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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는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대표성 및 확장성이 취약
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종별 협약의 확장
성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용자단체는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 사용자들이 집단적인 목소리
를 내고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정의된다.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데, 이는 단체교섭 범위 안에서 좁게 해석하면서 사업자단체와는 별
개의 조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내부 격차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사관계 차원의 해법 중 하나로 산업․업종별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도 조금
씩 축적되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인 단체교섭 중심의 법 해석과 ‘사
업자단체 vs. 사용자단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를 재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현재 진행 중인 초기업 수준
의 단체교섭 현황 분석, 개별 사용자단체의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 개입 현황 분석, 법리 재해석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연
구가 최근 들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라고 하는,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논지를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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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에서 현재 존재하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기능은 무엇
인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협약의 효력 범위와 확장성을 담보하
는 장치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달리 산업․업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국가들의 경우, 최근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하
여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가? 사용자단체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고 할 때, 각국의 사용자단체들이 단
체교섭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하며, 이
때 회원사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율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
자단체의 대표성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셋째, 교섭의 결과물로서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서구의
사례에서는 협약이 체결되면, 이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
원인 사용자들에게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만인효’ 조항이 확인되는
데,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또한 만인효 조항이 있는 경우에
도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협약 적용 범위에서 구속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을 위해
어떤 공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까?

2.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사용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
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업종
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용자가 시장에서 오히려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장은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덤핑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이윤 추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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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업종별 협
약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질서를 확립
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경쟁이 기술 혁신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다. 하
지만 법률은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업종의 구체적
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업종별 협약이다. 그런 점에서 업종별 협약의 역할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라
는 사적 주체들이 체결한 것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분히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업종별 협약의 “사회적” 특징을 발
견할 수 있다. 노동법이 사법과 공법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회법이
라고 할 때, 그 핵심에는 업종별 협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
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의 노동법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초할 수 있는가 여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만
인효(erga omnes)”라는 것이다. 업종별 협약이 그 공적 기능을 충실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
와 근로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인효는 협약의 적용
을 받는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노동조합 가
입 여부와 무관하게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인효
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도 의미가 있다. 즉 만인효가 있다는 것은 업종별 협약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의
미한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단
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래서 만인효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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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제기된
다. 하지만 무임승차론은 단체협약을 지나치게 사법적 행위로 해석
하는 단견이다. 무임승차론에서는,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부이
지만 법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므로 법률도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사회에는 법률의 자리가 사라지고
권리와 의무를 직접 등가적으로 교환하는 계약만 남게 될 것이다. 공
적인 것은 사라지고 사적인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계
약으로 보증해주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그 제3자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승차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정초하는 법질서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무임승차론은 단체협약을 (나아
가 근로자의 단결 행위를) 일종의 비즈니스적 거래관계로 이해하지
만, 만인효 개념은 단체협약을 보편적 직업규범으로 이해한다.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만인효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기
본적으로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
는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껏 마련한 공정
경쟁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남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가 고안하고 실시하는 제도가 바로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교섭에 어느 정도 공적인 절차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업종별 교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의 임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사업적 이해를 대변
하기 위해 사업주단체로 출범한 단체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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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창업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 시장 및 기존
제도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사용자단체 역할은 플랫
폼 노동이 사회적, 제도적 의제로서 이슈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
히,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충분한 공급자(배달 종사자) 확보는 시장
점유율, 투자유치, 소비자 만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선에 있기에 근
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플랫폼 기업
은 폭발적 성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을 통제하고 싶은 유인과 동시에
배달 종사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잔류시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코
리아스타업포럼의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포럼은 사업주단체가 사
용자단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민주노
총 서비스연맹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주요 회원사 단체협약의 기반
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룰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단초
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율협약이 서구의 업종별 협약과 같
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플랫폼 노동시장
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룰을 만든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추후 조직
화된 노동과 조직화된 자본이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지, 시장과 정부
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노동시장의 룰과 제도가 새롭게 형성
될 것이다. 그럼에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례는 사용자단체와 사업
주단체의 법적 구분과 별도로 현실에서 사업주단체도 충분히 사용자
단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임대업 사용자들의 사업적 이
해와 노사관계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이다. 타워크레인협동조
합은 2001년 이후 타워크레인노동조합과 업종별 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룰을 결정하는 데 주
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는 서구 사용자
들이 사용자단체에 의존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을 활용하는 패턴과 매
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워크레인임대업 사용자들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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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전투적 투쟁동력, 노동시장 장악력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
의 협회에 의존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2016〜2019년 사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초기업단위 교섭은 개별
사용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조직력과
파업역량을 가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보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을
통한 중앙교섭이 개별교섭에서 겪어야 할 파업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노사관계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동일직종 노동시장에서 임
금과 근로조건의 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대업체 간 고숙련 타워
크레인 기사를 유인하기 위한 기업 간 임금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노사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체적으로 규율하
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업종별 대표성은 대정부 관계
에서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2019년 소형타워크레인 이슈와
관련한 대응 과정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게 타워크레인 사용자들
의 대표 자격을 부여하였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
도록 만들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 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이 전국 수준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노조의 교
섭상대방인 사용자단체로서 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개입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
회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 협의회는 지
방교육자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정부에 의견을 제
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 의견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채용, 인사, 평가, 재원부담 등과 같은 각

요약

ⅶ

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항에
서부터 학교 운영 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변
화를 이끌어 냈다.
둘째, 노동관계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의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
과 인력 규모, 수당 체계, 성과상여금, 일-생활 균형 등 임금․노동조
건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개정, 학교 시설관리 업무 외주
화 문제 등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에 대해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참여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
자들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에 진행되는 집단교섭을 주
관한다. 교육공무직 관련 단체교섭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별 교육청의 형식적 연합방식으로 교섭을 수행하는 것보다 협의회
가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부터 단체교섭에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교육청 교원․공무원의
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규범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단체
교섭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곧 교육청 종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로서 의의
를 갖는다고 하겠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교섭 주관 교육청으
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교섭의 결과는 주로 조합원이 다수 조직된
공립학교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회 역할의 확
장, 단체협약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추후 진행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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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 영국의 사례
영국의 사용자 대표 제도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동 영역
에서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이 높다. 1979년 선거를 통해 마거
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선출되기 전에, 영국의 1945년 이후
노사관계는 부문별 및 산업별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으며, 노동조합 조직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장들은 임금
위원회(Wage Councils)와 같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빈틈을 메우고
있었다. 이 기간 중 사용자단체 가입은 의무적이지는 않았지만, 단체
교섭이나 임금위원회 의견 개진, 협약 이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시장 전역에서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9년 이후로 고용관계의 집단적 기반은 여러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
하는 입법, 단체교섭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로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정치적 프레임 등이 있
었다. 1979년부터 1997년의 보수당 정부 기간 동안 단체교섭 범위 전
체가, 그중에서도 다수 사용자 교섭이 민간부문에서 급격히 감소했
다. 또한 동일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
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근거가 약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용자단체의 형태와 목적 자체에 대한 존폐
위기가 닥쳤다. 1997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공식화된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일환으로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제도적 변
화를 포함시키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대표 단체의 형태와 기능이 변경되었다. Gooberman et al.(2020)은 사
용자단체 유형을 네 가지로 확인했는데, ① 교섭 단체, ② 로비 단체,
③ 표준 설정 단체, ④ 서비스 제공 단체로 분류했다. 현재는 소수
(13%)만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로 활동한다. 이
러한 교섭 단체가 대체로 다수 사용자 교섭이 유지되어 온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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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준공공부문에 존재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쇠퇴, 특히 다수 사용자 교섭의 감소는 영국
의 불평등 증가, 그중에서도 임금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
가는 전국 최저임금과 같은 최저 노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임금위원
회와 다수 사용자 교섭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완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제 변화는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제공하
는 일자리가 환대업, 소매업, 사회복지 및 개인 서비스(미용 및 유사
분야) 등의 부문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부문에 널리 퍼
진 유연성 확대와 근로조건의 악화는 이러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도
적 규제를 일부 재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정치적인 관심을 다시 집중
시켰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보고서에서
서술할 만한 세부 사항이 거의 없지만 논의 방향의 전환 자체는 주
목할 만하다.
노동시장의 저임금층에 놓인 노동을 재규제하려는 시도에는, 사용
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정책 입안자들
이 입안 과정에서 집단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영역(구체적으로는, 숙련 개발 및 훈련 정책)에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집단적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용자단체와 같은 조직의 재출현에 대한 큰 관
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 것 같으므로 아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조치 및
브렉시트가 고용에 미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정책 결정에 좀 더 한목소리로 조율된 대응을 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스코틀
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받은 당국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영국 전체 수
준의 사용자 목소리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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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프랑스의 사용자단체 사례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개념,
부여, 운영체계 등 풍부한 문제의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
관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시사점도 준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 3월 5일자와 2016년 8월 8일자 법률을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
하는 사용자 대표성 규정을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
히, 전국, 전 직업 및 업종 수준에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대표성 측정
기준을 도입했다.
2017년 이전 프랑스에서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상호인정 원칙
(principe de reconnaissance mutuelle)’에 기반을 뒀다. 즉 교섭에서
대화 상대방으로서 권위는 노․사의 상호인정으로부터 보장됐다. 2017
년 4월부터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총 가맹기업에서 해당 단체 가맹
사 비율이나 또는 총 가맹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가맹사가
고용한 노동자의 비율이 8% 이상 되는 사용자단체에 부여된다. 업종
단체교섭 수준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단체가 서명한 협약에 대
해서만 노동부는 확장을 승인할 수 있다. 확장을 통해서 해당 단체협
약의 내용은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 가맹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의 확장 반대 역시 대표
성의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2017년 4월 26일에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발표되어 향후 4년 동안
단체교섭에 참여할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를 결정했다. 사용자단체의
조직화 정도는 단체협약의 행정적 확장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결과
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다. 확장 절차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여 해당 영역의 모든 기업에게 단체협
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확장 전후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기업 및 노
동자의 비율은 확장의 경제적 결과를 가늠케 한다. 결과적으로 프랑
스에선 평균 4개 기업 중 1곳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했고, 노동자 3명
중 2명은 가맹사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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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은 가입 기업의 수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에까지 확장시켰다. 오히려 단체협약 효
력의 적용이나 확장의 조건이나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가입 기업의
수보다 가입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더욱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과 효력 확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고민은 대표성 논의와
함께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대표성에 관한 논의는 제
한적인 효력확장제도와 더불어 발달되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노․사
단체의 대표성 논의는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발달하기 위해, 단체협
약 효력확장제도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할
과제이며,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가는 도정
에 고민과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6. 사용자단체 및 부문별 단협 :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과 업종별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대체로 노사자율주의를 유지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조직화와 대표성
측면에서 파편화의 증대를 야기하였다. 그렇지만 단체교섭은 대체로
업종별 교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 교섭에 더하여 기업별
교섭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에서 최저 고용조건을 규제
하는 것은 업종별 협약이 핵심이 된다.
둘째,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고 강성 노조 및 파업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는 그 대표성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사용자단체들은 회원사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거나 가입을 강
요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를 유지하고 교섭을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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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사실상 만인효(erga omnes)가 작동하기 때문에 비노조
분야의 형성을 차단하고 기업들이 노조 회피 전술을 고려할 수 없게
하였다. 실제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사용자단체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협약, 특히 업종별 협약에서 정한 최저임
금 수준을 준수해야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지난 수십 년간 노사관계 개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의 교섭체계는 1993년 노사정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업종별
협약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의 구속력(de facto binding)을 갖는다. 이탈리아 시스템에는 적용 제
외(opting-out)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만
교섭하기 위해 업종별 협약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선택권은 관련 업종별 협약의 틀 안에서만 부여된다.
넷째, 금융위기를 거치고 자본의 세계화가 확산하면서 기업 간 경
쟁과 낮은 노동비용을 추구하는 자본의 전략에 따라 이탈리아 내에
서도 불평등은 만연해 있고, 최근 수십 년간 악화하였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결과, 특히 남부지역의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들에게 고통이 배가되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협약에서 균등한 고용
기회에 관한 조항을 두고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 고용형태별, 세대별
로 균등한 고용기회 부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7. 정책 시사점
한국에서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
한 이 연구는 노사관계 정책 수립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주요 기능은 해당 산
업․업종 정책 수립 과정에의 개입(정부 및 국회),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그리고 단체교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가운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다. 업종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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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기능은 해당 업종 내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규범 설정인
데, 이는 사용자들 간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정직한 사용자 보호,
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 질서 확립, 공정한 시
장 경쟁 촉진, 이를 통한 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일차적으로 법률의
역할인데, 법률에서 업종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업종별 협약이 된다. 이는 업종별 협
약이 사적 계약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협약의 공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인
효’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인효도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사용
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종별 교섭에 일정한 공적 절차와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랑스 사례는 사용자단체의 제도화와 대표성 부여, 이와 연
관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2014년과
2016년 법률을 통해 프랑스는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 대표성
규정을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전국, 직업 및 업종
수준에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대표성 측정 기준을 도입하였다. 사용
자단체 대표성은 총 가맹기업에서 해당 사용자단체 가맹사 비율 또
는 총 가맹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가맹사가 고용한 노동자의
비율이 ‘8% 이상’ 되는 단체에 부여된다. 업종 수준 단체교섭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단체가 서명한 협약에 대해서만 노동부가 확장
을 승인할 수 있다. 이 확장을 통해서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은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 가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프랑스에선 평균 4개 기업 중 1곳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했
고, 노동자 3명 중 2명은 가맹사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종별 교섭에 일정한 공적 절차와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영국 노동
당은 2019년 산업 부문별 단체교섭 제안을 포함한 좀 더 중앙 집권
화된 형태의 단체교섭 방식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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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업종별 교섭에 관한 공적 절차를 모색하는 과
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교섭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가 요구된다. 초기업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
진되어 왔던 사용자단체 구성 및 초기업교섭 참여에 관한 의무적 방
안이나 촉진적 방안 외에도 ① 업종별 교섭(협약) 등 초기업 교섭(협
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정부 의무를 법정하는 것에 관
한 연구, ② 업종별 교섭 등을 주관할 기구에 대한 연구, ③ 업종별
교섭(협약)과 기업별 교섭(협약)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연
구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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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는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대표성 및 확장성이 취약한 현
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종별 협약의 확장성을 보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
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용자단체(Employer Association)는 사용자의 단결체를 말한다. 일반
적으로 노동시장 이슈와 관련,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해
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된다(Traxler,
2003; Behrens and Traxler, 2004).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노동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의 연합체(연맹과 총연맹)에 관한 논
의는 많지만 사용자단체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는 사
용자단체를 단체교섭 범위 안에서 좁게 해석하면서 사업자단체(business
association)와는 별개의 조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연구에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시
기는 2000〜2009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전국 수준의 사회적 대
화 기구 설치에 따른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 역할의 재조명, 둘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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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진영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과 산별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 제고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노사관계 연구 진영에서 사용자단체에 대
한 관심은 또다시 줄어들었다.
사용자단체 관련 해외 문헌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위협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여 집단적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방어
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되었음을 강조한다(Windmuller
and Gladstone, 1984; Sisson, 1987; Plowman, 1978; Adams, 1995; Bowman,
2002; Traxler, 2003; Rynhart, 2004). 20세기 유럽, 영미 등 선진국 사용자
단체 연구의 대다수는 노동운동의 성장, 친노동 정부의 정책, 복수사용자
단체교섭 구조 등이 개별 사용자를 결집하고 사용자단체라는 조직 내에
유지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Olson, 1965; Deery and Plowman,
1991; Schmitter and Streeck, 1999).
사업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형성과정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서구
유럽 노사관계와 달리,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자들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직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과거 대표
적인 예가 섬유노조 면방분회와 대한방직협회 간 교섭, 항운노련과 전국
항만하역협회 간 교섭 등이다. 이처럼 사업자단체들이 노동시장이나 노
사관계 문제에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때 법적으로 사업주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단체성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0년대 산별
노조운동의 확산과 함께 금속, 보건의료, 금융부문의 사용자단체 등장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산별교섭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한의
노력과 회피적 선택을 가져왔고, ‘교섭용’ 사용자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단
체교섭 기능을 외주화하면서 조직으로서의 실체적 모습을 갖지는 못했다
(전인․서인덕, 2008). 이러한 현실은 산별교섭의 형성과 발전을 지체시
켰고, 이는 또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사용자단체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경총을 중심으로 한 중앙 사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초
기업노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금속․보건의료․금융산업 사용자단
체의 형성과 발전을 검토한 연구, 그리고 최근 타워크레인 건설플랜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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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사용자단체 선행연구
연구대상

선행연구

경총을 중심으로 한 중앙 사용자단체

김동원․전인․김영두, 2007
김영두․노광표, 2005
전인․서인덕, 2008
전인, 2007, 2009, 2019
Sheldon·Jun, 2007
최인이, 2012

초기업노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금속․
보건의료․금융산업 사용자단체

김영두․노광표, 2005
김영두, 2006
은수미․권현지, 2007
전인․서인덕, 2008

건설업 사용자단체

임상훈, 2006
심규범, 2008; 2014
이창근․이정희․허인, 2018

자료 : 이창근 외(2019) 재구성.

목건축 직종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업종별 교섭 요구에 따른
건설업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 등이다.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를 제외하고는 그 연구 시기가 2010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서 업종별 교섭이 정체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사용자단체 관련 연구도 정
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내부 격차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
를 돌파하기 위한 노사관계 차원의 해법 중 하나로 산업․업종별 단체교
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도 조금씩 축적되
고 있다. 최근 사용자단체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구는 이창근․이정희․
허인(2018), 이창근․박제성․박주영(2019)과 박제성(2019b)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전형적인 단체교섭 중심의 법 해석과 ‘사업자단체 vs. 사용
자단체’라는 이분법을 넘어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를 재규정해
야 한다는 점을 현재 진행 중인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현황 분석, 개별
사용자단체의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 개입 현황 분석, 법리
재해석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이창근․이정희․허인(2018)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15개
사례를 당사자, 교섭구조, 교섭의제(임금과 단체협약), 협약의 효력 등의

4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노조의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단체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사용
자 중에 선출된 교섭대표, (교섭을 위한) 일시적 회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사용자단체 형태를 띤 곳은 전국 수준에서 금속 및 금융
산업, 건설업의 타워크레인과 토목건축, 인터넷․케이블방송 설치․수리
업 하청업체 등에서, 지역 수준에서 건설업의 건설플랜트와 토목건축 등
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과 같이 사용자들의 이
익 증진을 위해 구성한 복지회 등과 같은 임의단체가 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요구에 대응하여 개별 업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는 형식을 통해 교
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을 단결하게 만드는 결정요인으로 ① 조직화와 집단행동에 대한
위협과 같은 노동조합 측의 요인과 함께, ② 출혈경쟁 방지와 경쟁 조건
규율 필요성과 같은 사용자 측의 요인, ③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
섭 과정에서 직권중재를 보류하고, 사용자 측에게 산별교섭단을 구성하
여 교섭에 응할 것을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의지와 같은 정부 측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사용자들의 ‘연합’을 촉진하
기 위해 이들 조직이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이들이 노동관계, 즉 단체교섭에서 당사자로서 참여
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권한-책임 연계’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창근․박제성․박주영(2019)은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즉 사용
자단체들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 상황이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
하여 이른바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밝히고 있다. 법리 해석과 함
께 이 연구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는 포괄적인 사례연구다. 첫째, 각종 정
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를 ① 해당 법률에 ‘사용자단체’를 명
시하여 위원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단체”,
“경영자단체” 등과 같이 단체의 명칭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노․
사단체를 대칭적으로 배치하도록 정한 경우, ③, ① 또는 ②의 사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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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실제 정부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하여 참여권
한을 부여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았다. 둘째,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단체를
유형화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용자단체를 ①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
단체로 명시한 경우, ②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경우 등과 같이 유형화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조
합과의 관계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노사 혹은 노사정 협의에의 참여,
사용자 측 대표로 정부위원회에 참여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사례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해당 사용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계
없이 노사 대등적 지위와 노사관계 당사자 자격으로 정부위원회에 참여
하는 단체와 그 실질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로 역할을 하는 단체는 사용자
단체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박제성(2019b)은 현행법상으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협회가 ‘노동관
계 당사자’로 행위하는 경우 노동법상 ‘사용자단체’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법에서 최초로 사용자단체를 명시한 것은 1963. 4. 17. 개정
노동조합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용자단체에게도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관해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서(제33조제1항), 이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제3항).

제33조 (교섭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
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⑤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
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이러한 법 구조에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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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 정의 조항은 한 차례 변경되었다.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1963년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 담당자/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를 한정
하고 있다면, 1997년 제정 노조법은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에 관
한 정의 조항을 둠으로써 노동관계 일반 차원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하
고 있다. 박제성(2019b: 193〜194)은 “판례는 이러한 법[1963년 노동조합
법]의 구조 아래에서 사용자단체성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목적성과
통제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 이 판례 법리는 현행
법과 같이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의 적용 범위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
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는 법 구조와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이어 “과거에는 단체교섭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사용
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단
체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
다”(2019b: 194)고 강조한다. 이때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2개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체협약 체결
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용자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 일상적 노사 또는 노사정 협의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본 연구가 최근 발간된 이 3개의 연구에 주목하는 것은 사용자
단체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라고 하는,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의의
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논지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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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질문과 글의 구성

사용자단체에 관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최근의 3개의 연
구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현재 존재하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기능은 무엇인가? 단
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단체협약
이 체결되었다면 협약의 효력 범위와 확장성을 담보하는 장치는 무엇인
가?
둘째, 한국과 달리 산업․업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국가들의 경우,
최근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가? 사
용자단체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고 할
때, 각국의 사용자단체들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도출
하는 과정은 어떠하며, 이때 회원사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율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셋째, 교섭의 결과물로서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장
치는 무엇인가? 서구의 사례에서는 협약이 체결되면, 이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들에게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만인효’ 조
항이 확인되는데,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또한 만인효 조항이 있
는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협약 적용 범위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을 위해
어떤 공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개별 사례 조사를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외국
사례조사를 위해 출장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
현지에서 사용자단체 연구를 오래 수행해 온 연구자들이 직접 원고를 작
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현지 연구자들
의 원고는 번역과 검수 절차를 거쳤고,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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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윤문을 하였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사용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을 중심으로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논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3개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 3개의 조직은 산별노조의 교섭 상대방으로
서 사용자단체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에서 풍부하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제도화 수준과 회
원사 내부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의 동질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단체교섭
을 포함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
고 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사관계 형성과 발전의 역사적 배경 속
에서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영국 사례에서
는 대처 정부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와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이
노동시장 불평등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용자
단체의 집단적인 목소리 내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영국 노동당이
재집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시한 정부 주도의 업종별 교섭위원회 설
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프랑스 사례에서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개념과 부여 기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한다. 사용자단체 조직률을 해당 단체의 가입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은 체결한 단체
협약 효력의 확장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 소개하는 이탈리아 사례는 노사자율주의 기반의
노사관계가 형성 발전되어 온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조
조직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용자단체는 여전히 회원사를 유지하고 단체
교섭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에 명시되
어 있지는 않지만 ‘만인효’가 사실상 적용되고 있어 업종별 협약이 해당
업종 내에서 규범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산업․업종별 노조가 해당 업종의 사용자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제1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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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성을 위해 ‘만인효’와 같은 공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사용자단체 활성화와 업종
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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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 단체협약의 만인효를 위한 규범적 논의 -

제1절 서 론

근로자의 단결 또는 그 결과물 중의 하나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논의
는 무성하지만, 사용자의 단결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사용자단체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럴까?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국
부론에서 사용자의 단결이 갖는 특징을 통찰한 바 있다.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들을 수 있지만 사용자의 단결에 관
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용자들이 단결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말
없는 가운데 계속적이고 통일적인 단결을 하고 있다. 이 단결을 깨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장 인기 없는 행동이어서 그것을 깬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
종의 책망이 그의 이웃이나 동업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들이
사용자의 단결에 관해서 듣는 바가 적은 이유는 사용자의 단결은 일상적
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도 때로는 근로자
들의 임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단체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은 항상 그 실행의 순간까지 극도의 침묵과 비밀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굴복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그것을 느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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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단체”라는 간판을 잘 내걸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
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데에는 실정법에 대한 해
석론의 불충분함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1963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
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
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제3항)라고 하였다(밑줄은 필자).
반면에 1997년에 제정의 형식으로 전면 개정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밑줄은
필자)를 정의하는 가운데 그 제3호에서 사용자단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두 개의 조문을 비교해 보면, 문언의 외양은 같다. 하지만 그 문언의 의
미는 전혀 같지 않다. 각각의 조문이 자리 잡고 있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
이다. 1963년 규정은 단체교섭에 관한 조문에 배치되어 있었지만(“제1항
에서”), 반면에 현행법 규정은 정의 조항에 배치되어 있다(“이 법에서”).
그러므로 1963년 법의 구조에서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단체교섭의 담당자
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2) 현행법의 구조에서 사
용자단체의 개념은 단체교섭의 담당자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노동관계
당사자로 확장된다.3)
노동관계 당사자로 행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는 단체교
섭만이 아니라 노동쟁의 및 정책참여 등이 포함된다. 즉 각종의 정부위원
1) 애덤 스미스(1992), 국부론(상), 범우사, pp.96〜97(번역은 일부 수정).
2) 여전히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이렇게 단체교섭의 담당자로 좁게 이해하는 것이 보
통이다. 예를 들어 임종률(2020),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p.131 참조.
3) 우리는 최근에 이미 이러한 해석론을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제성(2019b),
｢사용자단체의 법리 : 권한과 책임의 균형｣, 노동정책연구 19 (4), p.16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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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또는 행정위원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
는 역할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만이 사
용자단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여 사용자 및 관련 업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
고 활동하는 단체도 사용자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단체
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이 부분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다른 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4) 이 글에서는 단체교섭에 집
중하고자 한다. 특히 업종별 협약에 대한 교섭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업종별 교섭”과 “업종별 협약”이라
는 용어에 대해서 우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업종별
교섭/협약”이라는 용어보다는 “산별교섭/협약”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
용된다. 업종과 산업을 엄격히 구별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어감상 업종
이 산업보다는 좀 좁은 범위를 지칭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금속산업이
라고 하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모두 포괄하지만, 업종이라고 하면 자
동차와 조선은 각각 다른 업종으로 분리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산업”
이나 “조선산업”이라는 용어도 통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과 업
종은 혼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기존의 “산별”이 이른바
“대산별”을 지칭하는 것과 대비하여, “업종별”은 이른바 “소산별”을 지칭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산별교섭 또는 업종별 교섭은 노동조합의 조직단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의 조직단위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산업(대산별)으로 조직되어 있어도 사용자단체가 업종(소산별)으로 조직
되어 있으면 단체교섭은 업종 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산업 수준에
는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독
일처럼 대산별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프랑
스처럼 업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나라도 많다. 프랑스는 노동
조합은 산업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지만 단체교섭은 업종 수준에서 진행
4) 사용자단체가 좁은 의미의 단체교섭 당사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노동관계 당
사자로 활동하는 실태에 관해서는 이창근․박제성․박주영(2019),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연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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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단체의 조직
단위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산업 단위
가 아니라 업종 단위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협회, 조선협
회, 병원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금속노조는 자동
차협회와 자동차업종의 단체협약을 만들기 위한 교섭을 하고, 조선협회
와 조선업종의 단체협약을 교섭하면 된다. 물론 노동조합의 조직 단위에
대응하여 산업 수준에서 사용자단체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업종 단
위에서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에 대응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업종별 교섭과 업종별 협약의 체결이 사용자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
해서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사용자 간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으
로써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사용자가 이익을 본다면 그 시장은 존속
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시장이 정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률
이 존재하지만, 법률의 추상성으로 인해 관련 업종의 구체적 사정이 충분
히 반영되기는 어렵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업종별 협약의 기능이다.
업종별 협약의 이러한 공적 기능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으려면, 업종별
협약에는 “만인효(erga omnes)”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업종별 협약
은 그 적용범위 안의 모든 사용자와 모든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
다. 그래야만 사용자가 업종별 협약체제에서 개별적으로 이탈하거나 근
로자별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비교우위를
누리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업종 전체의 경쟁력은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
해 업종별 협약은 인간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취급하지 못하게 막
고, 반대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을 제2절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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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에서는 사용자의 조직원리를 분석할 것이다. 같은 업종의 사용자
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사용자는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나설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기업 차원
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의 조직원리는 기
본적으로 개별성의 원리, 즉 대리(代理)의 법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근로자의 조직원리가 기본적으로 대표(代表)의 원리를 따르는 것
과 대비된다. 그런데 사용자단체가 “단체”인 한에서는 단체성의 원리, 즉
대표의 법리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사용자의 조직원리에
서는 단체성과 개별성의 긴장이 발생한다. 이 긴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
용자단체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은 파괴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업종
별 협약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려면 이 긴장을 다스리기 위한 법적 장치,
즉 사용자의 개별성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제3절에서 다룰 것이다.
제4절은 결론에 해당한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
의 논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원래 사용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존재들이지, 근로자들에 맞서 단
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들이 사
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업종별 협약의 교섭에 나서는 것은 개별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개별적 이해관계를 자
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곧 단체협약, 특
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공적 기능을 건축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곳 가운
데 하나가 바로 벨기에 브뤼셀의 시청 앞 광장이다.5) 이곳은 원래 중세
시대 때 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한 면은 거대

제2장 사용자단체의 역할: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15

한 시청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세 개의 면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들은 중세 시대 동업조합(길드)들이 본부로 사용하던 곳이다. 즉 시장은
공적 권위의 관할 아래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제도적
틀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원리를 건축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동업조합
은 같은 업종의 사용자와 근로자 들이 하나의 단체로 조직되어 해당 업종
의 근로조건과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시청과 동업조합
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또한 시장이라는 공간의 경계선을 구성한다. 이 경
계선 밖에는 법원과 왕궁이 있다. 법원과 왕궁 영역에서는 시장에서 통용
되는 규칙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곳에도 시장의 규칙이 적용
된다면, 판결과 법령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는 부패하고, 정직한 상인들은 설 자리가 없
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동업조합은 해체되었고 각각 사용자들의 조직
과 근로자들의 조직(노동조합)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와 노
동조합은 업종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은 중세 시
장에서 동업조합이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업종별 협약의 형태로 계승
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권위가 제3자 보증인으로서 이 업종별 협약의
효력을 보증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은 중세
시장의 건축학적 상징을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중세 시장이 재현하는 제
도적 조건과 동일한 제도적 조건에 여전히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삼각형의 구조를 갖는다. 꼭지점에는 제3자 보증인으로서의 공
적 권위가 자리 잡는다. 시장의 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제3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신분적 예속으로 변질되고 시장
은 강자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6) 삼각형의
밑변 양쪽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들, 즉 자본과 노동이 자리 잡는다. 밑변
은 이른바 노사자치 또는 협약자치의 공간이다. 법률은 그 추상성으로 인
해서 개별 업종의 구체적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 그 제도적
5) 알랭 쉬피오(2019), 필라델피아 정신, 매일노동뉴스, p.104.
6) 박제성(2020), 문집 2019 : 사회정의를 향한 백년의 꿈, 무빈다방, p.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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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메우는 것이 단체협약의 기능이다. 그러나 이 협약자치의 공간은
선분이나 직선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 권위의 관
할 아래에 있는 삼각형 공간이다. 그 삼각형의 면적만큼만 시장다운 시장
이다.
요컨대 단체협약 특히 업종별 협약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정직한 상인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다운 시장
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권위와 함께)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구성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법적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단체협약 개념의 상대성
알랭 쉬피오는 이렇게 말했다. “사법과 공법의 구분을 벗어나는 혼합적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은 그 역사적 발전에 비추어서만 관련 법제를 이해
할 수 있는 대단히 독특한 법적 장치이다.”7) 단체협약의 “본래적” 성질이
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련 법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
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체협약에 순수한 채권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
는 법제와 단체협약에 고도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에서
과연 단체협약의 “본래적” 성질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제는 달라질 수 있
다. 단체협약론의 요체는 노동관계에서 개인과 집단, 노사와 국가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각 나라의 단체협
약 개념은 각자의 법적 전통과 문화에 기반하여 이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
한 것이다. 가장 뚜렷하게 서로 다른 단체협약 개념을 보여주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자.8)
첫째, 영국은 일찍부터 입법자가 노동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관계를 개인주의적 결정론에 내맡긴 것은 아
니다. 영국의 “방임주의(collective laissez-faire)”9)는 영국 특유의 “단체
7) 알랭 쉬피오(2011), 프랑스 노동법, 오래, p.95.
8) 이하의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 비교는 Alain Supiot(2019), La force d’une id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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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collective bargaining)” 및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개념을
탄생시켰다. 영국 노동조합의 목적은, 대륙의 노동조합과 달리, 단체협약
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
게 힘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단체협약의 법적 지위를 법원에서 박탈할
수 없도록 막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의회에 있는
우호 정당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법적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법
원이 개입하는 길을 차단하고자 하였다.10) 그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 단체
교섭은 실정법의 외곽에서 노사의 임의에 맡겨진 영역, 즉 직역하자면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가 되었다. 영국의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협약은 대륙법에서 말하는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과는 다른
것이다. 영국의 단체협약은 보통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과 규범
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영국의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서는 법원의 관할
에 속하지 않는다. 영국의 단체협약은 그 적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개별적
쟁송을 경유해서만 비로소 법원의 시야에 들어온다. 영국의 법원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둘러싼 개별적 쟁송의 경우에,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는 개
별적 차원에서, 즉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인 차
원에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 단
체협약의 규정이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안으로 “편입(incorporation)”되어 근로계약의 이름으로 구속력을 발휘한
다고 해석하는 것이다.11) 영국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관계에서 집
단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을 접목하는 데 성공한다.12)

