상인 약 85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각
조합원들은 현장위원(shop steward)과 지부간부들을 선출한다. 또한 ‘지
방정부 서비스그룹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해 그들을 대신할 통상 임기 2
156) 1918년 설립된 FDA는 고위 중앙공무원들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한국이 현
재 노동조합 가입의 조건을 6급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6급 공무원 중에서도 인
사․정책기획․예산․징계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불허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최고위급 공무원들까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현재
약 1만 8천 명이 FDA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자문관, 고위감사관,
고위 경제․통계관련 공무원, 정부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고위검사, 교육감,
외교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FDA 홈페이지, 2009).
157) 2007년 Unite 출범하기 전까지 영국 내 최대 노동조합이었다. 대부분의 지방정
부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1993년 지방정부 사무직노동조합(NALGO), 지
방정부 현업직 공무원노동조합(NUPE), 보건의료노동조합(COHS) 등 3개 노동
조합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 130만 명의 조합원(지방정부 종사자
85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 내 최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다(UNISON 홈
페이지, 2009).
158) 2007년 T&G(운수공공노조)와 Amicus(제조업 중심의 일반노조)의 통합으로 탄
생한 조합원 200만 명 이상의 영국의 최대 노동조합이다.
159) 현재 각종 분야에 6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일반노조 중 하나이다. GMB는 영국 내 50대 기업 중 34개 기업에서 조직화를
할 정도로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다. GMB는 크게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
며 지방정부는 그 중 한 분야인 공공부문 분야에 속해 있다(BMB 홈페이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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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집행위원들을 지역별로 선출한다. 모든 조합원은 ‘지방정부 서비스
그룹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
는 UNISON의 지방정부 관련 운영이나 단체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영국의 공무원 단체교섭
영국의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는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및 공무원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단체협약을 맺게
된다. 여기서 영국만의 단체교섭의 특징이 존재하는데, 우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노조 설립과 함께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정
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사용자로부터 단체교섭의 파트너로
서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단체교섭권을 획득하게 된다. 단체협약도 영
국만의 특수성을 가지는데, 특별히 단체협약에 노사가 법적 구속력을 부
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 자체는 법적인 구
속력이 없으며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의 성격을 가진다.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교섭의 파트너로
서 인정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은 영국 노사관계의
전통적 특징인 자율주의(voluntarism)에 입각해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
었다. 하지만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1999년 노동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ERA 1999) 제정(2000년 6월부터 시행)으로, 단체교섭을
위해 다수의 지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
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한편, 사용자가 노조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중앙중재위원회(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CAC)’에 교섭단위와 교섭단위 내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을 원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교섭당사자의 신분을 요청할 수 있다. CAC가 과반
수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적
으로 조합 인정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CAC는 투표를 통해 노조 인정
을 결정한다.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 내 최소 10% 이상의 노

112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동자들이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과반 이상이 참여해 40% 이상의 지
지를 얻어내면 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파트너로 인정을 받는다(UNISON,
200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자
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종종 새로운 교섭단위
에 대한 인정을 위해 CAC에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 인정이 CAC에 의해 결정이 되면, 단체교섭 방법에 대해 30일 이
내에 노사는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CAC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CAC는 20일간 단체교섭 방법에 대
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다. 20일 이내 교섭방법에 대
해 노사가 합의를 못할 경우 CAC는 단체교섭 방법을 노사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노사는 이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교섭방법이 결정되면
교섭이 개시된다. 또한 노조 인정 절차가 끝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
청이 있을 시 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보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조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중재를 거
친다.
영국의 국가공무원의 단체교섭의 경우 약 170개 이상의 교섭단위가 존
재하며, 다양한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만큼 하나의 노동조합의 다양한 사
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용자 또한 해당 부처 내
다양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Prowse & Prowse, 2007, p.53).
예를 들어 고위직공무원노동조합인 FDA의 경우, 100개 이상의 중앙정부
부처, 집행부서, 공공기관과 교섭을 하고 있다. 이때 다수의 노동조합들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단체교섭
의 정부측 대표단은 노무담당관이나 인사담당관들이 참여하며 대표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장(또는 장관)이 맡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노무담당관들이 대신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단은 조합의 간부 또는
교섭 전문가를 고용해 교섭에 참여시키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1980년대 이전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사용자
단체로서 재무성을 중심으로 정부는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했으며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일화된 임금구조를 통해 전 국가공무원들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단체교섭 단위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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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적 형태에서 각 부처별 또는 집행부서별로 분권화․파편화된 이
후, 지방정부와는 다르게 중앙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는 존재
하지 않는다. 대부분 각 부처나 집행부서의 경영자들이 분권화된 단체교
섭 단위에서 별도로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여
전히 유효하다.
지방정부의 단체교섭의 경우, 직종별․직급별 다수의 단체교섭기구160)
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정부공동협의회
(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이후 NJC)’를
통해 교섭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전국단위 단체교섭 구조는 1997년 ‘단일
지위협약(Simple Status Agreement : SSA)’으로 현업직 공무원과 사무직
공무원의 교섭구조가 ‘전국공동협의회(NJC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
NJC)’로 통합되었다. 기존의 지방정부에서의 단체교섭은 ‘현업직 지방공
무원을 위한 전국공동협의회(NJC for Manual Workers)’와 ‘행정․전문․
기술․사무직 지방공무원을 위한 전국공동협의회(NJC for Administration,
Professional, Technical and Clerical(APT&C) Staff)’를 통해 현업직과
사무직의 교섭이 별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SSA 이후 두 개의 교섭단위가
하나의 NJC로 통합된 것이다. SSA의 체결은 1993년 현업직․사무직노
조인 NUPE(현업직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와 NALGO(사
무직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통합으로 출범한 UNISON
의 설립으로 가능했다. 1997년 SSA를 통해 현업직(100만)과 사무직(50
만)의 공동협의회가 통합되어 약 150만 명의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하나
의 교섭기구 안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 기
160) NJC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이외의 교섭기구는 JNC for Chief
Executives, JNC for Chief Officers, JNC for Coroners, JNC for Doctors
Assisting Local Authorities, JNC for Forensic Medical Examiners, JNC for
Local Authority Craft and Associated Employees, JNC for Teachers in
Residential Establishments, JNC for Workshops for the Blind, JNC for Youth
and Community Workers Middle Managers Negotiating Body, NJC for Local
Authority Fire and Rescue Services, NJC for Brigade Managers, NJC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Police Negotiating Board, Police Staff Council,
School Teachers' Review Body, Sixth Form Colleges' Forum, Soulbury
Committee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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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영국 2009년 현재 NJC 대표자 구성
사용자측 대표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Employers, LGE)*
북아일랜드 협의회 (Nother Ireland LGA)
전국소규모지방자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Councils)*
노동조합측 대표
UNISON
GMB
UNITE
북아일랜드 공공노조(NIPSA)****

10명
1명
1명
총12명

31명
16명
11명
총 58명
1명 옵서버

주 : * 읍․면 단위(parish and town)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
자료 : Local Government Employers 홈페이지 (2009).161)

준, 단일 단체교섭 단위로서는 영국 내 최대 규모이다. <Box 1>은 NJC
의 사용자․노동조합 대표자 구성을 보여준다.
지방정부의 경우, 위와 같은 NJC를 통한 전국교섭 이외에도 지역교섭
및 단위지방정부 단위 등 크게 3단계의 교섭구조를 갖는다. 우선 NJC는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해 교섭할 뿐 아니라 하부 단위에서의 분규 해결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13개의 지역협의회(Provincial Council)는 지역 이
슈에 대한 논의 기구로서뿐 아니라 단위 지방정부 차원의 분규를 해소하
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한다. 전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의 대상은
부분적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적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주요 사항은 여전히 단위지방정부에 대해
강제조항으로써 전국수준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은 영국 전체, 즉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지방공
무원과 동일한 신분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박태주 외, 2001).
전국수준의 교섭 과정은 여덟 단계로 구분되는데, 즉 교섭위원의 선출,
교섭안의 작성, 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비준, 단체행동의 형태
161) Green Book은 현재 통합된 형태의 NJC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담고 있
다. 이것은 기존의 사무직 공무원들의 단체협약인 Purple Book과 현업직의
White Book이 Green Book으로 통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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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단체행동을 위한 투표, 그리고 단체행동의 재가 및 단체행동 등이
그것이다. NJC내 노조측 전체 교섭위원 중 53%를 차지하는 UNISON의
경우, 교섭위원은 UNISON 내 지역서비스그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들 교섭위원들로 전국교섭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섭 안건을 작성하기 위해
전 지역과 지부에 조합원 토론안(案)을 발송한다. 이 토론 결과를 기준으
로 UNISON의 교섭안을 작성하고, 함께 중앙공동교섭에 참여하는 GMB,
Unite와 협의해 노동조합 측 최종 교섭안을 작성한다. 이후 사용자 측과
교섭에 들어가고 교섭 중 교섭 경과를 지역에 보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부의 대표들이 전국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후 최후 교섭 결과
를 가지고 조합원들은 투표를 통해 비준 절차를 밟는다. 이때 비준 결과
가 가결되면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부결되면 다음 단계인 파업 형태의 결
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UNISON 내 지방정부서비스그룹 ‘특별대위
원대회’에서 진행하며 개별 조합원의 우편투표로 결정된다.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형식적으로 UNISON 전체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된 ‘단체행동
위원회(Industrial Action Committee)’의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규
정상 재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재교섭의 결과가 다시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비준
된다(박태주 외, 2001). NJC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1년으로 하는데 최근 2002년의 지방공무원들의 파업 결과 체결
된 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었다.
NJC를 통한 지방정부 중앙교섭의 단계는 우리나라의 실무교섭이나 분
과교섭과 같은 하위 교섭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NJC 내의 노사 대
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NJC Executive가 존재하며, 전체 58명의 교섭
위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협의를 통해 노사 상호 의견을 조율한
다. 이와 함께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3개 노동조합당 각 1명의 간사
(secretaries)와 사용자 측의 간사(lead officers)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는다. NJC의 의장은 노사 교섭대표가 매년 순차적으로 맡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허용된다. NJC는 또한 지방정부에서의 단체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며, 지역이나 기관 단위에서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지방정부 내 지역, 기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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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모든 교섭 및 회의, 지역 분쟁해결 등
NJC 운영을 위한 재정은 노사가 각각 50%씩 책임진다. 단, 교섭대표 활
동에 대한 경비는 각 진영이 별도로 책임진다.
단체교섭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교섭 및 쟁의 절차,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들을 포함하며, 그 범위에 대해 1992년「노동조합 및 노동규제에 관
한 법률(Trade Union and Labour Regulation Act 1992, TULR)」제178
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에 관련
된 사항들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정
직, 징벌 등과 같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ACAS는 단체교섭 관련 조합 활동을 명시한 규정집(Time
off for trade union duties and activities)에서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집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병가, 연금, 교육, 평등기회, 근로환경, 채용 및 채용 방법, 인사관리
계획, 정리해고 및 인원감축 조정, 직무 등급, 직업 평가, 직무에 대한 정
의, 유연한 근무정책, 친가정적 정책, 징계 절차,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
공, 새로운 직원 명단 제출, 단체교섭 절차 등을 포함한다(ACAS, 2003).

제3절 영국 경찰의 협의 제도

영국의 전통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발견되는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의 직장협의회 수준의 단결권과 협의 기능을 보장해 주는 반면 단체협약
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협의된 내
용 또한 단체협약과 같은 강제성이 없으며 내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안으
로 제출된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경찰은 철저히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가경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경찰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
국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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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1919년 ‘데스보로 위원회 보고서(Desborough Committee Report)’가
경찰임금을 전국단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1919년 이전
의 경찰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지역별교섭을 통해 정해졌으며 결과적으
로 지역에 따라 같은 직급의 경찰이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었
다. 하지만 1919년 이후 앞서 살펴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의 한 특징으로
발견되는 휘틀리 모델에 의한 노사협의체인 ‘경찰협의위원회(Police Council,
PC)’가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의 경찰협의위원회는 크게 잉글랜드와 웨일
즈 지역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협의위원회와 스코틀랜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협의위원회가 존재했다. 각 경찰협의위원회에는 사용
자 측(Official Side)과 근로자 측(Staff Side)의 대표들이 참여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안을 경찰 운영의 책임을 지는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하
는 역할을 했다. 경찰협의위원회의 운영 규칙과 협의 절차 등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매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인사가
순번제로 경찰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같은 경찰협의위원회
의 운영은 이후 50년간 지속되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경찰협의위원회의 운영은 후술될 현재의 ‘경찰처
우협상위원회(PNB)’의 형태로 발전했는데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경찰협의위원회가 영국 전체(Great Britain wide) 경찰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협의기구로 발전한 것이다. 통합된 경찰협의위원회
내에는 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경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안건 협의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경찰 신분의 경찰관
뿐 아니라 전체 경찰서비스 종사자(police family)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에 권고․자문하는 기구로서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s for England and Wales, PABEW)’와 ‘스코틀랜드 경찰
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s for Scotland)’가 1965년 출범했다
(Booth, 2007). 이후 1980년 경찰협의위원회는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
Negotiating Board, PNB)’로 대체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영국 경찰의 협
의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경찰 조직 및 관련 근로자단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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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경찰조직
영국의 경찰행정에 있어 전국의 경찰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19년 제정된 경찰법(Police Act 1919)은 이
후 1964년 개정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22개의 지방경찰청은 43개로
통합되었으며, 경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4년, 1996, 2002년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제도와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 제도로 구분되는
데 영국의 경우는 자치경찰 제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영국에서 ‘경찰’이라 함은 다른 대다수 유럽국가에서와 같이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각 지방경찰청(Police Forces)들의 조직
이나 운영도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찰조직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총 52개의 지방경찰청으로 구성
되며 각 경찰청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경찰청(Local Police Forces) 이외에도 비내무경찰조직(non-Home
Office police forces)들이 존재한다. 내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 경찰
조직들은 별도의 규정 및 법률의 의해 운영되며, ‘영국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 BTP)’, ‘국방부경찰(Ministry Of Defence Police)’, ‘영국
원자력에너지경찰(Civil Nuclear Constabulary)’, ‘도버항만경찰(Port of
Dover Police)’, ‘리버풀항만경찰(Port of Liverpool Police)’ 등이 있다
(Mawby & Wright, 2003, pp.169～170).
지방경찰청 내부의 하부조직은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대동소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본부조
직(Headquater)과 우리나라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BCU(Basic Command
Unit)로 구성되는데 각 BCU에는 적게는 100명 이하 많게는 1,000명 이상
의 경찰이 소속되어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32개
(런던광역지방경찰청)의 BCU가 존재하며 평균 약 6개의 BCU로 이루어진
다. 일반적으로 BCU는 4,000명에서 30만 명까지의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
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내 약 300개 이상의 BCU가 존재한다(HMIC
홈페이지, 2009). 보통 우리의 경정급에 해당하는 Chief Superintend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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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직을 수행하는 BCU는 내부의 본부 조직을 가지며 하부조직으로 우
리의 순찰지구대에 해당하는 LPU(Local Policing Unit)가 있다. LPU는
보통 우리의 경위급에 해당하는 Inspector가 지휘권을 갖는다(Mawby &
Wright, 2003, pp.175～177).
[그림 3-1] 잉글랜드․웨일즈의 43개 지방경찰청 분포도