9)

10)
11)
12)

suivi de L’idée de justice sociale d’Alfred Fouillée, Les Liens qui libèrent,
pp.36〜44를 요약, 보충한 것이다.
Otto Kahn-Freundm(1959), ｢Labour Law｣, Simon Deakin & Gillian S. Morris(2005),
Labour Law, fourth edition, Hart Publishing, p.13에서 재인용. 칸 프로인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주요 나라들 중에서 집단적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서 영국만큼 법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위의 책, 같은 면에
서 재인용).
예를 들어 1906년의 노동쟁의법(Trade Dispute Act)이 그렇다(전형배(2017), 영
국노동법, 오래, p.6 참조).
추가적인 설명은 위의 책, p.328 이하 참조.
이렇게 노동법만 놓고 보면 영국의 사회모델은 비개입주의인 것처럼 보인다. 그
리고 그러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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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독일의 사회모델은 게르만법의 전통 위에 구축되었다. 게르만법
은 사회를 “공동체(Gemeinschaft)”의 연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
는 이 공동체들을 조율한다. 이러한 모델은 신성로마제국의 유산이다. 서
로 다른 왕국와 공국 들로 구성된 신성로마제국처럼, 독일의 국가는 “란
트(Länder)”라고 부르는 지역별 정치공동체들의 연방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전통에 단체법 이론을 통해서 법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법학자가
바로 오토 폰 기에르케(Otto von Gierke)이다. 그리고 휴고 진츠하이머는
이 단체법 이론을 노동법에 적용하였다. 진츠하이머의 생각은 1919년 바
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바이마르 헌법은 기업/사업, 산업 및 국가
등 다양한 차원의 직업 공동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정하였다.13) 바로 이러한 전통적 기반 위에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2년에 공동결정(Mitbestimmung)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쟁 후에 대기업을 국유화했던 프랑스와 다
장제도로 시야를 돌리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
계대전 당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는데, 이것은 노동관계와 정
반대로, 특히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관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노동법의 방임주의와 사회
보장제도의 개입주의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영국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노동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은
채 노사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영국의 사회모델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13) 제165조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의 규율과 생산력의 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체 결성 및 양
자 사이의 협약은 허용된다. ② 근로자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율을 위하여
사업별 근로자위원회 및 산업별 근로자위원회 그리고 제국근로자위원회에 법정
대표를 갖는다. ③ 경제적 과제의 완수와 사회적 협력을 위하여 산업별 근로자위
원회와 제국근로자위원회는 사용자 대표 및 기타 관련 단체와 함께 산업별 경제
위원회 및 제국경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산업별 경제위원회와 제국경제위원회는
각 직업 단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대표를 구성한다. ④ 제국정부는
핵심적인 사회경제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국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국경제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사회경제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국정
부는 제국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국의회에 제출
해야 한다. 제국경제위원회는 제국의회에서 자신의 입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 ⑤
근로자위원회 및 경제위원회에 감독권과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근로자위
원회 및 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른 자치적 사회단체와의 관
계에 관한 규율은 제국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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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사업을 일종의 직업공동체로 바라보는 독일
의 사회모델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기업/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사회모델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개의 핵심 요소는 기업/사업내 종업원대표제 그리고 산업별 단체교섭이
다. 이처럼 독일에서 개인은 다양한 차원의 직업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집단적 차원과 접목된다.14)
셋째,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국레지스탕스위원회의 프로그
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는데, 이를 위하여 영국 모델에 많은 관
심을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 특유의 협동조합 또는 공제조합 전통이 강하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영국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즉 프랑스
에서 말하는 “사회적 민주주의(démocratie sociale)” 방식으로 구상되었
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법의 영역에 속
하면서도 동시에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혼종의 제도
로서 제3의 영역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프랑스 사회모델의 특징을 가
리키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공서(ordre public social)”라는
개념이다.15) 이것은 공익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설정하는 테두리(타율
성의 영역) 안에서 민간의 개인과 집단에게 폭넓은 자치를 허용하는(자율
성의 영역) 것이다. 프랑스에서 법령과 단체협약 사이의 위계관계는 이러
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 노동법전 L.2251-1조에 따르면, “단체
협약은 법령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공서(ordre public)의 성격을 갖는 규정에는 반할 수 없다.”16)
14) 나치즘을 독일의 공동체적 사회모델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
치즘은 공동체적 법문화를 인종주의적 생물학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
다. 나치즘은 개별적 차원에서 적용되던 사회적 다윈주의를 집단적 차원에 이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공동체적 법문화가 전후 독일 경제의 성공을 설
명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00년대 이후 독일 경제가 보여주는 효
율성의 비결도 하르츠 개혁에 의한 노동유연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
로는 바로 이 공동체적 법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5) 공서(ordre public)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제2절 4. 참조.
16) 독일의 단체협약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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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흔히 “유리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규범이
하나의 동일한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리의 원칙은 프랑스 헌법 제
34조에서 말하는 “기본원칙”으로 간주된다.17) 프랑스 헌법 제34조는 법
률의 관할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가운데 “법률은 노동법과 노동조
합법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유리의 원
칙은 바로 노동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18) 이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규범
간의 위계질서, 즉 하위의 규범은 상위의 규범에 반할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사회적(social) 예외는 어디까지
나 국가가 설정한 공적 질서(ordre public)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
이다.19) 이렇게 해서 프랑스 특유의 “사회적 공서(ordre public social)”
개념이 구성된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했을 때,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
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의 입장은 공적 질서(근로조건 법정주의) 안에서
노사의 자치(노사대등결정의 원칙)를 보장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프랑
스 모델과 유사해 보인다. 이 헌법 개정안 제33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
안 제안 이유에서는 이것을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이라고 불렀다. 노사대
등결정의 원칙은 노동관계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 즉 단체협약이라는 이
름의 자율성과 강행법규라는 타율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헌법 개정안 제33조 제4
17) 한국의 노동법제에서도 유리의 원칙은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제성(2020),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노동
리뷰 1월호, pp.157〜160 참조.
18) Conseil constitutionnel, 12 juillet 1967, no. 6746.
19)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노동법 교과서의 공동저자이면서 파리10대학 노동법 교
수인 에마뉘엘 도케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프랑스] 노동법에서 ‘집단자치’
는 신화적이며, 계약법에서의 ‘의사자치’보다도 허구적이다.”(Emmanuel Dockès
(2015), ｢Préface｣ à Josépha Dirringer, Les sources de la représentation
collective des salariés, LGDJ, 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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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학술적으로 검토할 의의가 존재한다.
이 규정의 앞부분,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
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라는 부분은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보
장한다는 의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체교섭이다.
그 뒷부분,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부분은 국가의 관할에 속하는 타율성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 뒷부분은 현
행 헌법 제32조 제3항에 있는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서 “근로조건 법정주
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 개정안은 단체교섭(자율성)은
법률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타율성) 안에서 보장된다는 원칙을 제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이것은 타율성의 한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
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율성과 자율성이 배타적 영역을 형성하는 “사회적 방임 모델”(영국)이
나, 타율성이 자율성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회적 자치 모델”(독일)과
구별된다.

2.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
앞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단체협약 개념의 상대성을 살펴
보았다. 이제 한 나라 차원에서 단체협약 개념의 역사적 상대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자. 사람들이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19세기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결
렬되면 파업을 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다. 이것은 1864년에 공모죄의 폐지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이 먼저 인정되
고, 1884년에 비로소 발덱-루소 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승인된 프랑스
의 법제사적 경험을 동반한다. 프랑스에서 단체협약 체결 전에 노동조합
이 먼저 존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오히려 쟁의단의 형식으
20) 박제성(2018),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 대표론의 의의｣, 노
동법연구, 제45호, p.13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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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생적 파업이 먼저 발생하고, 그 파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이나
중재의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결실로 노동조합
이 결성되기도 했고, 또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매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생적 파업의 결과로 체결된 집단적 노동규범이 소
송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것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
의 핵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파업이 종료된 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
용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서 협약의 이행을 강
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893년에 프랑스 대법원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에서, 노동조합은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
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파업 이후 중재로 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결성되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설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21)
첫째는 방임주의이다. 이것은 단체협약을 개별 근로계약들의 집합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고유한 법적 효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 차원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학설은 당시로서 집단적 노동관계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
았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둘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다. 이것은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이 그 구
성원인 근로자(제3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는 협약의 제3자에 해
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단체협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면, 계
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계약의 효력이 향하는 제3자인 근로자가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학설은 노동조합이 먼저 결성되고 협약
21) Claude Didry(2002), Naissance de la convention collective. Débats juridiques
et luttes sociales en France au début du 20e siècle, Éditions de l’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p.8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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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협약이 먼저
체결되고 나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약점이 있었다.
셋째는 위임설이다. 이것은 방임주의와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을 절충한
입장이다. 위임설은 근로자가 쟁의단이나 노동조합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협약 체결권을 위임했다고 해석한다. 이때 쟁의단에 참가하거나 노
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된
다. 위임설은 노동조합 없이 조정이나 중재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사 양쪽 당사자들이 선임한 조정인이나
중재인에게 협약 체결권을 위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법규범설이다. 앞의 세 가지 입장은 결국 계약설로 포괄될 수
있는데, 법규범설은 이러한 계약주의적 입장에 반대한다. 법규범설에 의
하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구속하는 것이며 법규범은 모두를
구속하는 것인데, 단체협약은 계약과 법규범 사이를 매개하는 법 형식이
다. 즉 “단체협약의 출발점은 당사자들의 합의이며, 그 종착점은 해당 직
업에 관한 법규범이다.”22) 법규범설은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해당 직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협약의 효
력 범위 안에 포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때 노동조합은 마치
해당 직업의 “기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직업 자체가
마치 하나의 사단으로 의제된다).23)
논쟁은 1906년의 단체협약법안의 제출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제1차 세
계대전으로 잠시 보류되었다가 1919년 3월 25일에 제정되었다. 1919년 법
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단체협약법이다. 1919년 법은 여전히 민
법적(계약설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단체협약
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노동
조합 또는 기타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사용자단체
또는 기타 사용자 결사의 대표자 또는 복수의 사용자 또는 한 명의 사용
자를 타방 당사자로 하여, 양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이
22) Claude Didry, ibid., p.178에서 재인용.
23) Pierre Rosanvallon(1998), La question syndicale, Hachette Littératures, p.10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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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또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를 협약의 당사자 및 당사자
인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정한 규정도 민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든다. 제31k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단체협약에 구속된다.
① 단체협약의 서명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및 이들에게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위임을 한 근로자와 사용자, ②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단체협
약의 당사자인 단체의 구성원, ③ 나중에 단체협약에 가입한 단체의 구성
원, ④ 나중에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단체에 가입한 자, ⑤ 단체협약의 구
성원인 사용자단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에 직접 가입
한 사용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법은 몇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계약주의적․
개인주의적 법관념을 일정 정도 극복하였다고 평가된다.25)
첫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
결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은 반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계
약관계에 적용된다.”(제31q조) - 이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
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50년 2월 11일의 단체협약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서
는 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적용된다. 단, 근로계
약상의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제31e조) 이른바 “유리의 원
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26)
둘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3자와
의 관계에서도 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제31a조) - 이것은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므로 근
24) 그런 점에서 단체협약은 “단체계약”으로 관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단체계
약(contrat collectif)”이라는 용어는 1919년 법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계약설적 입
장에 서 있던 논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이기도 하다.
25) Patrick Barrau․Francis Hordern(1999), Histoire du droit du travail par les
textes, Tome II, D’une guerre à l’autre(1914〜1944), Cahiers de l’Institut
régional du travail, Université de la Méditerranée Aix-Marseille II, p.25.
26) Patrick Barrau․Francis Hordern(2000), Histoire du droit du travail par les textes,
Tome III, De la libération à l’alternance(1945〜1981), Cahiers de l’Institut
régional du travail, Université de la Méditerranée Aix-Marseille II,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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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는 설령 조합원이라도 제3자에 해당한다.
셋째,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단체협약에 구속되는 경우, 단체
협약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된다.”(제31r조)
- 이것도 위의 제31a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근로
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50년 2월 11일의 단체협약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사
이에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적용된다.”(제31e조) 즉 당사자들
간의 약정으로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27) 이처럼
프랑스에서 단체협약의 적용 기준을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아니
라 사용자의 협약 적용 여부에 두는 것은 1864년에 파업권이 먼저 승인
되고 1884년에 노동조합이 승인된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영우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적 경로는 단체행동의 결과인 협약
이 참여 노동자의 조합가입 여부보다는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를 기준으
로 그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관행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제 그 당시 많은 단체행동의 마지막에는 종결을
위해 사업주가 파업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곤 하였다. 이때 사업주가 파업
자 개개인과 논의를 할 수 없으니, 파업자들의 요구를 위임받은 대표자
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증서(acte)로 작성되어 사업주가 고용
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이 속에서 사용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형성된다.”28)
넷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소송을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31t조)
1919년 단체협약법이 민법적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도 당시의 법적 사고를 지배한 기본 문법이 바로 민법이었기 때문일 것이
다.29) 민법이 하나의 도그마로서 지배하는 시절에는 아무리 사회적 또는
27) Patrick Barrau․Francis Hordern, op. cit., p.62.
28) 손영우(2014), ｢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 국제지역연구, 17
(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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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관점을 반영한 입법을 도모하더라도 민법적 향취를 완전히 제거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법이다.
단체협약을 진정한 의미에서 해당 직업세계의 법규범으로 만든 법은
협약확장제도를 도입한 1936년 6월 24일 법이다. 1936년 단체협약법은 우
선 “업종별 단체교섭위원회” 제도를 창설했다(제31va조). 이 위원회는 노
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로 노동부장관이 소집하는데, 해당 업종
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업종별 협약에
대해서 교섭하는 자리이다. 정부는 원활한 교섭과 협약의 체결을 지원한
다. 이 위원회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서 해당 업종의 모든 사용자와 모든 근로자에게로 규범적 효력을 확장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1vd조). 이로써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관련 업종
의 사회적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공적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
었다.
단체협약 확장제도는 프랑스 근로자들의 의식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
다. 당시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의 어떤 근로자가 들려준 일화는 그 변
화를 잘 보여준다.
“어느 일요일, 집 앞에서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지
나가더군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했고, 사장이 이러더군요. ‘내가 차를 저
쪽에다 세워 놓았는데 자네가 세차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네.’ 저는 대답했
죠. ‘죄송하지만 사장님, 그건 단체협약에 없는 사항인데요.’”30)

이상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질문은 “단체협약의 본질
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렇게 던져야 한다. “한국의 법제는 단체협약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코 “본래적” 성질이 아니다. 그것
은 요컨대 법적․정치적․사회적 담론 투쟁의 산물이다.

29) Claude Didry, ibid., p.227.
30) L’Humanité, 25 mars 2004, https://www.humanite.fr/node/302620(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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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재검토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즉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관한 국내
의 학설은 크게 법규범설과 계약설 그리고 수권설로 정리할 수 있다(수권
설은 다시 헌법적 수권인가, 법률적 수권인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31)
그런데 이런 식의 학설 대립은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의
미가 있었겠지만, 이미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1항) 그리고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
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3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로
서는 연혁적 의미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법규범설이든 계약설이든 그 현
실적 의미는 이미 수권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3조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벌어진다면 현실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정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규범적 효
력의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이 훨씬 더 현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
다면 논의의 초점을 규범적 효력의 근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법규범설과 계약설의 대립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적
의의를 회복한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을 기본적으로 법규범으로 보는가
계약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규범적 효력의 폭과 깊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수준이 어디인가, 그리고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
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협약의 체결 수준과 인적 적용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
는 기업별 협약이다. 제2유형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기업별 협약이
다. 제3유형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업종별 협약이다. 제4유형은 비조
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업종별 협약이다.
31) 자세한 내용은 강선희(2009), 단체협약 효력의 정당성 기초와 내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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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1유형 즉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기업별 협약이라면 법규범설
을 운운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유성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체결되는 기업별 단체협약은 그 적용범위가 산업 일
반․직종 일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에 한정되므로 보편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선험적인 ‘법규범성’을 우리나라 단체협약에 대하여 인
정하기는 어렵다.”32) 제1유형에 대해서는 오히려 계약설이 훨씬 더 실태
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 김형배의 해석론이다. 김형배에 의하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개
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인 규율에 맡
길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근로관계를 규율할 것
인가는 개인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개별적
인 근로관계에 우선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다.”33)
둘째, 제2유형 즉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기업별 협약이라면 법률적
수권설이 의미가 있다.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동일한 단체의사를 갖는다
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설은 설득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법률에 의
한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규범적 효력
을 갖는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기업 차원에서
만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규범설을 운운하는 것은 역시 민망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제3유형 즉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업종별 협약이라면 제1유형
과 마찬가지로 법규범설을 운운하기가 곤란하다. 법령이 조합원과 비조
합원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듯이, 법규범으로서의 업종별 단체협약이라
면 역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법규범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수권설도 설명력이 약
32) 김유성(1996), 노동법 II, 법문사, p.150. 그러나 그렇다면 보편적 적용성을 갖는
업종별 협약에 대해서는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기에서 인용한 김유성의 해석론은 업종별 협약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
다고 할 것이다.
33) 김형배(2015),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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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수권설이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
의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든가, 아니면 사용자단
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도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든가, 둘 중의
하나의 경우가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단체에 가
입한 사용자의 조합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업종별 협약이라면, 제1유
형에서 보았듯이, 수권설보다는 차라리 계약설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계약설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업종별 협약의 적용 기
준은 근로자 쪽이 아니라 사용자 쪽에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가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협약 당
사자인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가 여부가 업종별 협약의 적용 기준
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별 협약에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사용자
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 기준을 근로자 쪽에서만
찾는다. 그러나 업종별 협약에서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약 적용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사용자 쪽에 있다. 계
약설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34)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업종별 협약과는 부합하지 않는
다. 요컨대 법규범설, 수권설, 계약설 모두 제3유형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업
종별 협약이라는 것이 업종별 협약의 존재이유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 업종별 협약은 제4유형이라야 비로소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제4유형 즉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업종별 협약이라면 비로소
법규범설이 의미를 갖는다. 계약설은 기각된다.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동
일한 단체의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설은 제3유형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협약의 적용 기준을 사용자 쪽에서 찾는 업종별 협
약과 부합할 수 있는 학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비가
입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초월하는 외부의 객관적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법률적 수권
34) 김형배,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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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계약설의 논리적 연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업종별 협
약이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공적 기능
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러한 공적 기능이 충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만
인효(erga omnes)를 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관한
ILO 제91호 권고(1951) 제4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규정은, 해당 단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단체협약의 구속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해당 범주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기업별 협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업종별 협약이 어떤 사업
장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히 적용되어
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업종별 단체협약이 해당 업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시장의 행위주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되는 공통의 규칙이 아니라면 그러한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것은 업종별 협약의 적용 기준이 사용자 쪽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
차적으로 단체협약의 구속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업종별 협약은 업종 전체의 통일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어떤 사용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제4유형의 단체협약은 법규범성을 갖는다고 말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적 수권설은 사실상 법규범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양자의 논리
는 다르지 않으며, 다만 헌법에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시적 근거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수권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뿐이다. 아무
런 규범적 효력 없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채무적 효력만 있는
단체협약이라면 굳이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 헌법
적 수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단체협약의 법규범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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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서(公序)로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단체협약
공서(公序)는 “공서양속(公序良俗)”이라고 말할 때의 그 공서를 의미한
다. 이 개념은 1804년 프랑스 민법, 일명 나폴레옹 민법에서 이미 등장한
개념으로서 지금까지도 프랑스 민법의 기본 개념으로 존속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나폴레옹 민법을 계수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률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행 프랑스 민법전 제6조에 의하면, “공서
와 양속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On ne peut
déroger, par des conventions particulières, aux lois qui intéressent
l’ordre public et les bonnes moeurs.) 여기에서 “ordre public”을 번역한
말이 “공서”이고 “bonnes moeurs”를 번역한 말이 “양속”이다. 일본 민법
제90조는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라는 제목하에 “공의 질서 또는 선
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는 제목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의 “ordre
public”이 일본 민법에서는 “공의 질서”로 번역되었고, 우리 민법에서는
“사회질서”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지 않다. 우리 민법의
“사회질서”는 곧 “공서”인 것이다.
공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곽윤직에 의
하면, “민법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행위가 행
하여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서 도와주려고 한다. 그
러나 그것은, 법률이 가지는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자유라고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 질서에 위반하는 것
일 때에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느 시대의 법률에 있어서나 극히 당
연한 일이다. 특히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크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냐 않느냐
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모두 빠짐없이 미리 규정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은, 개별적인 강행규정 외에,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을 선언하여 밝히는 규정을 두어, 각개의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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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케 하는 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이다.”35)
그렇다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36) 원칙은 우리 법질서에서 하나의
“공서(公序)”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
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
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또 남녀고용
평등법 제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법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반드시 남녀 사이의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
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37)

35) 곽윤직(2002),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pp.214〜215.
36) 동일가치노동은 사실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아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을
포섭하여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채택된 용어법이다(예를
들어 벽돌공의 노동과 변호사의 노동은 사실적으로 같은 노동은 아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갖는 노동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은 그 어떤 노동도
사실적으로 동일한 노동은 없다. 근로자 갑과 근로자 을 사이에 사실적으로 동일
한 노동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상품화된 노동으로서의 양적인 차원
에서만 동일할 뿐이다. 노동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적 차원에서의 동
일노동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일노동은 언제나 그 가치가 동일한 노동을
의미할 뿐이다.
37) 대법원, 2019. 3. 14, 2015두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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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두 차별금지의무를 사용자 또
는 사업주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다른 정
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단독행위에 의해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동일가치노
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적어도 위 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ILO 협약은 다르다. 우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 제111호(1958)38)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39)을 차별로 정의하면서, 다만 “특정 직종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근거
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40)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별은 객관적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차별금지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정책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제거할 의무는 노사정
모두의 의무가 되고 있다. 둘째, 차별이 아닌 구별을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
“직종(emploi/job)”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모
든 근로자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공리적(axiomatic) 수
준에서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ILO 협약
제100호(1951)41)에 의하면, “회원국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사이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촉진하고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42) 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ILO 협약이 이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
로 법령과 함께 단체협약도 언급하고43)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용자
38)
39)
40)
41)
42)
43)

다자조약, 제1499호, 1999. 12. 20.
위 조약 제1조 제1항.
위 조약 제1조 제2항.
다자조약, 제1465호, 1998. 12. 4.
위 조약 제2조 제1항.
위 조약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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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서 실현해야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 즉 하나의 공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이다.
ILO 협약 제111호(다자조약 제1499호)와 제100호(다자조약 제1465호)
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조에 의
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서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주관적 의무가 아니
라,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서 실현해야 하는 원칙, 객관적 사회질서로서의
공서에 해당한다.44)
그리고 그 원칙은 남녀 근로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유엔사회권규약) 제7조에 의하면,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모든 근로자
에게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다면(예를 들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
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그 단
체협약 규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공서)를 위반하는 법률행
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주
적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이른바 “협약자치” 또는 “노사자치”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기
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서를 위반하는 자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44)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하
나의 원칙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대통령 개헌안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국
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
야 한다.” 다만 ILO 협약에서 보았듯이 이 원칙이 국가의 의무로 한정될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2018년 2월에 나온 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좀 더 낫
다. 자문위 개헌안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이렇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강성태(2019), ｢노동법에서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장지연(책임), 노
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p.10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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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상 조
합원범위조항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
를 일정한 범주의 근로자로 제한하는 조항, 또는 일정한 범주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조항은 유효한가?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첫째,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합의로 보아 유효하다고 해석
하는 입장이 있다.45) 판례는 이 입장이다. 대법원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
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46)
둘째,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
이 있다. 무효설은 다시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편차를 보인다. 원칙적으로
는 무효이지만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47), 헌법상 요청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반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라는 입장48),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이라면 무효이지만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는 입장49) 등이 있다.
사견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정한 조항이라면 헌법상 단결의 자유 원칙
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이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의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협약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지만, 일부 범주의 근로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적 적용범위를 정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
45)
46)
47)
48)

김유성, 앞의 책, p.180; 김형배, 앞의 책, p.963.
대법원, 2003. 12. 26, 2001두10264.
임종률, 앞의 책, p.73.
박종희(2000),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에 관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10
(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p.32.
49) 강선희, 위의 논문,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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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제빵업 및 제
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하는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50)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계약설에서 구하거나 그 논리적 연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수권설에서 구하는 입장이라면,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유효하다
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규범설이나 헌법적 수권설의 입장이
라면 얘기가 다르다. 법규범설은 단순히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사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학설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세계에 적용되는 공통의 규칙을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율
권의 범위를 허용해 주는 것을 지지하는 학설이다. 단체협약은 해당 직업
세계의 공통의 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범주의 근로자를 배
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법규범성에 반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수권설에서 보더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협약권
능을 헌법이 노사 당사자에게 수권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규범설 혹은 헌법적 수권설을 지지하는 한, 단체
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통해서 일부 범주의 근로자에게 차등적 근로조
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 문제로 가면 사태
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단체협약은 “본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므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흔히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
범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임종률은 이렇게 말한다.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
된 계약의 일종이고, 당사자는 본인 또는 구성원을 위하여 교섭한 결과
50) 반대 의견도 있다. 강선희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의한 차등적인 대우는 주로 인
적 적용 범위를 통하여 적용제외자로 분류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규정에 따라 협약적용이 배제된 근로자의 상이한
대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강선희, 앞의
논문,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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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
만 적용된다. 근로자 쪽에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
가 협약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리를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라 부른다.51)
그러나 앞에서 단체협약의 유형론을 통해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해석론은 계약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법규범설의 입장
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입
장은 기업별 협약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업종별 협약과는 부합하
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본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론은 법리적으로도 엄격하지 못하다. 단체협약이
“계약의 일종”이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한 그것은 당사자만을 구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법인(광의의 법인)으로
서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 자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개
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래대로 한
다면 단체협약은 그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까지 “본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래서 위 인용문의 필
자는 “당사자는 본인 또는 구성원을 위하여”라는 구절을 써 넣은 것일까?
이 구절은, 특히 “구성원을 위하여”라는 부분은 위 인용문의 필자가 단체
협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 인용문의 필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을 지지하지 않으
며,52) 이른바 수권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단체
51) 임종률, 앞의 책, p.178.
52)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의 약점은 협약 체결 이후에 그 적용범위에 들어오는 미래의
근로자에게 어떻게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제3자인 근로
자와 사용자가 협약에 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종률, 앞의 책, pp.153～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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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본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근로자 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규
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 즉 노동조합법이 협약당사자에게 특별히 규범설
정의 권한을 수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3) 수권설이 계약설의
논리적 연장이라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계약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는
위 인용문의 필자가 수권설을 지지하는 것은 그럴 만하다. 하지만 수권설
을 지지하는 한, 단체협약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에게도 적용되
는 것을 “본래적 적용범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수권설에 의하면, 단체협
약의 본래적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고, 제3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법률의 수권에 의한 것
일 뿐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넘어 별개의 법인
격을 갖고 있는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이유는 단
체협약이 계약적 성질을 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체협약은 계약적 형식으로 체결되지만 법규범으로 적용되는 것
을 “본래적”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업종별
협약
이른바 “이중노동시장론” 또는 “분절노동시장론”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서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보다는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
른 불평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의 장소를 기업 내부
가 아니라 기업 바깥의 사회에서 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정이환은 “한
국에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지배력이 너무 크므로 이를 약화시키는 대
신 사회적 노동시장의 역할을 확대해 가자”54)고 하면서, “‘산업․업종 수
준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큼 중요한 과제
53) 임종률, 앞의 책, p.154.
54) 정이환(2019),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대안모색, 장지연(책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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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55)라고 역설한다. 또한 같은 취지에
서 전병유는 “공공부문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노
동시장 강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불편함 때문에, 대안 제
시와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 때문에 미뤄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던 규모
별 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자원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56)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업종별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종별 협약과 결합된 직무급은 동
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법적 장치들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직무급은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의 값이기 때문에 같
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성별이나 학력 또는 고용형태
또는 기업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는 없거나 적다.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57) 프랑스의 임금 제
도는 이른바 직무급이다.58) 예를 들어 금속산업파리지역협약(IDCC 54)59)
의 직무분류 및 임금표는 <표 2-1>과 같다(용어는 필자가 임의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의 금속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직급은 학력이나 경력 및 직무상의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다. 같은 직급 안에서 다시 3～4단계의 직계로 구분된다. 직계는 임금계
수를 부여하기 위한 구분이다. 각 직계마다 고유의 임금계수가 부여된다

55) 정이환, 위의 글, p.28.
56) 전병유(2019),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장지연(책임),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
pp.52〜53.
57) 이하의 내용은 안주엽․박제성 외(2015), 산업과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p.444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58) 이것이 업종별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이다. 업종별 협약의 당사자들은 최소한 4년
마다 한 번씩 해당 업종의 직무급을 재검토하기 위한 교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
다(Code du travail, art. L.2241-1). 교섭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
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업종별 단체교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art. L.2261-20).
59) “IDCC 54”는 해당 협약의 고유번호이다. 프랑스는 업종별 협약에 대해서 고유번
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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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19년도 프랑스 금속산업파리지역협약 직무분류 및 임금표
(단위 : 유로)
직무
직급 직계

I

II

III

IV

V

임금
계수

생산직

행정직
및
기술직

일반생산직

팀장(선임팀장
제외)

선임팀장

1

140

18,531

O1

18,531

2

145

18,729

O2

18,873

3

155

18,927

O3

19,113

1

170

18,946

P1

19,125

2

180

18,975

3

190

19,081

P2

19,264

1

215

19,484

P3

20,437

AM1

19,484

AM1

20,827

2

225

20,361

3

240

21,673

TA1

22,555

AM2

21,673

AM2

23,054

1

255

22,396

TA2

23,446

AM3

22,396

AM3

24,015

2

270

23,649

TA3

24,830

3

285

25,042

TA4

26,217

AM4

25,042

AM4

26,926

1

305

26,538

AM5

26,538

AM5

28,303

2

335

29,137

AM6

29,137

AM6

31,698

3

365

31,566

AM7

31,566

AM7

33,826

3

395

34,193

AM7

34,193

AM7

36,558

주 : V직급의 직계는 1-2-3-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 프랑스 협약 그
대로 옮긴 것임. 이유는 알 수 없음.

(이 임금계수는 근속기본급을 계산할 때 다시 사용된다(표 2-2 참조)).
예를 들어 일반생산직의 가장 낮은 직급-직계인 O1(직급 I 직계 1)의
임금계수는 140이고 기본급은 연봉으로 해서 18,531유로이다(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 혹은 월 151.67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1544.25유로 정도가 된다. O1은 손으로만 작업하거나 간단
한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이 직무는 생산과정에 수
정을 가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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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산직 최고 직급-직계인 TA4(직급 IV 직계 3)는 임금계수가 285
이고 기본급은 26,217유로이다. TA4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일의 방법과 수단 등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
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직
무를 의미한다. TA4 직급-직계가 속해 있는 IV 직급은 대학입학자격(대
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했다는 의미) 또는 그와 동등한 자
격을 요구한다(프랑스에서는 흔히 Bac+0으로 표시한다).
참고로 I 직급에 대해서는 학력 기준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며, Ⅱ 직급
과 Ⅲ 직급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증이나 그것과 동등한 수준
의 학력을 요구한다.
이 기본급에 다시 근속에 따른 임금이 추가된다. 근속급은 각 직급-직
계별 근속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근속수당으로 구분된다. 근속기
본급은 각 직급-직계별 임금계수에 4.99077유로를 곱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일반생산직 O1 직무의 경우 근속기본급이 733.64유로(임금계수 140x
4.99077유로)이며, 3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근속수
당이 가산된다. 직무별로 모두 근속급이 정해져 있는데, 참고로 일반생산
직의 근속급을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프랑스 금속산업파리지역협약 근속기본급 및 근속수당표 : 일반생산직의
경우
직급 직계

임금 근속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수 기본급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I 2
3
1
II
3
1
III
3
1
IV 2
3

140
145
155
170
190
215
240
255
270
285

733.64
759.84
812.25
890.85
995.66
1126.67
1257.67
1336.28
1414.88
1493.49

22.01
22.80
24.37
26.73
29.87
33.80
37.73
40.09
42.45
44.80

29.35
30.39
32.49
35.63
39.83
45.07
50.31
53.45
56.60
59.74

36.68
37.99
40.61
44.54
49.78
56.33
62.88
66.81
70.74
74.67

44.02
45.59
48.74
53.45
59.74
67.60
75.46
80.18
84.89
89.61

자료: 안주엽․박제성 외(2015), p.446.

51.35
53.19
56.86
62.36
69.70
78.87
88.04
93.54
99.04
104.54

58.69
60.79
64.98
71.27
79.65
90.13
100.61
106.90
113.19
119.48

66.03
68.39
73.10
80.18
89.61
101.40
113.19
120.27
127.34
134.41

73.36
75.98
81.23
89.09
99.57
112.67
125.77
133.63
141.49
149.35

80.70
83.58
89.35
97.99
109.52
123.93
138.34
146.99
155.64
164.28

88.04
91.18
97.47
106.90
119.48
135.20
150.92
160.35
169.79
179.22

95.37
98.78
105.59
115.81
129.44
146.47
163.50
173.72
183.93
194.15

102.71
106.38
113.72
124.72
139.39
157.73
176.07
187.08
198.08
209.09

110.05
113.98
121.84
133.63
149.35
169.00
188.65
200.44
212.23
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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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금표는 파리지역 금속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만인
효를 갖는다. 즉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묻지
않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성별이나 학력을 묻지 않는다.
프랑스 금속산업 사용자단체의 업종별 교섭 담당자에 따르면, “학력을
본다 해도 고졸과 대졸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경우 그때 개인의 임금은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기술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트럭운
전을 하면 트럭운전에 맞는 값을 받는다. 물론 학력이 기준 중의 하나이
긴 하지만 그것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위가 그렇게 중요
하지 않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거나 직무값을 달리하
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60)
한국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도 없거나 작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 기업 수준에서 기업별 교섭
을 통해 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금 수준은 기업별
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업종 차원에서 동일한 직무급이 적용되
고, 기업교섭에서도 이 업종별 직무급은 최저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므로,61)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프랑스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62) 업종별 협약상 기준임금이 100
이라고 할 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실제 총임금은 139이고, 2,000명 이
상 대기업의 실제 총임금은 155이다(표 2-3 참조).
<표 2-3> 기업 규모별 협약상 임금과 실제 임금의 격차

기업
규모

10〜49인
50〜199인
200〜499인
500〜1,999인
2,000인 이상

근로자 전체
협약상 임금과 격차
총임금
기준임금
1.39
1.27
1.42
1.26
1.47
1.28
1.53
1.31
1.55
1.34

자료 : Dares Analyse(2012. 12), Salaires conventionnels et salaires effectifs, No. 093.
60) 조성재(책임)(2009),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pp.254〜255.
61) Code du travail. art. L.2253-4. 이를 위반하여 특정 직종 또는 직무의 근로자만
임금 인상을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임금 인상이 적용된
다는 것이 프랑스 대법원의 판례이다(Cour de cassation, 2006. 2. 22).
62) Dares Analyse(2012. 12), Salaires conventionnels et salaires effectifs, No.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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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뷔르제(Philippe Burger, 딜로이트 회계법인 임금부문 책임자)에
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한다.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예컨대 샌상직과 사무직에서는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에 10% 정도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그 차
이가 3% 정도로 더 줄어든다.63)
단체협약이 여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표 2-4 참조), 기업별 협약만 적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종
별 협약만 적용하는 경우는 -0.012로 나오고, 업종별 협약과 기업별 협약
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0.051로 나온다. 즉 업종별 협약은 기업별 협
<표 2-4> 2009년도 시간당 실임금 및 실임금과 협약임금의 격차에 관한 교섭수
준의 효과
근로자의 시간당
총임금 로그
기업에
적용되는
임금협약

기업 규모

업종별 협약만
기업별 협약만

-0.063***
기준

협약상 임금과
실제 임금 사이의 격차
-0.102***
기준

양자의 결합

-0.025**

-0.051**

10〜49인

-0.003 (ns)

-0.011 (ns)

50〜199인

-.0.014***

-0.026**

200〜499인

기준

기준

500〜1,999인

0.038***

0.025**

2,000인 이상

0.046***

0.026**

1.658***

1.782***

상수항
조사대상

44,756

44,756

주 : (ns) 유의하지 않음.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자료 : Dares Analyse(2012. 12), Salaires conventionnels et salaires effectifs, No. 093.
안주엽․박제성 외(2015), p.449에서 재인용.
63) Journal du net 사이트(2015.01.19) 참조(http://www.journaldunet.com/manageme
nt/emploi-cadres/grande-entreprise-ou-pme/salaire.shtml). 2020. 4. 8.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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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비해서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별 협약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요컨
대 업종별 협약의 규범력이 강할수록 기업간 임금격차는 줄어든다는 것
이다.

6. 만인효(erga omnes)와 무임승차
업종별 협약의 의의, 즉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정직한 사용
자를 보호한다는 의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모든 사
용자와 모든 근로자가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 범위 안에 포괄될 필요가 있
다. 이것은 곧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단
체협약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단체협약의 “만인효(erga omnes)”
라고 부른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7년 판을 보면, 보고서 대상 39개 나
라들 가운데 만인효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모두 29개국이다.64) 이때 말
하는 만인효는 효력확장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확장제도 이
전에 단체협약 자체의 규범적 효력 차원에서 만인효를 갖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중에서 업종과 기업 차원 모두에서 만인효가 존재하는 나라는
22개국65)이며, 기업 차원에서만 만인효가 존재하는 나라는 7개국66)이다.
그리고 업종이든 기업이든 만인효가 존재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나라는 10개국67)에 불과하다. 이 10개국에 독일
64) Table 4. 1. Use of erga omnes clauses, 2015, p.141.
65)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앨버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
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66) 호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코스타리카, 폴란드, 영국, 미
국, 그리스. 그리스는 좀 독특하다. 업종별 협약의 적용은 이중의 멤버십이 적용
된다. 즉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노동
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에 기업별 협약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리스의 단체교섭법제에 대해서는 Costas
Papadimitriou(2019. 1), ｢Les modifications récentes du droit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en Grèce｣, Revue de droit comparé du travail et de la sécurité
sociale pp.218〜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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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다. 즉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본래
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단체협약법제는 오히려 소수에 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ECD 보고서는 만인효의 장단점을 이렇게 소개한다. 장점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회적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 등이다.
단점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고 싶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될 일인데, 노동조합 가입은
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의 보호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
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
한국에서도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하는 임종률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비조합원이 조합비 등의 부담은 지지 않으
면서 단체협약의 혜택만 누리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허용함으로써 노동
조합 가입의 유인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68)
이러한 입장은 학계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공유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업종별 협약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9세기 말에 헨리 조지는 노동조합을 “원리상 이기적”69)인 조직으로서
자신의 “존재법칙에 따라 힘으로 싸우게”70)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서,
1891년 당시 교황 레오 13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노동단체는 불이 차갑고 얼음이 더울 때 또는 군대
가 무기 대신 장미 잎으로 전쟁할 때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노동단체는 힘에 의하지 않고는 임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소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비

67) 콜롬비아, 뉴질랜드, 독일, 한국, 일본, 칠레,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68) 임종률(2020),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p.180.
69) 헨리 조지(2012),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경북대학
교 출판부, p.93.
70) 위의 책,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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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임에는 분명합니다. 노동단체는 고용주
를 직접 압박하거나 압박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체원 중에
단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압박해야 합니다. 노동단체는 최대한 노력
해서 해당 노동 영역 전체를 장악해야 하고, 다른 노동자에게도 단체에 가
입하든지 굶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강요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도덕적 설
득을 통해 임금 인상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호랑이가 오렌지를 먹고
산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71)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 멘슈어 올슨은 1965년에 집단행동의 논리라
는 책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처음으로 모델링하였는데, 그 분석 대상이 바
로 노동조합이었다.72) 올슨은 앞에서 인용한 헨리 조지의 서한 내용을 자
신의 책에서 인용하면서, 헨지 조지가 이해하는 바의 노동조합 개념을 자
신의 분석에 차용하고 있다. 올슨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 노동조합이 획
득한 혜택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나누어 가
질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되는
개별 근로자로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집단 내의 구성원의 숫자가 매우 적거나 또는 개개
인으로 하여금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강제 장치나 어떤 다른 특수 장
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개인들은
그들의 공동이익이나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
다.”73)
올슨은 미국의 노동조합이 클로즈드 숍이나 유니언 숍 등의 단결강제
를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한다. 올슨은 대규모 이익집단이
공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집합재 또는 공공재인 경우가 많은데, 공공재
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제공하기 때
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 그러나 업종별 협약 체제
에서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는 비조합원이 아니라 업종별 협약 체제
에서 이탈하는 사용자일 것이다. 비조합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공재
71) 위의 책, p.91.
72) 멘슈어 올슨(2013),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 한국문화사, p.105 이하.
73) 위의 책,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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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무임승차론에서는 노동조합 비가
입 행위 자체를 공공재를 파괴하는 이기주의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협약에서 이탈하는 사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공공재를 파괴하는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일 것이다. 법률은 여당의
구성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슨의 주장에 따르면 여
기에서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강제 장치 등이 있는 예외
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당은 결성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올슨은 미국
의 정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다.74) 올슨의 주장을 밀고 나
간다면 정당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정당무용론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와 멘슈어 올슨의 견해는 단결강제와 이른바 “비즈니
스 노동조합”을 추구했던 미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
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노동운동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것
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 당시의 조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편협한
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의 통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베이유는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이익단체(organization of
interest)”와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이념단체(organization of idea)”를 구
별했다.75) 이념은 정신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 즉 세계관이다. 이념은
이데올로기와 다르다. 이데올로기는 이념이 고체화되어 딱딱해진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념은 이데올로기로 경직화되기 이전의 상태, 아
직은 유동적이고,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으며, 반박을 허용하는 액체성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단체는 이익의 쟁취를 위하여 엄
격한 위계와 규율 혹은 단결강제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념단체
는 그렇지 않다. 이념은 위계와 규율 또는 상명하복으로 만들어지거나 공
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74) 위의 책, p.254 이하.
75) 시몬 베유(2013), 뿌리내림: 인간에 대한 의무 선언의 서곡, 이제이북스, p.3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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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단체는 같은 이념/사상/생각/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집단이다. 이념단체의 조직 원리는 개인과 집단, 특수성과 보편
성을 연결하는 매개, 다소 유동적인 매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결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은 “원
리상” 이익단체인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앞에는 이익단체가 되는 길(위
민의 길)과 이념단체가 되는 길(여민의 길)의 양 갈래가 있다. 이익을 쟁
취하기 위하여 힘으로 싸우는 것이 노동조합의 “존재법칙”이라면 노동조
합은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
의 세계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정의의 이름으
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힘과 정의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당한 힘에 맞서 더 강력한 힘으로 부당한 힘
을 제압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힘이 지배하는 세
상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다. 물론
정의로운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법칙”이 적용된 결과에 불과하
다. 우리가 정의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힘 외에도 다른 원리가 작
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의 표상을 사회관계의 준거로 삼고, 그것을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확장시켜 노동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은 근대적 인
간이 품고 있는 고유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소한 발명품에 불과하
다. 근대적 인간은 한편으로는 모든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과학법
칙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도움을 얻어 인간관
계를 정의의 토대 위에 정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러나 그것은 자명한 모순이다. 선택은 하나뿐이다. 인간관계도 자연법칙
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
외에도 다른 원리가 작용한다고 인식하든지. 사람들은 이 모순을 정면으
로 직시하기보다는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자연법칙을 인간사에 끌어들여 정의를 만들어내는 자동장치로 변환시키
는 것이었다.76)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 자연법칙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는 이름을 붙였고, 각자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낼
76) 위의 책, p.25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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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간주한다.77)
그러나 이러한 과학물신주의적 태도는 정의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
면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왜?”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데, 정의는 바로 이 “왜?”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왜?”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유를 묻는 것은 근거를
따지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어 “Grund”에서 보듯이 이유와 근거는 같은
말이다. 근거는 토대, 즉 딛고 서 있는 곳을 의미한다. 발 밑에 근거가 받
쳐주지 않으면 똑바로 설 수 없다. 바닥 없는 깊은 심연의 허공으로 추락
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 “왜?”는 근원적인 것, 도그마적인 것이
다. 이 “왜?”라는 질문을 차단하는 곳, 그곳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
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던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 추운 겨울 목이 말랐던 레비는 막사 지붕에 매달린 고
드름을 땄다. 그런데 옆을 지나가던 나치 병사가 거칠게 고드름을 빼앗아
버렸다. 레비는 “Warum?”(왜?)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답했다.
“Hier ist kein warum.”(이곳에 왜 같은 건 없어.)78)
무임승차론은 각자의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믿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는 하나의 법칙이 자
연과 인간사회를 공히 지배한다는 과학물신주의를 공유한다. 과학물신주
의는 “왜?”라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라는 질문이 없는 곳에 정
의는 없다. 정의는 “왜?”를 묻는 것이다. “왜?”를 묻는 것은 과학물신주의

77) Alain Supiot(2017), ｢Simone Weil aurait sûrment participé à Nuit debout｣,
entretien par Xavier de La Poste, L’Obs, 30 juillet.
78) 프리모 레비(2007),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p.38. 레비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이와 같은 일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정당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내 말은 이
런 뜻이다. 인간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원학적으로도) 그것을 수
용한다는 것, 그 행동의 주체를 수용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와 자신을 동
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의 책, pp.301〜302).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것에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쟁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
나 나치즘의 증오 속에는 이유가 없다. (…)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
그것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위의 책,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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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계하고 “법의 인류학적 기능”79)을 인식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
의를 지양하고 증여론적 호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이 아니
라 만인효를 옹호하는 것이다.

제3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 사용자의
개별성 다스리기

사용자의 조직원리는 기본적으로 개별성의 원리를 따른다. 그런데 사
용자단체가 “단체”인 한에서는 단체성의 원리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
다. 이로부터 사용자단체의 조직원리에서는 단체성과 개별성의 긴장이
발생한다. 이 긴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은 파괴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업종별 협약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려
면 이 긴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개별성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사용자단체의 조직 원리 : 단체성과 개별성의 긴장
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의 이해관계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
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80)라는 헌법 규정은 대한
민국 구성원의 서로 다른 개별이익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치공동체
가 공유하는 일반이익으로 재현해 내는 대표의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각각의 근
로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노동조합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재현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81) 물론 이 공통의 이해관
79) 알랭 쉬피오(2015), 법률적 인간의 출현 :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
아리.
80)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
81) 박제성(2018),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과 근로자 대표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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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확인할 수 있는(presented) 이해관계가 아니
다. 그것은 재현된(represented) 것이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브룩은 “재
현이란 과거에 속하는 어떤 것, 과거에 존재한 것이지만 지금 존재해야
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82)라고 말했는데, 이를 조금 변형하여
말하자면, “재현이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현/대표
는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현/대표가 초래하는 실
재의 대체라는 연금술에 고유한 모든 위험이 뒤따른다.”83)
대표라는 법적 장치는 언제나 집단적 차원과 관련되며(집단으로서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집단으로서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집
단으로서의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등), 이 피대표로서의 집단은 대표되기
전에는 사실상의 존재에 불과하며 대표라는 법적 장치를 경유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주체로서 법의 무대에 재현된다. 이것을 대표자의 법적 선재
성(先在性)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대표의 조직양식에 의해서 대표된
개별 구성원의 이해관계는 집단적 차원에서 재현된 이해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84)
『노동법연구』, 제45호, pp.127〜153.
82) Peter Brook(1977), L’espace vide : Écrits sur le théâ̂tre, Seuil, p.181.
83) Stéphane Rials(1987), ｢Représentation de la représentation｣, Droits, No. 6,
p.3.
84) 오늘날 근로자의 전통적인 조직양식, 즉 대표의 조직양식은 흔들리고 있다. 이것
은 근로자 집단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오페에 의하면,
근로자 집단 내부에 두 가지의 균열선이 형성되고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중심
부 집단과 주변부 집단 사이의 “상하균열선”이다. 둘째는 고용된 근로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 사이의 “내외균열선”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세 가지 대응전략
을 구사해야 한다고 오페는 말한다. 첫째, 근로자 집단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통합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된 근로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을 동시에 대변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자로서의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제3자 및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화해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이상 신진욱(2001), ｢클라우스
오페 : 복지국가와 시민사회의 제동능력과 딜레마｣, 김호기 엮음, 현대 비판사회
이론의 흐름, 한울, p.362) 그런데 균열선은 두 개인데 대응전략은 세 가지다. 오
페는 이 세 번째 전략에 대응하는 균열선을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생산하는 근로자(근로자)와 소비하는 근로자(소비자) 사이의 “내부균열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가 초래한 생태계 파괴의
위기 심화와 함께 이 내부균열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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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조직양식은 근로자의 조직양식과 다르다. 클라우스 오페에
의하면, “개별적 자본가들은 공리주의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집단적 합리
성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구조적 불평등관계에
놓여 있는 개별적 노동자들은 오직 집단으로서 행위할 때만 개인적 합리
성을 성취할 수 있으며, 때문에 개인적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역
시 오직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85)
법학의 언어로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조직양식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향하는 “대표”의 조직양식이라면, 사용자의 조직양식은 일차적으로 개인
에서 집단으로 향하는 “대리”의 조직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조
직양식에 의해서 조직된 개별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집단적 차원에서 재
현된 이해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완결된
형태의 이해관계로서 존재한다. 이것을 실현하는 사용자의 조직양식이
바로 “대리”라는 법적 장치이다. 원래 대리의 법리는 흩어진 이해관계를
공통의 이해관계로 재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이해관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
년자의 이해관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물론 현실에서는 부모
의 이해관계를 아이의 이해관계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러므로, 대표의 법리에서는 대표자가 피대표자보다 먼저 존재했다면,
반면에 대리의 법리에서는 피대리자가 대리자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피대리자의 법적 선재성(先在性)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대리인인 미성년자가 대
리인인 친권자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대리인은 마치 투명인간과 같다.
피대리인의 이해관계는 대리인의 인격을 통과하여 제3자에게 가 닿는다.
앞에서 인용한 클라우스 오페의 말을 빌려 근로자의 조직양식과 사용
자의 조직양식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하자면, 근로자 개인의 합리성은 집
단적 합리성 속에서 발견(대표)되지만, 개별 사용자의 합리성은 그 자체
로 완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으로 재현되는 근로자들의 집단
적 합리성에 맞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차원으로 대
85) 신진욱, 위의 글,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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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개별 사용자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집단적 차원으로 대응하면 업종별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개
별적 차원으로 대응하면 대각선 교섭이나 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게 된
다. 사용자들이 단체를 결성한다면 그것은 개별 사용자들이 집단적 합리
성을 구성하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 최대공약수
란 바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 시장에서 공
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으면 개별 사용자의 합리성은 실현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용자단체의 단체성과 개별성의 긴장이 발
생한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조직양식은 기본적으로 대리
의 법리를 따르고, 대리의 법리를 관통하는 원리는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탈퇴함으로써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
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기업별 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다. 이것은 확
실히 근로자의 조직양식이 따르는 대표의 법리에서 단체성이 주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혼자 개별적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의 차원에 머물며,
근로계약은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법계에 속한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단순히 피대리자인 개별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그
대로 반영하는 기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용자단체는 개별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실현조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리 개념과 어느
정도 구분된다. 사용자단체는 한편에서는 대리의 개별성이 작용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표의 단체성이 작용한다. 그것은 사용자단체가 “단체”인
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사용자단체의 조직양식에 대표 법리도 동시에
작용한다면, 이것은 근로자대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집단적 이해관
계를 사용자단체를 통해서 “재현”한다는 뜻이다. 개별성 차원에서도 추구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집단성 차원에서 “재현”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개별적 이해관계와 구별되는 어떤 집단적 이해관계가 재현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용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다.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용자단체가 대표의 법
리를 통해서 집단적 차원에서 재현해 내는 이해관계이다. 그리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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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업종별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 중 하나이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조직양식은 기본적으로 대리의 법
리를 따르는데, 그 결과 사용자단체의 단체성과 사용자의 개별성이 긴장
을 야기한다. 이 긴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협약의 공
적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택배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중에
토요휴무제가 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대부분의
택배회사들이 동참해야 한다. 특정 회사만 시행하고 나머지 경쟁업체들
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회사만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회사도 토요휴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결국 그 업종은 갈수록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업종별 협약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려면 이 긴장을 다스리기
위한 법적 장치, 즉 사용자의 개별성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
하다. 만인효는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다른 두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단체협약 효
력확장제도이고, 또 하나는 업종별 협약체제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용
자에 대응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이름의 사업(장)별 구속력 확
장 제도86)와 지역적 구속력 확장 제도87)만 알고 있을 뿐, 업종별 구속력
확장 제도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제도를 일반적 구
속력 확장 제도로 부르는 것은 사실 언어남용에 가깝다. 이 규정은 만인
효 개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별도의 요건을 두지 말고, 사용자가
어떤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그것이 기업별 협약이든 업종별 협
약이든 가리지 않고), 그 사용자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
되도록 하는 것이다.
86) 노동조합법 제35조.
87) 노동조합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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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확장 제도는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을 해당 업종의 모든 사용자
와 근로자에게로 확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만인효 개념과 결
합되어 있다면 모든 사용자에게 확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업종별 협약
의 목적은 해당 업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 확장 제도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화답하는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이것은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단체협약에 관한 ILO 제91호 권고(1951) 제5조는 단체협약을 해당 업
종별/지역별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용자와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려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해당 단체협약의 충분한 대표성, 협약 당사자 일
방의 신청 그리고 협약 당사자의 의견 제시 절차 등이 제시되고 있다.
OECD는 효력확장제도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한다.88) 장점은 △ 공정
한 경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업종 차원의 숙련을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 △좋은 인
사노무관행을 확산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단점은 △ 생산성
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 대
기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이해관계만 반영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다. 단점으로 소개된 두 가지 점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협약확장제도의 단점이라고 제시된 내용은 거꾸로 해당
업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도화․합리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반드시 이것을 단점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제 노
동관계 당사자와 입법자는 협약확장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별 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할
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해당 업종의 근로자 중 일정한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이를 공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업종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현재의 지역적
88)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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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제도(노동조합법 제36조)를 업종으로도 확장하는 것이다. 다만 현
행의 제도에서는 근로자 수 요건이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높다. 이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
를 들어 독일은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89) 김유선도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90) 다만 특이하게도 김유선은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아
니라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복수
노조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하고, 또 한국의 현실에서 특정 업종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을 조직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한 듯하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서 조직률이 6퍼센트인 노동조합과 4퍼센트인 노동조합이 있
다고 가정했을 때, 6퍼센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당 업종 전
체로 확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효력확장제도에 근로자 수 요건을 도입하
는 한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김유선의 제
안은 단체협약을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생각을 바탕
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실 독일 단체협약법 제5조에 의하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협약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때 일반적 효력을 선언할 수 있다. 즉 업종별 협약의 효력확장결정에 있
어서 중요한 것은,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협약에 구속되는 사용자들이 고용
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여부이다. 그러
므로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퍼센트를 밑돌아도 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서는 협약효력확장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두 번째 방안은 근로자 수 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업종
별 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를 다분히 공적인 기능으로 파악하는 입장
89) 독일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대해서는 조용만(책임)(2006), 노사관계 변화
에 따른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연구, 노동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p.19 이하 참
조.
90) 김유선(2007),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월간노동사회, 2007년 10
월호, p.13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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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그러하다.91) 이 방식
은 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협약이 얼마나 많
은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협약의 내용이
얼마나 해당 업종에서 공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규칙이 될 수 있
을 정도로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객관적 요건을 중시한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의 근로자 2분의 1 이상이 하나의 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는 점, 업종별 협약의 적용 기준은 근로자 쪽이 아니라(단체협약의 당사
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아닌가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 쪽이라는 점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가 아닌가 여부), 그리고 만
인효 개념이 적용된다는(사용자가 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그 사용자가 고
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모두 같은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업종별 협약의 확장 여부는 결국 근로자의 조직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조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두 번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교섭에 어느 정도 공적인
절차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업종별 교섭을 단순히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임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권위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서 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국이
나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하여(모방이 아니라) 한국의 실태에 맞는 “업종
별 교섭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 같은 공적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안
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92)
업종별 효력확장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하나
의 업종에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이 기업의
기업별 단체협약을 해당 업종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
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지역별 구속력 제도에서도 “하나의 단체협약”
91)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용만(책임), 앞의 보고서, p.82 이하.
92) 영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제4장 제5절 참조;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용
만(책임), 앞의 보고서, p.9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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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지역별 협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93) 하나의 기업이 해당
지역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시장지배
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노동은 네트워크 효과, 즉 기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 신규
이용자가 몰리는 효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당 업종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까?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독일에서
도 그런 입장의 학설이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94)
나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일종의 “크라우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 즉
플랫폼이 띄운 “콜”을 누가 잡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잡더라도 플랫폼이
적용하는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업무수행조건에 종속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콜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조합원에게만 별도의 조건을 적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야 않겠지만)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이
단계에서 만인효의 필요성이 긍정된다.
그리고 그 근로조건(업무수행조건)은 플랫폼의 법인체 내부에서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플랫폼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
는 플랫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
의 기업별 협약 형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규율할 수
가 없다. 플랫폼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이 체결한 기업별 협약은 플랫폼과 일시적으로나마 고용관계를 맺
는 플랫폼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95)
93) 임종률, 앞의 책, p.185.
94) 조용만(책임), 앞의 보고서, p.153.
95) 플랫폼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는 해석론에 대해서는 박제성(2019a), ｢보편주의적 접근｣, 박제성(책임), 자영업
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164 이하 참조. 나아가 이른바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자(비전속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앱 접속 및 콜 수락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근
로자)의 경우에도, 업무 요청을 수락하는 시점부터 업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해석론에 대

제2장 사용자단체의 역할: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59

다음으로, 특정 플랫폼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플랫폼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당 업종 전체로 확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효력확장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 효력 “확대” 제
도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까? 효력 “확대” 제도는 효력 “확장” 제
도와 좀 다르다. 효력확장제도는 해당 업종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아
니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로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효력 “확대” 제도는 업
종별 협약이 체결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업종에 대하여 근로조건이 유사
한 다른 업종의 협약을 갖고 와서 적용하는 제도이다. 효력 “확대” 제도
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
다.96)
업종별 협약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는 효력 “확대” 제도도 검
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른 단계가 아닐까 싶
다. 현재로서는 업종별 협약의 만인효와 효력확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집
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협약탈퇴 사용자에 대응하는 단체행동의 정당성
업종별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사용자에 대응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예를 들어 파업이나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경우 그 적법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행동
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헌법 제33조)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
만 아니라, 협약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도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을 위법하
다고 한다면 공통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이익을 보는 부당한 결

해서는 박제성(2020. 7. 9), ｢크라우드형 플랫폼 근로의 법률관계 : 초단기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성에 관한 재검토 : 업종별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법
학회․한국노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p.3 이하 참조.
96) 김유선, 앞의 글,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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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방치하는 셈이며, 결국 업종별 협약의 규범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
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
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
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97) 이때 말하는 교섭과 단체협약은 기
업별 교섭과 기업별 협약에 한정되지 않는다. 업종별 교섭과 업종별 협약
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교섭에 성실하게 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종별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노동법의 정신이다.
만약 사용자단체가 법을 위반하여 업종별 교섭이나 업종별 협약의 체
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노동조합법 제30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의 성실교
섭을 촉구하면서 단체행동을 전개할 경우 그 적법성을 긍정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단
체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가, 그 단체행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법리에 기대어 다시 이익을 보도록 허용한다면, 그 법리는 정의에 반한다
고 하지 않을 수 없다.98)

4. 발언과 교섭의 균형
사용자단체의 기능은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종별 단체교섭
(Negociation)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97) 이 규정에서 이미 우리 입법자는 단체협약, 특히 업종별 협약의 비계약성 혹은 법
규범성을 시인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계약은 입법자가 체결을 강제할 수 없
다. 사용자단체로 하여금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종별 협약이 순수한 집단계약이 아니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는 법규
범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98) 박제성(2019b), 앞의 글,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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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것, 즉 목소리
(Voice)를 내는 것이다. 전자를 교섭/협상의 기능, 후자를 발언의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다.99) 이 두 가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발언만 하
고 교섭은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사용자단체의 기능으로서는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권한(발언)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
임(교섭)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100) 그러므로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발언권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4절 소 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업종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
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용자가 시장에서 오히려 이
익을 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장은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덤핑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가
장 대표적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이윤
추구 방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업종별
협약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경쟁이 기술 혁신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하고 그렇
게 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다. 하지만
법률은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업종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업종별
99)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 제2절 참조.
100) 박제성(2019b),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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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다. 그런 점에서 업종별 협약의 역할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라는 사적 주체들이 체결
한 것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분히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에서 업종별 협약의 “사회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법이 사법과
공법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회법이라고 할 때, 그 핵심에는 업종별 협약
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의 노동법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초할 수 있
는가 여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만인효
(erga omnes)”라는 것이다. 업종별 협약이 그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
해서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인효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자
신이 고용한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협약
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인효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즉 만인효가 있다
는 것은 업종별 협약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노동조합이 조합
원 자격 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인효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이 그것이
다.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무임승차론은 단체협약을 지나치게 사법적 행위로 해석하는 단견이다.
무임승차론에서는,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부이지만 법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므로 법률도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러
면 결국 사회에는 법률의 자리가 사라지고 권리와 의무를 직접 등가적으
로 교환하는 계약만 남게 될 것이다. 공적인 것은 사라지고 사적인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계약으로 보증해주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그 제3자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승차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정초하는 법질서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무임승차론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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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을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 행위를) 일종의 비즈니스적 거래관계로
이해하지만, 만인효 개념은 단체협약을 보편적 직업규범으로 이해한다.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실천
되기 위해서는 만인효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껏 마련한 공정경쟁질서가 침해될 우
려가 남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안하고 실시하
는 제도가 바로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정
도로 협약이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독일 및 한국 현행법의 접근법이다. 또 하나는 협약의 내용이 공
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규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접근법이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후자가 좀 더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교섭에
어느 정도 공적인 절차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업종별 교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임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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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제1절 들어가며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3개
단체, 즉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
회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 3개의 조직은 산별노조의 교섭 상
대방으로서 사용자단체에 주목했던 기존 연구에서 풍부하게 소개하지 않
았다는 특징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제도화 수
준과 회원사 내부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의 동질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단
체교섭을 포함한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
점을 갖는다.

제2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례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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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관심을 끌었고, 이들의 확장은 기존 시장주체들을 위협하였다. 스
타트업 기업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성장과 투자회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했고, 기존 시장주체들은 관련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보호가 절
실했다. 2016년 스타트업 대표들은 코스포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목소리
를 내기 시작했고 2018년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배달노동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코
스포의 사용자단체 역할 또한 부여받기 시작했다.
본 사례에서는 몇 가지 질문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왜 스
타트업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코스포를 결성하게 되었는가? 이에 앞서, 스
타트업 시장과 창업가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들에게 주어
진 환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조직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누구이며 누구
의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전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
로, 코스포의 대외적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사업주단체로서 규제대응 활
동과 사용자단체로서 플랫폼 노동이슈에 참여한 사회적대화 포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설립
가. 스타트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창업가
전통적으로 기업조직은 창업 이후 성장과 고용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형태를 가졌다. 기업은 성장하면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
기 위해 고용을 증가시켜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별
환경에 따라 노사관계는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본
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존 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차이를 보인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간략하게 창업가 - 자본투자 - 기업성
장-투자회수로 연결된다. 스타트업 창업은 창업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출발하여, 매우 높은 위험성, 혁신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시장을 단일시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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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및 각종 투자자로부터 단계별로 Seed,
시리즈 A, B, C 등의 투자를 받는다. 단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독점 혹
은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니콘 기업이 되면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
기 위해 회수시장에서 기업공개(IPO) 혹은 M&A를 통해 엑시트(Exit)
하게 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O2O시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창업, 성장 후 회수시장을 통해 엑시트를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해외 투자자 의존성이 높다. 특히, 국
내 재벌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 소극적 관심 등으
로 2010년대 중반까지도 국내 M&A 회수 비중은 1.5% 수준이다. 50% 이
상이 장외매각과 상환, IPO와 프로젝트 투자 회수는 20% 내외 수준이다
(이민화 외, 2017).
창업가에게 대표직은 주인보다 상임대표라는 인식이 강하고 조직은 투
자자의 결정에 따라 매각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림 3-1] 기업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 유형

자료 : https://linkimpact.co.kr/6(접속일자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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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들은 상장기업들이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키우고 팔고
나가는 거에요. 나쁜 게 아니고 여기는 이게 정상이야. 소비자의 선택과 이
동이 엄청 쉬운 사업들이니깐… 우리도 이 분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럼에도 국내에서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달리 자체 플랫폼들이 (글로벌 업
체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정미
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창업가에게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투자자와 소비자이며, 공급자(플랫
폼 노동)는 자신의 사업모델을 연결하는 독립된 공급계약자이다. 창업가
들은 아이디어로 조직을 키우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흔히
볼 수 있다. <표 3-1>은 창업가들의 이동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표 3-1> 스타트업 기업가 경력
기업가

김지만

연도
2011

쏘카 창업

2016

플러스 창업

2017

제쿠먼인베스트먼트 대표

2016

플러스 창업

김태호

이재웅

김문수

기업

공동창업자

김태호

김지만

플러스 대표(2017. 2〜2018. 6)
2018. 9

빌리프랙 대표

1995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

2008

소풍 창업

2018. 4

쏘카 대표

2000

이투스 창업(2006 매각)

2011

스마투스 창업

이택경․박건희

자료 : 필자 정리.

스타트업 생태계 특징이 말하듯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기 이익
보다 성장, 확장 및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기에 재무성과는
항상 논란이 된다. <표 3-2>에서처럼 2017〜2019년 사이 매출액은 대부
분 매년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지만, 영업이익을 경험한 경우는 극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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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메쉬코리아, 야놀자, 토스, 버킷플레이스 등은 지난 3년간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외 벤처투자자로부터 수
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있다(조선
일보, 2019. 3. 4; 이뉴스투데이, 2019. 5. 24).
<표 3-2> 주요 스타트업 재무지표
(단위 : 억 원, %)
기업명

2017

2018

2019

1,626

3,115

5,611

영업이익

217

568

-86

이익률

13.3

18.2

-1.5

-19.8

매출액

301

731

1,615

120.8

영업이익

-160

-140

-123

이익률

-53.1

-19.2

-7.6

11.6

매출액

545

739

1,514

104.9

영업이익

-116

-154

-29

이익률

-21.3

-20.8

-1.9

18.8

매출액

206

548

1,187

116.6

-391

-445

-1,154

이익률

-190.1

-81.1

-97.2

-16.1

매출액

346

415

415

0.1

7

13

-42

이익률

2.0

3.2

-10.0

-13.2

매출액

358

440

560

27.3

55

41

52

15.3

9.3

9.3

-0.1

72

243

236.5

-16

-50

-22.9

-20.6

매출액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야놀자

비바
리퍼블리카
(토쓰)

직방

케어랩스
(굿닥, 바비톡)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익률
매출액

버킷플레이스
(오늘의집)

영업이익
이익률

자료 : 전자공시 자료.