자료 : Home Offic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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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조직 운영 - 삼각체제
영국 경찰조직 운영에 있어 흥미로운 것은 1964년 경찰법(Police Act
1964)을 근거로 경찰 행정조직의 운영을 ‘내무부(Home Office)’, ‘지방경
찰위원회(local police authorities : LPAs)’,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s,
CCs)’ 중심의 3자체제(tripartite structure)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들 3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며, 이들
의 대표자들은 뒤에 살펴볼 경찰노사협의체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에 사용자 측 대표로 참여한다. 우선 내무부는 경찰 및 범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방경찰청 단위로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받는 자치경찰
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경찰 관련 재정에 80%
이상(약 20%는 지방세로 충당)을 차지하고 있어 내무부가 실질적으로 지
방자치경찰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경래,
2005).
지방경찰위원회(LPAs)는 앞서 살펴본 43개 지방경찰청의 관할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지역경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감
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기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예산
중 지방세 규모 결정, 경찰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경찰청 지도부 임
명, 업무 달성도 평가, 치안계획 수립, 지방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 등
의 역할을 수행한다. LPAs의 위원은 지방정부의 선출직 지방의원(local
councilors)과 공채를 통해 선발된 일반인으로 구성된 독립위원(inde
pendent member, 이 중 1인 이상은 지역 내 치안판사(magistrate))로 구
성된다. 보통 LPAs는 9명의 지방의원과 8명의 독립위원 등 17명의 위원으
로 구성된다(APA 홈페이지, 2009). 이들 각각의 LPAs는 모든 지방경찰위
원회의 연합체인 ‘지방경찰위원회연합(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
APA)’에 가입되어 있으며, APA는 경찰협의기구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
(PNB)’에 사용자 측 대표로 참여한다.
지방경찰청장(CCs)은 담당 구역 내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
한을 가지고 있다. 단, 지방경찰청장은 LPAs가 작성한 경찰업무 계획서를
고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CCs는 또한 LPAs의 권고와 내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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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영국 경찰 조직 운영에서의 삼자체제

내무부(장관)
․ 국가적 차원의 주요 경
찰업무 결정 및 매년 국
가경찰업무 계획 수립과
의회 제출
․ 성과목표를 LPAs에 지
시. 경찰업무성과 평가기
관인 HMIC¹가 비효율적
이라 판단한 지방경찰청
에 개선 지시
․ 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원
결정권
․ 지방경찰청장 임용 동의
권
․ LPAs의 규정 및 운영지
침 발안권
․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집
행규칙 발안권
․ 지방경찰청 간의 통합
명령권

지방경찰위원회(LPAs)

지방경찰청장

․ 지방경찰청 운영의 효 ․ 지방경찰청의 지휘, 통제
율적 운영 책임
권한
․ 지방경창청 업무의 우 ․ LPAs와 지방경찰 업무
선순위 결정. 국가경찰 계획 수립
업무 계획에 부합하는 ․ 지방 및 국가차원의 경찰
3년간의 전략 수립
업무 목표달성에 대한 책
․ 공공 협의 계획 결정권 임
․ 예산 및 자원분배 책임 ․ 지원분배에 대한 책임
․ 지방경찰청장의 임면에 ․ 지방경찰청장과 처장은
대한 책임(단, 내무부 장 유기계약직으로 임명
관 인준에 구속). 공잊
적 차원에서의 청장의
직권정지 및 조기퇴직
요구권
․ 대부분 17인으로 구성:
지방의원 9인/독립위원
8인

주 : 1. HMIC(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for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43개 지방경찰청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구이다.
자료 : Mawby and Wright(2003: 185).

승인을 거처 지방경찰청 차장을 임명한다. <표 3-1>은 영국 경찰조직 운
영의 3자체제에서의 각 주체들의 역할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나. 경찰 인력․계급․채용․승진
1) 인 력
2009년 3월 말 현재, 43개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 즉 이른바 ‘경찰가족(police family)’이라 일컬어지는 경찰(Police
Officer)과 민간경찰보조원, 경찰조직에 근무하는 민간인 등 전체 경찰서
비스 인력은 총 252,593명으로 1997년 이후 56,590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인력 증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범죄퇴치 의지와 대중들의 경찰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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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각 직급별 인원 현황 (2009년 3월 31일 기준)
ACPO ranks (경무관급 이상)
Chief Superintendents (총경)
Superintendents (경정)
Chief Inspectors (경위)
Inspectors (경감)
Sergeants (경사)
Constables (순경)
전체 경찰관
Police Staff (경찰 사무원)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민경지원 보조경찰관)
Traffic Wardens (교통 보조원)
Designated officers (민간특수지원인력)
전체 경찰서비스 인력

총원
217
480
1,017
1,920
7,438
22,901
111,976
145,949
86,224
16,732
499
3,189
252,593

자료 : Home Office(2009).

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전체 인력 중 145,949명이 경찰관
(Police Officer)으로 이는 1997년 125,835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 경찰관들은 16,732명의 민간인 신분 ‘민경지원 보조경찰관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 PCSOs)’과 86,225명의 일반사무원
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때 일반사무원들과 PCSOs의 경우, 일반노동조합
의 가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일반노동자와
같이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 지방경찰청장은 주어진 재정 내에서 경찰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원 수준에 맞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또한
경찰관과 일반직원 및 PCSOs를 어떠한 수준(비율)으로 운영할지 역시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이에 대한 내무부의 운영 지침은 존재하지 않
는다. 한편 전체 경찰 중 여성경찰의 비율은 2008년 기준 24.2%로 10년
전의 16%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계 급
영국의 경찰들은 각 계급에 따라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고 구분된 노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노사협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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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영국경찰 계급
일반지방경찰청
하위계(Federated
Ranks)
실무자
감독자
관리자
중간계급
중간관리자

상위계급
(ACPO Ranks)
고위관리자

런던광역지방경찰청

런던도심경찰청

Constable
Sergeant
Inspector

Constable
Sergeant
Inspector

Constable
Sergeant
Inspector

Chief inspector

Chief inspector

Chief inspector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
Chief superintendent Chief superintendent Chief superintendent

Assistant chief
constable Deputy
chief constable
Chief constable

Commander
Deputy assistant
Commander Assistant
commissioner
commissioner
Assistant
Commissioner
commissioner
Deputy commissioner
Commissioner

자료 : Mawby and Wright(2003: 178).

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경찰의 계급은 별도의 고위간부 계급
이 존재(중하위직은 동일)하는 ‘런던광역지방경창청(Metropolitan Police)’과
‘런던도심경찰(City of London Police)’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9단계로
나누어진다. 9계급은 다시 현장관리자 이하의 계급, 중간관리자 계급, 고
위관리자 계급 등 3개의 계급군으로 나누어지며, 각 계급군은 각각 별도
의 근로자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우선 가장 낮은 계급군(Federated ranks -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은 우리의 순경에 해당하는
Constable, 경사에 해당하는 Sergeant, 경위에 해당하는 Inspector(지구대
장급), 경감에 해당하는 Chief Inspector 등이 있다. 이들 계급의 경찰관들
은 모두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에 가입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Superintendent(우리의 경정에 해당)와 총경에 해당하
는 Chief Superintendent(경찰서(BCU) 서장급)가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협의회(Superintendents’ Association)를 설립해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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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로자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의 경무감급 이상에 해
당하는 고위 경찰계급으로는 지방경찰청창에 해당하는 경찰 내 최고위급
인 Chief Constable과 지방경찰청 차장급에 해당하는 Deputy Chief Constable,
본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Assistant Chief Constable 등이 있다. 고위경찰
관들 역시 고위공무원들과 같이 자체 협의회(단체)인 ‘고위경찰관협회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 ACPO)’를 설립해 정부에 경찰관
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ACPO는 회원들의 이익보다는 경찰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자문 역할에 치중하는 반면, ‘고위경찰근로자연합(Chief
Police Officers’ Staff Association : CPOSA)’은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
기 위한 협의회로서 역할한다(ACPO 홈페이지, 2009). 흥미로운 것은 뒤
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ACPO는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에서
사용자 측 지위를 가지고, CPOSA는 근로자 측 지위를 가지고 협의에 참
여한다는 것이다.
다. 채용 및 승진
영국경찰의 채용은 국어와 산수 필기시험과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하며
모든 경찰은 이 시험을 통해 가장 낮은 계급인 Constable에서 시작한다.
신장이나 학력 기준과 같은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연령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영국 및 EU 또는 영연방 출신이나 영국 영주
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채용된 자는 처음 2년
간 수습경찰(Probationary Officer) 기간을 거쳐 정식 경찰관이 된다. 하
위직 경찰의 승진은 즉 순경(Constable)에서 경사(Sergeant), 경사에서
경위(Inspector)로의 승진을 원할 경우 진급 시험(OSPRE)과 면접을 통과
해야 한다. 경위 이상의 승진은 성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위직 경
찰(ACPO ranks)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경감(Superintendent)으로 2
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전략적 지휘과정(Strategic Command Course :
SCC)이라는 특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방경
찰위원회(LPAs)가 공고하는 Assistant Chief Constable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ACPO 계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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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의 유기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Mawby & Wright, 2003, pp.179～
180).

제4절 영국 경찰단체의 이해

영국경찰의 노동자단체는 앞에서 살펴본 계급군에 따라, 즉 하위계급
(Federated Ranks), 중간계급(Superintend ranks), 상위계급(ACPO ranks)
에 따라 별도의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위계급의 경우, 경
찰 근로자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이 중
간계급의 경우 ‘경찰관리자연합(Police Superintendents’ Association)’, 상
위계급의 경우 ‘고위경찰근로자연합(Chief Police Officers’ Staff Association)’
등이 존재하며 이들 단체들은 잉글랜드․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에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영국 경찰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of England and
Wales, PFEW)’은 경찰공무원 협의회(association)로서 잉글랜드와 웨일
즈 내 Chief Inspector 계급까지 14만 명의 경찰을 대표한다. PF는 주로 회원
들의 임금, 연금, 근로시간, 복지, 연가 등의 안건에 대해 ‘경찰처우협상위원
회(Police Negotiating Board : PNB)’와 ‘경찰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 : PAB)'내에서 여타 경찰단체들과 협의단을 구성해 정부 측과 협
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PF는 ‘경찰규정(police regulation)’의 수정이나
경찰의 교육훈련, 징계, 업무 기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며 사용자 측과 수
시로 협의를 진행한다. 런던 남부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PFEW는 주
로 홍보, 인사, 출판, IT,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위원회(JCC, 후술 참
고) 및 각종 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약 80명의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다. PF 규약에 명시된 조직 목적은 크게 대표성(Represent and Support),
영향력(influencing), 협의(negotiation)로 나눌 수 있다. <표 3-4>는 이
같은 PF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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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PF의 목적
대표성(회원 지원)

영향력

협의(교섭)

목적
목적
목적
- 회원들을 대표하고 회원 - 회원들과 경찰서비스 전 - 경찰서비스 질 향상과 회
들의 이해와 복지 향상 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 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및 전문성 증진 노력
책결정시 경찰내․외부 협의 진행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영
향력 행사
방법
방법
방법
-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 수 -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 - 전국 및 지역 협의에 적
행
는 모든 사안에 대한 지 극적인 참여
- 회원들의 이익 보호
도력 발휘
- 개인 회원들의 의사를 반
- 경찰연합 지도부의 역할 -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 영해 집단적 협의 지향
수행을 위한 지원
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의 -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
-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견 수렴 및 대안 모색
는 정보를 바탕으로 협
회원들의 교육 기회 보 -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 의 진행
장
유지
- 정책결정권자 및 모든 이
해당사자들과의 소통
- 정책결정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보 제공
자료 : PFEW 홈페이지(2009).

1. 경찰연합의 출범과 초기 활동
경찰 하위직(federated ranks)을 대변하는 경찰연합은 1919년 경찰법
(Police Act 1919)에 의해 출범했다. 당시의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연합
을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1918년 법외노조로 활동하던 ‘경찰․교도관노
동조합(National Union of Police and Prison Officers : NUPPO)’이 임금
에 대한 불만으로 돌입한 파업이 자리잡고 있다. 즉 영국의 경찰들은
1919년 전까지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찰과 교도관들의 파업
을 경험한 정부는 이후 경찰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했고 협의회 형태의
경찰연합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1919년 경찰법은 전 영국 경찰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표준화했으며, 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을 보장했다. 하지만 경
찰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했고 노동권의 일부(단결권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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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법은 경찰
연합이 어느 상급 노동조합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 또한 금지하고 있다. 즉 경찰연합은 영국노총(TUC)
에 가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파업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회원
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협의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 이 같은 경찰연합의 특성을 고려해 Newburn and Neyroud(2008)은
경찰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구성원들의 협의회(association)로서 역할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p.206).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경찰연합의 운영과 협
의 형태는 상당 부분 현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접목되어 있는 부분
이 있다.
처음 경찰연합이 설립되었을 당시 경찰들은 새로운 협의회의 운영 방
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19년 경찰법과 경찰연
합 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런던, 리버풀, 버밍험의
경찰들은 2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실패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2,422
명 경찰 전원은 해고되었으며, 이후 복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1919
년 경찰연합의 첫 연례회의가 개최되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PFEW
홈페이지, 2009). 이후 경찰연합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 로비활동이 보장되면서부터이다. 1955년 처음으
로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수납이 허용된 이후, 자체 재정으로 경찰연합은
후원의원162)(sponsored Member of Parliament)을 선정해 이들을 통한
대의회 로비를 진행했으며, 언론․홍보 담당 인원 채용, 자체 매거진
<Police> 발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Fielding, 1990). 이후,
1970년대 경찰 관련법의 개정 과정, 1993년 경찰 경영방식의 변화 추진과
정 및 2003년 임금 및 근로조건 정책변화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162)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이 지원할 의원을 지정해 지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
게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노동조합 후원의원(Trade Unionsponsored MPs)’이라 한다. 경찰연합 역시 이러한 후원의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1996년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후원의원
들을 통해 의회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각 노동조합별
내부 시스템에 의해 예비후보를 선별하고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었고, 보통의
경우 현직 의원을 후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채준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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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Newburn & Neyroud, 2008, p.207).
영국 전체에는 3개의 경찰연합이 존재하는데 지역별로 1) ‘잉글랜드/웨
일즈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of England and Wales : PFEW)’, 2) ‘북
아일랜드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for Northern Ireland : PFNI)’, 3)
‘스코틀랜드 경찰연합(Scottish Police Federation : SPF)’ 등이 있다. 각
경찰연합의 조직과 운영 형태는 거의 비슷하나, 이곳에서는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FEW)’의 운영 형태와 조직구조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의 조직 구조
가. 지부협의회 연합체: Joint Branch Boards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43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연합 조직이 존재하는
데 이들 조직은 계급별 지부협의회(Constables’ Branch Board, Sergeants’
Branch Board, Inspectors’ Branch Board) 형태를 띠고 있다. 각 계급별
협의회의 대표자들은 해당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각 협의회는
각 계급별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동
시에 전체 협의회의 공통 안건은 각 계급별 지부협의회의 연합단체인 ‘지
부협의연합(Joint Branch Board, JBB)’에 상정되어 다루어진다. 즉 43개
의 지방경찰청에 각각의 계급별 협의회가 존재하고 이들 협의회의 연합
체인 42개의 JBB가 존재하는 것이다. JBB는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협의 의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찰총수, 지방경찰위원회(LPAs)
또는 노무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주로 경찰들의 일상적인 애로사항
과 회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한다.
JBB 구성원 규모는 해당 지방경찰청의 규모를 고려해 정해지며 각 계
급별로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부협의회의 대표자의 자격에는 어
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으며, 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최근 선
거는 2007년 말에 행해졌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JBB나 지방경찰청이 이를
공고하고 1명 이상이 지원할 경우,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JB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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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는 보통 의장(Chair), 위원장(Secretary), 재정위원장(Treasurer) 등
으로 구성된다. 현재 JBB 수준에서의 전임자는 런던광역지방경찰청과 같
은 대규모 지방경찰청에 소수만이 존재한다. 전임자의 인원이나 역할 또
한 지역 협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이며 보통 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
해 결정된다(PFEW 홈페이지, 2009).
나. 지역조직
43개 지부의 경찰연합 조직은 8개로 구분된 지역조직 중 하나에 속하
게 되며 각각의 JBB 역시 이들 중 하나에 소속된다(그림 3-2 참고). 각각
의 지역조직은 각 계급별 중앙위원회(Constables’ Central Committee,
the Sergeants’ Central Committee, Inspectors’ Central Committee)에 파
견할 대표자를 3명(각 계급별 1명) 선출한다. 단, 런던 지역의 경우 계급
별 대표자를 2명(총 6명) 선출하고, 각 지역조직은 계급별 중앙위원회에
할당된 여성위원 1명을 별도도 선출하게 된다.
[그림 3-2] PFEW의 지역조직 현황