외감
비대상

2019/2018
8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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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설립, 2016〜2017년
2010년대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창업과 빠른 성장세, 특히 정보통신기
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성장 등 정책
기조와 달리, 스타트업 시장의 벤처캐피털(VC) 투자와 창업기업 수 확대
를 넘어서 투자금 회수(Exit), 인수합병 혹은 해외진출 등 전체적인 스타
트업 생태계는 미성숙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스타트업 사업모델과 기존
시장주체 및 법․제도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창업가들의 규제
개선 욕구가 높아졌다. 기존 관련 법․제도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창업 이
후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창업가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디지털타임스, 2016. 9. 8; 파
이낸셜뉴스, 2016. 9. 26).
국내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서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다양한 활동과 사업영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
추고 있었으며, ‘스타트업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16년 5월, 김봉진 대표(우아한형
제들_배달의민족)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조직 결성을
위한 모임들을 진행하였다. 김봉진 대표가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야놀자 등 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50개사 대표들이 참여하여
2016년 9월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발족되었다. 초기 활동은
스타트업 성공사례 공유, 규제개선 공론화 및 법률자문으로 출발하였다
(정미나 인터뷰, 2020. 10. 12; 파이낸셜뉴스, 2016. 9. 26).
2016년 설립 당시 코스포는 실질적인 법인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
지만 유명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깊게 관여하면서 조직의 역할을 찾
고자 했다. 코스포 의장은 김봉진 대표가 맡았으며, 운영위원으로 김문수
(비네이티브), 이수진(야놀자), 양준철(온오프믹스), 김도연(이음), 황석인
(한국NFC)이, 법률자문으로 구태현 변호사(테크노엔)가 참여하였다. 설
립 이후, 청와대 수석실과 규제개선 간담회, 핀테크 규제에 대한 의견 전
달 등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른 한편,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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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이슈에 대응할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특허지
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창업가들의 당면 문제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 또한, 신생 창업가들을 위한 VC 전문가 초청 강연, 성공사례 등을
알려 나갔다.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사례는 2016년 12월에 열린 제1
회 한국스타트업포럼 행사였다. 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인터넷 기업
인의 밤 행사에 앞서 진행된 한국스타트업포럼 행사는 같은 날 개최된 창
조경제박람회의 저조한 참여와 달리 유명 스타트업 대표들을 포함한 300
여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제도장벽, 투자, 성공사례 등을 논의하고 그 존
재감을 알려냈다(아시아경제, 2016. 12. 02; 한국스타트업포럼행사(https://
www.youtube.com/watch?v=UlCJQCLd1EM 접속일자 : 2020. 12. 5).
2017년까지 코스포 활동은 협회조직 전 단계에 가까웠다. 주요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스타트업 트랙 활동은 15개 주제, 20개
트랙을 만들어서 대표들 간 포럼들을 진행하였고 2,204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이슈들은 공동창업자와 갈등 이슈, 종업원 관리, 투자유치 이슈 등
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둘째, 법률특허 자문활동은 16개 회
사를 대상으로 22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신생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정기모임과 워크숍 활동은 코스포에
참여한 대표자 간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환경개
선 관련 활동은 규제에 대응하여 국회, 정부에 스타트업 목소리를 전달하
였다. 2017년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부부처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제언
에 참여하고, ‘신경제 선언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은 재벌 대기업과는 다
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핵심 이슈는 법․규제, 역
차별, 그림자 규제 등에 대한 국회/정부의 적극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스타트업들이 규제가 아닌 사업에 몰입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기념 포럼, https://www.youtube.com/
watch?v=2c6Pgp6iwL8 접속일자 :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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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지배구조
가. 코스포 회원사
2016〜2017년 코스포 발족과 대내외 활동은 법적 조직이 아닌 상황에
서 진행되었고 2018년에 들어서야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2018
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초대 의장은
김봉진 대표가 추대되었고 사무국은 3인으로 시작하였다. 코스포 회원사
는 2016년 50여 개 회원으로 출범하여, 2017년 178개사, 2018년 5월 사단
법인설립 당시 230여 개에서 12월 645개로 증가하였다. 2019년 8월 1,000
개 회원사를 넘어섰고, 2020년 3월 현재 1,300개 회원사로 엄청난 증가세
를 보여주었다.
회원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준회원은 연회비가 없어 회원
유치가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코스포의 스타트업 지원할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
별회원은 스타트업에 투자 혹은 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 협력회원은
네이버, 카카오, Netflix코리아, 구글캠퍼스, 페이스북, 우버 등 스타트업
은 아니지만 관련된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의 회원사
참여는 규제 이슈가 스타트업과 거의 동일한 측면이 있어서 정책공조를
<표 3-3> 코스포 회원사 현황
2019. 2

2020. 2

의장사

1

1

이사사

15

17

8

9

11

26

정회원

259

382

준회원

433

794

727

1,229

운영위원사
특별/협력회원

전체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9, 2020), 총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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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코스포 회원구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협력회원

내용
․ 총회 의결 권한
․ 업종/지역협의회 및 분과 개설 제안 및 참여 권한
․ 규제이슈 및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및 공동대응
․ 법률 특허지원–투자계약 검토 지원 등
․ 회원사 대상 사업(포럼/교육/네트워킹 행사 등) 우선 참여 혜택
* 연회비–50만 원 이상(50, 100, 150만 원 중 택일)
․ 의결권이 없이 포럼 활동에 뜻을 같이하며 특정 행사 참여 가능
* 연회비 없음
․ 특별 회원사만의 스타트업 지원 및 네트워킹 행사, 공동기획사업
추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역/산업 협의회 등 참관
* 연회비–1,000만 원 이상
․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포럼 내 스타트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 등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요 행사 참관, 홍보지원 등
* 연회비–100만 원 이상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http://kstartupforum.org/join-now/ 접속일자 :
2020. 12. 5).

하고 있다. 특별회원이나 협력회원은 코스포의 이슈 논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나. 코스포 지배구조, 조직 및 사무국
2018년 출범 당시 코스포는 의장인 김봉진(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운영
위원(비네이티브, 이음, 한국NFC, 테크앤로) 대표들이 중심이 되었고, 사
무국 3인으로 출범하였다. 2020년에 초대 의장인 김봉진 대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말 김슬아 대표가 차기 의장으로 내정되고, 김봉진
대표가 부의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스타트업계를 대표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김슬아(컬리), 안성우(직방),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대표 3인이 공동의장으로 결정되었다. 상임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최성진 씨가 2018년 코스포 출범 이래 2020년 현재까
지 담당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코스포는 공동의장 3명, 대표 1명,
이사 16명, 운영위원 9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ZDNetKorea, 2019.
12. 13; 매경, 2020. 2. 27; 한경,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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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람들
공동의장

김슬아(컬리), 안성우(직방),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상임대표

최성진

이사

류준우(보맵), 박민영(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박재욱(VCNC/SOCAR), 방
시혁(빅히트엔터테인먼트), 서영우(풀러스), 안성우(직방), 유범령(모비데
이즈), 윤문진(피유엠피), 이승건(비바리퍼블리카), 조민식(베스핀글로벌),

구태언(법무법인 린), 김문수(스마투스), 김미균(시지온), 김슬아(컬리),

한상우(위즈돔), 한정훈(홈스토리생활)

운영위원

김종협(아이콘루프), 김태진(플라시스템), 문보국(레저큐), 서경미(링크
샵스), 이효진(에잇퍼센트), 윤형준(제주패스), 전상열(나우버스킹), 정재
욱(센디), 황승익(한국NFC)

감사

김도현(국민대학교)
사업개발 본부 : 회원사업팀, 협력사업팀

사무국
정책실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http://kstartupforum.org 접속일자 : 2020. 12. 5).

코스포 의사결정구조는 총회, 이사회,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이며 매년 2월 정기
총회에서 주요 사업계획 및 연차보고서, 의장선출 등을 다룬다. 이사회는
코스포 사업계획, 회원 승인 등을 다루며 분기별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
와 별도로, 사무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시로 SNS(단톡방)를 통한 의견
교환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운영 지원
과 분과사업 운영에 참여한다. 특별기구 중 법률특허지원단은 변호사, 변
리사 등 법률자문가로 구성되어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
한다. 2017년 법률상담 및 멘토링 활동은 16개 기업-22회 상담, 리걸데이
개최 등이며, 법률/특허 세미나 및 강연이 15회, 참가자 누적 1,314명으로
스타트업이 법률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문단은 우호적 환경 조
성을 위해 코스포 활동 지원, 조언을 받고 있다. 산업협의회는 모빌리티,
O2O, 프롭테크, 제조, 퍼스널 모빌리티분야 이슈발굴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되었고, 지역협의회는 부산지역협의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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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코스포 의사결정 구조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내부자료.

1,300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지만 창업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
무국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2년 만에 회원사가 230여 개에서 1,300
여 개로 증가하면서 사무국 인력은 설립 당시 3인에서 11명으로 늘어났
다. 기존 협회․단체와 달리, 정부지원사업은 최소한으로 참여하면서 스
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사무국 운영은 회원사 회
비에 의존하며 대략 연간 10억 원 예산이 사용된다.
[그림 3-3] 코스포 사무국 구조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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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사업개발본부와 정책실로 크게 구분된다. 사업개발본부는 스
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회원․협력산업, 회원사 관리 업무가 중심이다.
스타트업 관련 행사(DEF(디지털이코노미포럼), COMEUP(글로벌 스타트
업축제)), 청년일자리사업, 기업복지 업무 등 회원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정책실은 스타트업 규제 해소 및 법률․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대관업무
가 핵심이며, 대외적으로 코스포 입장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언론 등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단기간 외적성장을 하였지만 대
부분 대관업무를 전담할 조직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코스포
의 대관업무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코리아스타트업 홈페이지(http://
kstartupforum.org 접속일자 : 2020. 12. 5), 정미나 인터뷰, 2020. 10. 12).
사무국과 의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표들과 논의 및 의사결정은 매우
신속하고 유연하게 진행된다. 대부분 스타트업 대표들이 젊고, 혁신적이
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형식이나 의전에 큰 관심은 없다. 사무
국과 대표 간 의사소통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다. 정책실에서 정부, 기존 산업계, 노동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 논의 과정은 수시로 단톡방을 통해 전달된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
는 이슈들은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사무국 직원 간 직접 의사소통 패턴은 출범 당시부
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각 기업의 대관전담 팀이 부재하거나 홍보
팀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기업처럼 대관팀이나 이사급에서 논의
를 진행할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게 되지만, 코스포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가와 사무국 간 강한 유대관계가 ‘형식’의 틀에 갇히지 않
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SNS를 통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사무
국이 코스포 의견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노동이슈 관련해서도 저희(사무국)가 나서면 하는 거고 안 나서면 안 하
는 거에요. 사무국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아요. 저
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좀 적극적
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기업들도 찾아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도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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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쪽에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업 쪽에 얘기도 해주고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의장님께 보고는 다 했지만 (의장님이 업무에 대해) 직접 가이드를 주지
는 않아요. 의견을 주시지만 가이드를 주지 않으며, 사무국의 의견을 존중
하여 진행했어요. 언론, 정부, 국회를 우리(사무국)가 만나기 때문에 회원
들은 잘 몰라요. 대표들은 노동이슈에 대해 잘 몰라요.” (정미나 코리아스
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역할: 발언(Voice)과 협상(Negotiation)
가. 발언(Voice) 역할
2018년 코스포는 6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코스포는 O2O산업협의회(49개사)와 모빌리티산업협의회(29
개사)를 구성하여 관련 회원사들의 제도적 장벽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
하였고, 모빌리티 부문은 규제개선과 관련한 이슈가 중심이 되었다.
정부의 스타트업 규제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부처(기재부, 과기부
등)와 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었고,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규제개선 전달
창구의 역할을 본격화하였다. 2018년 5월부터 연말까지 12차례 관련 간담
회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의제들은 스타트업 규제 이슈, 모빌리티 분야,
핀테크 분야, 기업 상생, 규제 샌드박스 등이 다루어졌다.
<표 3-6> 코스포 6대 정책과제
6대 정책과제
디지털플랫폼산업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산업 기반조성

․ O2O 플랫폼을 통한 동반 성장

․데이터 테크놀로지 사회기반 마련

․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 육성

․사회안전망 및 인재육성 정책 개혁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창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9, 2020), 총회자료집.

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새로운 가능성

77

“협회들이 많아요. 숙박이든 동물장례업이든 온갖 협회가 다 있는데 뭐 하
나 할려고 하면 관련 협회가 있잖아요 … 협회들이 많아서 … 노조는 노조
고.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틀은 다 협회가 엮여 있어요.” (정미나 코
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대표 사례로 디지털 모빌리티와 O2O플랫폼 노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등장, 업계의 저항, 제도 장벽>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수요자, 플랫폼, 공
급자 간 연결로 이루어진다. 여객운수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
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지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
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퇴근 시 예외 허용
규정은 창업자들에게 시장의 수요를 찾고 창업하는 기회가 되었다. 카풀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앱을 통해 목적지가 일치하는 자가용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2016년 이런 카풀앱 서비스 창업은 택시에 불만이 있던 고객들의 관심
을 끌어냈다. 럭시는 2014년 창업하여 2016년 8월 서비스를 출시했고, 출
퇴근 시간(오전 5시〜10시, 오후 5시〜익일 2시) 활용이라는 점에서 불법
소지를 피해 갔다. 서비스 한 달 만에 가입자 6만 5천 명, 실적 2만 3천
건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2017년 현대차로부터 50억 투자(시리즈 C)
를 받았으며, 2018년 252억 원에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었다(동아일보,
2016. 12. 20; 매경, 2017. 8. 28; 한경, 2018. 2. 14).
플러스(Poolus)는 2016년 쏘카 창업자가 대표로 등장하면서 급성장하
였다. 2016년 5월 서비스를 출시하여 2017년 9월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
용건수 200만 명을 넘어서며 성장하였다. 플러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합작펀드인 신성장기술펀드, 옐로우독, SK,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로부터
220억 규모의 투자(시리즈 A)를 받았다(디지털타임즈, 2016. 11. 10; 아주
경제, 2017. 5. 18; 머니투데이, 2017. 10. 31).
2017년 티티카카는 경로가 비슷한 자가용 운전자를 매칭해 주는 앱으
로, 카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근처에 차량이 없을 경우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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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하였다. 이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규제로 인해 출시 5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였다(아시아경제, 2017. 9. 11).
럭시나 플러스 등은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타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택시업계 저항이 본격화되었다. 플랫폼 기
업의 성장은 택시업계 생존위기와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기존 업계는 지
자체, 국토부 등에 불법소지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16년 국토부는 카풀
취지와 달리 플랫폼을 활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머니투데이, 2016. 9. 2). 나아가 플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출퇴근으로 제한된 이용시간을 운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방식)’ 방식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서울시, 국
토부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머니투데이, 2017. 9. 2; 서울경제, 2017.
11. 7). 즉, 모빌리티 스타트업 사업은 소비자들의 호감을 샀지만 불법과
합법의 제도적 경계선에서 택시업계의 저항 앞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
부가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코리아스타트업 역할 : 발언(Voice)과 참여(Participation)>
2016년 설립된 코스포의 초기 대응은 페이스북이나 언론을 통한 메시
지 전달 외에 특별한 수단이 없었다. 코스포는 2016년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카풀앱은 적법한 사업모델이며 우버택시와 사업모델이 다르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준수하고 있으며, 카풀앱은 교통수요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혁신 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
(코스포 페이스북, 2016. 12. 6; 아시아경제, 2016. 12. 7).
2017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플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대
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코스포는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하여, ‘풀러스’를 검찰
에 고발한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며 스타트업의 사업 의지를 꺾는 행위이
고 해외와 비교할 때 역차별 규제라고 주장하였다. 코스포는 카풀앱, 택
시업계, 정부, 국회가 모여서 규제와 관련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기존 규제로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면 스
타트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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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당면한 승차공유 분야
를 제외하지 않고 택시업계와 규제해소와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디지털투데이, 2018. 1. 3; 이뉴스투데이, 2018. 5. 30). 이처
럼 코스포의 대외 발언은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스
타트업의 시장 확대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불안정 상황에서도 2018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의지는 기존 업계의 저항을 더욱 강화시켰다. 2018
년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앱 출시를 준비하였고, 카카오T
카풀 운전자 앱은 수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11인승 승
합차를 보내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 타다는 소비자들의 폭발적
인 인기를 끌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존 운송사업과 보완적 관계이며 틈새시장임을 주
장하였으나 스타트업 특성상 이들의 폭발적 성장세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생존투쟁을 촉발시켰다. 택시노조의 대규모 투쟁에 직면한 정부
와 지자체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관련법을 해석하면서 모빌리티 스
타트업 기업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일부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
중단을 내렸다. 이들 업체의 생존 자체가 위험에 놓이면서 이들은 어떤
형식(사회적 대화, 제도개선 TF)이든 상생방안을 찾아야 했다.
코스포는 정부의 디지털 모빌리티 카풀서비스 금지 흐름은 디지털모빌
리티 산업의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가 향후
허용되더라도 자국기업 성장을 억제시킨 상황에서는 우버, 그랩과 같은
해외기업에게 시장이 장악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코스포는 기존 업계, 스
타트업 기업,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허용가능한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성명서, 2018. 8. 8); 국민
일보, 2018. 8. 8; BBC 뉴스코리아, 2018. 10. 18; 중앙일보, 2018. 11. 22).
2019년 1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임시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
실상 시장진입을 연기했다. 택시업계는 2018년 등장과 동시에 급성장한
타다로 이슈를 전환시키면서 타다 퇴출운동을 전개하였다. 다른 한편에
서, 3월부터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규제혁신형 플
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타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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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몰입하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규제 논의는 지연되었다.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스타트업 요구보다 택시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제도개편
안이 추진되었다. 2017년 7월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방안에 차량 확보, 운영, 서비스 형태를 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여차
량 불가, 차량 허가 총량은 택시 감차대수 이하만 허용, 감차비용은 플랫
폼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의 활동영역
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기존 택시업계를 최대한 보호하는 선택을
하였다(매경, 2019. 1. 15; 국민일보, 2019. 2. 16; 한겨레, 2019. 5. 9, 2019. 5.
21; 한국일보, 2019. 6. 14; 중앙일보, 2019. 7. 5, 2019. 7. 17; 세계일보, 2019.
7. 17). 이후, 타다 이슈는 플랫폼 노동 여부(강제배차)까지 문제가 되었
고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11〜15인승 승합차 임
차에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공항․항만에서만 대여 및 반납 가
능)이 2020년 3월 제도화되면서 타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파
이낸셜 뉴스, 2019. 10. 30, 2019. 11. 12; 매경, 2019. 11. 1; 경향신문, 2019.
12. 5; 국민일보, 2019. 12. 12; 조선일보, 2019. 12. 13; 서울경제, 2020. 3. 7;
중앙일보, 2020. 3. 15).
코스포는 국토부의 사회적 대화 채널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일반 노사정 대표기구와 달리, 관련 스타
트업 수가 소수이기에 직접 참여가 가능했고 코스포는 회원사들의 협회
조직으로 참여하면서 대변기능과 회원사 간 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 발언이 필요한 경우, 언론대응에 주력하였다. 2019년 국
토부 안이 발표될 당시 코스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논의안이
논의과정과 달리 택시업계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모빌리티 스타트
업의 혁신을 어렵게 함을 주장하였다(중앙일보, 2019. 7. 17; 세계일보,
2019. 7. 17).
코스포 내부적으로는 타다와 여타 기업 간 이해관계가 상이했다. 렌터
카 서비스인 타다는 택시업계, 정부와 대립하며 합법성을 고수하고자 했
고, 여타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선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
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코스포의 입장은 후자였고 이후 실무협의 과
정에도 참여하면서 제도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향후 국내 모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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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서비스 사업에서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폭발적 확장성은 현 제도하에
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타트업 업계의 방향인데 어떡하든 법제도는 만들면
서 변화를 해야 하는 게 (코스포의) 명분이었어요. 타다는 불만이 많았죠.
왜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않느냐고. 그때 (코스포)는 명분이 없다고 봤어
요. (현실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법과 시행령이 생기면서 진입장
벽이 높아졌어요 .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이라 하면 플랫폼 산업은 국경
이 없잖아요. 기업가치가 수조, 수백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사
업이 못 나와요 . 플랫폼 산업은 가입도 쉽고 뒤집어지기도 쉽고. 우버나
그랩이 들어오면 국내기업들은 다 망해요. 제도로 막고 있으니깐 그런 거
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나.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포럼과 코스포, 2020. 4〜10
1) 플랫폼 배달 노동의 특징
배달 영업은 예전부터 배달대행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비자 - 음식점 - 대행업체 - 종사자 간 오랜 연결고
리는 플랫폼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다만 플랫폼이
대행업체를 대체하기보다 이들이 플랫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행업체가 이용하는 배달앱 사용료는 배달종사자에게 전가
되고, 종사자들은 대행업체의 지휘통제하에 있으며, 약 25%의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불하고, 오토바이 유지비, 휘발유 비용 등을 스스로 책임지
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플랫폼과 종사자가 연결되는 플
랫폼 노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장지연 외, 2020).
소비자- 플랫폼(주문앱) - 음식점- 종사자(배달원/일반인) 간 연결을 포
함한 모델로 시장을 선점하여 성공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모델이 ‘배
달의 민족(배민)’이다. 배민 플랫폼 배달노동은 세 가지 유형을 지니고 있
다.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전통방식에 플랫
폼이 연결된 형태이다. 약 10%를 차지하는 배민만의 방식은 배민 라이더
스가 배달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며, 이는 고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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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확보되지만 원거리, 강제배정 등을 수용해야 하고 프리랜서보다 소
득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진다. 또 다른 방식은 배민 커넥트를 통해 학생,
단시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빈 시간을 활용해 근거리 배달을 하는
방식이다(장지연 외, 2020).
2) 플랫폼 배달 노동의 이슈
2010년대 이후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
스산업 성장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일감’ 중심의 일
자리 확대를 가져왔다. 한편에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제도개선 논의 속에 플랫폼 노동이 포함되었고(한겨레, 2018. 11. 6),
다른 한편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성’ 인정 투쟁을 통해 직접고
용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 종속성 판단기준은 생산수단의 동원, 업무강
제배정, 플랫폼 가격결정, 근무실적 등급제, 근로방식 강제, 소속업체 유
무 등이 고려된다(장지연 외, 2020: 23〜24). 2019년 노동청은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판단하였다. 요기요가 가격결정(배달기사 임금의 시급지급), 근로방식
강제(근무시간․장소 등 회사가 지정, 출․퇴근 보고) 등 노동과정과 보
수지급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파이낸셜뉴스, 2019. 11. 12).
또한, 2018년 5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노조결
성을 준비했고 2019년 11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에서 인정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서울경제, 2019. 11. 18).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대한 별도 보호조치를 논하기
전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고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
였다(경향신문, 2019. 11. 20).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운용방
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여
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이로운넷, 2020. 9. 10). 라이더유니온의 투쟁
방향이 ‘근로자성’ 인정과 전국노조로의 성장에 있다면, 민주노총 전국서
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플랫폼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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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대행업체 - 음식점 - 배달종사자)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 등이
우선이며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근로자성’ 인정에 집착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금
낮은 수준이라도 노동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도 불구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해석이 협소하게 해석되는 현실에서 소송
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환경을 조성하
고 정부가 이후 시장의 룰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한국경제, 2019. 11. 19; 경향신문, 2020. 2. 18). 배민의 위상이 높은 코스
포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을 배달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담
보할 고용보험 가입확대,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 현실적인 개선방향
중심으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2018. 11. 6;
한국경제, 2019. 11. 19; 경향신문, 2019. 12. 3).
3)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 전략적 선택과 협상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 플
랫폼 - 공급자’ 간 연결을 기본으로 한다. 배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불특
정 다수의 ‘공급자’는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이들 기업은 공급자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소비자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종사자 유치․확보 및 이
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모든 배달종사자들을 근로자로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면, 배달앱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은 여타 사례처럼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코스포는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코스포 설립과 스타트업 규제 이슈를 주도한 김봉민 대표는 배달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음식점업과 상생방안에 관심
이 많았다. 이는 코스포 사무국이 대외적으로 정부기구 참여와 사회적 대
화포럼 활동에서 의사결정과 논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었다(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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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플랫폼 논의 등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확대되고 각종 논의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플랫폼 활성화
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의 관점에서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하였다. 코스포
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배달종사자TF, 대통령 직속 경제
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 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원회 등 플랫폼 노동이 이슈가 되는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19, 2020).
2019년 11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배달종사자 노동권 보호와 시장질
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체결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를 제
안했고, 코스포는 타 경제단체들의 반대와 달리 적극적인 찬성을 보였다
(한국경제, 2020. 11. 19; 경향신문, 2020. 2. 18).
코스포와 서비스연맹은 협상과 합의도출의 가능성을 서로 인지하고 있
었다. 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많은 대화를
진행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석과 논의는 학습과 공유의 기반을 쌓았지
만 각기 자기 주장 속에서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다. 다만 두 조직 간에는
학습과 일정한 신뢰형성의 시간이었고 노사가 주도해도 가능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노사관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무게감이 큰 공
식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민주노총 불참, 한국노총 참여, 노․사․정 이
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에서의 협상은 각기 대의명분으로 인해 참여와 협
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노총의 불만에도 불구하고(경향신
문, 2020. 2. 19), 그들은 사회적 대화 채널을 직접 갖추는 형태를 취하였
다. 2020년 4월 플랫폼노동 포럼은 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
더유니온), 기업(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
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및 공익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정부 관계자는 참관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일자리위원회도 오라고 하면 가고, 경사노위도 가고, 그랬는데. 할수록 답
이 없고 … 정의도 안 되고, 왜곡도 많고 해서 대표들이 너무 지치는 거에
요. 1년 정도 지나니깐 … 서비스연맹에 박정환 국장이랑 잘 얘기할 때였
는데 ‘우리끼리 따로 하자’ 도저히 이렇게는 못 하겠다. 맨날 가서 우리 둘
이 얼굴 보는데 … 저희들끼리 따로 만든 거에요. 그게 플랫폼 노동 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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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 이병훈 위원장님께 부탁해서 (사회적대화 포럼을) 만들어 낸 거에
요.”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당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도 플랫폼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
어졌던 것 같다”며 “어쨌든 플랫폼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그들이
공급자라고 부르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태도 자
체에서 노사 대화의 가능성을 봤다.”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2020.
10. 27.「플랫폼산업 사회적대화, 어떻게 가능했나?」
, 참여와혁신(http://www.
laborplus.co.kr 접속일자: 2020. 12. 5))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사회적대화 포럼 협상과정>
2020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플랫폼노동 사회적대화 포럼은 이전
부터 노사 간 이슈들과 쟁점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코스포 사무국은 플랫폼 노동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으로서
기업과 단체협약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참여하였다. 플랫폼
배달영역은 시장의 규칙이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시
장의 기본 룰을 정하는 것이 법․제도 논의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3-7>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포럼 논의과정
4. 1. : 1차 전체회의(포럼 출범식, 포럼 운영규정 토의)
5. 8. : 2차 전체회의(논의 주제에 대한 기업/노동조합 입장 발제/토론)
5. 12. : 코로나 19 극복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결의문 발표
6. 5. : 3차 전체회의(주문중개-배달대행 산업 이해를 위한 발제/토론)
※ 배달대행산업의 작동원리, 플랫폼 노동 유형과 특성, 플랫폼 노동 해외동향
7. 8. : 4차 전체회의(포럼 논의 주제 관련 정부부처 각 발제 및 토론)
※ 노동부(보호방안), 국토부(생활물류법), 금융위(종합보험), 공정위(소관 업무 범위)
8. 3. : 노동조합 측 최초 협약 요구안 전달
8. 25. : 기업 측 최초 협약 요구안 전달
8. 26. : 확대간사회의(양측 협약 요구안 1차 쟁점 토론)
9. 10. : 확대간사회의(양측 수정안 제출 및 2차 쟁점 토론)
9. 14. : 노동조합 및 기업 측 간사 협의 후 1차 병합안 제출
9. 18. : 5차 전체회의(1차 병합안에 관한 전체 위원 종합 토론)
9. 23. : 노동조합 및 기업 측 간사 협의 후 2차 병합안 제출
9. 25. : 확대간사회의(2차 병합안 관련 종합토론, 잠정 합의안 도출)
10. 6. : 6차 전체회의 및 협약식 예정

자료 : 사회적 대화 포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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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를 이끌었던 배달의 민족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
였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협상 과정에서 코스포 사무국과 주요 회원사 간
논의를 통해 진전시켜 나갔다. 또한, 회원사들이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며 대관업무와 노사관계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
었다. 이로 인해, 코스포 사무국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
“사회적 협약에 대해 동의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 반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마라고 했어요. 대신 왜 안 되는지 얘기는 전달하고 …
그럼 다들 고마워해요. 찬반이라는 것이 확 갈린다기보다 입장이 다른 거
죠. 실제 가능한 기업들로 해서 잘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 (서비스)연맹
도 조율을 잘 해줬고 … 저희(코스포 대표들)가 단톡방에서 매일매일 카톡
해요. ‘이건 돼요, 이건 안돼요, 조율돼요’, 이런 거 항상 얘기했고… 배민대
관팀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해서 받고 넘기고 사업팀에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조율하고 … 그리고 개별 기업과도 얘기했어요. A사, B사처럼 협
약에 안 들어온 회사도 전달하고 … 목표는 하나였어요. 플랫폼 노동을 인
정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다들 규모가 작아서
(노동조합) 무서워해요. 뭔가 대안이나 합의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
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상생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서 ….”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8〜9월 사이 본격적인 협상과 조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사회적대화
포럼은 확대 간사회의, 노사 회의,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
하였고, 공익전문가 집단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필요시 조정역할을 해주
었다. 코스포 입장에서 서비스연맹의 주장은 배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초점을 두었다고 판단한 반면, 라이더유니온은 플랫
폼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e.g., 알고리즘 공개 등)을 내세우
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배달업계
이슈를 다루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코스포와 서비스연맹 간 조율, 그리고 코스포 사무국과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참여 회원사 간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사업팀에서 실제 실행가능
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의 동의가 이루어
지면서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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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배민의 경우는 하고 있는 게 있었구요. 협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업팀과 협의를 했어요. 라
이더유니온이든 연맹이든 우리가 한다고 (약속)하고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사 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협약에 안 들
어온 기업들은 안 따르죠. 쿠팡이나 이런 데는 우리 회원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가이드[라인]가 될 거에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하나
의 기준점이 되어서 (타 기업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용보험, 산
재보험, 노조 인정 여기까지가 최선이에요.”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인터뷰, 2020. 10. 12)
<표 3-8>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 : 배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과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배달서비스 정의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조합 정의
․협약의 원칙,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호 존중
․소비자, 공급자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발전의 원칙과 과제 등
제2장. 공정한 계약
․계약 체결의 원칙과 필수 포함 사항
․종사자의 시간, 업무 선택 권리 인정 및 기업의 책임 등
제3장. 작업조건과 보상
․업무선택 전 작업조건, 보상 명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배분의 원칙
․업무 수행에 관한 종사자의 책임 등
제4장. 안전과 보건
․안전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업, 종사자의 상호 역할 등
제5장. 정보보호와 소통
․고충 처리 창구, 업무 가이드라인 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
․종사자의 업무 수행 이력에 대한 기업의 정보 제공 등
제6장. 후속 과제
․상설협의기구 구성, 운영, 주제
․협약사항의 분쟁에 관한 협의와 조정
․기업과 노동조합의 갈등 발생시 협의와 조정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추가 논의 등
(추가) 제도개선 합의사항 및 정부 건의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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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사례연구의 출발은 ‘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
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을 결성하였는가에서 시작하였다. 코스포의 출발
은 플랫폼 기반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는 동안 각종 규제
와 장벽, 이해관계자 충돌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
기 위함이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기업 성장과 내부 노동
시장 형성이 함께 진행되는 것과 달리 ‘창업가 - 자본투자 - 기업성장 - 투
자회수’의 메커니즘을 지닌다. 코스포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와 창업
가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이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대정부 활
동을 시작하였다.
4차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플랫픔 산업의 규제가 본격적으
로 논의되면서 코스포의 위상은 높아졌다. 대표적인 이슈는 모빌리티 서
비스 분야였다. 지난 2년간 정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 간
갈등, 협상, 제도변화 과정은 코스포가 사업주단체로서 회원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섭과정에 참여하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영역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제도변화의 결과는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코스포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보여주는 데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코스포의 사용자단체로서 역할은 플랫폼 노동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
면서 본격화되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반 창업가에게 플랫폼 노동은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되었다.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충분한 공급자(배달
종사자) 확보는 시장점유율, 투자유치, 소비자 만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
선에 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여긴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폭발적 성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을 통제하
고 싶은 유인과 동시에 배달 종사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잔류시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포럼은 코스포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도
한 ‘미니’ 협약의 성격으로, 관련 업계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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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코스포의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는 거대 경제단체와 달리 회원사 대표들과 사무국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코스포의 회원사와 사무국 모두
규모가 크지 않고, 젊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전, 위계, 조직논리에서 비
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플랫폼 배달의 대표격인 배달의 민족이
시장의 룰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효율적으
로 회원사 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협약이 서구의 대표적 사회적 협약처럼 확장성을
갖지는 못한다. 협약은 참여한 회사에만 적용될 뿐, 미참여 기업에게 심
리적 부담은 되지만 효력확장제도와 같은 성격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제
도적 강제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코스포의 사례는 법적으로
사용자단체와 사업주단체를 구분하는 것과 별도로 현실에서 사업주단체
도 충분히 사용자단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3절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

제3절에서는 건설업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을 통해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
자단체와 초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업 위기는 제도완화를 통해 중기사업
부 외주화를 가능케 했다. 이후, 타워크레인 부문은 종합건설사가 타워크
레인 임대업체와 임대계약을 맺는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임대업체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구조조정을 경험한 이후 임대업체에 계약직
으로 고용되어 공사 기간 동안만 일하는, 즉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상
황이 되었다. 2000년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그 다
음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을 대상으로 복수사용자 단체교섭(대각선 교
섭)을 진행했다. 2001년 노동조합의 파업위협을 경험한 임대업체 대표들
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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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거의 20년 동안 건설업 타워크레인 분야는 초
기업단위 교섭을 통해 타워크레인 기사의 통일된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
시장의 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룰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초기업단위
단체협약과 결정된 임금이 노동시장 내 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경쟁을
제거하고 유사한 조건을 유지시켜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는 몇 가지 질문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협동조합이 초기업단위 교섭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은 무엇인가?
이에 앞서, 타워크레인 노동시장 특징과 핵심 이해관계자인 건설산업 노
동조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
행되었는가? 마지막으로, 2016〜2019년 사이 단체교섭 과정과 주요 쟁점
을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와 집중화된 교섭을 통해 얻을 수 있
었던 이점들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1. 타워크레인 노동시장 특성과 노동조합
가. 타워크레인 노동시장과 특징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0〜2014년 사이 타워크레
인 수는 3,000대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소형 타워
크레인이 증가하면서 2015년 3,673대, 2017년 6,162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부터 타워크레인 수는 6천 대 수준에서 일정수준 안정세를 보여주
고 있다. 2019년 12월 현재 6,021대(자가용 120대, 영업용 5,891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톤 미만은 1,811대, 3톤 이상은 4,210대로 나타났
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86대(41.4%)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
며 이어 서울 1,169대(19.4%)로 수도권이 전체 타워크레인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5년부터 급증하여 2015년 271대, 2016년
1,332대로 늘어났고, 2018년 1,800여 대, 2019년 6월 1,850대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현재 타워크레인 조종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는 총 19,294명
이며 이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는 9,466명, 3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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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타워크레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323

3,033

2,900

3,073

3,173

3,673

5,432

6,162

6,283

6,011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9), 건설기계 현황 통계.
<표 3-10>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현황
(단위 : 명)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톤 이상

4,593

5,344

5,628

5,926

6,709

7,835

8,580

9,466

3톤 미만

0

0

1

629

3,012

5,478

7,684

9,828

5,629

6,555

9,721

13,313

16,264

19,294

전체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9), 건설기계 현황 통계.

만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는 9,828명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이 3톤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9,500여 명의 타워크레인 근로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제가 도입되
어 20시간 교육과 적성검사만 받으면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업
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억 원 정도의 비용(3톤 이상 대형 5억 원)으
로 제작할 수 있고, 노동공급이 용이하여 이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2015
년 3톤 미만 조종사는 629명에서 2019년 9,828명으로 15.6배로 증가하면
서 3톤 이상 조종사 수를 초과하였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주요 업무는 형틀, 철근, 콘크리트 등 건설 현장에
서 자재나 장비를 특정 장소로 안전하게 운반 및 설치하는 일이다. 타워
크레인 기사는 타워크레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현장에 파견된다. 대부
분 계약직 일자리로 6〜15개월 정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4〜6개월 정도 다음 계약을 위해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통상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현장에서 사수와 조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직접
일하면서 조종 기술을 배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경우, 작업속도
가 느리고 공기를 단축하기 어렵다. 공기를 앞당기거나 맞추기 위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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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여타 작업부문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속도를 빨리하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하청건설사, 건설 부문별 노동
자들로부터 월례비 형태(200〜500만 원)로 수당을 받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런 불법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매일노동뉴스, 2018. 2. 27; 뉴
스핌, 2019. 6. 10; 대한전문건설신문, 2019. 6. 11).
타워크레인 기사는 직종의 전문성과 강한 인적 연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청 건설사 중기사업부 정규직이었으
나 경제위기와 건설업계 침체로 관련 법적 규제가 완화되었다. 종합건설
사들은 중기사업부를 외주화하였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구조조정 되었
다. 이후, 건설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타워크레인
기사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고숙련을 요하지만 양성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고숙련까지 최소 3년 정도 기간
을 필요로 하며, 숙련과정은 부기사(보조 조종사)로 사수를 지원하면서
도제식으로 숙련을 쌓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타
워크레인 기사는 기술적 자부심과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동질감이 강하
며,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과 기사 또는 각 집단 내 인적 관계들이 형성
되어 있다. 전국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 기사들과 인간관계를 맺
기 때문에 인맥을 통한 일자리 정보 등이 교환되기도 한다. 특수 직종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전국적으로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이
러한 인맥은 초기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단일 조직을 결성하고, 중앙
차원의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을 위한 교섭구조를 만드는 데
토대가 되었다(심규범, 2008).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용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원도급자(원
청 건설사)는 타워크레인임대업체와 임대계약을 맺는다. 해당 임대업체
는 조종사, 설치․해체인력 등을 노동시장에서 하도급으로 충당한다. 5명
내외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은 팀으로 움직여진다. 타워크레인임
대업체는 노동조합 미가입 기사를 모집할 수도 있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기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특정 노동조합 소속의 경우, 노동조합은 순
번제를 정해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조합원)는 현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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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임대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다. 규모가 큰 업체
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임대업
체 계약직 형태를 보인다. 현장에서 직무수행은 임대업체 관리자가 현장
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 건설사의 지휘, 감독하에 주어진 작업을 진행하
게 된다. 건설현장의 꽃이라 불리지만 건물 골조가 완성되면 계약이 종료
되고 현장을 떠나야 한다(중앙일보, 2018. 1. 4; 매경, 2019. 6. 5).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특징을 지닌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에서 노동공
급의 실질적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 영향력은 막강하다. 노동조합은 타
워크레인임대업체와는 노동공급의 파트너가 되어 순번에 따라 조합원 기
사를 배정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월례비 관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위치
에 있다. 조합원의 노동시장 진입 순번을 관리하는 역할은 개별 타워크
레인 기사들이 자유경쟁하에서 그들 간 취업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규칙(rule)을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임과 동시에 조합원에 대한 강한 지배
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 조합원들은 수개월 대기기간 중 대
외 투쟁, 농성, 시위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8.
7. 29).

[그림 3-4] 타워크레인 하도급 구조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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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하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하 건설산업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그리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하 연합노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3,000여 명, 건설산
업노조 및 연합노련 조합원은 1,000명으로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타
워크레인 조합원은 총 4,000여 명 정도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대부
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 속해 있으며, 설치 및 해체 노동자들은 다
수가 건설산업노조에 속해 있다. 조종사만 고려하면 3톤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40% 정도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 할 수 있다(우상범, 2018).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시장
과 산별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2000년 9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전
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이듬해 전국적으로 28일간 총파
업을 통해 건설노동자 최초로 중앙교섭에 성공하였다. 제도개선 투쟁을
진행하여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이 등록되었
고 자격증이 신설되었다. 2008년 주 44시간제 실시, 2009년 주 40시간제
임단협 체결, 국가 공휴일 유급화, 2016년 소형타워 건설기계 등록, 2019
년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등, 타워크레인 직종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타
워크레인 기사의 일자리와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
해 왔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2007년에 출범하였다. 플랜트, 타워크레인,
건설장비 등 건설기계업종 7개 분과에 20,000여 명 조합원이 있으며 조합
<표 3-11> 건설노조 분과별 노조 현황(2019년 9월 현재)
타워크레인

건설노조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7

2,200

5.6

39,000

100.0

2019

2,190

4.2

51,69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9),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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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납부하는 진성조합원은 절반정도 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
레인분과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2017년에서야 조직되었다. 조합원 200여 명 수준에서 2019년 600여 명으
로 증가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19: 114〜115).
마지막으로 연합노련은 기존 연맹이나 단체에 포함되기 힘든 업종, 직
종을 포괄하는 연맹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은 1960년대 박
정희 정권 당시 13개 산별노조에 미가입한 곳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업종분야별로 독립
하면서 탈퇴하였고, 1999년 412개 조직 54,420명으로 감소했다(한국노동
연구원, 2019). 2020년 연합노련은 4개 본부와 지역 및 분과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 건설분과위원회는 타워크레인, 형틀, 철근, 타설, 플랜트, 건설
기계장비, 전기산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11개 노동조합 소속 15,00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다(연합노련 건설분과위원회, 2020. 9.
25).
다. 타워크레인분과 단체교섭 구조
건설산업 타워크레인분과 단체교섭 구조는 중앙교섭의 형태이다. 건설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타워크레인협동조합(사용자단체)이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큰 틀을 결정한다. 이후,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교섭을 하며, 지역단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
우선 고용과 고용승계이며 핵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노조의 교섭 파트너
로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이 결성한 사용자단체
로 약 140여 개 임대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 임대업체와의 개
별교섭이 있다(이정희 외, 2019: 114).
중앙교섭의 형성과정은 강력한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였다. 2000년 전국
적으로 활동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은 개별
임대업체와 교섭(대각선 교섭형태)하면서 사측을 압박하였다. 2001년 노
조는 중앙교섭을 요청했고, 개별 임대업체들은 노조의 장기파업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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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산별교섭을 진행하였
다. 이후, 초기 수년간 일부 업체들은 단협을 불이행하기도 하였으나 점
차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형
성되었다. 중앙교섭의 결과는 타워크레인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심규범, 2008).
2001년 이후, 산별 중앙교섭을 통한 임금결정과 단체협약의 갱신과정
은 2020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와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간 교섭의 결과는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간 임단협이 완료되
면, 한국노총 소속 노사 교섭결과(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 안전 등)는
수일 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발표된다. 즉,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협동조합 간 단체교섭은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룰을 결정하는 대표적
중앙교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무한 경쟁적 노동시장과
달리 어느 정도 조율된 노동시장 룰을 만들어주었다(심규범, 2008; 우상
범, 2018; 한국노동연구원, 2019).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숙련수준에 관계없이 단일한 임금 룰을 결정하
면서 직종의 임금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숙련은 2～3
년 이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력에 기반한 임금격차가 커지면 사
용자는 계약직으로 고용과 퇴직이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에서 고
임금 기사 고용을 기피하여 노동시장을 흔들 수 있다(심규범, 2008). 이로
인해, 노동조합 내부에 조합원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지면 노동조합의 영향
력은 약화될 수 있다. 임대업체들은 조합원에 대해 협약에 의한 동일 임
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노조의 힘을 유지해 왔다. 중앙교섭에 의한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이 지난
20여 년 유지되면서 개별교섭은 비효율적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
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개별교섭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높은 파업위험, 교
섭 피로감, 원청사와의 관계 불안정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
부 및 지역별 교섭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중
앙교섭은 교섭과 합의를 통해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노사관계 성과
(교섭 비효율성 감소, 노동시장의 룰(임금, 근로조건) 결정)를 만들어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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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규범, 2008).
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이 교섭권을 사용자단체에 의존하게 된 핵심 동
기는 노조의 파업위협이었다. 대부분 소규모인 개별 기업들은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강한 노조의 위협을 사용자단체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을 선택하였다. 둘째, 중앙교섭이 점차 타워크레인 분야에서 안
정화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사들은 개별적 교섭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
다. 통일된 임금과 근로조건의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임대업체 간 고숙련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임금경쟁을 제거하여 고숙련/저숙련 타워크레인
기사 간 임금격차 확대를 어느 정도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교섭에
서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 결정되기에 타워크레인임대업체
들은 다음해 인건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임대업체들이
이듬해 원청사의 입찰경쟁에 참여할 때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입찰가
와 수익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였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교섭당사자로서 대정부 위상이 강화되었다. 개별
임대업체로서 대정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구체적 실력행사를 할 수 있
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임대업체들의 대표기구로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의 사업
자등록증 취득, 건설기계로 등록, 임대업으로 등록 등이 이루어졌고, 2015
년 이후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타워크레인임대업체와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시
장을 지키기 위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였고 정부의 규제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7, 2019).

2.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가.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개요
타워크레인 업계는 1997년 주요 업체들이 모임을 결성하였고 그 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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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 1998년 6월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사업자
단체로 설립되었다. 총 450개 업체들 중에서 200여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로 하기에 인력이나 매출액이 많지는 않다.
회원사들이 소규모여서 작은 기업은 타워크레인을 3〜4대 보유한 곳도 있
고, 50대 정도를 보유한 곳도 있다(심규범, 2008; 한국노동연구원, 2019).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표권은 1기업 1표로 주어지며, 타
워크레인협동조합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임단협 결과가 노동시
장에 지배적 영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결정이 업계에 중심이
된다. 회원사 운영비 규정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1좌(10만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
며, 가입금은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비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매
월 10만 원, 개인사업자는 매월 5만 원, 협력 사업자는 소정액을 납부해야
한다(타워크레인협동조합 홈페이지). 심규범(2008)에 의하면, 임원이나
이사장이 되면 찬조금을 납부하고, 특히 조합 이사장이 되면 4〜5천만 원
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핵심업체 20〜30개 회원
사들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투표권은 모두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총회에서는 모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나. 산별 중앙교섭 대표로서 위치
협동조합의 핵심역할 중 하나인 중앙 단체교섭에서 교섭대표는 임원과
조합원사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3명 그리
고 조합원사에 의해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교섭권과 체결권이
주어져 있다(심규범, 2008).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교섭을 진행하는
사측 교섭단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 대표
(한성종합건기)로 구성된 곳과 투 트랙으로 임단협 교섭을 해 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교섭을 위해 교섭권을 위임한 업체 수는
2014년 151개, 2015년 142개, 2016년 141개(협동조합 위임 110개, 개별 타
워크레인 임대사 30개), 2017년 138개(협동조합 위임 95개, 개별 타워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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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대사 43개), 2019년 110여 개(협동조합 위임 78개,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 30개) 업체로 점차 줄어들었다(매일노동뉴스, 2016. 6. 9, 2016. 7.
20; 노동과세계, 2017. 9. 20).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에 불만을 가지고
탈퇴하여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분과로 일
부 이동하면서 교섭대상이 변경된 회원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한
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8. 7. 29; 한국노동연구원, 2019). 2016년 한국
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간 임금협약
서에 의하면, 교섭권을 위임한 회원사 수가 61개사, 비회원사가 7개사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노동조합과 연관된 회원사 200여 개, 비회원사이면서 교섭권을
위임하는 일부 회원사를 대표하여 임금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3. 타워크레인 단체교섭
가. 단체교섭 과정
타워크레인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타워크
레인협동조합 간 산별 중앙교섭이 기준이 되며, 교섭이 완료되면 이를 기
초로 협동조합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간 협약도 수
일 내에 완료되는 패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임금과 단체협약
내용은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사실상 기준이 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다.
서구 산별교섭의 대표적 장점 중 하나는 산업평화이다. 노사 모두 업종
혹은 산업별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은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므로 파업결정은 신중해진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중
앙교섭을 하지만 직종에 국한되어 노조의 파업 영향력이 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의 전국적 파업은 건설현장을 일시에 중단시키기 때문
에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건설공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강한 교섭력을 지닌 요인이 바로 노조의 파업역량이라
볼 수 있다.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단체 간 교섭과정이 신의와 성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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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방식보다 노조의 ‘실력행사’ 중심이지만 노조는 단기간 파업
을 통해 파업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교섭을 주도하였다.
2016〜2019년 사이 단체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 대립적 노
사관계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 매년 3〜4월경 노조는 임금 혹은 단체협
약 갱신 교섭을 요구하고 5월경 시작되어 2주 단위로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 초기에는 노사 모두 팽팽한 평행선을 보이고 5〜6회 교섭 이후 교섭
이 진전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조율하지만 조정은 대체로 실패한다. 7월에서 9월
사이,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사측을
압박한다. 이후, 집중 교섭이 진행되고 노동조합은 수일간 파업을 통해
교섭동력을 최대치로 올리거나 파업 직전 사용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교
섭을 마무리한다. 사용자단체와 교섭이 지체되면 노동조합은 대각선 교
섭처럼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등 교섭 전술을 임의적으로 다변화하면서
사측을 압박한다. 이러한 노조의 집단행동은 결과적으로 개별 임대업체
들이 파업 위협을 피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으로 모이고 공동대응을 하도
록 한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일 내로 한국노총과 합의가 이루어진다. 두 가지 협약이지만 내용적으
로 월급여 관련 내용(시급, 기본급, 교통비, 체력단련비, 위험수당, 면허수
당, 상여금 등), 징계 및 해고, 계약해지, 기타 근로조건은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분과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타워크레인 직종 표준근로계약서는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요 쟁점별 특징
지난 수년간 타워크레인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임
금과 근로조건, 조합원 고용보장, 소형타워크레인 위기 대응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산별 중앙교섭을 통한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이다. 표준 계
약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표준화된 임금 테이블
이 중앙집중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노동시장의 임금 룰이 세팅되면서 이
는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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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적이고 실리적 노동운동은 소규모 업체 사장인 개별 사용자들을 타워
크레인협동조합에 의존하여 노조의 현장 투쟁에 기반한 높은 임금인상
위협을 외부화하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표준을 동일하게 정하기 때문에 임대업체 사용자들이 타워크레인 기
사를 고용함에 있어 지역별 조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경기와 관계
없이 임금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였다.
<표 3-12>의 타워크레인분과 표준임금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급
은 2015〜2020년까지 14,940원에서 21,500원으로 인상되었다. 2015〜2018
년 사이 약 8〜11% 인상되었지만, 2019〜2020년은 4〜5% 인상되면서 인
상폭은 줄어들었다. 기본급은 동 기간 동안 222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88만 원 인상되었다. 교통비와 체력단련비는 인상 없이 각각 30만 원, 20
만 원을 유지하였다.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임금 논란, 소형크
레인 증가와 잇따른 사고 등이 언론에 가시화되면서 2019〜2020년에 기
본급 인상폭이 줄어든 대신 위험수당을 2019년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
으로 5만 원 인상시켜 이를 보완하였다. 상여금은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급 인상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합
하면 월임금은 2015년 312만 원에서 2020년 약 450만 원 수준으로 약 138
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
<표 3-12> 타워크레인분과 표준임금(월 기준) 연도별 현황
2015
시급

2016

2017

2018

(단위 : 원)
2019

2020

14,940

16,600

18,000

19,600

20,600

21,500

기본급

2,220,000

2,331,000

2,501,200

2,783,000

2,928,000

3,100,000

교통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체력단련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위험수당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50,000

250,000

면허수당

200,000

245,000

245,000

256,000

256,000

256,000

194,000

312,650

348,000

366,000

387,500

3,470,000

3,758,850

4,087,000

4,300,000

4,493,500

상여금
전체

3.120,000

자료 :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임금
협약서, 2015〜2019 자료. 이정희 외(2019), p.1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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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2019년 임대사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초과수당,
사회보험료 등이 추가되어 대략 8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현장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
는 200〜500만 원을 포함하면 월 1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2015〜2019년까지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단체협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1.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을 자유
로이 부여한다.
2. 유급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4. 연차휴가 :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노사발전위원회, 근로
기준법, 취업규칙 순으로 우선한다.
하계휴가의 경우, 2015년 ‘매년 8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4일간 전국
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는 규정은 2017년 단체협약을 통해 4일에서 5일
로 하루 연장되었고 이후 2019년에도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서 8월 두 번째 월-금요일 사이에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휴
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협약은 노동조합의
현장 확인과 감독, 사용자단체의 안내와 권고 등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
장의 룰이 안정화되도록 하였으며, 노와 사 모두에게 전국 건설현장에 하
나의 질서를 제공해 주었다.
- 2015년 단체협약 : 3. 하계휴가 : 매년 8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4일
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 2017, 2019년 단체협약 : 3. 하계휴가 : 매년 8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
터 5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2017년 단체협약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연장근
로시간을 07:00〜08:00시로 하고,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은 07:00〜15:00시
로 유지했다. 다만 신설규정으로 ‘연장근로는 회사와 조합원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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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고, 회사는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과 노동조
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상여금의 경우, 2015년 협약내용은 3개월을 기본으로 상
여금 규정을 두었다. 2016년 임금협약에서 표준임금 항목에 상여금을 새
롭게 포함시키면서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단
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상여금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급의 150%를 상여
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상여금은 각 기업별 사규에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2016년 임금교섭에서 추가시킨 상여금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화되고 명
문화된 방식으로 상여금 내용을 규정화하였다(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
레인분과위원회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단체협약, 2015〜2019).
- 2015년 단체협약 : 5. 상여금 :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40만 원씩의 상여금을 설,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하계휴가 상여금은 하계휴가 실시 전 입사한 경우 60만 원
을 지급한다. 본 상여금은 2016. 6. 30.까지만 적용한다.
- 2016년 임금협약 : 5. 상여금은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 2017. 2019년 단체협약 : 5. 상여금 :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의
1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단, 추가되는 상여금은 각 회사의 사
규에 정한 대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2017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천재지변, 설치, 해체 코핑 법정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예외사항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사
용자단체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의사사항인 설치, 해체, 코핑 시 마스트의
높이를 상승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기 위함이라고 수용불가를 표명하였
다. 하지만 이후 교섭과정에서 해당 문구는 삭제되었고, 2019년 단체협약
에서도 변경사항은 없었다. 또한, 노조는 중식 식비 제공과 관련해서 인
상안을 제시하였다. 사측은 전문건설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식비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매월 받고자 함을 주장하며 부당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섭을 통해 중식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었다(전국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단체협약,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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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단체협약 : 6. 천재지변, 설치, 해체, 코핑 시에는 법정근로시
간과 관련하여 예외사항으로 한다.
- 2017. 2019년 단체협약 : 삭제
두 번째 쟁점은 타워크레인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노동조합 조합원 고용보장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고용안정 확보
와 동시에 경쟁 노조, 미가입 노동자, 나아가 임대업체 사용자들에게 노
동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단체교섭 과정에
서 조합원 채용과 관련한 규정은 예전부터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2014년
중앙교섭에서 신규 건설공사 현장이 생겼을 때 조합원 채용에 최대한 노
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교섭과정에서 142개 업체는 동의하였으나 2
개 업체는 조합원 채용 요구가 취업강요에 해당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
합을 고소하였다. 2015년 11월 법원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단체교섭에
서 요구하고 작업현장에서 각종 집회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공동 공갈․
협박․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노조 간부의 행동을 불
법으로 간주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은 조합원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당한 활동임을 강조하였고, 사측
은 사업자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하였다. 사
측은 조합원 우선 채용은 고려사항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며, 이를 통해
비노조원 근로자가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16.
6. 9, 2016. 7. 12, 2016. 8. 1).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2017년 조합원 고용보장을 위해 2015년 단
체협약 제4장 인사 제11조 제4항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에 최
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여
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에,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조합원 우선
채용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채결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이며, 고용정책기
본법상 취업기회 균등보장규정에 위반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2017). 사측은 교섭 초반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교섭 후반에 기존 유지로 돌아섰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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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을 놓고 노조가 사용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
다는 이유로 문구 변경에 대해 반대했다. 사용자는 허용을 거부했지만 노
동조합의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2,100여 대가 보름간 멈추고 대각선
교섭과정을 통해 임대업체들이 임단협을 맺으면서 최종적으로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우상범, 2018).
- 2015년 단체협약 : 제11조 제4항 -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
에 최대한 노력한다.
- 2017년 단체협약 : 제13조 -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
(본 사항을 이유로 사측을 고소, 고발하지 아니한다).
- 2019년 단체협약 : 제11조 제4항 -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용
에 대해 노력한다.
하지만 2018년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건설노조 타워크
레인분과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간 2017년 단체협약(조합원 우선 채
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특정 노동조합에게 우월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워크레인 기사 가운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
과 소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위 조항은 한국노총과 노조미가입
조종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대한경제, 2018. 10. 16).
2019년 단체협약은 시정명령을 반영하여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 채
용에 대해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노조 타워크
레인분과가 현장투쟁과 제도(단체협약)를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한 방식은 일단 잠시 후퇴하게 되었다.
마지막 쟁점은 소형타워크레인의 급속한 증가와 조합원 일자리 위기이
다.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서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8년 1,800여 대로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타워크레인 6,200
여 대 중 약 30%까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2016년, 2018년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을 쉽게 해주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를 가진 조종사들은 2014년 1명에서 2016년 3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이후 매년 2천여 명 증가하여 2018년 7,684명, 2019년 9,828명으로 늘어났

106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다. 이로 인해, 한편으론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해지고 다른 한편에선
민주노총, 한국노총 혹은 미가입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일감이 지속적으
로 줄어들었다. 노동조합 입장에선, 조합원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
임과 동시에 타워크레인 노사관계에서 교섭력 우위를 누리던 노동시장
지배력이 약화됨을 의미했다.
노동조합에게 2019년 단체교섭의 쟁점은 소형타워크레인 규제였다. 양
대노총은 2016〜2018년 사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한
점, 전체 타워크레인 사고 중 대부분이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나타나는 점
을 강조하였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회원사들 역시 다수가 대형 타워크
레인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의 소형타워크레인 규제를 요구하며 2019년 6월 1차
파업을 진행하였고 3천여 대형크레인 중 2천여 대가 작업을 멈추었다. 국
토부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대책마련을 약속하면서 3일 만에 파업은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임단협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정부 규제안을 노
사 모두 기다렸다.
7월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
안’을 발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노사민정협의체 제안보다 완화된 내용임
을 주장하며 다시 파업을 예고하였다. 이후, 국토부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재논의되었고, 10월 기존 제시안보다 강화된 규제안으로 최종 합의
되었고, 단체협약은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또한, 단체협약에 ‘회사는 소형
타워(운전석이 없는) 크레인의 임대차 계약 시 지상에서 25m 이상 설치
되는 소형타워크레인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7장 산업안전 및 보
<표 3-13>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최종 노사합의안
현행

노사 합의안(10. 30)

정부잠정안
(7. 25 발표)

기존 장비

신규 장비

T형 50m 이하,
L형 35m 이하

T형 40m 이하,
L형 30m 이하

지브
길이

제한없음

T형 50m 이하,
L형 40m 이하

모멘트

제한없음

733kN․m 이하

686kN․m 이하

588kN․m 이하

높이

제한없음

-

건축물 15층 이하

건축물 10층 이하

자료 : 우상범(20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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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회사는 건설사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에 합의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19; 우상범, 2020). 기술진보
에 따른 무인장비의 시장진입 확산을 두고, 타워크레인 시장의 기존 사용
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별 임대업체는 신규 경
쟁자의 증가로 나타나는 시장경쟁 강화를 차단하고 싶었으며, 노동조합
은 타워크레인 노동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
었다.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이 커지면서 조직화된 노동과 조직화된 자본
은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동 대응을 보여주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사례에서는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초기업단위 교섭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였다. 서구의 사용자단체 연구에서 개
별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통해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을 유지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조합이거나 정부의 성향이라 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노사관계에서 개별 임대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며 전국적인 타
워크레인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영향력은
매우 위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교섭은 개별
사용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조직력과 파업역량을 가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보다 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을 통한 중앙교섭이 개별교섭에서 겪어야 할 파업 위협을 최소
화하면서 노사관계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동일직종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표준을 결정하기 때
문에 임대업체 간 고숙련 타워크레인 기사를 유인하기 위한 기업 간 임금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노사는 노동시장의 질서
를 자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 역
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200여 개 회원사들과 미가입 회원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들과 교섭하는 파트너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의 형
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절차는 1사1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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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조직을 리딩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
용자단체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에 대해 회원사에게 배포하
고 협약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해 왔다.
2016〜2019년 사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략은 대립적 노
사관계의 일반적 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방어적, 대응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노사 간 쟁의조정 절차는 파업을 위
한 수순인 경향이 있었다. 이후, 노동조합의 파업 위협, 파업, 대각선교섭
전술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전술을 유
지하였다. 다만 2019년 교섭은 노와 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소형
타워크레인)이 본격 가시화되면서 노사는 집중화된 교섭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정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별 타워크레
인임대업체 혹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만으로 대정부 제도변화를 만들기
는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산별중앙교섭 방식은 협동조합에게 타워크레
인 사용자들의 대표 자격을 부여하였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제4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 들어가며
이 절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목적과 역할을
살펴보면서 사용자단체로서 협의회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
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
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이 목적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련된 정책에 개입하고, 시․도 교육청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
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협의회의 기능
은 단체교섭에 관한 것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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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단체교섭이 전국 수준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의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2절과 제3절에서 살펴본 단체들이 민간부문으로 분류되는 반면
협의회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사용자단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또한 앞선
2개의 사례와 달리 법률에 조직체 설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즉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은 조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협의회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협의회 설립 근거와 목
적, 주요 사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협의회를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단
체로 볼 수 있을까? 둘째, 교육공무직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단
체교섭에서 협의회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발전경로를 밟을 것인가? 셋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협의회 관련 법률 조항, 협의회
내부 자료, 기존 문헌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였고, 교육청 및 협의회 관
계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단체교섭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의 문헌과 교섭 평가
서를 살펴보면서 노조 활동가 5명(중앙 2명, 지역 3명)을 상대로 면접조
사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교육청 및 협의회 관계
자는 E1～E4로, 노조 관계자는 U1～U5로 표기하겠다.
이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의회 설립근거와 목적, 조직체계
와 운영 원리, 주요 사업 등을 서술한다.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① 지방교육자치 정책에의 개입, ② 노동관계 이해당사
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③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교섭
에 초점을 두고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결에서 사용자단체로서 협의회의 존재 의의, 교육공무직 노
동자들에 관한 단체교섭에서 협의회 역할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성에 대
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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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개요
아래에서는 협의회의 설립 근거와 목적, 주요 활동, 조직체계 및 내부
조직원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립 근거와 목적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태동은 교육자치제 도
입과 맥을 같이한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
존에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교육위원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법에 따라 교육감들이 선출되었고, 선출
된 교육감들은 자생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1996년 11월에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면서 자체 규약을 가진 임의기구 틀을 갖
추었다. 지금과 같은 법정 기구로 전환한 것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
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 개정법에서
교육감들의 전국적인 협의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연혁을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101)
1996. 11. 18.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정(임의기구)
2006. 12. 2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2007. 1. 1. 시행]
2007. 12. 21. 법정기구 전환에 따른 임원 선출
2008. 1. 2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규약 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협의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
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감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101) http://www.ncge.or.kr/g5_not/intro2_1.html(접속일자 :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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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협의회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25일, 법정 기구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
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규약(2020. 7. 9 개정)에 명시된 협의회의 설립
목적(제2조)은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는 아래의 6가지 사업을 시행한다(제4조).
1.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2.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와 연구
3.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발
4. 정부와 국회에 교육정책, 법규 등에 관한 정책 제안
5. 대․내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적 국제 교류 활동 추진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나. 조직체계 및 운영
협의회는 전국 시․도 교육감을 회원으로 하고(제5조), 임원으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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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을 둔다(제8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제10조). 2020년 7월 1일부터 임
기를 시작한 제8대 회장단은 회장 최교진 세종교육감, 부회장 도성훈 인
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감사 김병우 충북교육
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상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2조). 면접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회
는 1년에 총 6회, 매 홀수달에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① 규약 제정 및 개
정, ② 규약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시․도 교육청 제안과제, ③ 임원
보선, ④ 예산 및 결산, ⑤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제14조). 의결 방식은 안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협의회 규약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규약 제15조). 의결방식은 당초 만장일치제였으나 2018년 3월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되었다. 면접조사에서
는 규약에 3분의 2 또는 과반수 요건이 있음에도 사실상 만장일치제에 가
깝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옛날에는 만장일치제였다. 시작은 친목단체였고. 교육감들마다 선출직으
로서 지역 주민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연합회나 상급단체적 성격 아니다.
단순 협의체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들 간에 생각 차이가 엄청난다. 100%
합의되는 사안은 없다. 그럼에도 기본 정신은 대부분 합의다. 규약상 다수
결이지만 종래 가졌던 만장일치적 협의 구조의 한계 때문에 협의체적 수
준은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E1)

협의회 조직기구로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이 있다(제5장․제6장).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총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실
무협의회는 ① 시․도 교육청 제안 과제 조정 및 심의, ② 규약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③ 시․도 교육청별 분담금 및 특
별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총회 제출 특별 의결 안건 조정 및

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113

국가는 교육감 전국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심의, ⑤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심의, ⑥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
항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0조).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로, ①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②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각 시․도 교육청 간 연락 업무, ③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
리, ④ 지방교육발전 관련 자료 수집․배포 및 정보지원, ⑤ 지방교육자
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⑥ 지방교육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협력 관련 사업 등, ⑦ 시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
탁사업, ⑧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제23조).
협의회 조직도는 [그림 3-5]와 같다.
재정은 자체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림 3-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직도

자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접속일자 :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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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제42조7항), 현재 협의체 재정은 100%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가 1년에 각 1억 원을, 다른 지역은
5천만 원을 분담한다.
아래에서는 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협의회 설립 초기
에는 별도의 사무국 없이 간사제도로 운영되었다. 2008년 제정 규약에 따
르면,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시․도 교육청의 협의회 담당 과장(담당관)
이 맡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재무․회계 관리 및 세입․세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직제 규정 제정에 따라 사무국이 설치된 것은
2014년이다. 이후 조직 개편을 거쳐 2과 7명(2015년 9월)에서 3과 15명
(2018년 1월), 2과 1실 20명(2020년 7월)으로 확대되었다. 20명 가운데 사
무국장 1인은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온 파견직들
이다.
사무국 편제와 주요 담당업무는 <표 3-14>와 같다. 협의회 내부 운영
과 홍보를 위한 업무를 제외한 주요 담당 업무는 교원정책, 교육과정정책,
교육재정, 교육자치,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시도교육청 정책 소통 관
련 업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직
원 노조 관련 업무’가 운영과의 주요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무관
1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 관련 업무가 임금 및 단체교섭 등
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서 협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포
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선 교육청에 교원과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
청 조직도를 보면, 교육공무직단체 담당자가 2명, 교원․공무직단체담당
자가 1명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담당자 규모의 차이는 비단 협의회 사무
국 인원이 서울교육청 공무원 정원보다 적기 때문만이 아니라 각 조직의
법적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감이 교육공무직
의 사용자 지위에 있어 직접 교섭을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
행할 담당자를 배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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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협의회 사무국 편제와 주요 담당 업무
주요 담당업무
사무국 업무 총괄
사무국장

1

총회 간사
실무협의회 회장
주요업무계획 수립
교육공무직원 노조 관련 업무

운영과

과장1, 사무관1, 교
사1, 주무관2

협의회 예산편성
대외 교류․협력(청와대, 국회, 교원단체, 교육시민
단체 등)
총회․실무협의회 안건 검토
사무국 직원 인사운영, 협의회 예․결산
교원정책관련 업무(승진제도, 성과급제도, 양성체제,
평가제도, 인사정책, 수급정책 등)
교육과정 정책관련 업무(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
과정제도 정비 등)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 관련 업무

과장직무대리1, 교
육정책팀장1, 교육
정책과

자치팀장1, 교육연
구사1, 교사3, 장
학사3, 주무관1

학교정책 관련 업무, 교육재정 관련 업무
대입제도 개선 과제안 마련
교육자치 현안사항 종합 대응
국가교육과정 혁신방안 연구 협력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관련 업무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업무
미래교육 관련 업무
시도교육청 정책 소통 관련 업무
교육자치포럼 운영
교육자치 강화 법률 정비 등

대변인실

대변인1, 교육연구
사1, 주무관1

홍보 관련 업무(교육자치 홍보 콘텐츠 개발, 홍보
물 제작 및 배포 등)
해외 연수․교류(교육감)

자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접속일자 : 2020. 9. 7)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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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서울교육청 노동조합 관련 업무 분장
담당자

업무
○ 교육공무직 비호봉제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 추진
○ 교육공무직 호봉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추진
○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

○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관련 민원사항 협의 조정

공무직

○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쟁점사항 조정․중재․상황 보고

단체

○ 교육공무직 조합원 노동전문교육기관 위탁 연수 추진

담당 1

○ 교육공무직 담당자 외부기관 연수 추진
○ 교육공무직 조합원 교육 지원
○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관리
○ 근로시간면제자 대체인건비 관리
○ 교육공무직 비호봉제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 추진
○ 교육공무직 호봉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추진

교육
공무직
단체
담당 2

○ 교육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 운영
○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관련 민원사항 협의 조정
○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쟁점사항 조정․중재․상황 보고
○ 유관기관 관련 각종 행사 및 노사정책 업무 추진
○ 노동조합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대외 협력 담당
○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협약사항 이행 지도

교원․
공무원
단체
담당 3

○ 교원노동조합과의 정책(현안)협의회 운영
○ 교원노동조합 관련 협의 및 조정
○ 전국단위 교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운영
○ 부서 주요업무, 성과평가 업무 총괄
○ 부서 인사 업무 총괄
○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자료 :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접속일자 : 2020. 9. 7) 바탕으로 필자 정리.