자료 : PFEW 홈페이지 재구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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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위원회(Joint Central Committee)
PFEW의 ‘중앙위원회(Joint Central Committee : JCC)’는 각 직급별 중
앙위원회(Constables’, Sergeants’ and Inspectors’ Central Committees)에
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PFEW본부에 상주한다. JCC는 PFEW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심
의․결정한다. JCC의 위원들은 또한 특별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
영되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s)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JCC는
PFEW를 대표하는 의장(Chairman)/부의장, 위원장(General Secretary)/
부위원장 및 재정임원(Treasurer)/부재정임원을 선출한다. 보통 PFEW
JCC 의장은 경찰처우협상협의회(PNB) 전원위원회(Full Board) 및 ‘경찰
하위실무직협의회(Federated Ranks Committee)’의 근로자 측 의장의 역
할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JCC의 의장은 PFEW를 대표할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근로자 측 협의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3] PFWE의 조직 구조

자료 : PFEW 홈페이지 재구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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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연합의 중앙위원회(JCC)는 PF의 지역대표자 및 지도부 간부
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기초간부 프로그램
은 ‘경찰규약(Police Regulation)’,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안전, 위
법행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경찰연합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JBB 수준에서는 회원들의 불만 해결 방안 및 회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PFEW 간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FEW 홈페이지, 2009).
라. 경찰연합(PFEW)의 운영
앞서 살펴보았듯이 PFEW의 운영에 있어서의 특징은 계급별(Constables,
Sergeants, Inspectors)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연합 소속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도 하나
PFEW 조직화 및 세부 활동은 철저히 계급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찰연합 활동의 계급 중심적 성격으로 인해 “행진은 따로, 투쟁은 함
께(march apart but fight together)”라는 평가가 있다. 지방경찰청 수준
에서의는 계급별로 별도의 협의회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서(BUC) 단위
에서도 같은 형태의 조직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계급의 이해가 반영된
협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급별 협의회를 통해 사용자 측과 협의하게 된다.
하지만 JBB을 통한 안건의 협의에 있어서는 전체 계급의 통일된 목소
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 구성은 계급별 인원수 비율에 따르지 않고 3개 계
급별 동일수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각 계급별 인원 비율을 무시한 조직구
성 원리는 JBB뿐 아니라 PFEW의 중앙위원회(JCC)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Sargent나 Inspector에 비해 월등히 인원이 많은 Constable의 경우,
계급별 인원의 비율을 반영한 조직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
우 Constable의 영향력이 PFEW 전체 조직 내에서 과도하게 커질 수 있
음을 우려하는 Sergeant/Inspector 조직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
다(Roger Seifert163), 저자와의 인터뷰, 2009년 10월).
163) 현 Woverhanmpton 대학 경영학과 교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1999～
2003년까지 영국대학노사관계협회(British Universities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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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급별 중앙위원회(Constables’, Sergeants’ and Inspectors’ Central
Committees)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JCC는 경찰협의기구(PNB)
와 자문기구(PAB)에 파견할 대표자들을 결정한다. 또한 매년 각 계급별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PFEW 차원의 전체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
에서는 PFEW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
친다. 이때 전체 연례회의에 앞서 별도로 각 계급별 연례회의 (rank based
mini-conferences)를 통해 계급별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미리 거
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연례회의에서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Andy
Gilbert164), 저자와의 인터뷰, 2009년 10월).
하지만 이러한 PFEW 운영에 있어서의 계급 중심적 특성으로 이한 부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탈계급단체(rankless organisation)로의 전환을 주
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즉 회원들은 전체 경찰연합의 일원으로만 존
재하며 경찰연합 내부의 계급별 조직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
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째, 경찰연합 내부에서
회원 수에 비해 지나치게 발언권이 큰 Inspector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 둘째, 전체 회원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공통 안건들이 계급별 민
감성으로 인해 적절히 협의되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경
찰연합 운영의 고비용 문제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예를 들어 영향력이 약해진 Inspector들의 조직 이탈 등으로 인
한 내부 조직 분열의 위험, 대다수 회원을 대변하는 계급(Constable) 조
직의 독단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계급 중심적 내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내부 운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Seifert, 2006).

Association, BUIRA)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찰연합(PFEW)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164)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FEW) West Midlands JBB 의장. 23년간 경찰에
복무중이며, 영국 내에서 런던광역지방경찰청 다음으로 규모가 큰 West Midlands
JBB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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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경찰의 노사협의 시스템
가.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 Negotiating Board : PNB)’는 전신인 ‘경찰
협의위원회(Police Council)’와 같이 노사협의체로서 휘틀리위원회 모델
을 따르고 있다. PNB의 직접적인 출범 배경은 1970년대 중반에 임금을
둘러싼 경찰연합을 중심으로 한 경찰들의 불만과 갈등이었다. 당시의 노
사갈등은 1970년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임금규제가 심화되면서 불거지
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영국의 경제침체 국면은 공공부문 전체의 임
금 동결 내지 억제책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경찰들의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졌다. 경찰의 사기는 저하되었고 채
용이나 고용유지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들의 이해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찰협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
으며, 1919년 이전처럼 단체행동권을 다시 쟁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
찰 조직 내부에 확산되었다. 이 같은 경찰 내부의 불만과 정부와의 갈등
은 1976～77년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발표된
이후 경찰협의위원회 내 근로자대표단체인 3개의 경찰연합단체가 위원회
를 탈퇴하며 최고조에 이른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78～10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10%의 인상안만을 승인하였다(Hunter, 2003, p.30).
경찰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은 기존의 협의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경찰협의체제평가기구(Review Body on Police Negotiating Machinery)’
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1977년 말에는 이 기구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경
찰평가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on the Police 또는 Edmund-Davies
Committee of Inquiry)’가 출범하였다. 결국 이 위원회의 활동 결과 ‘에드
몬드-데이비스 보고서(Edmund-Davies Report)’가 발표되었고 기존의 협
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찰 노사협의체로서 ‘경찰처우협상위원회
(PNB)’ 구성과 새로운 임금결정 방식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동시에
노사 간 합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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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상이 임명하는 별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명시
된 위원장의 역할은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사가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는 것을 포함한
다. 또한 협의의 실패로 경찰중재기구(PAT)에 회부되기 전에라도 갈등
의제에 대해 노사 간 알선의 의무를 진다. PNB의 출범 이후 ‘EdmundDavies 보고서’가 권고했듯이 별도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외부 인사가 위
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는데, 첫 위원장으로는 ‘경찰평가위원회
(Edmund-Davies Committee of Inquiry)’의 부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보
통 PNB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
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위원장 부재 시)은 PNB 전원위원회(Feull PNB)
및 계급별 협의회(Standing Committee)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한편, 새롭게 설치된 별도의 사무국(사무국 간사 포함)은 ① 노사협의
에 필요한 회의 준비, ② 회의 기록, ③ 임금결정에 필요한 관련 연구과 데
이터 수집 등의 의무를 진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와 관련 연구자료는 노
사가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노사 양측에 전달되며, 협의와 관련해 노사의
요구가 있을 시 중립적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한다(PNB, 2003).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의 사무국 업무는 ‘인력경제관리국(Office of
Manpower Economics : OME)’의 지원을 받으며 노사협의의 장소는 회의
의 형평성을 위해 런던의 OME 회의실에서 진행된다(OME, 2009).
당시 Edmund-Davies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1970년대 중
후반 경찰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을 반영해 상당폭의 임금인상을 권고했
다는 것과 새로운 개념의 경찰 임금결정 방식인 지수연계 제도(indexation
system)를 도입했다는 것이다(Box 2 참고).
영국 내 17만 5,000명의 경찰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PNB
는 비정부부서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서 1980년 의회법
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6년 경찰법(Police Act 1996) 제61조 제1항은
PNB에서의 협의 의제에 대해 근로시간, 연가, 임금 및 수당, 연금, 경찰
복․개인장비의 사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영국경찰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PNB에서 협의되지 않는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제는 PN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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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지수연계 제도에 의한 임금결정 방식
경찰의 임금결정은 1978년 Edmund-Davies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경
찰협의위원회(Police Council)’에서의 노사협의를 거처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
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Edmund-Davies
보고서 발표 이후 경찰의 임금은 새로 도입된 지수연계 제도의 의해 임금수준
이 결정되어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되었다. 1979년 이후 초기의 경찰 임금결정
은 9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폭을
반영하는 영국 통계청의 평균 수입지수(Average Earning Index)를 기준으로
했다. 즉 전체 평균 수입지수가 3% 상승할 경우 PNB는 3% 경찰 임금인상안
을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78년부터 1993
년까지 활용되었다.
이후 경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표된 1994년 Sheehy 보고서는 기존의 평
균수입지수에 의한 적용 기준을 민간부문의 사무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상
폭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통계청의 자료가 아닌 OME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인상폭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같은 기준은 당시 경찰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임금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하지
만 2005년 OME는 자체 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과 경찰의 임금결정에 있어 지수연계 제도의 활용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경찰단체 역시 지수연계 제도를 기준으로 한 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후 민간부문의 임금인상폭은 임금
협의의 주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별도의 협
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 Hunter(2003) and Booth(2007).

별도의 협의기구인 ‘경찰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 PAB)에서
논의된다.
PNB의 재정은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부
터 지원받으며 ‘인력경제관리국(OME)’은 PNB 운영 전반(인력포함)에 대
한 지원을 한다. 수상이 직접 임명하는 PNB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
에 있어서의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PNB의 사용자 측의 협의단은
내무부, 지방경찰위원회(LPSs), 지방정부연합회(LGE)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측 협의단은 3개의 노동단체(Police Federation, Sup
erintendents' Association and Chief Police Officers' Staff Association)
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PNB에 의해 협의된 합의안은 내무부 장관(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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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에게 권고되고 받아들여지면 합의안을 반영한 ‘경찰규약(Police
Regulation)’안을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승인이 되면 법적 효력
을 발휘하게 된다(LGE, 2009). PNB의 운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치안과 관련된 경찰의 특수한 고유 업무를 감안해 노동을 거부하는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협의체라는 점.
- PNB의 협의사항은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되며 장관은 경찰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시 이 같은 권고사항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법
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
- PNB의 협의가 노사 입장 차이로 도출이 안 될 경우 안건은 PNB로부
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도의 ‘경찰중재기구(Police Arbitration
Tribunal, PAT)’에 회부되고 PAT의 결정은 PNB의 협의와 같은 효
력을 가진다는 점.
- 여타 공공부문의 임금결정과는 달리 지수연계 제도가 임금결정에 중
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
특히 지수연계 제도의 경우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금결정과 상당 부분
흡사하나 결정 내용이 자동적으로 임금인상에 반영되는 소방공무원과는
달리 결정 수준은 내무부 장관에게 권고되고 이를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임금 공식에 의한 임금결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Roger Seifert, 저자와의 인터뷰, 2009년 10월).
1)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운영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운영의 기본 방식은 전체 경찰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PNB 전원위원회(Full Board))에서 협의를 진
행하고, 각 계급군 안건에 대해서는 3개의 계급군 세부협의회에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1980년 PNB의 설립 이후 경찰 임금과 노동조건은
1990년대 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994년 Sheehy경이
위원장을 맡은 ‘경찰 임금․직급․근로조건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경
찰 운영과 관련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PNB,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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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9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한 주택 수당 폐지.
- 1994년 9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수당 수급자에 대한 수당 동결.
- 임금 공식 수정 :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폭이 아닌 OME가
매년 조사하는 민간부문의 사무직(non-manual) 임금인상폭의 증앙
치(median figure)를 기준으로 경찰 임금 결정.
- Chief Superintendent 이상의 직급에 대해 유기계약제 신설.
한편, PNB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PNB 규정(constitution)의 변화도 발
견되고 있다. 1980년 출범 이후 1995년까지 PNB의 운영에 있어 거의 변
화가 없었으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PNB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어 1998년 관련 규정이 개
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직급의 수당을 협의했던 별
도의 분과위원회를 철폐(이후 수당 관련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
과 사용자 측 대표로서 고위경찰관협회인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of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ACPOS(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in Scotland)가 새롭게 2개의 분과위
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00년에는 내무부 부관(Minister of State at the Home Office)의
제안으로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PNB 운영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약 1년간의 노사협의를 거쳐
2001년 4월 전원위원회(Full Board)에서 합의되었다. 주 내용은 ① 전원위
원회의 노사대표의 참석 인원 25% 축소, ② ACPO/ACPOS의 전원위원회
참여 허용, ③ PNB 위원장과의 협의 후 국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안을 PNB 협의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 ④ 국가적
으로 매우 중요한 경찰업무 관련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 마감
일시 지정, ⑤ 기존의 3개의 계급군 위원회 유지165), ⑥ 경찰 연금을 논의
하던 연금분과위원회(Pension Committee)를 폐지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 등을 포함한다(PNB 연례보고서, 2001).
165) 기존의 각 직급별로 운영되던 Committees A, B and C의 명칭을 Chief Officers,
Superintendents, and Federated Ranks Committee로 수정. 단 근로자 측 대표
자 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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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NB의 노사 대표자 인원 변화(1980～2001)

1980
전원위원회
위원회 A
(Chief Officers)
위원회 B
(Superintendents)
위원회 C
(Fed. Ranks)
1)
위원회 D
2)
위원회 E

사용자측 근로자측
대표
대표
1998
2001
33
29

1980
22

1998
28

2001
29

22

20

18

13

13

11

8

20

23

16

16

16

14

20

24

20

19

20

16

16
16

16

-

22
22

22

-

주 : 1) 각종 수당 관련 협의를 담당하던 분과위원회로서 1980～90년까지 활동했으
며 1998년 폐지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협의.
2) 1998년 Committee E의 명칭은 Pensions Committee로 수정되었으며 2001년
4월 폐지됨. 관련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협의.
자료 : Police Negotiating Board, Annual Report of the Independent Chair(2001).