이상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근거와 목적,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협의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① 지방교육자치
실현 정책 개입, ② 협의(교육청 공무원), ③ 단체교섭(교육공무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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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회 역할과 기능 1 : 지방교육자치 정책 개입
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 중 하나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대한 개
입(collective voice for advancing local education autonomy)이다. 협의
회가 설립된 핵심 목적이기도 하다. 넓게 보면 이러한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뒤에서 다루게 될 노동관계 의제에 관한 협의(consultation), 단체
교섭(collective bargaining)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먼저 법에 명시된 협의회 권한을 살펴보겠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42조(교육감협의체)에 따르면,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
자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교육감들이 설립한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
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42조
3항).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제42조3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
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42조4항).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42조5항).
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
무,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타당성 불인정 시 사유와 내용을 통보할 의무,
타당성 인정 시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할 의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회에 지체 없이 통
보할 의무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회
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42조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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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협의 권한

자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필자 재구성.

정리하면 [그림 3-6]과 같다.
이러한 법률상 조항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다양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
고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협의회가 펴낸 운영보고서에 따르
면, 제7대 임원단은 임기 2년 동안(2018. 7. 1～2020. 6. 30) 협의회는 대정부
건의 93건, 국회 건의 7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2020). 대정부 건의 82건102) 처리결과는 <표 3-16>에서
정리하였는데, 수용된 것이 32건(수용 17건, 일부 수용 15건)으로 40%를
차지한다. 신중검토(28건), 중장기검토(13건)와 같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이관된 안건도 존재한다. 82건 가운데 불수용된 것은 9건(11%)이다.
정부가 협의회 제안을 수용한 17건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법인)’
-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분야)’ - 교원의 임
용에 관한 학교장 책임제 방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공개방법 개선(안),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개선 촉구,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행 방법 개선(안) 등인
데, 각급 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
항에서부터 초등돌봄교실 간식 재원 부담, 교육청 평가결과 공개 관련,
학교시설 개방 관련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102) 운영보고서 작성 당시 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11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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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협의회의 정부 건의 검토의견 현황(2018. 7〜2020. 5)
정부
제안

검토 의견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신중
검토

중장기
검토

합계

2018. 8.

1

0

1

0

0

0

1

2018. 10.

14

3

3

1

5

2

14

2018. 11.

9

2

1

1

2

3

9

2019. 1.

18

3

3

2

9

1

18

2019. 3.

4

2

0

0

2

0

4

2019. 5.

9

1

2

3

0

3

9

2019. 7.

9

1

2

1

2

3

9

2019. 8.

1

0

0

1

0

0

1

2019. 11.

10

2

1

0

6

1

10

2020. 1.

7

3

2

0

2

0

7

2020. 5.

11

0

0

0

0

0

0

전체

93

17

15

9

28

13

82

자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0),『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보고서』.

4. 협의회 역할과 기능 2 : 공식․비공식 노동관계 협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외에 협의회는 또한 시․도 교육청의 교원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의
제는 인력 충원, 수당 체계, 일-생활 균형 등 교육청 공무원과 공무직노
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개정,
학교시설관리 업무 외주화 문제 등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노동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다양하다.
2019년 2월에는 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임원단이
간담회를 하였다.103) 협의회 측에서는 당시 회장단(전북, 세종, 대구교육
감)과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정책연구과장이, 전국공무
원노조 측에서는 교육청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교선국장, 전북
교육청지부장, 대구교육청지부장이 참석하였다.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103) http://www.ncge.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31&page=1
(접속일자 :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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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노조와 협의회는 단기과제로 교
육청 공무원들 겸임발령과 수당 지급 기준마련 등 전국 공통 기준안 마련
방안과, 장기과제로 행정실 정원 확대(병설유치원 전담 인력배치 포함)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노조 측은 ① 노-사 정책(실무)협
의회 구성 등을 통한 소통과 노동존중의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② 정원
회복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③ 병설유치원 정원 확보 및 겸임수당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2020년 10월에는 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간 간담회가 개
최되었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협의회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4) 노조가 밝힌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들이
학교운영위 설치조항 개정,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 반대, 교육청별 성과상
여금 지급률 차이 축소, 지방공무원 인력충원 등의 요구사항을 질의하였
고, 이에 대해 협의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논의 내용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협의회 간담회 내용
노조측 질의

협의회 답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개정(교원
→ 교직원)

지방공무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바, 교직
원[으로의] 개정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함.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다룰 것

그린스마트스쿨 민간투자사업(BTL)
계획 중단
도서관 근무 사서공무원 일․가정
양립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 반대, 신규채
용 확대
지방공무원 인력충원 및 상위 직급
확대
학교조직법제화 입법발의 상황에서
교육감협의회 지원 역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야할것

총액인건비제에서 신규인력채용과 도서관 주
말대체인력 등은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

실무협의 토론회를 거쳐 필요성 공감 및 동
의했으며, 11월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

자료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소식지(2020. 10. 13), 협의회 답변은 문맥에 맞게
필자 일부 수정.
104)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소식지(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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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
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를 통보(2013. 10. 24)한
것과 관련, 협의회는 2014년 8월,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의견을 냈
다. 2018년에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과 같은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 행정부가 나서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문과 보
도자료를 냈다. 2020년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
결을 하자 곧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립니
다”는 제목의 환영 입장문을 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모두가 회원
인 조직인만큼 전국 수준의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일상적으로 협
의(consultation)하면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
회 실무협의회나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에서 살펴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임
금․노동조건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노동관계 의제들에 관해 협의하고
자체 목소리를 내고 있다.

5.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3 : 단체교섭
앞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로 서술한 ‘정책 개입’, ‘노동관계 이슈에 대
한 협의’와 함께 협의회는 각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학교에
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기
능도 수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협의회 기능과 역할
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공무직의 개념과 규모를 살펴보고
단체교섭 관련 쟁점을 당사자(parties)와 구조(structure), 의제(agenda)
측면에서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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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공무직 개요
일반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은 교수학습과 교육행
정으로 나뉜다. 첫째, 교수학습을 담당하는 자는 교원과 강사로 구분되고,
정규 교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원과 강사가 학교비정규직 범주에 포함된
다. 강사는 산학겸임교사,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교실
강사, 교과교실제강사, 예술강사, 시간제강사 등을 말한다. 둘째, 교육행정
담당자 중에서는 정규직원(공무원인 직원 또는 사립학교 연금대상이 되
는 사무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이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교무, 교육복지, 과학, 급식, 당직, 돌
봄, 사서, 전문상담, 청소, 행정 등으로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교육공무직은 교육행정 담당자 중 비정규직이다. 그
동안 학교 회계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학교회계직’으로 불렸으나
2014년 이들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105) 이후 시도별로 개
정된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106) 서울시교육청의
[그림 3-7] 학교 비정규직 개념

자료 : 학교비정규직노조(2020).
105) 대법원 2013두21816(서율교육청), 대법원 2013두21861(충남교육청), 대법원 2013
두22666(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
106)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자들은 조례에 따를 경우 ‘교육공무직원’인데 현장에
서는 ‘학교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학교비정규직을 혼재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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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교
육청 조례’107))에서 처음으로 ‘교육공무직원’ 정의 규정108)을 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리하면,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실
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정규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일컫는 말
이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아래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2020)를 근거로 교육공무직 규모와 연도
별 추이, 직종 및 직종별 규모 등을 살펴보겠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고용되어 각급 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은 2019년 말 현재 168,355
명인데, 2018년(142,864명)과 견줘볼 때 돌봄전담사 확대, 청소․경비 등
파견․용역직의 전환 등에 힘입어 그 수가 25,491명 증가하였다.
<표 3-18> 교육공무직 인원 변동 현황
총인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41,965
141,173
140,682
142,864
168,355

전년대비 증감
인원수
비율
△792
△0.6
△491
△0.3
2,182
1.5
25,491
15.1

자료 : 학교비정규직노조(2020).
107) 서울특별시조례 제5769호, 2014. 12. 30, 일부 개정.
108) 이후 조례는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정의 조항에서는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으
로 모두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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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조리원

시설
관리

교무
실무

돌봄 특수교육
조리사
전담사
실무

사무
행정

영양사

47,536

26,267

23,895

13,008

9,189

8,620

8,477

6,133

28.2

15.6

14.2

7.7

5.5

5.1

5.0

3.6

사서

전문
상담

배식
지원

교육
복지사

전산

기타

5,279

4,304

4,001

3,493

2,802

2,735

1,664

952

3.1

2.6

2.4

2.1

1.7

1.6

1.0

0.6

통학차량
과학
지원

자료 : 학교비정규직노조(2020).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2017년 7월 정부
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9년 말까지 140,531명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전체 교육공무직 가운데 무기계
약직 전환 비율은 83.2%다.109)
교육공무직을 직종별로 보면, 조리원이 전체의 28.2%로 가장 많고, 시
설관리(15.6%), 교무실무(14.2%), 돌봄전담사(7.7%), 특수교육실무(5.5%),
조리사(5.1%) 등의 순이다.
나. 단체교섭 당사자와 구조
1) 노동조합
교육공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
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상급단체에 가맹하지 않
은 전국여성노조 등 총 3곳이다. 노조는 각기 존재하지만 교섭은 함께 한
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원에서 하나의 교섭대표단을 꾸려 전국
단위 교섭을 하고 있다.110) 이들 3개 노조는 주로 학교비정규직과 학교
109) 교육부는 휴직 대체, 고령자(60세 이상), 타 법령 적용(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과 사업 기간 확정 직종 등은 무기계약전환 제외자로 분류해서
19,202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전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무
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94%(140,051/149,153명)(학교비정규직노조, 2020).

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125

<표 3-20>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 현황(2019년 말 현재)
상급단체/노조
민주노총

노조/본부

조합원 수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2,500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35,200명

미가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체

9,000명
96,700명

자료 : 노조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에 종사하는 전문강사 등을 조직하고 있는데, 2019년 말 현재 전국학교비
정규직노조가 52,500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35,200명, 전국여
성노조가 9,000명가량을 조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
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3개 노조의 조직률은 50%에 육박하고, 전체 교
육공무직(168,355명) 기준으로 보면 약 58%다.
2) 사용자(단체)
다음으로 사용자 측 교섭 당사자를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2014년 대
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관련 조례에 따르
면, 각급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주체는 교육감이다.
서울교육청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채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
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10)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2년 집단교섭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리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시도교육청 교섭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기
본협약서는 전국 및 지역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구성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은 상당
히 높은 내부 규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창근․이정희․허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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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방은 당해 교육감이 된
다. 실제 2012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초
기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대각선 교섭을 하였다. 노조 측 교섭 당사자는
전국 수준에서 단일한 반면 사용자는 지역별로 개별화된 구조였다. 하지
만 3개의 노조는 지역과 관계없이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들의
업무가 직종별로 유사한 만큼 전국 수준에서 집단교섭을 할 것을 지속적
으로 요구하였다. 2017년 사용자 측 교섭 당사자가 개별 교육청에서 교육
청 간 연합으로 변화하였다.
2017년에는 교육부가 집단교섭을 추진한 가운데 대구와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공동관리협의회’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사용자 측 당사자로 교섭에 참여하였다. 시․도 교육청 중에 서울교육청
이 주관교육청으로 역할을 하면서 교육청 간 의견을 조율하였다. 2018년
에는 2017년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육청까지 모두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이 당사자로 교섭에 참여하였다.
2018년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사용자 측 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임하여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했고, 이를 사용자 측이 수용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단
위 집단교섭이 성사되었다(이창근․이정희․허인, 2018). 사용자 측 교섭
당사자는 이처럼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요약하면 각 시․도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연합체(‘공동관리협의회’) → 시도교육감협의회와 17
개 시․도 교육청 등으로 진화하였다.
2012년 처음 3개의 노조가 단일체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각 시도교
육청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다가 5년 만인 2017년에 집단교섭의 틀
을 마련하고 지속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체교섭이 어느 정도 제도화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단체교섭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단체 제도화 측면에
서도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회가 단체교섭과 협약 체
결의 주된 주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 간 조정
(coordination)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한 곳이 교섭 책임을 맡아 전체 교섭을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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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부산교육감, 광주교육감이
주관 교육청 역할을 하였고, 2020년에는 경남교육감이 주관하고 있다.
3) 교섭구조
교섭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 교섭으로 나뉜다. 이 중 임
금교섭만 전국 단위에서 집단교섭으로 진행하고 있고, 단체협약 관련 교
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각 교육청 간에 대각선 교섭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집단교섭으로 진행하는 임금교섭에서는 그동안 기본급과 근속수당, 정
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의 쟁점이 주로 다뤄졌다. 관련하
여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017년부터 3년간 노사 단체교섭 현황을 교섭 당
사자, 교섭단, 교섭기간, 교섭의제, 경과, 주요 합의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
을 [부록 2]로 첨부하겠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섭구조 측면에서 임금교섭이 집단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3개의 노조가 단일체를 꾸려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반면
사용자 측 교섭 당사자는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갖는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주관 교육청을 정하여 교섭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협약
체결 시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모두 당사자로 서명을 한다(그림 3-8).
2018년과 2019년에도 마찬가지 양상을 띠었다. 이는 하나의 교육청이라
도 협약(안)에 반대하면 협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협의회가 각 시도교육청 모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을 수행하
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17개 시도교육감이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에 함께 참여하고 있
다는 점은 교육공무직 노사관계 제도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요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 단위 교섭으로 인한 비효율성
을 줄이려는 사용자 측의 이해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
께 17개 개별 시도 단위에서 각각 마련한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및 수준을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일정하게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이창근․박주영․박제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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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협약 체결당사자

자료 : 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서.

“최근에 교원이나 일반직 숫자만큼 늘어난 게 교육공무직이다. 이들로 조
직된 노동조합도 여러 개다. 그동안 (각 시도) 교육감이 개별로 (노조 측
과) 교섭을 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공동교섭을 하자는 (협의회) 내부 논
의가 있었다. 노조 측에서도 요구했고. 특정 사안에 대해 교육청별로 합의
안이 다르면 서로 간의 경쟁처럼 보이기도 한다. 차라리 노조나 사용자단
체 간에 공동교섭이 깨끗하겠다 싶은 합의가 있었다.” (인터뷰 E1)

따라서 교육공무직노조들과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교섭은 노조
측의 요구로 촉발되었지만, 전국 동일 직종에 대한 공통된 노동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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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범 형성에 대한 사용자 측의 필요성도 주요한 성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4) 교섭 당사자로서 협의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 과
정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간에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섭은 매년
특정한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청 간 교류 협력 증진과 중앙부처의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
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다. 2018년에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 참여하는)
집단교섭이 형성되면서 그때 문제 됐던 게 사용자 쪽은 누가 책임질 것인
가였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한 거지.” (인터뷰 E4)

집단교섭 과정에서 협의회의 역할은 회의실 제공, 필요 경비 지원 등과
같은 실무지원 중심이다. 교육청 간 교섭의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
고 이를 갖고 노조 측과 교섭․협의하는 일은 매년 선정되는 교섭 주관
교육청의 몫이다. 노동조합 교섭 당사자가 3개 노조의 연합체인 학교비정
규직연대회의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 측에서도 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
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접조사에서는 현재
협의회 내에서 그 역할을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의회가 사용자단체가 되려면 시․도 교육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직 협
의회가 별도 법인격을 취득한 상황도 아니다.” (인터뷰 E1)

하지만 이 관점은 현행 노동조합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상의 ‘사용자
단체’ 정의를 여전히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밑줄 필자 강조)

130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협의회가 그 구성원인 사용자, 즉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협
의회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정책 개입, 노동관계 이슈에 대한 협
의, 교육공무직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등에서 간여하고 있다.
전반적인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여
지가 있다.
5) 협약의 효력
현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각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
용 범위는 “조합원”이다. 전국 수준에서 체결되는 임금협약서에서는 “(…)
소속 조합원의 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서, 필자 강조)라고 명시
하고 있다.
협약서에서 ‘조합원’을 적용 범위로 정해두고 있지만 현재 교육공무직
의 노조 조직률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상으로도 ‘일반적 구
속력’ 조항에 의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거의 모든 공립학교 교육공무직
에게 대부분 적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
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
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
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
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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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사용자가 각 사립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협약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상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된 사례
도 있는데, 세종시가 이에 해당한다. 2017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
조법상 지역적 구속력이 인용되어 해당 지역 사립학교에서 교육공무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세종시교육청
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이창근․이정희․허인, 2018).
다만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관내 학교가 대부분 공립학교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는 지역별로 편차
가 있다.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노조 간부의 말이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중고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50% 넘어 지역적 구속
력 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 우리 지역은 지자체 예산이 낙후된 곳이라 민
간 자본력으로 설립한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뷰 U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
자면 “비조합원에 대한 확장 적용” 방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협약서에서는 협약의 효력이 ‘조합원’에만 미친다고 정하고 있지
만, 노조의 높은 조직률 때문에 적어도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일
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협약 효력이 확장된다. 문제는 사립학교인데,
지역에 따라, 관내 노조 조직률과 사립학교의 비율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의 업무 내용이 공․사립 여부에 따라 크
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노조의 조직 범위는 물론 각 시․도 교육감
관장 범위에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각급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으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배치
기준과 근무여건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6월 1일자로
‘사립학교 교무행정사 및 행정사무원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111)

111) 노컷뉴스, 2020. 6. 1.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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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사용자단체로서 협의회
이 절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의의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서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겠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 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교육청 상호 간의 교
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이 전국 수준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2017
년 이후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문
에서 확인한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개입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
육부장관은 이 의견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반영될 수 있도
록 협력해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였
고, 채용, 인사, 평가, 재원부담 등과 같이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항에서부터 학교 운영 관련 사항에 이
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둘째, 노동관계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
의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인력
규모, 수당 체계, 성과상여금, 일-생활 균형 등 임금․노동조건은 물론 학
교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개정, 학교 시설관리 업무 외주화 문제 등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공식․비공식 협
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참여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에 진행되는 집단교섭을 주관한다. 교육
공무직 관련 단체교섭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별 교육청의 형
식적 연합방식으로 교섭을 수행하는 것보다 협의회가 주관할 필요가 있
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단체교섭에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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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교육청 교
원․공무원의 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규범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단체교섭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곧 교육청 종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로서 의의를 갖는다
고 하겠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교섭 주관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교섭의 결과는 주로 조합원이 다수 조직된 공립학교 범위에서 적용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회 역할의 확장, 단체협약 적용 범위의 확
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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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 :
배달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 총 칙
1-1. 이 협약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
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노력을 규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협약은 소비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음식, 생활용품 등을 공급자로
부터 받아 제시된 위치로 전달하는 배달서비스업을 규율한다.
1-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플랫폼 기업(이하 기업)’이란 배달서비스업 영역에서 다수의 공
급자와 소비자, 배달 노동 종사자를 연결하여 배달 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거래행위를 촉진하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기업을
통칭한다.
② ‘플랫폼 노동 종사자(이하 종사자)’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 배달 서비
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단, 근로기
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
③ ‘노동조합’은 종사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
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 종사자를 대표한다.
1-4.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사항을 실천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
은 공급자, 소비자, 종사자의 효용을 증진 시키는 플랫폼의 순기능과
기업의 경영상 권한을 존중하고, 기업은 종사자가 노동조합을 자유
로이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로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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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존중한다.
1-5. 이 협약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배달서비스 산업 생태계의 상생 발전
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뿐 아니라 배달서비스
소비자, 음식점 등 공급자, 지역 배달대행사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이
익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으며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공정한 계약
2-1. 기업은 배달 업무에 대한 입직 요건을 분명히 하고, 종사자는 이에
협조한다.
2-2. 기업과 종사자 간의 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명료하게 작성한
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체결과 종료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명시되어
야 한다.
2-3.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스스로
가 원하는 시간과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2-4. 종사자의 귀책 내지는 규칙 위반에 따른 제재의 근거와 절차는 명확
해야 하며, 기업은 이를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조건과 보상
3-1. 기업과 종사자는 사회안전망 보장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3-2. 기업은 종사자가 특정한 업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업
무의 작업조건과 수행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될 보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도록 하며, 보수의 정산 시기에는 세부명세를 제시한다.
3-3. 종사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정책을 준수하고 수락한 업무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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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존중하여 가맹점과 소비자와 대
면 과정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기업은 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한다. 기업이
경력, 숙련, 운송수단, 지역, 인적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각 종사자
가 선택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르게 제시할 경우, 이에 관련한 기준을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3-5.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여 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3-6. 기업은 월급제와 같은 정규직 고용의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플랫폼
을 매개로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던 종사자를 우선 채용
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안전과 보건
4-1.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고, 산재보험 가입 독려, 적절
한 교육 및 보호장구 제공, 종합보험 안내 등을 통해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4-2. 기업과 종사자는 배달 서비스의 안전한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휴식
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4-3. 기업은 가맹점, 소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인격적 모독이
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4-4. 기업은 배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
고, 기업과 종사자는 분쟁 발생 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4-5. 기업과 종사자는 안전하고 정확한 배달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심야,
혹한․혹서기, 우천․설천․강풍․노면 결빙 등의 악천후와 감염병
위기 발효 시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4-6. 종사자는 돌발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이미 수락한 업무라도 중단할
수 있다.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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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7. 기업은 종사자에게 빠른 배달을 압박하거나 종사자의 귀책이 없는
배달시간의 지연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으며, 위험한 속도경쟁을 유
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4-8. 종사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이 외에도
안전에 관하여 플랫폼이 추가로 제공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4-9.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며 안전한 주행에 각별히 유의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5. 정보보호와 소통
5-1. 기업과 종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호 간 및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한다.
5-2.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성실히 운영한다.
5-3. 종사자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합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5-4. 기업은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근무
사실, 기간, 보수와 같은 자신의 근무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6. 후속 과제
6-1.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은 협약사항의 취지와 원칙을 유
지, 실천,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협의기구를 운영한다.
6-2. 상설협의기구의 구성은 이 협약에 서명한 기업과 노동조합, 공익전
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협약의 최초 체결 이후에 서명에 동
참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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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설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① 협약사항 상호 이행의 확인 및 협약의 해석상 분쟁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② 협약사항 이외에도 기업과 노동조합의 갈등 발생 시 이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③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논의
가. 배달료의 기준과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안전운행, 주행 원가,
시장 여건 등
나. 플랫폼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배분에 관한 서비스 정책,
기술적 요소 등
다. 배달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인프라 및 협력 프로그램 구축
④ 협약사항과 연관된 제도개선 과제에 관한 정부와의 협력
⑤ 그 외, 배달 플랫폼 산업 및 노동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논의
6-4. 상설협의기구의 구성, 안건,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
약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6-5. 상설협의기구는 이 협약의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협약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다음의 제도개선 과제에 합의하고 정부에
건의한다.
1. 정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이들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 정부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
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한다.
- 이륜차 종합보험 관련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 설정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
- 배달서비스 수행을 위한 필수적 비용구조를 파악 및 안전운행,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배달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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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수리 및 리스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표준공임
비 검토
3.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확대․개편
- 산재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용제외 및 전속성 기준의 획기적 개선
- 정확한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 징수를 위한 국세청 등 유관 부처의 역
할 제고
- 여러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온앤오프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 가입․징수․보장 체계 정비
4.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 일자리 안정성을 위한 직업훈련 제도 등 확대․개편
-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한 직업훈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정비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5.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배달서비스 법적 정의, 지원․육성 및 감독 근거를 포함한 법률 제정
및 집행
- 지역별로 소재한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등록과 관리의 방안 마련
6. 정부는 이 협약에 참여하고 준수하는 등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
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거나 법제도를 준수
하지 않는 기업을 감독한다.
7. 정부는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련된 경제․
산업․고용․노동 등 관계부처의 소관 업무 분장을 명확화하고, 본 협
약에 따라 운영되는 상설협의기구와의 일원화된 소통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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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교 비정규직 노사 단체교섭 연혁

2017

2018

2019

․ 노 : 학교비정규직연대
․ 노 : 학교비정규직연대 ․ 노 : 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
교섭
회의
회의
․ 사 : 교육부, 15개 시․
․ 사 : 17개 시․도 교육 ․ 사 : 교육부, 17개 시․
당사자
도 교육청(대구, 인천
청
도 교육청
제외)
참여×
참여
참여
(교육청 반대와 유은혜
교육부
(정권교체 후 교육부장관
(초기 교육청들의 교육부
참여
장관 임명동의안 등으로
집단교섭 추진)
참여 거부로 난항)
교육부 빠짐)
․ 본교섭 : 담당 과장 18
․ 본교섭 : 담당 과장 16
명
․ 본교섭 : 담당 과장 16
명
․ 실무교섭 : 광주, 인천,
교섭단
명
․ 실무교섭 : 전북, 부산,
대전, 경북, 경기 교
구성 ․ 실무교섭 : 사무관급
대구, 울산, 경기 교
육청 등 담당자 6명
16명
육청 담당자 6명
․ 보충교섭: 각 직군별 주
요 교육청 담당자
주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교섭
기간

․ 사전협의 : 2019. 4.〜6.
․ 사전협의 : 2017. 4.〜7. ․ 사전협의 : 2018. 6.〜8. ․ 본교섭 : 2019. 7. 16〜
․ 본교섭 : 2017. 8. 18〜 ․ 본교섭 : 2018. 9. 17〜
10. 15
10. 31
11. 15
․ 보충교섭 : 2019. 10. 30
〜11. 30

의제

시도별 요구안 의제 중
공통사항
① 기본급, ② 근속수당,
③ 정기상여금, ④ 명절
휴가비, ⑤ 맞춤형복지비

경과

․ 14차례 교섭 진행: 5차
․ 1차 본교섭(7. 16), 20
본교섭, 9차 실무교섭 ․ 12차 교섭진행: 2차 본
여차례 실무교섭, 4 : 4
교섭, 6차 실무교섭, 4
․ 교육부장관, 교육감 농
집중교섭(10. 4〜), 7차
차 중앙노동위원회 조
성장 면담 후(서울, 부
보충교섭(10. 30〜)
정
산, 경남, 광주 등) 교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섭재개

시도별 요구안 의제 중
공통사항
① 기본급, ② 근속수당
(가산급), ③ 정기상여금,
④ 명절휴가비, ⑤ 맞춤
형복지비

광주교육청

기본급(2020년 포함), 근
속수당, 복리후생수당 차
별해소, 공정임금 협의기
구, 강사․특수운영직군 차
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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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의 계속
2017

2018

2019

주요
투쟁

․ 6월 청와대 100인 집
․ 6. 30, 11. 10 2차례
․ 6. 29〜30 2만 총파업,
단삭발
총궐기투쟁
․ 7. 3〜5 공공부문 비
․ 추석연휴 15일 단식
․ 중앙노동위원회, 부산
투쟁과 집단삭발
정규직 공동파업
교육청 농성
․ 10월 15일간 집단단식
․ 10.25〜26 2차 총파업
․ 지부별 직종 투쟁 전
예고
농성
면화
․ 10.17 2차 총파업 예고

교섭
타결

2차 총파업 이틀 전
특별 교섭 재개와 2차 총
10. 15 최종 합의/교육부
파업 유보 후 10. 27 최종 11.15 중노위 조정 합의
장관, 서울교육감 청와대
합의
농성장 간담회

주요
합의

① 기본급 : 2019년 1.8%
인상, 교통비 10만 원
으로 인상 후 기본급
산입(10월부터)/2020
년(1유형 2,023천 원,
1,823천 원)
② 근속수당 : 2019년(3만
① 근속수당 2,500원 인
4천 원), 2020년(3만 5
① 근속수당 3만 원 도입,
상
천 원)
② 임금산정 시간 243시 ② 상여금 연 30만 원
③ 맞춤형복지비: 최소 50
간 → 209시간 변경
③ 유효기간 통일 : 2019
만원
년 6월 30일
④ 유효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⑤ 범정부 협의회를 구
성하여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⑥ 보충교섭 직종 처우
개선

자료 : 학교비정규직노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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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지난 40년간 영국의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에서 사용자 대표
제도의 공식 구조는 점점 더 파편화되었다. 이는 단체교섭의 패턴이 1970
년대 후반부터 다수 사용자 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 이하 MEB)
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었음을 반영한다. 다수 사용
자 교섭은 기업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 행해진다. 다수 사용자 교섭이 계
속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단체협약의 세부 사항을 적용하고 준수 현황을
감시하는 데 사업장과 단위별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 장의 제2절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사용자 대표제도와 관련
한 주요 변화와 다수 사용자 교섭 방식의 쇠퇴에 대해 다룬다. 한 가지 유
의할 점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사용자단체(Employers’ Associations,
이하 EAs)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용문제
에서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단체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절에서는 오늘날 사용자단체의 역할
과 활동에 대한 최신 연구 프로젝트인 Gooberman 외(2020)의 결과를 요
약한다. 제4절에서는 집중화된 다수 사용자 교섭의 쇠퇴가 특히 노동조합
조직이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 노동조건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다량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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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검토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다수 사용자 교섭 방식을 통해 영국의
노동시장을 재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을 다룰 것이다. 이는 2019년 영국 총선 당시 노동당이 제안했던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성인을 위한 시설 돌봄을 비롯한 일부 산업
부문에서 겪고 있는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가 시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다수 사용자 교섭을 재구축하는 데 상당한 도전과 장애물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고용
관계에서 집단적 이해 대변 제도의 구조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려는 정치적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도 경제․사회적 위기의 순간에 집단적 고용
규제(collective employment regulation)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다른 지역과 대비를 이
루는 매우 흥미로운 곳으로,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적어도 몇몇 산업
부문에서 다수 사용자 교섭 방식을 재도입하려는 추진력이 더 증대될 가
능성이 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 지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경제가 더 집중화되어 있다는 점, 일부 산
업 부문에 기존의 집단적인 사용자 대표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집단적 규제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제2절 영국의 집단적 사용자 대표 제도의 간략한 역사

이 절에서는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 부문별 단체교섭의 쇠퇴
및 이후 사용자단체(EA)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의 사용자
대표 제도의 역사를 설명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된 장기
간의 경제 성장기에 영국은 특히 당시 고용의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했던
제조업에서 비교적 강력한 다차원의 단체교섭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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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수준, 기
업 수준, 산업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별 교
섭은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용자단체들에 의해 실시되었
다. 노동조합 측면에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심한 파벌 대립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종종 특정 산업이나 기업으로 교섭 단위를 한정 짓는 경
우도 있었다. 이후 노동조합 간의 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지저분하고 복
잡한 유산을 남기게 됐으며 많은 산업 부문에서 다수 사용자 교섭의 정당
성과 적용 범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영국 정부는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
완전 고용 및 복지국가 확대라는 목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좌파인 노동당과 우파인 보수당 모두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목
표들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이 문제라고 여겨
지기보다는 소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되었다(Karlson and
Linderg, 2012). 다수 사용자 교섭은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조
건(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 등)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조건
들은 종종 기업 수준에서 개선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핵심 영역에서 노동
조합의 대표성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 작업 현장별(주로 특정 근로자 집
단이나 숙련 부문에 해당) 임금교섭으로 이어졌고 이는 보통 산업 부문별
수준에서 합의된 근로조건을 한층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자
동차 제조와 같은 부문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근로조건 개선 정도가 상당
히 큰 편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 이러한 지역별 교섭의 인플레이션 압
력은 국제 석유 위기의 여파와 결합하여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더 나아
가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노동당은 교섭
구조 개혁 시도를 통해 지역 차원 교섭 당사자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다.
이러한 개혁 노력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지역 차원의 분
쟁이나 파업, 지역 노동자 대표들의 권한 증대는 1970년대 말까지 노동시
장의 폭넓은 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인플레이션 급등은 부분
적으로는 ‘노사관계 문제(industrial relations problem)’에 의해 발생했다
고 볼 수 있다. 많은 저자들은 1970년대의 석유 위기가 가격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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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훨씬 더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조 부문의 많은 작업
현장별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사용자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흡수
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거릿 대처가 고용관계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우며 새로운 보수당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대처 정부는 1980년대와 1990
년대 초까지 노동조합 대표성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했다. 일련
의 의회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한층 더 엄격해졌
으며, 석탄 채굴 및 신문 인쇄 부문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에 관여한 핵심
사용자에게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에게 ‘경영권’, 즉 기업 경영
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할 권리를 재확립해 주었다. 또한 경쟁
이 치열해진 국내 및 국제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는 기업 차원의 고용 결
정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인쇄 부문의 일부 사용자들은 기존 노조(들)
에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며 그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했다. 어떤 사용자
들은 (잠재적) 경쟁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자신들 기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업별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다수 사용자 교섭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관련 노동조합과 거래
할 이유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사용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압력으로 인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다수 사용자
교섭은 크게 감소했다. 영국에서는 단체협약을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요
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자료 수집을
위한 좋은 출발점은 1980년부터 가장 최근에는 2011년까지 6차례 진행된
사업장 고용관계 조사(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 : WERS)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다수
사용자 교섭에 참여한 25명 이상 고용 사업장 비중이 1980년에 18%였으
나 1990년에는 9%, 그리고 이후에는 2～3%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 다
수 사용자 교섭의 감소에 더해, 이러한 급격한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1990년대 초 250만 명 이상의 근로자(전체 노동 인력의 약 10%)에게 영
향을 주었던 임금위원회(Wage Council)의 폐지였다. 임금위원회란 노동
조합 대표성이 약하고 임금 측면에서 하향 경쟁의 실질적 가능성이 보이
는 산업 부문에 대해 최저임금 및 조건을 설정해 주었던 양자 법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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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리킨다(영국의 다수 사용자 교섭 약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Emery,
2015 참조).
다수 사용자 교섭 방식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입수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는 2004년 데이터(Brown et al.,
2009)인데, 그 시점에 공공부문 사업장의 43%가 다수 사용자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았으며, 민간부문의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200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다수 사용자 협약이 폐지되거나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되었
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2020년의 데이터도 유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데 특히 중요
한 세 가지 분야는 보건, 교육, 대학이다. 이들은 영국에서 행해진 다수
사용자 교섭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며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제도 둘
다 잘 조직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일부 분야는 임금심
의기구(Pay Review Bodies : PRB)가 일부 고용 조건을 규제한다. 임금심
의기구는 일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임
명된 전문가 패널로서, 사용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보
통 1년에 한 번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권고한다. 이 기구들은 1980년대에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의 대안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권고한 인상률은
거의 모든 경우 집권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최근
의 긴축재정 기간 동안, 정부가 임금심의기구의 권고를 거부하고 일방적
으로 다른 (더 낮은) 인상률을 부여한 소수의 주목할 만한 사례들도 있었
다. 위에 언급한 산업 부문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계속해서 사용자단체
를 통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
보건 부문은 보건정책과 함께 관리가 영국의 4개국, 즉 잉글랜드, 스코
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로 위임된다. 각국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접
근 방식이 모두 다르며, 잉글랜드를 벗어나면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파
트너십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는 편이다. 이는 주로 위임받은 당국을 관
할하는 각기 다른 정당의 견해를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직업
군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많은 협약을 통해 보건 부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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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친 집단적 고용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여전히 강력한 힘
이 실리는 편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협약 내용을 교섭하고,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며, 다수 사용자 교섭에 포함되는 직업군 밖에 있는 근
로자들을 대표한다.
적어도 정책에서만큼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중요한 사례는 교육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통해, 부문별 협약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했던 것이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카데미 학교
(Academy school)’이다. 흥미롭게도 아카데미 학교가 부문별 협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를 가지고 설립되었음에도, 그들 중 다수는
(아마 대부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합의된 조건을 따르고 있다. 이는 교
육 직업 전반에 걸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표준화된 또는 적어도 상대
적으로 표준화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산업 부문의 규범
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사가 부족한 과목
이나 직원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한 사례가 있지만, 아카데미 학교가 부문별 협약에서 이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다. 고등 교육 부문은 재정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다수 사용자 교섭을 유지해 온 흥미로운 사례이다. 지난 10
년간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영국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이 크
게 감소하여 고등 교육을 공적 기금 지원 분야로 분류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 많은 영국 대학의 “준공공부문” 지위는 다수 사용자 교섭에 흥미로
운 도전 과제를 안겨 주었으며, 사용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정도는 덜하지
만) 모두가 이를 지속해야 하는 근거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용자 교섭은 특히 임금 및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밖의 근로
조건은 기본 협약(framework agreements)과 포괄적인 사업계획서에서
다루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그 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다수 사용자 협약이 어느
분야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섬유, 가구, 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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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먼트, 토목 공학 분야에서 여전히 기본 협약에 대한 폭넓은 다수 사용
자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 분야들은 해당 접근 방식을 통해
일부 근로조건을 규제해 온 이력이 있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수 사용자
교섭의 지속성을 설명할 만한 공통점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이들 분야에는 소규모 사용자 또는 하도급 계약이 많아
대규모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
다. 언급된 부문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다수 사용자 교섭을 계속 옹호하는
조직화 및 이익 대변 관행을 개발하고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각 부문에서 다수 사용자 교섭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구체적인
역사와 배경은 다 다르며 본 보고서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
이 있는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1945년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영국은 근로조건의 기본 틀
을 설정하는 비교적 강력한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
완적으로 기업별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기업별 교섭은 종종 임금을 상당
히 인상시켰고 많은 경우 1970년대 발생한 노동쟁의의 근본 원인이 되었
다. 노사관계 관련 법규정의 변화, 특히 1980〜90년대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및 효과적인 파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행된 일련의 법률은 단체
교섭이 규제 메커니즘으로서 발휘하는 효과를 제한했다. 이에 더해, 단체
교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기업 수준의 교섭으로 재편하려는 사용자들
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결합하면서, 다수 사용자 교섭은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다수 사용자 교섭은 현재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에만
남아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부문에서는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
수 사용자 교섭이 놀랍게도 견고한 상태이며 이 부문의 고용구조를 형성
하는 ‘공공부문 규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다수 사용자 교섭 및 고용 규제의 이러한 쇠퇴는 전통적으로 사용자단체
(EAs)로 일컬어져 온 사용자 대표 단체의 존폐 위기를 가져왔다. Gooberman
et al.(2020: 229)은 최근 영국의 사용자 대표 단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체를 “사용자로서 기업의 역할에 초점
을 맞추고, 노동과 고용관계 및 인적자원관리(HRM)와 관련된 이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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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대표 단체(representative bodies)로 정의한다112). 이것은 흥미로
우면서도 중요한 정의인데,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 제품 품질 표준 등
에 초점을 맞추는 대표 단체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뜻이며, 두 번째로 사
용자가 집단적으로 발하는 목소리의 역할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
래 3절에서 이러한 대표 단체가 오늘날 수행하는 기능과 그들이 어떻게
노동과 고용 및 인적자원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제3절 영국에서 사용자단체의 현대적 역할 :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The Contemporary Role of Employer
Associations in the UK : A Contested Landscape)

이 절에서는 현대 고용 규제하에서 사용자단체의 변화된 구조와 목적
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사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자문 역할의 확장과 다
양한 활동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
쟁 심화를 강조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민간부문에서 다수 사용자 교
섭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단체의 역할은 근본적
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이 분야 연구는 거의 전적
으로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사용자단체에 집중되었다. 그
러나 위에서 언급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용자 대표 단체는 크게 변화했
고 그들의 역할과 목적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 분야에서 가장 최신이면서 중요한 연구는, 사용자 대표 단체의 변화
하는 형태와 목적을 매핑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Gooberman et al.
(2020)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출처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인적자
1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y define Employers’ Organisations as representative
bodies that “focus on the role of businesses as employers and are concerned
with issues linked to work, employment relation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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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영국의 사용자단체 유형 분류 체계
노동 및
사용자단체
주된 기능 핵심교섭대상 고용관계에서의
유형
역할

% of
EOs

단체협약 교섭, 중 노동조합 세력 견제,
재절차
사업장 갈등 해소

13%

노동법 형성, 서비 정부(들)에 영향력
스 제공
행사

56%

대상 근로자의 근무
노동 표준 수립, 성
조건 및 성과 개선;
공 사례 및 적극적
법적 위험 방지; 회
참여 장려
원사 평판 제고

3%

자원 풀링(pooling
상업 서비스
resources) 및 회비
업체
인사관리 서비스 제
서비스제공
징수를 통해 효율
(Commercial 공, 법적 자문
적인 방식으로 서
service firms)
비스 제공

28%

교섭

단체교섭

로비

정치적 이익
정부
대변

노동조합

표준 설정
노동 표준 정
비정부기구
(Standard
의 및 시행
setting)

서비스

단체형성 동기

자료 : Gooberman et al.(2020: 235).

원관리, 고용관계, 노동 및 일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447개의 사용자단
체를 파악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표 단체가 이러한 활
동에 참여해야 하고 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역할을 대행하는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비 납부 요건이 있어야 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공
식 출처를 사용하여, 위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2015년 영국에서 운영 중이
던 모든 단체의 목록을 작성했다. 그런 다음 위에 재현한 것처럼 영국의
사용자단체 유형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분류 체계는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므로, <표 4-1>에 전체를 재현했으며 감
사의 인사를 전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용자단체의 13%, 즉 447
개 단체 중 59개만이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
이다. 더욱 유의할 만한 점은 이 범주 안에 있는 공공부문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이 특히 높다는 점이며, 이는 다수 사용자 교섭이 공공부문에서 지
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수 사용자 교섭이 진행되는 부문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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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폭넓은 문제에 대해 노동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또한 해당 부문
또는 산업에 속한 사용자들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며, 공공 TF, 위원회 및
이와 유사한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 사용자 교섭이, 또한 교
섭을 핵심 역할로 수행하는 사용자단체의 활동이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기준
에 대해 교섭을 한 사례들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공연 예술, 음
악 등과 관련해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가 교섭을 한 바 있다.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사용자단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
문에, Gooberman et al.(2020)에서 파악한 다른 세 가지 역할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로비 활동이다. 이 유형은 영국에서 가장 일반
적인 형태의 사용자단체이며,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이들의 목표는 영
국 수준의 중앙정부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된 당국을
설득하여 특정 산업 부문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고용 정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Gooberman et al.(2020: 239)은 환대산업 사용자의 이
익을 증진하는 영국 환대 협회(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를 예로
언급했다. 또 다른 예는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
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정책 제안과 로비 활동이 핵심 역할이다. 이들
은 종종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면밀히 조사하는 의회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확립된 단체들 중에는 영국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 CBI), 중소기업연맹(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 FSB), 경영인협회(Institute of Directors : IoD)가 포함
된다. 영국 상공회의소(BCC)와 더불어 이 단체들은 ‘유력 단체(big hitters)’
로 간주되며, 저자의 연구에 등장하는 다수의 정책 입안자들에 따르면 공
무원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 단체들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고 한다. 회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산업 부문별 대표 단체들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널리 퍼져 있다. 많은 산업 부문은 정책 결정이나 미디어 토
론과 같이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해당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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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로비 단체가 정책 및 법률 입안 과정에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럽연합(EU) 법은 초국가적 지침을 국내법으로 변
환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허용한다. 1990년대 후반 이전에, 영국
이 선호한 메커니즘은 의회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2010
년 노동당 정부가 그 접근 방식을 변경한 결과, 특히 노동 및 고용 분야에
서 사회적 파트너(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단체)가 합의한 협약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열렸다. 이러한 이익 대변 단체들이 공식적이고 분명한
대표성이나 정당성이 부족하여 이 접근 방식에 몇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
기는 했으나, 많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용되는 접근 방식에 따라 이 옵
션이 사회적 파트너 간 합의를 구축하는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주
장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새로 개발된 사회적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활
용해 여러 중요한 EU 지침이 영국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예를 들면 노동
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의
도는, 사회적 파트너 간의 토론과 교섭(당시에는 ‘사회적 파트너십’이라고
부름)을 촉진하는 공식 및 비공식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더욱 강력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 대표 단체의 합법적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를 드러냈다. 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은 여러 노동조합과 영국노총
(Trade Union Congress : TUC)에 의해 비교적 잘 조직되고 구조화되어
있다. 모든 노동조합이 영국노총에 가맹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는 가맹조직이며,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주로 의료 서비스 전문가 노동조
합)은 특정 산업 부문의 대표 및 교섭구조에 잘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사
용자의 상황은 다르다. Gooberman et al.(2020)이 477개 사용자단체를 네
가지 주요 역할로 구분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
는 지형이 복잡하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각 단체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교
섭 대상자 및 기타 대표자들이 모두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의문들이 종종 제기된다. 영국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가
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단체는 영국산업연합(CBI)이다. 실제로 1990년대
에 영국산업연합은 사회적 파트너십 논의에서 이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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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하지만 독일의 사용자단체연합(Bunde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 BDA) 또는 이탈리아의 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
에서 볼 수 있는 회원사와 사용자단체 간 체계적인 관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의 뒷부분에서는 사용자 대표제도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이러한 긴장이 정책 입안자와 사용자 자신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Gooberman et al.(2020)이 제시한 두 번째 역할은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이다. 전체 사용자단체의 3%만이 이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들 중
몇몇 단체는 규모가 매우 크므로 주목할 만하다. 표준 설정을 목적으로 하
는 사용자단체는 고용 및 인적자원 관리의 모범이 되는 표준 개발에 초점
을 맞추며, 회원사들이 특정 분야에서 관련된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장애 포럼(Business Disability
Forum)은 장애인 근로자들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더 나은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자선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주체들과 협력한다. 장애인들을 위
한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업체와도 협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캠페인 그리고 관심 분야에서 주요 정책 및 법적 개선을 실현하
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의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 제공자이다. 이들은 영국에서 사
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28%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상업 서비스 회사
와 협력하여 법률 서비스, 인적 관리 자문 서비스 등을 회원사들이 공동
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한다. 이들은 다수 사용자 교섭이 쇠퇴한 후로
사용자단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지만, 고
용 관계의 집단적 규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보고서와 관련성이 크
지 않다.
Gooberman과 동료들이 수행한 매핑 작업은 다수 사용자 교섭에 참여
하는 이들이 매우 적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사용자 대표 단체의 현대적 역
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유형 체계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단체들
의 변화하는 정책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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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용 규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대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사용자들이 집단
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본 보고서에서는 나중에 숙련 정책
및 직업 훈련의 예를 언급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지 또한 어
떤 단체가 대표성의 정당성을 부여받을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뜻한다.

제4절 중앙 집중화 단체교섭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의 상관 관계

이 절에서는 불평등의 심화와, 중앙 집중화된 다수 사용자 교섭의 쇠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중
요한 점은, 고용 규제의 탈집단화가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여겨
지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증거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득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분
명 불리한 점도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자가 최근 진행한 연
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대표 제도가 점점 분화됨에 따라 직업 교육 훈
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VET)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어
려움이 초래됐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섹션의 두 번째 부분에서
는 영국에서 사용자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어떤 주목할 만
한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국가는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불평등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Gustafsson and Johansson, 1999). 이
러한 불평등 감소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동조합 교섭이 소득 분배의 하위
사분위수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Card et
al., 2004).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영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
은 편이다. 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에 빠르게 증가했으며, 노동조합에 대
한 국가 주도의 공격,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감소, 특히 다수 사용자 교섭
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불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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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기간이 이어졌다. 그
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자산 불평등이 감소했는데, 주택
시장의 붕괴로 인해 부유층 가구와 개인의 주택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
문이다(자세한 설명은 Kennedy, 2018 참조). 주택 시장의 반등 이후 불평
등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의 임
금 상승률로 인한 것이다.
임금 불평등만 놓고 보면 좀 더 단순한 그림이 나온다. 임금 불평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심화되었다.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 소
득에서 임금의 비율은 74.1%에서 66.8%로 떨어졌다(Kennedy, 2018). 이
시기는 노동조합의 영향력 및 단체교섭의 범위가 축소한 시기와 거의 정
확히 일치했다. Guschanski와 Onaran(2018)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감소가
영국에서 노동 소득 비중 감소의 절반 이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다른
요인(자동화, 세계적인 노동력 이동의 증가 등)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집단적 노동 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이
러한 추세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불평등 확대를
분석할 때 임금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수 사용자 교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자 간의 임금을 비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mery
(2015)에 따르면, 다수 사용자 교섭은 1) 최저 임금률 설정, 2) 최저 수입
기대치 설정, 3) 평균 수입 기대치 설정, 4) 기업 수준에서 제공 가능한
더 높은 임금 범위에 대한 기본 틀 설정, 5) 사용자 간 다른 임금체계 조
율, 6) 평등에 초점을 맞춰 특정 집단 비교(예: 남성 및 여성 근로자 간)
등에 중점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영국은 다수 사용자 협약을 통해 이러
한 다양한 유형의 합의를 다뤄 온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협약들은 모두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데, 바로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들 내에서 또는 사용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다.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막는 단체교섭의 이러한 기능은, 1999년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도입과 함께 명시적으로 인정되었
다. 노동당 정부는 단체교섭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일방주의가
임금을 감소시켰으며 따라서 국가가 임금 수준에 대한 법정 한도를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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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런던과 같이 비싼 지역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실질 생활 임금(Voluntary Living
Wage)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좀 더 최근인 2010년대 후반에도 보수당
정부는 법정 최저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활 임
금의 개념을 활용했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이래로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
하한선을 보장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됐다.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이러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때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임금
을 설정하는데, 이는 교섭 범위가 대부분 공공부문의 전문직(의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영국의 노동시장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
동조합이 없는 산업 부문, 그중에서도 영국 일자리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매업과 환대업과 같은 부문의 임금결정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부문은 고용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최근 수십 년 동
안 눈에 띄게 성장했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를 분석할
때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의 일자리 종사자들은 대부분 국
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또한 두 부문
모두 불균형적인 근로자 구성을 보이는데, 대부분 청년이고 시간제로 일
하며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예: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영시간 또
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편이다. 게다
가 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속해 있거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가능
성이 낮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환대업의 경우 약 5%, 소매업은 약 11%이
며, 단체협약 적용 범위는 환대업이 4%, 소매업이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두 부문은 영국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
고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과 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규정하여 추론
해서는 안 된다. 이 산업 부문에는 유연성이 높은 근로계약을 맺은 청년
근로자들이 많은데, 부분적으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임금
상향 압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이 거의 없는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방향의 논리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산업 부문은, 청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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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이 높으며 노동조합을 만드는 옵션보다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옵션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
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은 위험 부담
이 크고 자원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Simms et al., 2013). 소규모
사업장이 여러 개 있고 근로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교대 근무 패턴을 따
르며 시간제로 일하면서 업무 외의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수익률이 보통 낮은 산업 부문에서는 효과적인 노조 조직화 전략에 대한
장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집단 고용 규제를 보완
하고 강화할 만한 더 폭넓은 체제가 없으면 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어
렵다.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조합이 실제로 자
원과 활동을 핵심 이슈들과 사용자들에게 집중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
기는 하지만, 어떤 산업 부문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
운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관심은 다수 사용자 교섭이 이러
한 산업 부문들과 그 외의 부문들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는지의 여부로 돌아왔다.
이 보고서에서 새로운 정책 대응 몇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다수 사용
자 단체교섭의 쇠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중앙 집권화된 다수 사용자 교섭의 쇠퇴와 관련해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의 대부분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불평등에 초래한 부정적
인 결과를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예: Brown et
al., 2008), 여러 유형의 단체교섭 제도와 좋은 고용 성과 간 관계의 복잡
성 심화에 대한 관심(Garnero, 2020)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
가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처럼 고도로 위임된 구조가 사용자 자신에
게 초래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직업교육훈련(VET)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정책이 사용자를 정책 결정의 중심
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용자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구조
가 부족하여 명확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고 견습제도와 같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2011년부터 영국 정부 정
책은 ‘사용자의 기술 소유(Employer Ownership of Skills)’라는 제목하에
사용자가 직업교육훈련 정책 개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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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관련 산업 부문 및 직종의 사용자 집단이 견습제
도의 훈련 표준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설정 집단은 관
련 산업 부문 또는 직종 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을 포함해야
하며, 소기업과 대기업 사용자를 모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가 관련 프로세스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영국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용자
의 참여가 고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되기 시작
했다.
대체로 이 집단들은 그 기능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참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략 및 운영 관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결
정을 내리고, 견습제도가 종종 사용주의 필요와 상관없이 설계되며, 이러
한 괴리가 일부 사용자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놀랄 만한 사
실은, 기업의 대표자가 이러한 집단에 속해 활동한 경우에도 그 기업 내
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 연구에서 분명해진 것은 이해
대변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파편화되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으로든 하향으로든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성 확보와 정보 확산의 어려움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와 같은 이해 대변 조직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며, 정치 및 고용관
계 이론에서 잘 개념화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용자들에게는 단지 이
해 대변의 효과적인 표출에 한계가 있음이 관찰된 것을 넘어, 그러한 이
해관계를 표출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
한 단체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표될지, 어떤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어떻게 교섭할지, 또한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다시 관련 있는
사용자 집단으로 전달할지 등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구조와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대표성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용자 대표 제도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단체교섭, 특히
다수 사용자 교섭의 급속하고도 심각한 쇠퇴로 인해 영국의 임금 불평등
이 심화되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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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사용자 대
표 단체의 활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용자가 개별적
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직업교육훈련
의 표준 설정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 정당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개된 상황으로 인해 영
국에서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의 정당성이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훼
손되어, 사용자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슈들에서도 행동할 능력
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제5절 변화를 위한 제안 : 산업 부문별 교섭을 위한 기회?

본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2019년 노동당 선언문에서 제안한 산
업 부문별 단체교섭 제안을 포함하여 영국에서 좀 더 중앙 집권화된 형태
의 단체교섭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살펴본다. 이 섹션은
또한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를 재건하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받은 당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시한다. 다수 사용자 교섭의 현저한 감소와 사용자, 근로자 및 사회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관련된 난제들을 고려할 때, 일부 집단이 사업장 및
기업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특정 형태의 단체교섭 방식을 재개발할 가
능성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노동당의 2019년 총선 선언문에 담긴
제안이었다. 그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산업 부문별로 최저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부문의 모든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단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 부문별
단체교섭은 임금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좋은
사용자가 나쁜 사용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막을 것이다.”(노동
당 2019년). 노동당이 당시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고 선언문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주목을 받았고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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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느 정도 얻었다.
산업 부문별 교섭에 대한 제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태를 갖게 되었을지 알기 어렵지만, 고용연구소(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IER)는 이 분야에서 노동당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대
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정책에 대해 다양한 출판물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단체교섭 위원회
(Bargaining Councils)를 설립하되, 성인 사회복지 분야처럼 임금이나 근
로조건이 가장 낮은 부문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고용연구소의 제안에
는 임금, 견습제도, 분쟁 해결 프로세스와 같은 여러 문제를 다루는 양자
대표(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제도를 구상했다. 그러한 제안이 실제
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없지만 그 근거는 분명한
데, 바로 산업 부문별 교섭이 더욱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고용권을
집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고용연구
소의 제안과 노동당 선언문은 둘 다 영국의 고용 환경에 대한 훨씬 더 광
범위한 변화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부처로서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재설립, 경제 및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삼자(사용자, 근로자,
국가) 국가 포럼 발족,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강화된 권리, 노동 기준
집행을 위한 더 효과적인 메커니즘 및 노동 기준 위반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등이 포함되었다.
제안된 내용은 영국의 고용 규정을 포괄적으로 재상상한 결과물이었
다. 흥미롭게도 그 제안은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없거나 또는 많지
도 않았다. 미디어 토론에서 훨씬 더 많은 논란이 된 주제는 근로자 주주
제 장려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상
대적으로 단체교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
수당 쪽으로 표를 유도한 중요한 정책 분야는 고용 노동 문제와 멀리 떨
어진 브렉시트와 이민 관련 정책이었다. 결국 보수당은 의회 다수를 차지
하며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노동당은 정책 입장을 재평가하게 되
었다. 2019년 선언문은 노동당의 공식 입장으로 남아 있지만, 새로운 지
도자인 키어 스타머 경(Sir Keir Starmer)은 고용과 대부분의 다른 분야
에서 정책 검토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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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거 이후 전 세계 상황은 변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압력은 정책 입안 시 더욱 광범위한 정책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
성을 부각시켰다. 영국은 봉쇄 조치로 인해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용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정부 보조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잉글
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영국 차원의 영국노총
(TUC)의 명확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히 개발되었다. 영국노총은 이 제
도의 주요 측면에 대해 기여한 점과 자영업자에게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것은 보수당 정부가 역사
적으로 정책 개발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데 개방적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
용자로부터 상당한 로비 활동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데, 예를 들어 이번
위기에서 큰 타격을 입은 환대업의 개별적인 사용자들로부터도, 또한 영
국산업연합(CBI)과 같은 사용자 대표 단체로부터도 그러한 활동이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로비 활동 자체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경우(‘behind closed
doors’ nature)가 많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는 파악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산업 부문별 교섭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에는 보건,
경제 및 사회 문제를 관할하는 별도의 의회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19 위기 초반에 스코틀랜드 의회의 노동당
의원 중 한 명인 닐 핀들레이(Neil Findlay)는 비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는
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시설 돌봄 부문에서 국가(스코틀랜드) 차
원의 단체교섭 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제안은 거부되었지
만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최대 규모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유니손
(Unison)의 지지를 받았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
은, 2020년 5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심의된 긴급 코로나 바이러스(스코
틀랜드) 제2법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영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역시 노인 환자를 위한 성인 돌봄 시설에 코로나19가 침투하
여 내부적으로 전파되는 문제를 겪었다. 일각에서는 열악한 고용 조건으
로 인해 직원이 아플 때에도 상병수당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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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는 대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듯 전염병 확산
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특히 개인 소유의 돌봄 시설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근로조건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국가 차원의 집단 교섭은
비상 조치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해당 부문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공개적인 조
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단체교섭 이슈는 물론 소유권
구조나 공적 부문의 감독 등의 이슈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서 그러한 조사 및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매우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의 일부 지역과 일부 부문에서 산업 부문별 교섭의 기회
를 고려하라는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명 정부를 대상으
로 또한 미래에 구성될지 모르는 단체교섭 구조 내에서 사용자들의 이해
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스코틀랜
드의 사용자 대표 제도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나머지 지역보다 더 발전되
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 시설 부문의 경우 “스코티시
케어(Scottish Care)”는 독립 돌봄 시설 사용자의 약 80%를 대표한다. 이
단체는 노동정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정책 담당자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스코틀랜드 의회 및 스코틀랜드 정부와 협력하는 일에
투자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부문에서 사용자단체의 합법적 대표성에 대
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웨일스의 상황은 약간 다르면서도 유사하다. 웨일스 정부는 스코틀랜
드에 비해 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덜 위임받았지만, 그럼에도 현 임기
동안 사회적 파트너십 법(Social Partnership Act)을 도입하려는 강한 의
지를 가지고 있다. 2020년 초에 웨일스에서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법적 근
거를 만들기 위한 입법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공정 근로 이슈를 다룰 것이며, 협의 과정에서 법적 사회적 파트너십 협
의회를 설립하고 공공기관에 사회적 파트너십 담당자를 마련하며 공정
근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입법 절차는 여
전히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 경제적 위기 때문에 추진력
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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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북아일랜드 참여 포럼(Northern Ireland Engagement Forum)이 존
재한다. 이 포럼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명시적인 포럼이며 사용자 대표, 노
동조합, 북아일랜드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for Northern
Ireland), 그리고 노동 관계국(Labour Relations Agency)과 같은 정부 기
관이 참여한다. 영국의 다른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코로
나19 위기는 고용유지 계획, 일터에서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같은 비상조
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일하려는 강력한 계
기로 작용했다.
중요한 점은 영국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대
화, 사회적 파트너십, 단체교섭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의제를 추진해 왔다
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포럼과 계획은 집단적인 사용자 대표 구조를 필
요로 한다. 영국 전체 수준의 제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덜 발전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리
적 영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련이 있다. 영국 전체의 정부를 통제하
는 보수당은 일반적으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집단적 이해 대변 제도를
공식화하는 데 관심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각 지역의 위임받은 당국은 서
로 다른 정당의 관할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당들은 공식화된
집단적 고용 규제 구조를 마련하는 데 더 개방적인 편이다. 그러나 이것
은 단순히 정당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스코틀랜드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
서, 모든 정당이 일관되게 지적한 점은 스코틀랜드가 총인구 약 550만 명
에, 생산 연령 인구 약 350만 명(영국 전체로는 3,000만 명)이라는 작은
나라라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중앙 벨트(Central Belt)’라는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경제활동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덕분에 경제 및 사회 정책 결정에서 좀 더
공식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가 집단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모
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임받은 당국들이 고용 및 노동에 대한 집
단적 이해 대변에 정치적으로 더 공감하는 입장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영국 전체 수준에 비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사용자를 대
표하는 집단적 목소리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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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보다 공식화된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파트
너십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 및 개발에 대한 압력도 매우 큰 편
이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이 영국 전체 수준의 제도와 논의에 영향을 미
칠지 여부는 아직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제6절 결 론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용자 대표 제도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
동 영역에서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이 높다. 1979년 선거를 통해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선출되기 전에, 영국의 1945년 이후
노사관계는 부문별 및 산업별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으로 복잡하게 뒤섞
여 있었으며, 노동조합 조직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장들은 임금위원회(Wage
Councils)와 같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빈틈을 메우고 있었다. 이 기간
중 사용자단체 가입은 의무적이지는 않았지만, 단체교섭이나 임금위원회
의견 개진, 협약 이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시장 전역에
서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9년 이후로 고용관계의 집단적 기반은 여러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
단체교섭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로자가 목소
리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정치적 프레임 등이 있었다. 1979년부터
1997년의 보수당 정부 기간 동안 단체교섭 범위 전체가, 그중에서도 다수
사용자 교섭이 민간부문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동일 산업 부문에 속
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근거가 약화됐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용자단체의 형태와 목적 자체에 대한 존폐 위기
가 닥쳤다. 1997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공식화된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일
환으로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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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대표 단체의 형태와 기
능이 변경되었다. Gooberman et al.(2020)은 2015년경 사용자단체 유형을
네 가지로 확인했는데, 1) 교섭 단체, 2) 로비 단체, 3) 표준 설정 단체, 4)
서비스 제공 단체로 분류했다. 현재는 소수(13%)만이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로 활동한다. 이러한 교섭 단체가 대체로 다수
사용자 교섭이 유지되어 온 공공부문 및 준공공부문에 존재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쇠퇴, 특히 다수 사용자 교섭의 감소는 영국의 불
평등 증가, 그중에서도 임금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국가
최저임금과 같은 최저 노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임금위원회와 다수 사용
자 교섭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완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제 변화는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환대업, 소매
업, 사회복지 및 개인 서비스(미용 및 유사 분야) 등의 부문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부문에 널리 퍼진 근로조건의 악화는(유연성이 매
우 높은 근로계약 사용, 추가 보너스 폐지, 낮은 수준의 훈련 등과 같은
이슈에서 드러남) 이러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일부 재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정치적인 관심을 다시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
우 초기 단계에 있어 보고할 만한 세부 사항이 거의 없지만 논의 방향의
전환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시장의 저임금층에 놓인 노동을 재규제하려는 시도에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수
반되어야 한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입안 과정에
서 집단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영역(구체적으로는,
숙련 개발 및 훈련 정책)에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집단적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용자단
체와 같은 조직의 재출현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 것 같으
므로 아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코로나19 조치 및 브렉시트가 고용에 미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정책 결정에 좀 더 한목소리로 조율
된 대응을 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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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받은 당국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영
국 전체 수준의 사용자 목소리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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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사용자단체의 결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첫째, 노조의 요구에 따라, 둘
째, 정부 정책에 참여 개입하기 위해, 셋째, 산업 경쟁 시스템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결정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이창근 외, 2019;
전인․서인덕, 2009; 김영두․노광표, 2005).
그렇다면 ‘한국에선 왜 산업 수준에서 사용자단체의 결성이 더디고 늦
나’라는 질문에 대해,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억압적인 노동체계에 따라 노
조의 발달이 더디었고 국제적으로 최하위층으로 분류되는 노조 가입률,
기업별 중심의 노사관계 특징이 지적되고, 산업정책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형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방과 참여가 늦었기 때문이
라는 설명이 존재한다. 시장 조절의 측면에서도 보호무역, 산업육성 등
정부가 직접 시장 조정 역할을 주도하여 자율적 시장 경쟁 조절 체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위의 조건들이 정부 정책의 변화,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도 다수 산업에서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원인에 대해 제도적인 특
징이 주목받고 있다. 즉, 사용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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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할 제도적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그 방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이후 확장되어 적용될 협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사용자가 교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가 된다
는 점이다(조성재, 2018).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해선 단체협약에 서명
한 노․사 단체들의 높은 대표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소수 적용 협약을
다수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협약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노조 대표성이 낮은 협약적용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례는 노조의 대표성이란 언제나
가입한 조합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적용률에는 노조뿐만 아
니라 사용자단체의 조직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일러줬다(손
영우, 2014; 조성재, 2018). 이와 같은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사단체 대표성
제도와 이에 근거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사용자단체에 대한 대표성 측정과 이것이 단체협
약 체결 및 협약의 효력확장 과정에서 보여주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즉, 그래서 프랑스의 사용자단체 조직률은 얼마나 되는데?,
혹은 만약 노조 조직률이 낮음에도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높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추측만 있을 뿐, 설명이 부족했다.113)
더욱이 프랑스의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
았다. 단지, 프랑스의 업종협약(조용만, 2008), 금속, 금융, 보건 등 주요 산
업에서의 노사관계(은수미․박제성, 2009)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자단체의
단면이 조명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 미비
는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Offerlé, 2009: 3).
때마침 2014년 3월 ‘직업훈련, 고용 및 사회적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과
2016년 8월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114)을 통해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기준을 정하고, 2017년 6월 노동부
1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7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용자단체 조직률은
70%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분명한 성
찰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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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준에 따라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측정하여 발표했다. 사용자단체
의 대표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처럼 전통과 관행에 따라
노사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법규
를 통해 단체의 가맹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을 도입했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기준 변경은 프랑스의 노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성
장․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2014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6년 한 차례 개정된 사용
자단체 대표성 제도 개혁에 대한 소개를 통해, 프랑스 단체협약효력확장
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
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 프랑스 사용자단체에 대한 개
괄을 통해 개념, 역사,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사용자단
체 대표성 논의의 진화 과정을 쫓아가 보겠다. 그리고 제4절에서 단체협
약 효력확장 과정에서 사용자단체 대표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서 결
론에서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제2절 프랑스 사용자단체에 관한 개괄

프랑스어로 개인으로서 사용자를 의미하는 ‘patron’, 집단으로서 사용
자를 의미하는 ‘patronat’는 모두 ‘아버지 혹은 수호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pater’에 기원을 둔다(Rabier, 2007: 16). 이는 가족적이면서 동시에 종교
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patron’이란 말은 12세기 프랑스에서 세례명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성 파트롱(Saint Patron)’이란 형태로 출현했고, 이 단
어가 피고용인과 연관되어 기업의 수장이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은 1830년대였다(Kolboom, 1984: 93).