2) PNB 전원위원회(Full PNB) 구성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PNB의 운영은 전원위원회(Full Board 또는 Full
PNB)에서 전체 경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계급별 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곳에
서는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의 노사 협의단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Full PNB 근로자대표>
우선 3개의 지역별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이 Chief Inspector의
계급까지의 경찰을 대변해 참여하며, 근로자대표단 내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Superintendent를 대변하는 2개의 관련
단체와 고위직(ACPO ranks) 경찰간부를 대변하는 2개의 단체 등이 참여
한다. PNB 근로자 측의 대표는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계급별 경찰 인원
의 비율을 고려해 각 단체의 대표자수를 결정한다. <표 3-6>은 현재
PNB의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단체와 대표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
로자 측 협의단은 이들을 대표하기 위한 의장과 간사를 선임하는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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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PNB 전원위원회 내의 근로자 대표자 구성
근로자 단체

인원

고위경찰근로자연합(Chief Police Officers’ Staff Association)

2

잉글랜드․웨일즈 경찰관리자연합 (Police Superintendents’ Association of
England & Wales)

2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of England & Wales)

7

스코틀랜드 고위경찰근로자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in
Scotland)
스코틀랜드 경찰관리자연합(Association of Scottish Police Superintendents)

1
1

스코틀랜드 경찰연합(Scottish Police Federation)

4

북아일랜드 경찰관리자연합(Superintendents’ Association of Northern
Ireland)

1

북아일랜드 경찰연합(Police Federation for Northern Ireland)

2

근로자 협의단 의장 및 간사

2
전체

22

자료 : PNB 규정(2003).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PFEW) 의장과 대표자가 선출된다.
<Full PNB 사용자대표>
PNB의 사용자대표 또한 근로자대표와 같이 22명으로 구성되며 지방경
찰위원회(LPAs)와 내무부대표자, 고위경찰관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 중에
서 영향력이 있는 큰 그룹은 LPAs에 구성원 중 일부인 지방의원(local
councillors)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개
별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발의한 주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의를 진
행한다(Hunter, 2003).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지방공무원의 단체교섭
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연합회(Local Government Employers :
LGE)’의 지원을 받는데 LGE는 협의 관련 사무국(Secretariat)과 사용자
측 간사(Official Side Secretary)를 운영․지원한다. LGE는 전원위원회
뿐 아니라 각 계급별 협의회에 필요한 전문가 조언과 관련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LGE가 지원하는 간사는 PNB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자
(principal negotiator)로서 역할한다. <표 3-7>은 PNB 전원위원회에서의
사용자대표 관련단체 및 구성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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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NB 전원위원회 내의 사용자대표자 구성
사용자단체

인원

내무부관련 조직(Home Departments - Home Office, Scottish Executive,
and Northern Ireland Office) 대표자

3

잉글랜드․웨일즈 지방경찰위원회연합(Association of Police Authorities
representing English and Welsh Police Authorities, APA)

11

스코틀랜드 지방경찰위원회연합(Convention of the Scottish Local
Authorities, COSLA)

3

북아일랜드 지방경찰위원회(Northern Ireland Policing Board (NIPB)

1

잉글랜드․웨일즈 고위경찰관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of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CPO) 및 스코틀랜드 고위
경찰관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in Scotland, ACPOS).

4

전체

22

자료 : PNB 규정(2003).

3) 계급군협의회(Standing Committee)
전원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각 계급군별로 ‘경찰고위직 협의회(Chief
Officers Committee)’, ‘경찰중간관리직 협의회(Superintendents Committee)’,
‘경찰하위실무직 협의회(Federated Ranks Committee)’ 등 3개의 세부협
의회가 존재하며 각 계급군 협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하나 이
상의 계급군 협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 즉 협의회 간의 논의가 필요
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Working Parties)
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이때 특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는 PNB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계급군 협의회 차원에서도 구
성될 수 있다(표 3-9 참고). 또한 각각의 계급군 협의회의 합의안은 전원
위원회의 재가 없이 직접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되고 장관은 이에 대해 수
용여부를 결정한다. 각각의 계급군 협의회의 노사 대표자 구성은 <표
3-8>와 같다. 계급군 협의회에 협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용자 측과 근로
자 측 대표는 PNB 전원위원회 협의위원 중에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 안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PNB 전원위원회의 협의위원이 아
닌자를 계급군 협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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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PNB 내 계급군 협의회 구성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총원

경찰고위직 협의회(Chief Officers Committee)

13

8

21

경찰중간관리직 협의회(Superintendents Committee)

16

4

20

경찰하위실무직 협의회(Federated Ranks Committee)

20

16

36

PNB 내 계급군 협의회

자료 : PNB 운영 규정(2003).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경우 하위직에만 허용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의 가입 허용 및 운영과는 달리 중간관리자와 최고위급에 해당
하는 안건도 PNB를 통해 협의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것은 중간관리자나 고위급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협의회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공무원의 단체교
섭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위직 경찰들은 PNB 내에서 사용자 측 대표와 근로자
측 대표로서 2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고위경찰근로자연합(Chief
Police Officers’ Staff Association)’, ‘스코틀랜드 고위경찰근로자연합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in Scotland)’은 ‘경찰고위직 협의회
(Chief Officers Committee)’에 노동자 측 대표로서 참여하는 동시에 ‘잉글랜
드․웨일즈 고위경찰관협회(ACPO)’와 ‘스코틀랜드 고위경찰관협회(ACPOS)’
대표들은 ‘경찰중간관리직 협의회’, ‘경찰하위실무직 협의회’에 사용자 측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4) 협의회의 운영
PNB 전원위원회 및 계급군 협의회의 정족수는 노사 양측의 대표자 반
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위원장이 해당 협의회
의를 취소하게 된다. 전원위원회와 계급별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노사 중
한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가
소집된다. 전원위원회의 경우, 보통 7월, 10월, 1월, 4월 중 1차례씩 연 4
회의 정규 협의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회의가 소집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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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PNB 내의 협의회의 개최 현황
연 4회 정규회의 개최(7월, 10월, 1월, 4
월) + 연금 안건에 대한 특별회의(2005년
12월)
경찰하위실무직 협의회(Federated Ranks 전원위원회와 연계해 연 4회 협의회의
Committee)
개최
경찰중간관리직 협의회(Superintendents 전원위원회와 연계해 7월, 10월 1월 연
Committee)
3회 협의회의 개최
경찰고위직 협의회(Chief Officers
전원위원회와 연계해 7월, 10월 연 2회
Committee)
협의회의 개최
PNB 별도 심의위원회(Working Parties) 경찰연금평가(Police Pensions Review) :
심의위원회 회의 : 4회
기술분과 회의 : 7회
임금현대화(Pay Modernisation):
심의위원회 회의: 7회
기술분과 회의: 3회
PNB 경찰고위직 협의회(Chief Officers 경찰조직개편(Force Restructuring) :
Committee) 별도 심의위원회(Working
심의위원회 회의 : 5회
Parties)
기술분과 회의 : 1회
Police Negotiating Board 전원위원회

자료 : PNB Annual Report(2006).

다. 또한 계급군 협의회 역시 전원회의와 같은 날짜에 소집되는 것이 일
반적이나 모든 계급군 협의회가 연 4회의 협의회의를 갖지는 않는다
(PNB, 2003). <표 3-9>은 2005～06년 진행된 PNB 내의 협의회의 개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 정부의 역할
경찰서비스 업무와 경찰의 임금인상의 규모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이해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 경찰의 업무는 다분히
자치경찰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찰 업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약 80%의 재정이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되며 20% 정도만이 지방세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원된다. 이
같은 이유로 내무부 장관은 PNB의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에 있어 전적
인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정부는 직접적인 협의의 한
축으로 역할하지는 않는다. 단, 장관의 대리인이 사용자 측 협의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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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 내무부 소관 사안과 관련된 사용자 측 협의단의 의사결정에 있
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Hunter(2003)가 PNB 내의 모든 협상테이
블에는 내무부 장관의 유령이 참석한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경찰 협의에
있어 내무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무부 장관이
PNB 합의안에 대해 승인 여부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나 합의안을
거부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만약 장관의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었다면 PNB의 협의 시스템을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
다(Hunter, 2003).
6) 협의의 중재
PNB 전원위원회나 세부협의회에서 협의 의제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NB의 의장은 우선 노사 사이의 알선 과정
(conciliation process)을 통해 노사 합의도출을 시도한다. 알선 과정은 주
어진 환경에서 PNB 위원장이 판단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지
는데 우선 위원장이 선출한 알선인(conciliator)은 노사양측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한 합의도
출을 모색한다. 이때 알선 과정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명확하게 된 시
점에서 1달 이내에 개시된다(PNB, 2003). 알선은 노사 간 분쟁에 대해 그
원인과 경과를 숙지한 후 철저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하지만 알선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대부분의 노사 간
의견 불일치의 원인이 의사소통의 단절에 있기 때문에 이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에 치중한다. 이 단계를 거쳐 노사 간의 의견차는 좁혀지거
나 사라지고, 의견 일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의 빠른 해
결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알선 과정을 거친 후에도 노사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관련 쟁
점 안건은 전원위원회나 세부위원회로 재상정되지 않고 노사 중 한쪽의
요청에 의해 ‘경찰중재기구(Police Arbitration Tribunal : PAT)’의 중재절
차를 거치게 된다. PAT는 수상이 임명한 3명의 중재인(arbitrator)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활동은 영국 내 노사분쟁 해결기구인 ‘조언․알선․중
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ACAS)’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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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는다.166) 이후 이들 중재인의 의한 모든 결정은 PNB의 노사합의
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단, 경찰 연금과 관련된 안건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PNB, 2003). 중재절차를 거친 중재안 역시 PNB의 합의안과 같
이 내부무 장관에게 권고사항으로 전달되며 내무부 장관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PNB의 운영에 있어 중재는 거의 매년
진행되는데, 1980～85년까지 경찰 임금이 만족할 수준으로 인상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1～2건의 안건이 PAT에 회부되어지고 있다
(PNB, 2001).
7) 지역 협의
앞서 살펴본 PNB를 통한 중앙협의 시스템과 함께 지역별 협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협의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협의단을
구성해 진행되는데 사용자 측 협의단이 구성되지 않고 지방경찰청의 고
위책임자 소수만이 참여하는 협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때의 협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적 관심 사안이 주로 논의된다. 예를 들어 단체의 전임자 수,
단체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등 경찰단체들의 권한에 관한 사항, 일
상 업무 중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 또는 경찰단체 활동
시의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에 관한 사항, 경찰 인력의 (재)배치 문
제, 경찰의 징계 및 포상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3개 지
방경찰청의 광역화를 위한 지방청 간의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광역별 임
금체계 도입이나 성과급 도입이 확대되면 지역별 협의의 범위는 더욱 확
대될 가능성이 있다(Seifert, 2006). 이때 협의는 지방경찰청 단위와 하부
조직인 경찰서(BCU) 단위까지 진행되며, 그 이하의 하부조직(지구대)에
서는 공식적인 노사협의가 존재하지 않는다(Andy Gilbert, 저자와의 인터
뷰, 2009년 10월).
지역별 협의 차원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해서도
PNB 규정(constitution)은 매우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별
분쟁의 상당 부분은 PNB의 합의안 및 경찰 규정의 해석 및 시행에 대한
166) ACAS의 보다 자세한 활동과 역할은 채준호(2005),「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에서
의 조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역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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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우선 지역별 협의에서 분쟁이 발생해 PNB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PNB의 자문이나 조언을 요청하게 되는데 관련 안건
은 PNB의 노사 협의단의 간사 또는 PNB 사무국 간사를 통해 PNB에 전
달된다. 만약 사무국 간사가 지역협의의 분쟁에 대해 보고받을 시 즉시
이를 노사 양측 간사에게 보고하고 노사의 의견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지
역협의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PNB 노사 간사 간의 합의된 자문(조언)을
통해 해결된다. 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관련 세부협의회나 전원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조언이나 자문을 통한 지역 분쟁의 해결 이외에도 PNB의 노사 간사
중 한 명 또는 사무국 간사의 요청으로 알선 과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
는 경우도 있다. 알선 과정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PNB의 위원장에 의해
개시된다. 우선, 사무국 간사는 서면으로 지역 분쟁이 PNB에 전달되었음
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알선 과정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장이 알
선 개시를 승인하면 사무국 간사는 지역협의 분쟁 당사자들에게 쟁점 현
안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 알선 절차에 들어간다. 알선은 지역 현안에
대해 노사 간사 및 지역협의 당사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사무국 간사는 노사 간사들의 알선안에 대해 지역 당사자들에게 제
시하고 이들이 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이 해결된다. 하지만 알선안은 당사
자들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를 거
부할 수 있다. 단, PNB의 조언이나 자문 및 알선을 통한 지역 분쟁의 해
결 노력은 분쟁 발생 이후 2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의 절차는 PNB의 중
재(arbitration)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분쟁을 해결한다(PNB, 2003).
나. 경찰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 : PAB)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가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역할하는 것에 비
해 ‘경찰자문위원회(PAB)’는 PNB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기구라 할 수
있다. PNB가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핵심 관심사항인 임금, 연금, 수
당, 근로시간, 근무복 착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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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PAB는 규정된 의제 이외의 경찰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영국 내에는 잉글랜드․웨일즈 경찰
자문위원회(PABEW), 북아일랜드 경찰자문위원회, 스코틀랜드 경찰자문
위원회 등 총 3개의 경찰자문위원회가 존재한다. PNB의 경우 전체 영국
경찰에 적용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과는 달리 PAB는 지역별로 별도
의 기구를 설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적용 대상이 가장 큰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자문위원회(Police Advisory Board for England
and Wales : PABEW)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PABEW는 1964년 경찰법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법이 규정한 PABEW의 역할은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안, 즉 PBN에서의 협의 의제 이외의
경찰 업무 일반에 관한 의제, 특히 고용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
(경찰 계급, 채용 및 승진, 수습기간, 명예퇴직, 개인정보 관리, 성과관리,
업무 지침, 징계 절차 등)에 대해 내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또한
내무부 장관이 PABEW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에 대해
명시한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 후 자문해야 한다(PABEW, 2006).
PABEW는 PNB와 같은 OME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참여단체의 구성원 또한 PNB와 상당부분 일치해 두
기구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PABEW의 운영에 있
어서도 PNB와 유사점이 상당부분 발견된다. PABEW의 노사협의 활동의
상당부분은 의제별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심의위원회(Working Parties)
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해 종종
PABEW의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선임되기도 한다. PABEW의 협의 진
행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관련 안건을 해당 심의위원회에 이첩
하고, 심의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한 권고사항은 PABEW의 전원위원회에
서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PABEW
의 전원위원회 회의는 90분을 넘기지 않으며 보통 PNB 회의 이후 같은
날 오후에 회의를 개최한다.
PABEW는 참여 협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이 중 15명은 ① 잉글랜드․웨일즈 고위경찰관협회(ACPO), ②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경찰위원회연합(APA), ③ 고위경찰근로자연합(CPOSA),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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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광역지방경찰청(Metropolitan Police), ⑤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연합
(PFEW), ⑥ 잉글랜드․웨일즈 경찰관리자연합(PSAEW), ⑦ 내무부 대표
자, ⑧ 경찰 업무성과 평가기관인 HMIC(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for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등의 대표자들
로 구성된다. PNB와 비교해 그 규모가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17명으로
PABEW의 대표자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들 이외에도 각 단체의 자문
위원이나 내무부 공무원, 사무국의 직원들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평균 PABEW 전원회의의 참가자는 27명(2006년 기준) 수준이다. PNB와
비교해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다소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ABEW, 2006).

제5절 한국적 함의

한국에서의 공무원의 노동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되고 1999년 이후 시행되며 단결권만을 보장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직장협의회의 설치율은 미
미했고 설치된 기관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안건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
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
며 직장협의회와 공존하고 있어 두 단체 간의 명확한 기능상 구분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되
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존하는 직장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실질적인 협의의 기능을 보장해 주고 있는
영국 경찰의 협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영
국 경찰의 협의 제도를 우리의 직장협의회의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국 경찰의 경우 전국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
뿐 아니라 고위직까지의 단결권을 보장해 다양한 단체가 하나의 협의체
를 구성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협의 사안들은 임금 및 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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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단체교섭에 가까운 협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찰 협의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인 하위직과 고위직을 망라한
전체 경찰 계급의 협의기구(PNB) 참여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
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또는 허용의 범위가 공무원노조
법과 거의 흡사하여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경찰의 협의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단체교섭에는 전체 직급을 포괄
하는 경찰 또는 공무원의 대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
순 도입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 범위보다는 직장협의회의 가입허용 범위를 확대
(예를 들어 전체 6급 또는 5급 공무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하위
직 공무원들의 의사반영의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역시 고려
해 봐야 한다.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협의 안건의 설정이 지나
치게 좁고, 합의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 협의
제도는 다양한 경찰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경찰처우협상위원회
(PNB)에서 임금 및 수당, 연금 등에 관한 협의에 치중하는 동시에 이외
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찰자문위원회(PAB)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함으로
써 보다 광범위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영국 경찰의
협의 제도 역시 합의안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합의안에 대해 내무 장관이 관련정책을 결정할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직장협의회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강제력
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
의 공무원 교섭의 틀에서는 비교섭 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은 실질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경찰자문위원회와 같이 교섭․비교섭 의제
의 구분 없이 광범위한 의제를 협의하고 이를 관련 기관의 정책결정자들
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협의기구

제3장 영국 경찰의 노사협의 제도 149

는 공무원 노동조합뿐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기타 유관기관의 참여
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영국 경찰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 단체의 활동 보장과 이들과
의 대화 창구 유지를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
론 우리와 달리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공공부문 내에서 전통적으로 모범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이 같은 전통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공공
부문 내 근로자단체를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아직까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시기상조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
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도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가능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현재와 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최소한의 협의 기능이
가능한 직장협의회 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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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무원직장평의회

제1절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

1. 독일 공무원노사관계의 다원성
독일 노사관계에는 통일노조(Einheitsgewerkschaft), 산별노조(Indus
triege werkschaft), 일산업 일노조(Eine Industrie, Eine Gewerkschaft)라
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167) 그러나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독일노총
(Deutscher Gewerkschaftsbund, 이하 DGB) 산하 5개 산별노조와 독일공
무원연맹(Deutscher Beamtenbund, 이하 DBB) 산하 42개 직업조합 및
직종별노조라는 복수노조주의(Gewerkschaftspluralismus)가 성립되어 있
다(Müller-Jentsch, Walther, 1997, pp.105～118). 따라서 노동조합 간의
관계, 즉 경쟁과 협력관계가 사용자인 국가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노사관
계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엄격한 제한과 비제도
167) 물론 민간부문에도 독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상급
조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노조총연맹(CGB)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독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8개 노조만이 노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산업 일노조주의가 관
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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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협의 및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중성을 갖고 있다. 즉 제도적 규제가 갖는 노동3권의 제한을 비제도적인
협의 및 합의로 보완해 주고 있다. 제도적 영역과 비제도적 영역이 결합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주체가 국가와 노동조합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특
징을 갖는다. 그 결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은 비제도적 영역에
서는 대립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도적 영역에서는 제도화로 수렴되
고 내부화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는 공무원성(Beamtentum)
과 신분보장이라는 정치적 교환의 결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무원성의 보장과 노동3권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공무원 노사관계가
점령군에 의해 강제되었고, 독일노총과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던 독일의
산별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했다. 당시의 기독민주연합의 아데나워 정권
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표성이 있는 공무
원 노조 및 상급단체가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
장해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노
동조합 상급단체를 적극적으로 포섭해 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비제도적 영역을 제도변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적극적으
로 활용했다.
따라서 정치적 교환의 핵심으로서의 공무원성은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
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와 구별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Keller
& Henneberger, 1995, p.131).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적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노사관
계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다.168) 국가에 대한 봉사와 신분보장을 특징
으로 하는 공무원성(Beamtentum)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공공성과 노동권
의 제한이라는 사적 노사관계와는 다른 제한적 노사관계가 성립하게 된
토대로 작용하고 있었다(Belzer & Brandel, 1995, p.159; Kellner, 1993,
pp.210～213).169)
168) 공무원 노사관계의 공적 성격은 주체적․영역적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
다(이승협, 2006, pp.3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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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접
근은 제도화된 공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제도화된 비공식적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미시정치론(Mikropolitik)적
관점에서 보면 노사관계에서 주체의 행위는 주어진 제도적인 틀 내에서
각 주체는 상당한 정도로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추구한다
(Müller-Jentsch, Walther, 1997, pp.69～70). 따라서 주체의 자율적 행위
로서의 비제도적인 방식의 정보교환, 협의, 협상 및 압력 등도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공식적 제도적 틀과 비공식적 비제
도적 관계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르트만(Ortmann)은 이러한 의미에서 노사관계를 주체의 ‘미시정치
적 게임의 총체(Gesamtheit mikorpolitischer Spiele)’로 파악한다(Ortmann,
1995, p.33). 따라서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사회적 관계(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이자, 정치적 관계(노동쟁의)이자, 경제적 관계(노동시장)이며, 동시
에 문화적 관계(조직문화)의 제도적이고 비제도적 관계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도화된 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노사관계는 단
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
인 차원에서의 로비, 정보교환, 협의, 합의 및 협정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개선 및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시켜 가는 주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용자로서의 국가가 의제를 설정하고 노사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가, 아니면 공무원노조나 공무원연맹과 같은 공무원 이
해대변 조직이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는가, 또는 공무원직장평의회가 법적
으로 보장된 공동결정권에 따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이 달라
지고 있는가? 따라서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주체적 측면이 공무원 노사
169) 공무원의 노사관계는 공무원이 그 사회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및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노사관계란 단체교섭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적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사관계란 노동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실현되는 노동력의 매매와 사용조건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노동력 판매의 양적 및 질
적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양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역시
노사관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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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실질적인 작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독일 공무원 노
사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독일
공무원노조와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공무원노조
와 공무원직장평의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관계의 형성, 유지, 변화
의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2. 공무원성(Beamtentum)과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를 특징지우는 개념은 공무원성이다. 공무원성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만을 공무원으로 인
정하고, 이들을 일반 국가기관 종사자와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관
에 고용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공무원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독일
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공무원성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대
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Keller, 1993, p.195). 승전국들은 전후 재건을 위한 행정
적 편의를 위해 나치에 협력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특수 지위를 해
체하기보다는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분이 보장되고 국가에 봉사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독일 사회에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독일헌법(Grundrecht) 제33조 제4항과 제5항은 바로 이러한 독일 공무
원의 공무원성을 규정하고 있다(GG, Art 33). 1953년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e)이 제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 지위와 역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1957년 공무원 권한에 관한 법(Beamtenrechtsrahmengesetz)에 의해 연방공무원, 주정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 신분, 지위, 역할이 통일적으로 규제되게 되었다.
독일노총은 공무원성을 규정하는 독일헌법 제33조 제5항의 공무원성에
관한 일반규정(hergebrachte Grundsätze des Beamtentums)에 대해서 지
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Verdi, 2003, p.23). 독일노총은 공무원의 집
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독일헌법 제33조 제5항은 결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독일헌법 제5조 제1항과 제9조 제3항에 어긋난다
고 보기 때문이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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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독일 공무원 신분보장 관련 법률 분류

자료 : Deutscher Gewerkschaftsbund(2005), p.74.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성은 국가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고용 주체와 업무 영역별로
구분된다. 고용 주체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주정부
(Landesregierung) 및 지방자치단체(Gemeinde)로 구별된다(Kost & Wehling,
2003, pp.7～14). 연방공무원은 연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171) 업무 영역
별로는 행정공무원(Beamten)과 일반직 종사자(Beschäftigte)로 나누어지
고, 일반직 종사자는 다시 사무직(Angestellte)과 생산직(Arbeiter) 노동
자로 나누어진다.172) 이렇게 다양한 국가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행정관리
170) 독일헌법의 제1조～제19조는 독일헌법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해놓
은 조항들이며, 제19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
해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71) 이외에도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인 고용청, 철도공무원, 도이취은행 등에 종
사하는 공무원이 존재한다.
172) 2006년 주공공기관 단체협약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존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는 분류상 일반직 종사자(Beschäftigte)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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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만 공무원성이 인정되고 적용되며, 일반직 종사자에게는 공무
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성의 인정 여부는 가장 중요하게는 신분
에 대한 보장 여부와 연계되어 있다. 즉 국가의 독점적 행정 업무를 대신
하는 대리자인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신분을 보장한다. 신분보장의 내용
으로는 고용보장, 생계 및 생활보장, 노후보장, 각종 사회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가기관 종사자 중에서 행정관리공
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적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기관 종
사자 중에서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이
들에게는 민간부문 노사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과 기타 일반직 종사자는 신분보장에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공무원은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임용되는 임용관계에 놓여진다. 임용관계는 노동력의 구매
와 판매의 관계가 아니라 충성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공
무원의 사적 관계를 규제하는 민법이 아닌 공적 관계를 규제하는 공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 신분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분쟁
은 일반노동자와 달리 행정재판소를 통해서 처리된다. 결국 공무원의 지
위 및 신분, 기능과 역할은 철저하게 법제도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고 규
정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직 종사자는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용자로서의 국가와 임용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를 맺고 국가
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된다. 국가와의 관
계는 충성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일반직 종사자의 지위, 기능, 노동조건 등은 법제도의 규정에 따라 결정
되지 않고, 일반적 노사관계의 틀에 따라 자율적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
된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된다. 사용주로서의 국가와 개별 현업직 종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법이 아닌 민법의 규정을 받으며, 노동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공동결정의 제도적 기초
인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BPersVG)이나 각주의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LPVG)
에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두 집단을 구분하여 별도의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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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판결에 따르게 되어 있다.
결국 공무원성의 인정 여부는 국가기관 종사자에 대해 이중적인 노사
관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자로서의 국가에서 사용자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일반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라는
고용관계의 틀을 적용하여, 민간부문 노사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노사관계가 제약되는 특수적 노사관계로
서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적용된다.
공무원성에 기초한 특수형태의 노사관계로서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가
갖는 구조적 특징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높은
법제성이다. 공무원의 고용, 임금, 승진, 노동조건 등의 모든 사항은 법률
을 통해 규제된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 관련 법안이 존재한다.173)
둘째, 독일 공무원은 임용관계적 특성에 기초한 뿌리 깊은 공복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일반노동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관료로
의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특히 독일공무원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42
개 직종별노조 및 조합은 직종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제적 조합주의
에 기초한 노동조합 내지는 직업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DBB, 2005a).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을 들 수 있다(Müller-Jentsch, Walther,
1997, pp.112～114).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정부라는 단일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지만, 서구사회에서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인해 의
사결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국가는 특히 입법 과정
에서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반경을 제한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행정기구로서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노동조합
의 활동은 입법 과정 여하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 내지 합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불인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일
173)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무원 권리
구조에 관한 법, 연방공무원법, 연방공무원급여법, 공무원복지법, 연방공무원 복
무법, 연방공무원 출장비에 관한 법, 연방공무원 전근비용에 관한 법, 연방공무
원대표법, 특별보상에 관한 법, 공무원휴가비에 관한 법.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 종사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이 존재한다.

제4장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와 공무원직장평의회 157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활동보다는
로비나 비공식적 협의라는 비제도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즉 노동조합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로비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비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식적
이고 제도적인 차원은 이러한 비제도적 활동을 공식화하는 통로로서 주
로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이중적 이해대표제를 들 수 있다. 이중적 이해대표제(Fürstenberg,
1999, p.195)는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갖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받게 되는 노사관계를 보완
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평의회(Personalrat)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관 내에서 공무원들의 실질적 노동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
평의회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또 다른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2008년 6월 현재 독일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현업기관과 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50만여 명에 달한다(표 4-1 참조). 이 중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과 주 및 기
초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 공무원을 합해 약 187만여 명이다. 주정부
종사 공무원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방공무원은 31만 명, 기초자
치단체 종사 공무원은 18만 명 정도이다. 기타 공공기관 종사 공무원은
1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사무직 종사자는 전체 218만 명, 생산직 종
사자는 54만 명으로 두 집단을 합하면 272만 명에 달해 공무원보다 많은
수가 국가기관에 채용되어 있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대상 공무원은 187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직종별노조 또는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 직종별노조 또는 산별노조는
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상급단체에 속해 있다. 개별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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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공기관 종사자 현황(2008년 6월 현재)
(단위 : 천명)
전 체1) 연방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부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륵-포어콤멘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아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엔
외국3)

585.8
690.1
253.3
133.8
38.3
108.2
319.2
103.1
425.7
905.8
228.2
54.8
223.0
138.7
159.5
124.0
13.5

전체

4.505.1

각종
연방
준공공
2)
조합 철도자산 기관
6.7
7.1
81.6
17.2
8.6
120.6
0.4
92.1
1.8
0.0
14.5
0.9
8.5
2.4
29.0
2.7
5.7
57.5
1.1
0.0
16.8
5.7
5.3
49.9
9.0
11.4
184.4
2.0
2.4
36.2
0.7
1.4
6.6
2.6
0.0
31.7
1.7
0.0
19.3
2.8
1.1
28.3
2.3
0.0
13.4

주

기초

31.5
66.9
31.2
15.5
2.6
11.2
24.9
18.2
62.2
83.2
32.1
3.4
13.5
8.8
34.9
9.0

259.8
288.8
129.7
60.1
26.3
65.6
125.6
41.7
188.0
330.6
93.8
29.2
107.6
61.9
54.9
65.4

199.3
188.0
0.0
42.0
0.1
102.8
25.2
114.6
287.3
61.8
13.6
67.5
47.0
37.5
33.9

13.2

0.1

-

-

0.2

0.0

462.2 1.929.1 1.220.4

56.1

46.9

790.4

주 : 1) 군 대체복무자 제외.
2) 노동청. 독일연방은행(사업장의료보험 포함) 사회보험기관. 기관 및 법인
포함.
3) 외국주재 공공기관 종사자.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09.
<표 4-2> 임용관계에 따른 공무원 현황(2005년 현재)
(단위 : 천명)
1)

연방
주
기초
각종 조합
연방철도자산
준공공기관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전체

315.7
1 261.8
180.3
2.9
48.1
67.9

94.9
716.3
810.2
36.0
0.5
524.1

70.8
98.8
287.2
21.1
2.4
60.4

481.4
2 076.9
1 277.8
60.0
51.0
652.4

주 : 1) 판사 및 군인 포함.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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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이하 독일노총)과
독일공무원연맹(DBB)이 있다. 독일노총은 현재 8개의 산별노조가 가입
되어 있는 독일의 최대 산별연맹이며.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노동
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전체 조직 대상 187만여 명 중 독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
는 공무원은 2008년 12월 현재 6개 산별노조 총 46만 5천여 명에 달한다
(표 4-3 참조). 단일직종노조인 경찰노조(14만여 명)와 교육 및 연구노조
(12만여 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서비스노조(17만여 명)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노조인 베르디(Ver.di)가 독일
노총의 공무원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노총은 공무원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노총의 연방상임집행위원회(Bundesvorstand)의 의결을 거쳐 구
성된 연방공무원위원회(Bundeskommission für Beamtinnen und Beamte)
가 독일노총의 공무원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일노총의
각 지역지부도 동일한 종류의 위원회를 독일노총의 지역지부 밑에 설치
하여 해당 지역의 공무원 정책을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형적인 행정관료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공무원노조 상급단체로 독일공무원연맹이 있다. 독일공무원연맹 산
<표 4-3> 독일노총 내 공무원 조직률 현황(2008년 현재)
(단위 : 명, %)
소속노조
농업환경노조
광산화학에너지노조
교육연구노조
금속노조1)
1)
음식숙박노조
경찰노조
철도노조
서비스노조 Ver.di
전체

남
1,004
280
38,913
117,955
23,483
127,062
308,697

성
( 93.0)
( 91.2)
( 32.1)
(-)
(-)
( 83.0)
(986.9)
( 73.3)
( 66.4)

여
76
27
82,260
24,121
3,536
46,266
156,286

성
( 7.0)
( 8.8)
(67.9)
(-)
(-)
(17.0)
(13.1)
(26.7)
(33.6)

전
1,080
307
121,173
142,076
27,019
173,328
464,983

주 : 1) 금속노조와 음식숙박노조는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
자료 : DGB. 2009.

체
( 0.3)
( 0.0)
(48.1)
(-)
(-)
(84.6)
(11.9)
( 8.0)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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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는 42개의 직종별 및 지역별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직업조합이 속해
있다(Deutscher Beamtenbund, 2005a). 독일 공무원연맹의 42개 공무원노
조 및 공무원직업조합에는 2007년 12월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
는 공무원, 사무직 및 생산직 등 총 127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표 4-4
참조). 이 중에서 직업공무원은 92만여 명에 달한다.
독일노총과 비교해 보면, 독일공무원연맹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조직률
이 높으며, 사무직과 생산직의 조직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노총의
46.5만 명과 독일공무원연맹의 92만 명을 합하면 모두 138.5만 명으로 전
체 조직 대상 공무원 187만 명의 약 73%가 노동조합 및 직업조합에 가입
되어 있다.174)
상급단체로서 독일노총과 독일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의 지위 및 노동조
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관련법안의 제정 및 개정과 공무원 급여문제
(Besoldungspolitik)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Verdi, 2005; Deutscher
Beamtenbund, 2005c). 특히 총연맹으로서 사용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 4-4> 독일공무원연합 내 공무원 조직률 추이
(단위 : 명)
전체

공무원

1)

사무직

1)

생산직

여성

남성

2007

1,278,435

919,527

358,908

396,220

882,215

2006

1,276,330

919,162

357,168

395,053

881,277

2005

1,275,420

918,767

314,593

42,060

394,633

880,787

2004

1,269,816

919,655

308,124

42,037

388,541

881,275

2003

1,257,983

910,771

305,225

41,987

381,442

876,541

2002

1,223,719

879,921

299,534

44,264

366,002

857,717

2001

1,211,093

878,182

299,897

33,014

363,929

847,164

2000

1,205.242

870,294

302,649

32,299

360,060

845,182

1999

1,201,891

867,534

302,172

32,185

357,671

844,220

주 : 1) 2005년부터 사무직(Angestellte)과 생산직(Arbeiter)은 생산직 범주에 통합되
어 집계됨.
자료 : DBB(2009).
174) 그러나 중복 가입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직률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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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Ver.di., 2005). 이러한 개입은 공무원
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권리를 제한하는 대가로 부여받은 총연맹
의 공무원법 관련 참여권(Beteiligungsrecht)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이루
어진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한과 참여권의 보장은 위에 언급한 독일 공
무원 노사관계의 제도적 통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노총과 독일공무원연맹은 또한 공무원이 가입된 산하 산별노조 및
직업조합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중재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종별조합의 형태를 띤 직업조합이 주로 가
입되어 있는 독일공무원연맹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입조직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드물다. 그러나 산별노조를 기초 단위로 하는 독일노총의 경우에
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산업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 간 충
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로서 독일노총은 산하 조직 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노총과 산하 개별 산별노조들은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서 독일공무원연맹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175) 독일공무원
연맹에 조직된 공무원이 독일노총 조직공무원보다 수적으로 많음에도 불
구하고 독일노총이 더 적극적인 이유는 독일노총은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을 강조하는 반면. 독일공무원연맹은 공무원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Deutscher Beamtenbund, 2005c). 따라서 독일공무원연맹은 집단적 공무
원 노사관계에 소극적이며, 공무원의 권익보호라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서는 독일노총의 입장,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75) 공무원의 파업 대체인력 사용 : 노동자로서의 공무원과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공
무원성의 충돌이 가져오는 갈등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1993년에 발생한
바 있다. 1993년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파업대체인력으로 공무원을 투입하였
다. 독일 노사관계에서 파업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라 불리며, 노동조합이 결사
적으로 반대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Ver.di., 2002). 독일노총은 파업대체인력으
로 공무원을 투입한 사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제소
한 1993년 공무원의 파업대체인력 투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WfBB. 2005,
p.11). 결국 이 판결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는 해당 직무에만 한정되
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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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관계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평의회라는 두 축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는 산업별 및 직종별로 사업장 외
부에 조직되어 동일산업 및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연대에
기초하여, 노동력 공급을 독점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한다. 따라서 갈등 지향적이며 공무원의 조직적 동원을 통해 이해
관계를 실현한다.
반면에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근무 장소에서 개별적인 공무원과 현업종
사자들이 맞부딪치는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기본
적으로 협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설치, 운영
및 분쟁해결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민간부문의 공동결정 제도와 공무원의 공동결정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적 차이는 분쟁 발생 시의 해결방안에 있다. 민간부문의 공무원직장
평의회와 회사 측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
되며 결정이 날 경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평의회와
해당 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려진
결정은 분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효력을 발생한다. 즉 분쟁의
주체가 일반직 종사자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의 주체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기
관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즉 이 경우
중재안은 해당 기관에 대한 권고의 성격만을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종업원노조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구조, 활동 영역 및
활동 내용의 차이는 <표 4-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보완해 주던 성격으로서의 공무원 공동결정 제도는
사용자로서의 국가, 지방정부, 지자체가 직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제도적
으로 포섭해 감에 따라 공동경영자(Co-Manager)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Sperling, 1998, pp.329～334). 행정개혁은 중앙집중화된 집단적 노사
관계를 통해 공무원의 이해대변보다는 공무원직장평의회를 통한 분권화
된 생산성 협력의 형태롤 선호한다. Killian and Schneider는 특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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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독일 공무원노사관계의 이원성
행위주체
행위근거
행위대상
행위영역
속성
노동쟁의
특징
분쟁해결
구조

공공기관 내부
공문원직장평의회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
각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
직장협정
노동력의 사용조건
질적
금지
협력지향적
중재위원회
개별적

공공기관 외부
산별 및 직종별 (노동)조합
노동기본권
단체협약
노동력의 판매조건
양적
허용
갈등지향석
자율적 협의. 조정. 중재
중앙집중적

행정조직의 분권화(Dezentralisierung)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역할을 확
장(Verbetrieblichung)시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Killian & Schneider.
1998, pp.278～279).

제2절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 분석

1.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제도적 체계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독일의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인 공동결정제의 일
종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시작된 공동결
정제도는 1918년 혁명을 통해 노동자평의회 운동의 형태로 민간부문에
확산되었고.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자 참여는 민간부문보다는 늦은 1895년부터 체신
및 전신공무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176) 실질적인 공무원의 경영참여
176) 현재 기존의 체신 및 전신공무원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민간 노동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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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민간부문과 다르게 혁명적 노동운동과는 별개로 제2차 세계대전
의 와중인 1933년에 파시즘 정권의 전시동원 체제의 일환으로 공무원대
표제(Beamtenvertretungen)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명칭도 공무원
평의회가 아닌 공무원위원회의 성격만을 갖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공무원의 참여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
부문에서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인 1955년 공무원
직장평의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다. 그 이후 1974년에 연방공무원직
장평의회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 BPersVG)으로 개정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이 공무원의 참여 제도의 기
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면서. 연방국가의 각 주에서도 연방공무원직장평
의회법을 토대로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Personalvertretungsgesetz der
Länder : LPVG)을 제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연방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정치구조상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오직 순수하게 연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는 아무런 효
력이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나 니더작센 주
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과 같이 개별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연방공
[그림 4-2]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제도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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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직장평의회법과 상당히 상이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방
공무원 및 각 주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구조, 권리 및 권한
등 공동결정 및 참여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방식을 갖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와 더불어 공무원
직장평의회를 통한 기관 단위 이해대변의 참여기구를 갖게 된다. 공무원
도 민간부문과 같이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과 각 주의 주공무원직장평
의회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공무원직장평의회(Personalrat)를 통해 공무원
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동일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직 종사자 누구나 평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비밀․보통선거에 기초해 공무원직장평의원을 선출한
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민간부문의 공무원직장평의회와 마찬가지로 행
정 영역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
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각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 사례를 통해 개별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
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 내의 모든 행정관청(부처, 지자체, 세무공무원, 사법부, 경찰청,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공사, 공법상 재단, 감독기관) 등을 포괄하여 적용
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독일 내에서
가장 폭 넓게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 공무원직장평의회법(Personalvertretungs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hlen : LPVG)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1974년 3월 15일 제정되어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었다. 지난 2007년 10월 9일 개정된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당해 연도 10월 17일부터 효
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2007년도 개정안은 관료행정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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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무원노동
조합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반대가 심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
부는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의 개정을 통해 그간 폭 넓게 허용해 온 참여권한
을 제한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기관 내부의 배치전환, 정기 건강검진, 외
부 감사, 민영화 또는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참여권한
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직장평의회와 사용
자 사이의 갈등 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중재위원회(Einigungsstelle)의
노사동수 구성에 의한 결정권한을 기관장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참여권
한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 공무원노동조합 및 야당의 거센 반대와 시위에도 불
구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007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별도로 연방과 지방정부 소속의 판사(Richter)들은 비록 공무원
신분이지만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이나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에 의거
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 의해 판사직장평의회(Richterrat)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 소속 판사들은 독일판사법(Deutschen Richtergesetz :
DRiG)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소속 판사들은 각 주의 판사법, 예를 들어
바이에른의 경우 바이에른 주 판사법(Bayerischer Richtergesetz, BayRiG)
에 의거해 판사직장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판사직장평의회의
의무, 권리 및 권한은 일반 공무원직장평의회에 준하여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과 연방특허법원(Bundes
patentgericht)은 5인 이상, 기타 연방법원(Bundesgericht)은 3인 이상일
경우 4년 임기의 판사직장평의회 평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
부의 경우,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
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에른의 경우 바이에른 주
판사법 제16-34조에 판사직장평의회 규정이 들어 있다. 최소 3인의 판사
가 재직하고 있는 주 법원마다 판사직장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
며, 이렇게 선출된 판사직장평의회 평의원은 5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판
사직장평의회는 재직 판사 수에 따라 최소 1인에서 최대 7인까지로 구성
되며, 판사직장평의회의 의무, 권리 및 권한은 바이에른 주의 공무원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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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법(Bayerischer Personalvertretungsgesetz)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직업군인 역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직업군인 역시 공
무원이지만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이 아니라 군인참여법(Soldatenbeteilig
ungsgesetz : SBG)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참여법은 군대 내의 군무원을
제외하고 군인참여법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투부대(kämpferische
Truppe)”에 속하는 직업군인은 군인참여법의 특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직
장평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자(Vertrauensleute)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복무자 역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신임자를 선출하여 자신
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2.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구조 및 운영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준수를 감시하며,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
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근로기준과 관련된 권리를 폭넓
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관 단위
참여제도이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
한 비밀권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달리 파업권과 같은 단체행동권
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참여와 관련된 광범
위한 권리사항과 더불어 부분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공
무원직장평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신뢰에 기초한 협력이라고 규정
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이를 위해 1년에 1회 전체 총회를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정(Dienst
vereinbarung)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체결된 직장협정은 법적 구속
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독일 공
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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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직장평의회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연계성
을 강화해 왔다.
공무원직장평의회에는 동일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직
종사자 누구나 평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 비밀․보통선거에 기초해 직
장평의원을 선출한다.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출
마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는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18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선거 시기는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과 각
주의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연방과 각 주가 동
시에 선거를 치르지는 않는다.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을 선출하는 평의회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
시된다. 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 시기는 연방이나 각 주별로 상이하게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거년의 4월 또는 5월에 선거가 실
시된다. 또한 4년 주기의 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년도 연방 또는 각 주별
로 상이한 주기를 갖고 실시되고 있다.
[그림 4-3] 연방 및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선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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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는 선거인명부에 기초한 개인선출제(Personalwahl)
나 명부제(Listenwahl)방식으로 치러진다. 명부제 방식은 개인이 공무원
직장평의회 평의원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자가 하
나의 집단을 이루어 순서화된 후보 명단(Vorschlagslist)를 제출하고, 각
집단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득표 수에 따라 후보 명단에 제시된 순서대로
평의원이 된다. 이 때 집단별 대표 원칙이 적용되어, 공무원 및 고용인 집
단이 구분되어 비율별로 배분된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민간부문의 공무원직장평의회와 마찬가지로 행정
영역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무
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그림 4-4 참조).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평위원 수는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과 주공무원
직장평의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직장 내 평의원 선거권을
갖고 있는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최소 5인 이상의 평의원 선거
권을 갖고 있는 종사자가 존재해야 공무원직장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
며, 20인 미만까지는 최소 인원인 1인의 직장평의원을 둘 수 있으며, 종사
자 수에 비례하여 최대 31인까지 평의원을 둘 수 있다.
[그림 4-4]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구성

주 : * 사무직과 생산직은 2006년부터 고용인(Arbeitnehmer)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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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 수
5～20인
21～50인
51～150인
151～300인
301～600인
600～1,000인
1,001～5,000인
5,001인 이상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직장평의원

1인
3인
5인
7인
9인
11인
11인 + 1000명 당 2인 추가
19인 + 2000명 당 2인 추가1)

주 : 1)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최대 31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 의장 및 평의원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다. 다만 공
무원직장평의회의 활동을 위해 타임오프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유급
면제 근로시간은 기관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무원직장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관장에 대해 공무원직장평의회를 대표
한다. 또한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및 모든 비용은
기관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식적
으로 기관 내의 게시판, 기관지 및 내부 전자메일 시스템 또는 인트라넷
을 활용하여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대략 종사자 수 대비 90%, 사업장 수 대비
63%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무원직장평의회법에 따르면 공무원
직장평의회 평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자가 5인 이상인 기관에 공
무원직장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90%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 생산
직 및 사무직 노동자가 공무원직장평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기관 운영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공무원직장평의회
적용 비율이 종사자 수 대비 46%, 사업장 수 대비 10%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공동결정제도가 현장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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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동결정제도 적용 현황
종사자 수 대비

사업장 수 대비

공공부문

90%

63%

민간부문

46%

10%

자료: IAB-Beschäftigungspanel(2004); Hans-Böckler-Stiftung(2006).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계별 대표
(Stufenvertretung) 원칙과 집단별 대표(Gruppen)라고 할 수 있다. 단계
별 대표는 공식 조직의 구성상 위계와 종사자의 이익대표 시스템을 일치
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관 단위 설치 및 운영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기관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장을 갖고 있
을 경우에는, 단계별 대표 원칙에 따라 기관 조직구조의 위계에 따라 각
단계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장평의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과 같이 본청, 지방청, 현장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해 공무원직장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대표 원칙에 따라,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Örtliche
Personalrat), 지역공무원직장평의회(Bezirkspersonalrat), 중앙공무원직장
평의회(Hauptpersonalrat : HPR)가 구성되며,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의 공
무원직장평의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낮은 단계 공무원
[그림 4-5] 단계별 대표 원칙에 따른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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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평의회가 기관 측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자체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는 바로 윗 단계의 공무원직장평의회가 구속력 있는 조정을 위임받아 수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대표 원칙은 연방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체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연방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체계 변경에 따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단계별 대표 조직 체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된다.
예를 들어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경우, 권역별 지역자치체 행정
조직(Bezirksregierung)이 폐지되면서 동시에 단계별 대표 구조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공무원직장평의회가 함께 해산되었다. 이 경우 니
더작센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단계별 대표 구조는 중앙공무원직장평의
회에서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로 바로 연계되는 2단계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대부분 정부 부처 수준에서 설치되며, 공무원
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연방이나 지방정부 전체 수준에서 다룬다. 중앙공
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선출은 주마다 상이한 자체 법률에 의해 규정
되고 있으며 개인선출제(Personalwahl)와 명부제(Listenwahl)177)의 두
가지 선출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지방정부의 각 부처별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가 모여 협의회(Arbeitsgemeinschaft)를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니
더작센(Niedersachsen) 주의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중앙공무원직장평
의회 협의회를 결성하여 니더작센 주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자
리로 활용하고 있다.178)
이 외에도 특정 기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전체공무원직장평
의회(Gesmatpersonalrat)를 별도로 선거를 통해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
다(BPersVG §55).179)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는 당해 기관의 개별
177) 그러나 일부 주의 경우에는 명부제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178) 니더작센 주의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협의회는 2005년부터 니더작센 주 내무부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의 의장인 볼프강 슈미트(Wolfgang Schmidt)가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볼프강 슈미트 의장은 독일서비스노조(Ver.di)의 조합원
이다.
179)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은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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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위원회가 주관하여 기관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의 위원 수는 각
공무원직장평의회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경우 최대 15인까지로 되어 있는 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의 경우에는 최대 11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는 일반적인 복무지침, 노동시간, 산재보호, 성과
급여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기관과
직장협정(Dienstvereinbarung)을 체결할 수 있다.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
가 당해 기관과 체결한 직장협정은 개별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직장협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BPversVG §73 ABs. 2; NRW LPVG §70 Abs.
2; Bayer. PersVG §73 Abs. 3).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가 비록 형식상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상위의 조직 포괄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지역공무원직장평의회 및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에 대해 상급 조직으로서의 지위명령권을 갖고 있
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사업장의 공무원직
장평의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으로는 집단별 대표를 들 수
있다. 집단별 대표는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빠
짐없이 실현시키기 위한 소수집단 보호제도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별 대표는 특히 공무원직장평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집단별 대표 원칙의 특징은 공공조직의 조직 위계에 따라 각 수준 및 단
주의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이하다. 연방공무원직
장평의회법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는 BPersVG의 제3조 제6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권을 갖고 있는 종사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설치가 가
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BPersVG §3 Abs. 3). 반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 주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제1조 제3항에는 전체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설치에
해당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당해 기관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동의(NRW LPVG
§72 Abs. 4)를 얻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NRW LPVG §1 Abs. 3). 또한 각 주
의 전체공무원직장평의회법의 근거조항 역시 주마다 상이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우 LPVG 제54조에. 바이에른 주의 경우
Bayer. PersVG 제55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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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집단별 대표 원칙의 적용 대상

계별로 공공조직 종사자들의 이해가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이해대
변의 현장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180)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역할은 공무원노동조합과는 달리 법적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을 침범하
지 않으며,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기관장과의 협의 내지 합의를 통
해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직장평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대략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근로기준, 단체협약 및 직장협정의 준수 여부 감시
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및 상담
기관 내 소수집단(여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및 견습생) 보호
공무원직장평의회 총회 (관련 노조간부 참여 가능)의 주재
고용 및 선발 과정에 기관 종사자 대표로 참여 (참여 및 자문권)
기관 내부 감사에 참관인 파견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협의
분기별 또는 매월 기관장과 정기협의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직장평의회가 기관 종사자들을 위
한 법적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직
180) 이로 인해 행정구역 체계가 상이하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관청의 조직체
계가 달라질 경우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조직체계 역시 연동되어 변화된다. 니더
작센 주의 경우, 구(Bezirk) 자치단체를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무
원직장평의회가 없어지고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로 통합되었다. 즉 전체공무원
직장평의회,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의 3단계 공무원직장
평의회의 단계별 대표체계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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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양한 범위와 대상에 걸쳐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권한은 기관 종사자들
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참여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기관의 인적․사회적 및 조직적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 청문권
(Anhörungsrecht), 공동영향권(Mitwirkung), 공동결정권(Mitbestimmung)
을 행사할 수 있다. 청문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권한이다. 청문권에
기초하여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관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공무원직
장평의회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공동영향권은 공무원의 참여권
한상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권한이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동영향권을
행사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기관 측에 설명 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결정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권한이다. 공동결정권의 대상이 되
는 사안에 대해서 기관은 반드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참여의 정도는 복지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공동결정권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
정감독자의 지시권이 인정되어 정보 및 청문권과 같은 낮은 수준의 권한
만이 주어지고 있다.
<표 4-8>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참여권리
청문권
참여의 강도
낮음
효력의 범위
직무 관련

공동영향권

공동결정권

중간

높음

해고 및 인사사항

복지관련사항

고용, 전보, 승진, 정년 후
직무수행 과정, 직무내용,
계속고용, 복지시설의 설
직무능력, 평가참여, 특별 기관통합, 조기퇴직, 해고 치 및 폐지, 평가기준, 산
해고
업보건 보호조치, 근무환
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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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사례로는 2007년
‘1 유로 일자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들 수 있다. 마인츠(Mainz) 시와
베츨라(Wetzlar) 시를 상대로 공무원직장평의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이 시간당 1유로 30센트의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당 20∼30시간
사이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자.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소위 ‘1
유로 일자리’의 채용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에 속하기 때
문에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은 일
반적인 채용과 달리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동결
정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지속되자 공무원직장평의회
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7년 3월 21일 행정법원은 공무
원직장평의회의 주장에 따라 단시간 근로의 채용도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한에 속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독일 공무원직장평
의회의 공동결정권한은 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한 기관 운
영권한의 상당한 영역에서 참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참여권한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기본적
으로 공무원직장평의회와 기관장 사이의 협의 및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공무원직장평의회
와 기관장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이를 명문화하고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직장협정(Dienstvereinbarung)을 체결하게 된다. 직장협정은 공무원직장
평의회 의장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의
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직장협정은 단체협약과 달리 기관 내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단계적 대표 원칙에 따라 최상위 기관에서 공무
원직장평의회와 기관장 사이에 체결된 직장협정은 하위 기관에도 일괄적
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직장협정에 기관 내 일부 집단 또는 특정 단계에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방조항(Öffnungsklausel)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직장협
정은 여타의 법적 규정이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
을 담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협정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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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이나 규정, 단체협약을 보완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 복리후생,
기관 내 모빙(Mobbing) 또는 성희롱 방지 등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직장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Klaesberg. 2008, pp.25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기관 내 복지시설 (구내식당. 체육시설 등)
기관 내 건강 및 산업보건 조치
(알콜, 약물 등) 중독 증세가 있는 기관 내 종사자 상담
직장 내 모빙(Mobbing) 금지 조치
변형근로시간제의 형태 결정
휴가일정 결정
각종 평가 관련 사항
채용공고 절차
직업훈련(향상교육)
신상기록의 항목
업무 변경
단체복 사용과 비용처리
사고기록 활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물품 구매 (컴퓨터 모니터 등)
인터넷과 이메일의 사용
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전자감시 시스템 도입
제안제도의 도입 및 운영

직장협정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협정 체결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의해 해지공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명문화된 효력 연장이나 자동갱신 등의 규정이
들어 있지 않으면 효력만료 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특정한 사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직장평
의회와 기관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최종
적 결정권한을 가진 자의 결정에 따르거나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참여권한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행사 대상이 된
다면 어느 수준에서의 참여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
생했을 경우에, 공무원직장평의회 또는 기관장은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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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무원직장평의회를 둘러싼 쟁점

1.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노동조합 활동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기본적으로 독일헌법 제9조 제3항이 규정
하고 있는 단결권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활동이 보장되어 있
다(GG §9 Abs.3). 또한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의 제67조 제2항에도 공
무원직장평의회 활동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BPersVG §67 Abs.2). 따라서 특정한 개인
은 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평의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노동자 대표조직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더라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이
어야 한다. 즉 특정 개인이 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평의회에 각각 가입하
여 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활동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식적 활동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의 중립성
과 객관성에 대한 강조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
개인에게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서의 지위와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으로서의 지위는 명확하게 구분되
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공무
원직장평의회 평의원 활동이 갖는 역할 갈등(Rollenkonflikt)적 성격이 현
실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181)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어떤 활동이 노동조
합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일상 활동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사례를 중
181) 민간부문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 평의원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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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노조 홍보 활동
독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의 일상적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홍보 및 조합원 조직화
는 사업장 외부에서 행해지거나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노동조
합 조합원인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 특정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홍
보, 조합원 조직화, 노동조합 정책에 대한 일상적 동원 등 노동조합과 관
련된 일상활동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
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이 문제를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을 통
해 다루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행정관청 내에서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
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화 활동, 즉 노동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임인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뿐만 아니라 비전임인 평의원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18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노동조합을 위한 조
직화 활동을 근무시간 내에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조직화 활동이 직무수행에 심대한 장애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직장 내 노사평화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수반되어 있다. 이러한 조
직화 활동에는 당연히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
동조합 가입원서 및 그와 관련된 홍보 유인물의 배포, 그리고 간단한 대
182) 1995년 11월 14일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BVerfG 14.11.1995. ZfPR 199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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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는 권유 행위,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에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식적 활동을 연계시키는 행위,183) 직무수행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
특정 노동조합의 홍보 유인물을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사무실에 비치해 놓
는 행위,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식 모임 바로 뒤에 이어지는 노동조합 조
직화 활동 등은 노동조합을 위한 조직화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
위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공무원노동조합 파업 지원
독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행정관청의 공무원뿐
만 아니라 사무직 및 생산(기술)직 노동자를 포괄하여 조직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장평의회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무직 및 생산직 노
동자도 포괄하고 있다.
비록 독일의 공무원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
관청 내의 사무직 및 생산직에게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주어져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인 행정관청 내의 사무직과 생산직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의 기관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행정관청 내의 사무
직과 생산직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을 동원
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평
의회 평의원에게는 모든 종류의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임용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 또는 생산(기술)직
노동자인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평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권위나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모든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평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권위나 직
위를 사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단순히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뿐만
183) 예를 들어, 공무원직장평의회 공식 명칭이 들어가 있는 문서나 양식을 이용하거
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이메일,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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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조직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의원인 조합원이 단순히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접 쟁의행위를 조직하는 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현
실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평의원으로서의 공식적 권위나 직
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평의원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행정기
관 내의 다른 노동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일 법원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쟁의행위를 조직화할 경우에는 아무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
으로서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184)
다.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만약 특정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객관
성과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개별
사례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재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 자격의 박탈과 함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위
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수위가 결정되며, 사무직이나 생산직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해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제도적 해결보다는 직장 내 노사평화를 위해 대화로써 해결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다.

184)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행한 행위 또는 노조 리본의 패용 등과 같은 행위도 이
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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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 활동으로 인한 직무태만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법에 규정된 역할을 적법적 절차를 거쳐
수행했을 경우에는 임금 및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고 직무
를 면제받을 수 있다(BPersVG §46 Abs. 2 & §8). 또한 정당한 공무원직
장평의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관장에게 직무 면제를 요구할 수
도 있다.
또한 직무 면제를 받기 위해 개별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들은 정기
회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즉 법적으로 규정된 정기적인 일상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외의 비정기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직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활동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활동이
반드시 행정기관 내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직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대
표적인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다.
① 공무원직장평의회 회의
② 공무원직장평의회 집행위원회 회의
③ 공무원직장평의회 면담시간
④ 공무원직장평의회 의장의 총회 준비 관련
⑤ 청소년 및 견습생 평의회와의 협의
⑥ 행정기관의 기관장과의 정기협의
⑦ 행정기관 내 고충처리 및 그와 관련된 담당자와의 협의
⑧ 중재위원회 회의 참여
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찰 참여
⑩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시험 참여
⑪ 산업재해 조사활동 참여
⑫ 기관장과 산업안전위원회 회의 참여
⑬ 단계별 대표제와 관련된 정보 요청을 위한 면담
⑭ 행정기관의 출장사무소 면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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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행정기관과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법원 출석
반면 행정기관 내 종사자의 집단적 이해대변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의 활동은 유급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그
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평의회가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장평화를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는 용인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직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직장평의회 활동은 다
음과 같다.
① 개별 종사자의 법적 대변
② 다른 공무원직장평의회와의 회의
③ 공무원직장평의회 주도의 직장야유회 준비 및 시행
④ 공무원노동조합 홍보 활동
⑤ 공무원노동조합 주최의 공무원직장평의회 회의 참석
만약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이 부당하게 공무원직장평의회를 악용
하여 직무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직장평의회 평
의원이 외부 활동을 이유로 사전 고지한 직무 면제 요구에 대해 기관장이
거부했을 경우, 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해서
는 아니 된다.

3.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대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대응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공공관리는 독일 공무원사회에 구조조정을
일상화시켰다. 행정개혁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은 특히 인원감축을 중요
한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이로 인해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직장평의회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이다. 특히 경제환경과 재정환경을 고려한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결정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항에 속하기 때
문에, 공무원직장평의회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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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필요 인력의 수요와 근무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는 공무원직장평의회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분쟁해결기제인 행정법
원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이러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
정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력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평의회에게 주어
진 참여권한인 청문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관청은 특
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인력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인력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평의회에
게 인력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청문권의 행사를 통해 공무
원직장평의회는 인력계획과 관련된 대안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다.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청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① 차기년도 전반기 이후에 대한 인력계획
② 공무원과 사무직 사이의 인력비율 산정 및 재산정
③ 공무원 계급간 인력 비율의 산정 및 재산정
④ 각 공무원 계급간 승진인력 수요
⑤ 직무 및 직위별 기준 직무능력 사항
⑥ 업무재배치로 인한 과잉인력 발생에 대한 대책
⑦ 기존 인력의 감축계획
구조조정은 인력계획뿐만 아니라 인원재배치, 직무재배치, 전보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직장평의회에게 부
여된 참여권한 중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의 행사를 통해 대
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용자가 관장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또는 사업장 분리, 신설 출장소로의 배치전환, 부서이동, 전근 등에
대해서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적인 해고나 해임이나 정리해고에 대해서 공무원직장평의회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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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영향권(Mitwirkungsrecht)이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명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공무원직장평의회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재
정적인 이유로 더 이상 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인력계획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관장의 설명을 들은 후 10
시간 이내에 인력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의
폐지로 인한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동영향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독일 통일 이후 수도 이전으로 인한 기
관 이전, 기관 통합, 기관 축소를 들 수 있다.

4.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갈등관리기제
공무원직장평의회와 행정기관은 신뢰에 기초한 협력의무를 지닌다. 따
라서 공무원직장평의회와 행정기관 및 기관장은 실질적 파트너십에 기초
하여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통해 평화적으로, 또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직장평의회와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
을까?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공무원직장평의회와 행정기관 사이에 갈등
으로 인해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갈등사항이 무조건적으로 행정법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에의 제소는 내부적인 갈등이 내부에서 구성
된 중재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행정법원은 제소된 사안을 검토하여 내부적인 조정 및 중재 과정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소된 사안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
또한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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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기관 내에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당해 행정기관의 기관장 및 공무원직장평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평의원만이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제4절 공무원직장평의회 운영 사례

1.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경찰청 공무원직장평의회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경찰청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사무직 및 기술직 노동자
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
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직장평의회의 단계별 대표 조직구
조에서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메클렌부
륵-포어폼메른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에 기초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의무와 권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메클렌부
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밑에는 10개의 지역경찰
청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존재한다.
현재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2006
년 5월 실시된 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다른 공무원직
장평의회와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를 가지며, 매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찰청 종사 공무원, 사무직 및 기술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고 있다.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총 8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의 공무원과 각 1명씩의 사무
직 및 기술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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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공무원직장평의회 조직구조

[그림 4-8]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인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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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주요 활동 영역
범주

중점대상

근무환경

개별적 맞춤형 교대제 시범시행
직무분석
근무복장 및 순찰차 관리부서 재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승진기준 협의

복리후생

보건의료 체계 점검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찰청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최근 중점
적으로 처리해 온 주제들을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직무재조정을 위한 직무분석 참여, 경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도구인 근무복 및 순찰차 관리부서의 재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모델의 도입, 승진 기준 협의 등이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경
찰청 공무원직장평의회가 주로 다루어 온 주제들이다. 다른 한편 복리후
생과 관련해서는 경찰관들의 건강 및 안전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주제 목록에서 교대제 및 근로시간 유연화는 메클렌부륵-포어폼메
른 주 경찰청 공무원직장평의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
니라 메클렌부륵-포어폼메른 주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2.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베를린 시 종사 공무원, 사무직 및
(기술)생산직 종사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베를린 시에 소속된 전체 행
정기관을 대표하며, 베를린 시의 현장공무원직장평의회와 지역공무원직
장평의회의 최상위 조직이다.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구청,
의회, 소방서, 학교, 경찰, 세무서, 법원 및 교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무
원. 사무직 및 (기술)생산직 종사자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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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현재 베를린 시에는 73.260명의 공무원과 50,361명의
사무직 종사자, 약 8,000여 명의 (기술)생산직 종사자가 있으며,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직장평의회와 마찬가지
로 전체 종사자가 참여하는 직접 및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앙공무원
직장평의회 평의원들이 4년 임기로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된
다. 현재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평의원들은 2008년에 실시된 공무원직장
평의회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다음 선거는 2012년 10월 1일에 실시될 예
정이다.
명부제 선거로 실시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약 30%
이다.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과 사무생산직 73.260명과 58.361명 중에서 각
각 27.290명과 20407명이 참가하여, 총 31명의 평의원들이 선출되었다.
평의원의 직종별 구성은 공무원 출신이 17명, 사무생산직 출신이 14명
이다. 또한 명부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독일노총 계열이 생산사무직의
14,787표, 공무원의 15,360표를 획득하여 최대 다수인 21명의 평의원을 당
선시켰으며, 독공련 계열이 총 6명, 기타 노조계열이 1명, 기타 계열이 3
석을 획득했다.
[그림 4-9] 2008년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 투표 참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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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2008년 베를린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 선거에 따른 평의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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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평의회의 직장협정 체결 현황
범주

2009

2008
2007
2006

직장협정 내용
E-Appointment 모듈
4단계 모델 도입
클로스터 거리 입장통제 시스템 구축
모바일 통신 기기 도입
MS-Exchange
직원식당
커뮤니케이션 기기 도입
근무복 규정
보건의료
Kita REWE
LOGA 2001 도입
개인신상자료 처리
VerBIS 프로그램 도입

베를린 시 중앙공무원직장협의회는 1개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공
무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근무규정과 근로조건에 관여하여 참
여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베를린 시의 행
정개혁과 관련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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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권한의 적극적 행사는 근무 및 작업환경의 개선과 보건의
료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다양한 직장협정의 체결로 나타나고 있다. 2006
～09년 사이에 체결된 직장협정은 15개이며. 이 중 개정사항을 다루고 있
어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면 13개 사항에 대해 직장협정을 체결했다.
직장협정의 주 내용은 주로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표적
으로 근무에 필요한 각종 커뮤니케이션/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도
입, 근무복 규정에 대한 협의, 전자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개
인 신장자료 처리 문제 등이 직장협정으로 체결되었다.

제5절 소결 : 한국에의 함의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요한 주체로 확고히
제도화되어 있다. 산별노조로 조직된 공무원노조는 갈등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개별 행정기관의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행정기관 단위에서 공무원과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직장평의회 사이의 역할 분담이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
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준수를 감시하며, 기관의 의사결정
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근로기준과 관련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그 조직적 위상이나 행정기관 내
의 역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명확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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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직과 성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의 차별적 지위를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참여권한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관여하기 힘든 개별적
사항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개별 기관 단위 전체 노동자의 이해대변 창
구로서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가장 중
요한 역할과 권한은 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참여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기관의 인적․사회적 및 조직적 결
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
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
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적인 안정성이 주어져야 한다. 즉 노동조합과 다
른 영역에서 차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을 민간부문의 근참법과 같
이 참여 및 협력증진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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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말 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지막 사각지대였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은 민간부문
에 비해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교원노조, 공공부문노조와 아울러 우
리나라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노동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이익대변기제인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중첩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조차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경찰, 소방 등 특정 직종은 공무원노조
는 물론 직장협의회 결성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공무원직장
협의회, 특히 공무원노조 시대에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론
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이익대변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에서는 영국 경찰
의 노사협의제도, 제4장에서는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정책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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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 약

1. 우리나라 공무원 이익대변기제의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1950∼60년대에 노동기본권이 보장
되었으나,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28일부터 보장되었다.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원
인 공무원과는 달리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적용되어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크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
원직장협의회라는 이중의 이익대변기제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2008년 기준)을 보면 교원은 25.8%, 교원을 제외
한 공무원은 37.9%로 공공기관의 조직률 72.2%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
조직률 10.5%와 민간부문 조직률 7.8%에 비해서는 현격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높은 조직률과 민간부문의 낮은 조직률은 공
공부문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노동세력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높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의 하나는 조합원 가입범위의 제한이다. 2008년 말 현재 기준으
로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636천 명 중 5급 이상 등 노동조합에 원천적으
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316천 명으로 전체의 47.9%에 이른다는 점
이다. 조직체계, 직무의 성격, 복무체계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의 경우에는 전체 445천 명 중 노조가입 제외대
상은 26천 명으로 5.9%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아울러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의 하나인 공무원직
장협의회는 1999년 1월 1일 시행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
입률(가입대상 대비 가입원 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미제정, 가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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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활동 범위의 제한, 공무원 내의 소극적인 분위기 등으로 2000년에는
7.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4년에는 56.8%, 2005년에는 65.1%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 인원도 2005년에는 가
입대상 264,407명 중 172,190명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2006년 공무원노조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와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감
소하기 시작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수는 2006년 277개소에서 2007년 193
개소, 2008년 169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가입 인원도 2005년 172,190명에
서 2006년 57,703명, 2007년 38,759명, 2008년 32,035명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대비 2008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인원은 무려 81.4%나 감소하
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율과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가입 범위
와 설립기관 범위의 제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직으로 인식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의 협소성 등이 거론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 이익대변기제인 공무원노조는 조직률은 높지
만 가입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설치율과
가입 인원이 아주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
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노
조는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도 가능하지 않다. 경찰이나 소방
직의 경우에는 직급을 불문하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
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경
우 그 대상조치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상조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우리나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위상 제고방안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사용자인 정부가 그 상대방인 노조의 가입 범위
를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획정하여 노사 간 대등성과 균형성 상실을 초래
하는 단결권 제한규정의 형식적 문제점,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만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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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제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노조가입을 허용하
는 노조가입 범위의 제한, 공무원의 노조가입에 대해 직급․직렬․직무
에 의한 3중적 제한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노조 가입금지 범위의 문제점,
단체교섭 구조, 대상사항 및 단체협약 효력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법적 성격 및 기능상의 불명확성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
과 관련하여 단결권 보장의 일환으로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노동3권의
보장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의 참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민
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제도에 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가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어떠한 법적 성격
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2․6노사정 합의」
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그 법적 성격 및 기능에 있
어서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둘째, 상․하위 법령 간의 일관성 결여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직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하위 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만(동 법 제7조), 본 법과 시
행령 사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
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기구로서의 공무
원직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가급적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은 직장협의회를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과 유사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 활동을 가급적 제한하
려는 의도가 강하게 비치고 있다.
셋째, 기능적 한계와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면서도 그 설립에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
고 있으며,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탈퇴가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
퇴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기관 구성원에 대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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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하여서도 기능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노정하고 있으며, ③ 공무
원직장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는 협의사항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렵게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
력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등․고충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직장협의회의 기능․운영을 활성화함에 있어
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직사회 민주화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오랜 진통․합의의 값진 산물로 평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물론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직장협의
회법은 상당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3년 이
후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를 위해 도입된 노사협의회 제도가 참여․협력
적 노사관계의 촉진을 위해 1997년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적극적․발전적
존재 의의를 지니게 되었듯이, 공공역무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위상을 제고할 필
요도 있다.
이 때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그 조직․운영이 활성
화된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이의 관계 설
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
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
동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살리되,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참법상 노
사협의회와 같이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나름의 독자적 활
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
합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못한 대다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
동조합을 대신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라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장
치로 기능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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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존권․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영국 경찰의 노사협의제
영국은 경찰과 교도관 등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노동3권이 보장
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의 직장협의회가 존재하
지 않는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무
원직장협의회 수준의 단결권과 협의기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영국 경찰의 경우 전국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뿐 아니라
고위직까지의 단결권을 보장해 다양한 단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협의 사안들은 임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단체교섭에 가까운 협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경찰의 협의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인 하위직과 고위직을 망라한
전체 경찰 계급의 협의기구(PNB) 참여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
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또는 허용의 범위가 공무원노조
법과 거의 흡사하여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경찰의 협의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단체교섭에는 전체 직급을 포괄
하는 경찰 또는 공무원의 대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단
순 도입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 범위보다는 직장협의회의 가입허용 범위를 확대
(예를 들어 전체 6급 또는 5급 공무원까지 허용)함으로서 실질적인 하위
직 공무원들의 의사 반영의 통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역시 고려
해 봐야 한다.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협의 안건의 설정이 지나
치게 좁고, 합의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찰 협의제
도는 다양한 경찰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경찰처우협상위원회(PNB)
에서 임금 및 수당, 연금 등에 관한 협의에 치중하는 동시에 이외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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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경찰자문위위원회(PAB)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보
다 광범위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다. 영국 경찰의 협의제
도 역시 합의안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
안에 대해 내무장관이 관련정책을 결정할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직장협의회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의 공무
원 교섭의 틀에서는 비교섭 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은 실질적으로 매우 제
한되어 있다. 영국 경찰의 자문위원회와 같이 교섭․비교섭 의제의 구분
없이 광범위한 의제를 협의화고 이를 관련 기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
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협의기구는 공무
원 노동조합뿐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기타 유관기관의 참여를 보장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영국 경찰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단체의 활동 보장과 이들과
의 대화 창구 유지를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
론 우리와 달리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공공부문 내에서 전통적으로 모범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이 같은 전통이 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공공
부문 내 근로자 단체를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역시 아직까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시기상조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
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도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가능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현재와 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최소한의 협의 기능이
가능한 직장협의회 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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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요한 주체로 확고히
제도화되어 있다. 산별노조로 조직된 공무원노조는 갈등적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를 개별 행정기관의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행정기관 단위에서 공무원과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직장평의회 사이의 역할 분담이 독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
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준수를 감시하며, 기관의 의사결정
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근로기준과 관련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그 조직적 위상이나 행정기관 내
의 역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명확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
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직과 성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의 차별적 지위를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명확하
게 공무원들의 참여권한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법제도적
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관여하기 힘든 개
별적 사항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개별 기관 단위 전체 노동자의 이해대
변 창구로서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가
장 중요한 역할과 권한은 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참여권한
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개별 기관의 인적․사회적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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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
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적인 안정성이 주어져야 한다. 즉 노동조합과 다
른 영역에서 차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을 민간부문의 근참법과 같
이 참여 및 협력증진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과제

한국, 독일, 영국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기본권의 경우, 영국은 경찰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
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49.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찰, 소방 등을 포함
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기본권 제한의 대상조치로서 영국의 경우 경찰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경찰단체, 예를 들면 하위 계급의 경찰들은 경찰연합을, 중간
계급의 경찰들은 경찰관리자연합을, 상위 계급의 경찰들은 고위경찰근로
자연합을 각각 결성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에
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직(예를 들면 경찰노조, 소방노조 등)
은 물론 거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직장평의
회가 설치되어 군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직장협의에도 가입할 수 없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인 경우 공무원노조에도 공무원
노조에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직의 경우에는 직급
을 불문하고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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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대상조치를 마
련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상조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이익대변기제인 공무
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조 시대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
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코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또한 공무원노조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대변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 강구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현재 그 조직적 위상이나 행정기관 내
의 역할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실제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명확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
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명확하
게 공무원들의 참여권한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법제도적
으로 노동조합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관여하기 힘든 개
별적 사항과 비조합원을 아우르는 개별 기관 단위 전체 노동자의 이해대
변창구로서의 자리매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독일
의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과
다른 영역에서 차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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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상 재정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을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로서 명확히 하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담당 직무상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공
무원, 즉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공무원(예를 들어, 경찰, 소
방, 교정 및 군무원 등의 특정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상의 한
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조치로서 영국 경찰의 경찰연
합과 같이 하위직 공무원의 의사반영의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
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제도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사협의회로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대화창구로
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인 법․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무원 조직(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
도록 강제하고, ② 기관 구성원인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성을 갖게 하며, ③ 직장협의회에서도 노사협의
회와 같이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
해서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④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방안(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금지
규정 폐지 내지 직접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timeoff)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인 상․하위 법령 간의 일관
성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규정 중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을 대폭적으로 축소․삭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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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직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갈
등․고충해소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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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령과 근로자참여협력법 비교표
1. 목 적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
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
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
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없음>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를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
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
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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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설립)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
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설립 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
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
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
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
립할 수 없다.
시행령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장
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
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
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 사실
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
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
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
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
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노사협의회
의 설치) ① 노사협
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근로조
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
장 단위로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상시
(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
업장이 있을 경우에
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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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29, 2005.11.8>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
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
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
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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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입금지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
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
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
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
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군사․감사․조
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기관 또
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
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
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기관장(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
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
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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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
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
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
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
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
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없음>

6. 노동조합과의 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없음>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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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회의 구성(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
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
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
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
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
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
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
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
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
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
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
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
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
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
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
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
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
당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
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
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
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
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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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과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제6조 (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
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
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
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
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
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
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
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
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
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
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할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
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
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
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
최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
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
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
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
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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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의대상
공직협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협의회의 기
능) ① 협의회는 기
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
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공
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
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
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
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구성원의 의
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
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
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
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 (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
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
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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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의사항의 처리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관장의 의무) ②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
리 알려야 한다.
제24조 (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
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
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
다.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
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
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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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제6조 (기관장의 의무)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
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
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
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
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
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
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12. 협의회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
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
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
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
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
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
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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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의회 내부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
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
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 (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
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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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충처리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없음>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
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
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
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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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벌 칙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및 동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없음>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자
제31조 (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
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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