114) 해당 법률 명칭은 각각 ‘Loi n° 2014-288 du 5 mars 2014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à l'emploi et à la démocratie sociale’와 ‘Loi no.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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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48년 프뤼돔므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 노동재판소) 시행령이었다. 프뤼돔므에 대한 조항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다. “1년 이상 영업세를 지불하고 한 명 이상의 노동자
(ouvriers)를 고용한 모든 사람은 사용자(patrons)로 간주되며 사용자 총
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Kolboom, 1984: 93)
또한 이 단어는 직업조합을 승인하는 1880년과 1884년의 법률에도 나
타난다. 처음부터 사용자라는 단어는 노동자와 관련하여 형성된다. 1896
년에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이 전체 사업장의 93.2%를 차지했
다. 가족 규모의 기업에서 수장은 사용자로서 가족의 아버지를 구현하게
된다(Kolboom, 1984: 93). 19세기 후반에 ‘후견 체제(régime de patronage)’
라는 개념으로 이론화된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체계화된다(Rabier, 2007: 16).
사회 가톨릭주의에서 추구된 이와 같은 사회 정책 경향은 기업에서의
헌신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책임으로 부여한다. 온정주의적 관행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주택, 실버타운, 어린이집, 학교, 하계 캠프, 상호부
조, 나아가 ‘종업원 주주제’ 등 작업장 외부에서도 나타났다. 가부장주의
의 양면적 성격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제기됐다. 가부장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배의 기능과 공장 안팎에서 노동자에 대한 준영구적 통제
의 기능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및 상징적 보
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했다(사용자의 고마움 표시, 작업에 대한
인정 표시, 직업적 자질 평가 등).
개인적 의미로 사용할 때 ‘patron’은 사장처럼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장
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그들의 기능과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냈다(Rabier, 2007: 17). 하지만 ‘집단으로서 사용자(patronat)’라는 말
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주 통용됐던 말은 아니다(Kolboom, 1984:
99). 사실, 기업 수장 스스로도 아직 자신을 동질적인 사회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6년 8월에 개칭한 프랑스사용자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Patronat Français : CGPF) 명칭에 사용된다.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기원은 19세기 초반부터 찾기도 하지만(Rab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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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9; Offerlé, 2009: 19), 노동자단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로서 현대
적인 의미의 사용자단체는 19세기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1884년 노동조
합, 1901년 협회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조합회의소, 직업
협회, 서클 등 다양한 이름으로 허가를 받거나 혹은 미허가 방식으로 사
용자들의 모임의 결성이 긴요했거나 용이한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흩
어져 존재했다. 1864년 제철협회(Comité des Forges)처럼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단체가 재건되거나 1887년 결성된 프랑스탄광중앙협회(Comité
central des Houillères de France)같이 지역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운영됐
다. 당시 사용자 운동은 무엇보다 자유무역에 대항하여 보호주의를 옹호
하기 위해 진행됐다(Rabier, 2007: 19).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조가 허용되어 1895년 노동총연맹(CGT)이 결
성되고 노동자단체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또한 1899년 사회주의적 성향의
상공부 장관 미예랑(Alexandre Millerand)이 입각하면서 정부 대응에 대
한 사용자들의 위기감이 형성됐다(Rabier, 2007: 20). 1896년 파리지역에 상
공업연합(Union syndical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이 출범하고
1901년에 금속탄광산업연합(Union des industries métallurgiques et
minières : UIMM)이 설립되면서 중요 산업에서 거대 사용자단체연합이
출범한다. UIMM에는 앞서 언급한 제철협회, 탄광중앙협회, 전기업종 등
10개 업종의 사용자단체가 참여했다.
전국적이고 전직업에 걸친 사용자단체가 결성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1919년 7월 1일 당시 재정부 장관 클레망텔(Étienne Clémentel)
이 제안하고 프랑스상공업연합(Fédération des industriels et commerçants
de France) 주도로 산업의 장벽을 넘어 최초의 총연맹인 프랑스생산총연
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 la Production Française : CGPF)이 결성된
다. 규약에는 “프랑스 국부, 생산력과 수출력 증대에 기여하고, 조합과 직
업단체들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생산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공통이
익을 수호하는 것”(Martin, 1983: 20)을 목적으로 출범한다고 명시했다.
총연맹에는 초기에는 21개의 직업연맹이 참여했고 1936년에는 27개로 늘
어난다. CGPF는 ‘사용자들의 투쟁 수단’이라기보다는 전후 국가산업재건
에 사용자 측 동반자로 참여하기 위해 창설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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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ier, 2007: 21). CGPF는 중요한 산업단체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당
시 다수를 점하고 하던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
는 등 총연맹으로서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
다(Offerlé, 2009: 19).115) 총연맹의 권한은 경제적인 수준에 한정되었으
며, 사회적인 영향력은 금속탄광산업연합(UIMM)이 지니고 있었다. 1919
년 단체협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UIMM은 CGT 금속연맹
과 8시간 노동제 협약을 맺기도 한다(Martin, 1983: 18).
하지만 1936년 6월 역사적인 마티뇽 협약을 노동총연맹(CGT)과 교섭
하고 서명한 것은 바로 CGPF였다. 협약을 통해 ‘노동단체계약(contrats
collectifs de travail)’으로 명명한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을 사용자 대표에
게 부여했고, 노동자대표제 도입과 전국적인 임금인상 조정에 합의한다.
이에 일부 사용자들은 월권이라며 CGPF의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했으며,
주요 가맹단체 중 하나였던 섬유산업연맹이 탈퇴했다. 이 합의는 사용자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고, 사용자들이 새롭게 조직화되기 시작
했다(Rabier, 2007: 17). 1936년 8월 4일 CGPF는 개혁을 통해 동일한 이
니셜의 프랑스사용자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Patronat Français :
CGPF)으로 전환한다. 상업분야도 포괄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고 명칭
의 변화에서 보듯이 ‘생산’에서 ‘사람’, 사용자, 기업의 책임자로 무게 중심
을 이동하면서 사용자성을 강조했다(Martin, 1983: 21).
제2차 세계대전 중 친독정부는 1940년 8월 16일자 ‘산업생산의 조직에
관한 법령’을 통해 노조와 CGPF에게 해산을 명한다. 1940년 11월 9일자
시행령을 통해 해산 대상에 제철협회나 탄광협회 등 산업단체까지도 포
함시킨다. 동시에 정부는 ‘단체협의회(comité d’organisations)’를 창설하
여 산업을 통제․관리했다.
프랑스 해방 이후 정부는 전후 산업 재건을 위한 파트너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전직업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었다(Rabier, 2007: 17). 산업생산
부 장관 라코스트(Robert Lacoste) 지원으로 1946년 6월 21일 프랑스사용
자협회(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çais : CNPF)가 출범했다. 당시
115) 1936년 CGPF의 상근 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 자산도 없었다. 실질적인 운영은
UIMM이 했다는 주장도 있다(Rabier, 20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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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리옹에서 금속가공기업을 하던 조르지 빌리에(Georges Villiers)
가 담당했는데, 그는 리옹 시장의 경력과 레지스탕스 운동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CNPF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압력단체’로서 성격을 지녔으며, 국
가주도주의(dirigisme)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116)
초기 CNPF는 500개의 총회 의석 중 275개를 산업연맹 대표에, 75개는
상업단체, 75개는 지역 연맹에, 나머지 75개는 중소기업총연맹(CGPME)
에 할당했다. 내부에는 소위 ‘개혁파(aile marchante)’와 ‘보수파(aile conser
vatrice)’가 세력을 형성하며 경쟁했는데, 보수파가 주도한 1946～1968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얼어붙었다가, 개혁파가 우세했던 1968
～1978년 기간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적 개혁이 활성화되기도 했
다(Rabier, 2007: 25～28).
이후 좌파정부주도 ‘35시간제’ 도입에 반발하여 사용자단체는 새롭게
조직된다. 1998년 10월 27일 CNPF는 프랑스기업운동(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 MEDEF)으로 전환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구래의
상징인 ‘사용자(patron)’를 없애고,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운동
(mouvement)’을 사용했다(Rabier, 2007: 32). 그러면서 1999년 11월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직업단체의 복귀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노사
관계의 재정립(refondation sociale)’ 운동을 주창하기도 했다.
한편, 1944년 중소기업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레옹 쟁정브르(Léon
Gingembre)를 대표로 중소기업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CGPME)이 창설된다.117) 또한, 소상공인들도
1975년 소상공인연합(Union professionnelle artisanale : UPA)을 설립했
으며, 2016년 11월 근린기업연합(Union des entreprises de proximité :
U2P)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기업과 고용주들의 대변 단체는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116) 그런데 당시 사용자단체가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단체의 속성보
다는 전후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당시 FO 노조대표 로베르 보테로는 CNPF의 활동이 이익단체로서 사적 활동이
라기보다는 일종의 공무로 간주됐다고 증언한다(Bothereau, 1973).
117) CGPME는 2017년 1월부터 중소기업연합(Conféd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CPME)으로 개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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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fferlé, 2009: 35～42). 우선, 노조에 대응하여 사용자들의 조합 형태
로 구성된 사용자단체를 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MEDEF, CPME, U2P
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법정단체들로서 세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의 지위를 지닌 상공회의소(chambres de commerce et d’industrie : CCI),118)
수공업회의소(chambres de metiers et de l'artisanat : CMA)를 꼽을 수
있다. 셋째로 기타 직업단체로 노조의 대응이나 정부의 인정을 통해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의 세계에서 친목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
된 일종의 협회를 언급할 수 있다. 가령, 프랑스 대기업들이 모인 프랑스
민간기업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s entreprises privées : AFEP), 수출
기업들이 만든 프랑스성장투자자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s Investisseurs
pour la Croissance : AFIC)가 대표적이다.
[그림 5-1] 프랑스 사용자단체

자료 : www.udes.fr(접속일자 : 2020. 12. 10).
118) 참고로, 최근 CCI 임무를 재규정하고 있는 2018년 9월 ‘프랑스 상공회의소 모
델의 전환을 위한 법률(loi PACTE transforme le modèle des Chambres de
commerce et d’industrie)’은 연결 조직 및 재정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
히 창업 및 전업 시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서비스 기반
구축, 전국적인 초기 훈련, 지역 수준의 기업 대변을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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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의 사용자들의 조합 형태로 구성된 프랑스 사용자단체는 3층위
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업종(branche professionnelle) 사용자단체와 모
든 직업을 포함하는 전직업단체(organisation interprofessionnelle), 그리
고 사이에 모든 직업은 아니지만 여러 직업을 대표하고 있다는 다직업단
체(orgnisation multiprofessionnelle)가 존재한다.119) 가령, 금속산업연합
(UIMM)이 업종 사용자단체라면, 프랑스기업운동(MEDEF)이 전직업단
체, 사회연대경제고용주연합은 다직업단체라 할 수 있다.
3대 전직업 사용자단체의 내부를 보면, 내부 연맹 단체들 간의 경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노조의 구분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가령, 노조에
서 CFDT에 15개의 연맹이 존재한다면 CGT는 33개의 연맹으로 조직됐
고, 이에 대당하는 사용자단체 MEDEF에 가입한 연맹은 85개로 구분되
어 있다(Offerlé, 2009: 39).
여기에서 주요 사용자단체들을 소개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프랑스 사용자단체 현황
대표단체
(전직업)

MEDEF(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프랑스기업운동)
CPME(Conféd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중소기업연합)
U2P(Union des entreprises de proximité, 근린기업연합)
UDES(Union des Employeur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연대․
사회적경제 고용주연합)
FNSEA(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전국

그외단체 농업경영자조합연합)
(다직업) FESAC(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u spectacle vivant, de la musique,
de l’audiovisuel et du cinéma, 공연․음악․영상․영화 기업연합)
Synhorcat(Syndicat national des hoteliers, restaurateurs, cafetiers, traiteurs,
전국호텔․레스토랑․카페․케이터링조합)

자료 : www.udes.fr(접속일자 : 2020. 12. 10).
119) 2014년 3월 5일자 직업훈련, 고용, 사회적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du 5 mars
2014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à l’emploi et à la démocratie
sociale)에서 산업과 전직업 수준 사이에 다산업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직업
교섭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직업단체는 교섭 개시와 종결 전에 대표적인 다산
업단체에게 교섭의 목적을 알리고 단체의 견해를 청취한다(L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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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EF(프랑스기업운동)
프랑스 최고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1919년 프랑스생산총연합이라는 이
름으로 출발하여 여러 변화를 겪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표 5-2 참조). 현
재 77개의 직업연맹이 가입해 있고, 13개 권역본부와 100개의 지부, 9개의
해외영토지부가 존재한다. 2019년 1,020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73,000
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MEDEF, 2019: 2).
<표 5-2> 사용자단체 프랑스기업운동(MEDEF)의 변화
단체명

설립일

배경

프랑스생산총연합(CGPF)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 la production
française

1919. 3. 19.

1차 대전 이후 상공
부장관 주도 설립

프랑스사용자총연합(CGPF)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patronat français

1936. 8. 4.

마티뇽 합의 이후 혁신

프랑스사용자전국협회(CNPF)
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çais

1946. 6. 12.

비시정부에 의한 해체,
2차 대전 이후 재건

프랑스기업운동(MEDEF)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1998. 10. 27.

노․사 중심의 노사
관계 제기

자료 : 필자 작성.

CPME(중소기업연합)
중소기업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1944년 10월 ‘중소기업총연합(CGPME)’
이란 이름으로 창설됐다. 2017년 1월부터 ‘중소기업연합(Confédération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CPME)’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300
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50,000개의 기업이 가입해 있다.120) 현재 고
용센터, 상업법원 등 400여 개 종류의 기관에 2만 명의 대표 위원들이 활
동하고 있다.
120) https://www.cpme.fr/qui-sommes-nous/la-cpme-lorganisation-100-pme(접속일
자: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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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P(근린기업연합)
1975년 9월 수공업직업연합(Union professionnelle artisanale : UPA)이
란 이름으로 출범하여 1983년부터 대표단체로 인정받아 1988년부터 전국
교섭에 참여했다. 2016년 11월 근린기업연합(Union des entreprises de
proximité : U2P)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공업, 근린상업, 프
리랜서를 지원하고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합은 초기 건축 소기업
및 수공업총연합(CAPEB), 식품소매총연합(CGAD), 전국서비스직 상공
인총연합(CNAMS) 등 3개의 직업연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전국자유직연합(UNAPL)과 통합하여 4개의 직업 총연합으로 이루어졌
다. U2P는 전국 280만 개의 기업, 프랑스 전체 기업 중 2/3가 가입하여
가맹기업 수로는 최대 규모라고 단체 누리집에 발표하고 있다.121)
이들은 2016년 노동법개정(loi Travail)을 통한 업종협약에 대해 기업
협약 우위를 두는 조치에 대해 대기업의 우위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반대
하기도 했다.
UDES(사회․연대경제 고용주연합)
사회․연대경제 고용주연합(Union des Employeurs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은 협회, 상호부조, 협동조합 등 23개의 고용주 단체
와 16개의 업종의 연합이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대표적인 다직업단
체(organisation multiprofessionnelle)이다. 전체 해당 산업 가맹단체 중
80% 정도가 이 연맹에 가입해 있고, 가입한 30,000개 기업이 100만 명가
량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22) 사회․연대경제의 기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용자단체이며, 활동 원칙으로 ① 공정성과 상호호혜
성, ② 책임성과 거버넌스, ③ 유용성과 사회적 실험, ④ 지속가능발전을
정해 놓고 있다.

121) https://u2p-france.fr/qui-sommes-nous/notre-histoire(접속일자: 2020. 11. 1). 하
지만 2017년 노동부 집계로는 15만 개 가입 기업이 5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evin, 2018).
122) https://www.udes.fr/qui-sommes-nous/lunion-employeurs-de-leconomiesociale-solidaire(접속일자: 2020. 11. 1).

178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제3절 사용자단체 대표성 제도

프랑스에서 대표성 개념이 공식적으로 정치적 공간에서 논의된 것은
단체협약 확장에 관한 1936년 6월 24일자 법률에서 단체협약 서명 단체
의 조건에 대한 조항에서였다.123) 대표성이란 개념은 ‘불참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repraesentare’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 단체가 그가 속한 더욱 큰 공동체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계
약할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만인효(erga
omnes) 원리와 연관된다. 노․사 단체가 체결한 일반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만
인효 효과는 협약에 서명한 단체의 대표성을 통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런데 노조의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노조에 가
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해 있다면 노동자
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에게는 단체협약의 서명 시기부
터 대표성을 요구한다. 반면에, 사용자단체는 일차적으로 그 단체의 가입
회원만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서명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미가입 기업
에게도 만인효 원리를 통해 협약 효력이 확장되는 단계에서 요구된다는
차이를 지닌다. 이 차이에 대해선 추후 다시 언급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표성을 규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ombrexelle, 2013: 9).
첫째, 상호인정방식이다. 관행을 통해 존재하는 노사단체에 대해 노사
상호가 대표성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기관이나, 여론, 미디어를 통해 암묵
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존중받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다.

123) 직업단체의 대표성(representativity)에 대한 논의가 처음 거론된 것은 ILO 창설
을 결정한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협정에서라고 알려져 있다(Mouriaux, 1982).
여기에서 참여 대상을 논의하면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직업단체(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les plus représnetatives)’라는 개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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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표성 획득 조건을 법규로 규정한 방식이다. 직업단체가 교섭이
나 협의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획득을 위한 양적 조건을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프랑스에서 사용자단체 대표성은 2017년 이전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관리됐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 관한 2014년 3월 5일자 법’을 통해 두
번째 방식으로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 관한 기준이 정립됐고 2016년 5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사용자단체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2016년 8월 ‘노동개혁법(loi travail)’에 포함시켜 입법했다. 해당 개혁을
통해 과거 ‘상호 인정(entente mutuelle)’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용자단체
대표성 기준을 지지도 기준으로 대체했다.124) 다음은 프랑스 대표성 제도
에 대한 설명이다.

1. 프랑스 사용자 대표성과 단체교섭
2014년 3월 5일자 법률과 2016년 8월 8일자 법률을 통해, 사용자단체 대
표성 기준이 다음과 같이 마련됐다(L2151-1). ‘사용자단체(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d'employeurs)’는 L2131-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의
개인과 집단으로서 물질적 정신적 이해와 권리보장과 연구를 위한 직능
단체로서 ‘사용자조합(syndicats professionnels d'employeurs)’과 L2231-1
에서 규정한 협회에 관한 1901년 7월 1일자 법률에 따른 ‘사용자협회
(associations d'employeurs)’를 포함한다(L2151-1).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다음과 같은 병합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 공화주의 가치 존중
2. 독립성
3. 재정적 투명성
124) 전국․전직업 수준에서는 당시 전국단체협약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onventions collectives : CNCC) 참여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했다. 해당 기준은
다른 자문기관이나 동수기관의 의석 배정에도 사용됐다. MEDEF, CGPME,
UPA 3단체가 전국․전직업 수준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그 이유는 관행상 3
단체가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성에 대한 논쟁
은 해당 주체들의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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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수준을 포괄하는 직업․지리 영역에서 2년의 최소 연혁. 연혁은
정관의 법정제출일을 기준으로 평가
5. 활동과 경험에 따른 영향력
6. 교섭수준125)의 가입기업 수 또는 가입기업이 고용한 프랑스사회보
장체제 등록 노동자 수 측정에 따른 지지도”
특히, 6항의 지지도 측정은 ‘자발적으로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기업
수’ 혹은, ‘그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수’에 따라 측정된다(L2151-1). 그
런데 두 사항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구체
적으로 사용자단체가 업종 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선, ① 앞의
L2151-1에서 규정한 1～5항까지 사항을 만족하고, ② 업종 내 전국적으
로 고르게 조직되고, ③ 업종 사용자단체 가맹 전체 기업 중 적어도 8%
이상의 기업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경우이거나 업종 전체 가맹 기업이 고
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 중 적어도 8%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
업이 가입했을 경우이어야 한다(L2152-1). 업종 사용자단체 대표성 역시
4년마다 재측정된다. 대표성 후보등록 사용자단체는 등록 시 가입 기업의
수와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를 회계감사원의 증명을 받아 신청한다
(L2152-5). 이때 노동자의 수는 집계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12월 기준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R2152-6-1).
전국․전직업 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선, 유사하게 ① 앞의
L2151-1에서 규정한 1～5항까지 사항을 만족하고, ② 제조업, 건설, 산업
및 서비스 업종 모두에서 대표적 사용자단체들이 가입하고, ③ 사용자단
체 가맹 전체 기업 중 적어도 8% 이상의 기업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경
우이거나 전체 가맹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 중 적어도 8% 이상
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가입했을 경우이어야 한다(L2152-4).
이때 기업 수에는 고용이 없는 기업도 포함된다.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
하면 대표성을 부여받는다. 사용자단체의 지지율은 4년마다 재측정된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대표성 기준이 존재한다. 사용자대표제도
보다 이전에 정비됐다. 2008년 8월 20일자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전국 및
125) 교섭수준은 업종(L2152-1의 3) 또는 전직업(L2152-4의 3)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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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업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 수준에서 노동조합 지지도가 측정된다. 지
지도 측면은 다음의 선거를 통해 합산된다.
- 노사협의회 또는 단일노동자대표, 부재 시 노동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1차 투표 결과126)
- 노동자 11명 미만인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기업(TPE) 투표
결과
노동조합이 초기업 교섭수준에서 대표성을 획득하려면 위의 선거 합산
에서 최소 8%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첫 번째 측정은 2013년에, 두 번째
는 2017년에 이루어졌다. 두 번의 측정 결과, 전국․전직업 수준에서 5개
의 노조총연맹이 대표성을 획득․유지했다.
노․사 단체의 대표성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양적 기준
이 존재하는 조항은 노조 대표성의 5항, 사용자단체 대표성의 6항이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단체협약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
선 초기업수준의 단체협약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
용자단체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특히, 그 협약이 확장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가 교섭에 참여한 협약이어야만 한다.
<표 5-3>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성 기준 비교
노조 대표성 기준
L.2121-1
1.
2.
3.
4.

공화주의적 가치 존중
독립성
재정적 투명성
교섭수준을 포괄하는 직업적․지리적
영역에서 2년의 최소 연혁
5. 교섭수준에서의 지지도127)
6. 활동과 경험에 따른 영향력
7. 노조원 수와 가맹비

사용자단체 대표성 기준
L.2151-1
1.
2.
3.
4.

공화주의적 가치 존중
독립성
재정적 투명성
교섭수준을 포괄하는 직업적․지리적
영역에서 2년의 최소 연혁
5. 활동과 경험에 따른 영향력
6. 교섭수준의 가입기업 수 또는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수를 측정한
지지도

126) 상시노동자 11명 이상 기업에서 진행된다.
127) 기업 수준에서는 10%, 초기업 수준에서 8% 이상 획득한 노조에게 대표성이 부
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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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다. L2261-19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확장되기 위해선 해당 수준에서 대표
적인 사용자단체들에 가입한 모든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총수(업
종 전체 노동자가 아님!)의 50%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이 가입한 대표적
인 사용자단체(들)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128)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기업과 노동자에게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가 결정되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기준 측정이 적용대상 전
체 기업이나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왜 단체가입 기업이나 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 이처럼 협약 확장을 가능
케 하는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가입단체에 한정 측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는 법률적 논리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당장은 실행적 측면에서 곤란이
생긴다. 만약 대표성 기준을 전체 적용 대상 중 8%로 한다면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낮은 업종이나 산업에서는 단체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제도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존재하
고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단체협약
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방식이 도입된다면 사용자단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업종에 대해 차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Gilles Auzero, Dirk Baugard et Emmanuel Dockès, 2019: 1312).

2. 대표성과 노․사 관련 기관 의석 배분
프랑스에서 노․사 단체에게 측정하고 부여되는 지지도의 수준과 대표
성은 다양한 권한을 제공한다. 그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과 더불어 노
사 관련 기구에 의석을 배분받을 권리이다.
다음 표와 같이, 노사 관련 기구와 관련하여 우선 법률기구로 분쟁조정
을 담당하는 프뤼돔므위원회(conseil de prud’hommes)의 사용자 측 위원
의 사용자단체 배분(L1441-4) 등 다양한 분쟁 조정 기구가 있고, 또한 경

128) 거부권에선 노동자의 수가 기준이 된다.

제5장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183

<표 5-4> 사용자단체 선정 파견 위원
영역
법적 기능
사회보장사건재판소(TASS)
노동능력상실분쟁재판소
프뤼돔위원회
상업재판소
경제사회 직무
상공업회의소(CCI)
지역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R)
사회보장
․ 사회보험
징수(URSSAF, ACOSS)
가족(CAF)
의료+산재+요양
전문협의회
․ 실업보험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상공업고용협회(Assedic) 행정
동수위원회
․ 보충퇴직연금
노동자보충퇴직연금(ARRCO)
관리자보통퇴직연금(AGIRC)
상시 교육
수납기관(OPCA), 실습교육기관(CFA),
교육훈련연구원(CREF), 훈련휴가관리기금(FONGECIF),
재적응직업교육협회(ARFP),
직업교육․고용지역협력협의회(CCREFP)

대표 수

1,000
700
7,300
3,000

4,500〜5,000129)
650

1,000
1,500
2,100
1,500
40
900
1,220
1,500〜2,000
500〜700

4,000〜6,000

고용센터
기타 직무
전직업 숙소․주택협의회(CIL)
노동조건개선기관(전국/지역)(ANACT-ARACT)

자료 : Rabier(2007: 79).
129) 20,000명의 자문위원도 있음.

1,3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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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상공업회의소(CCI)같이 경제사회 직무를 담당
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노사기관이 존재한다. 더불어
노사 교육, 고용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130)
한편, 사용자단체의 지지도는 노․사 관련 기금의 분배에도 사용된다.
공익활동 수행과 개발을 위해 노․사 단체 재정 기여를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적대화재정기금(Fonds pour le financement du dialogue social)으로,
전체 임금의 0.016%를 기업으로부터 공제하여 형성되는 기여금과 정부 보조
금으로 구성된다.131) 노사공동운영기관인 전국동수기금관리협회(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aritaire National : AGFPN)가 관리하는 기금의 규
모는 매년 총 1.3억 유로(약 1,700억 원)에 달한다.132) 기금은 대표적인
노사단체에게 배분된다. 배분 방식은 첫 번째 50% 가중치는 가입기업
의 노동자 수로, 두 번째 50% 가중치는 기금에 납부하는 가입 기업의
수에 따라 측정한다. 여기에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만 고려한다
(L2135-13).

제4절 사용자단체 대표성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2017년 사용자단체 대표성 측정 사업과 결과
2014년 3월 5일자와 2016년 8월 8일자 법률에 따라 2017년 노동부와
고등사회적대화위원회(Haut conseil du dialogue social : HCDS)는 사용
130) 그런데 기관마다 위원 배정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UNEDIC
(실업보험), Agirc과 Arrco(퇴직보충연금), OPCA(직업훈련기금기관) 같은 동수
기관의 위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가입기업의 노동자 수 70%, 가입 기업의 수는
30%를 차지하는 가중치에 따라 분배된다(L2135-15).
131) 과거 ‘전국동수기금(Fonds paritaire national)’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4
년 3월 5일자 ‘직업훈련, 고용, 사회적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변
경됐다.
132) 2019년 사용자 납부액은 100,663,869유로이고, 정부와 AGFPN 협의를 통해 정해
지는 정부보조금은 32,600,000유로였다(AGFPN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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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 대표성 측정 사업을 진행했다.133)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용
자단체는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각 수준이나 업종에 대해 후보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신청 단체는 가맹사 수 및 가맹사
고용 노동자 수를 회계사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집계를 담당하는
고등사회적대화위원회(HCDS)는 측정 후 2017년 4월 26일 사용자단체 가
입 기업 약 420,000개가 1,2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발
표했다(Langevin, 2019: 8).
가맹사 수 집계는 특정 시점(2017년 측정의 경우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후보 신청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만약 한 기
업이 동일 산업에서 둘 이상의 후보 사용자단체에 가입했을 경우 두 번
이상 계산하게 되고, 한 기업이 별도 산업의 다른 두 개의 후보 사용자단
체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두 번 집계됐다. 가입 기
업의 노동자 수는 가입 기업이 특정시점(2014년 12월 중)에 사회보장제
도에 등록된 고용계약을 가지고 있는 대상 수이며, 한 명이 특정 기업에
서 해당 기간 동안 두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번만 집계됐다(Langevin,
2019: 8).
<표 5-5> 전직업 수준 사용자단체 대표성 측정 결과
확장반대
지수

노동자

MEDEF

123,632

8,557,341

29.45%

70.77%

70.82%

CPME

144,982

3,017,876

34.53%

24.96%

24.97%

U2P

150,605

509,362

35.87%

4.20%

4.21%

419,219

12,083,579

전체

기업지수

노동자
지수

기업 수

100%

자료 : Direction générale du travail.
133) HCDS는 2008년에 설립된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전문가와 노·사·정 대표 총 17
인으로 구성되어 대표성 측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측정 기준과 방식 등 대표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수십 차례 진행했
다(Ministère du travail,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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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2일 노동부령은 전직업 수준의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국․전직업 수준에서는 프랑스기업연합(MEDEF), 중소기업연합(CPME),
근린기업연합(U2P)이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근린기업연합은 가입
기업 고용 노동자 수는 8%를 넘지 않았지만, 가맹사 수로는 35.87%로 1
위를 차지했다. 한편, 비대표 단체가 고용한 노동자 수를 제외한 확장반
대지수는 프랑스기업연합이 70.82%를 점하여 단독으로 전국․전직업 수
준에서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거부권을 지녔다.

2. 업종과 사용자단체 대표성, 업종의 범주․경계 조정
프랑스에서 ‘업종(branche professionnelle)’134)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
다(Langevin, 2019: 4). 관행상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기
업의 묶음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3월 25일자 법률에서 최초로 당시 ‘집
단노동계약(contrat collectif de travail)’이란 명칭으로 노사합의 사실에
대해 법적 존재를 부여했다. 당시 이 계약은 서명자 또는 가입자만을 대
상으로 했다. 단체노동협약이 사회적 경쟁조건을 표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1936년 마티뇽 협약(accords de Matignon)에 의해서였다. 확
장 제도는 대표적 노조가 서명한 계약이 고등단체협약위원회(현 전국단
체교섭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모
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936년 6월 24일자 법률은 단
체협약을 ‘산업의 법률’로 만들었다. 그 후 확장절차는 공고해지고, 적용
상황과 범위가 구체화됐다.
업종은 고용, 노동, 임금 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직급별 최저임금, 직
무 분류의 적용을 보장하고, 적용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의 경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노동법 L2232-5-1). 앞서 언급한 대로, 업종 내 단
체협약 효력확장의 요청은 협약에 서명한 주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표 단체가 하고, 전체 가입 기업이 고용한 전체 노동자 중 50% 이상을
134) 프랑스의 업종은 전체 산업이 300여 개로 구분되는 이른바 ‘소산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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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기업이 가입한 사용자 단체(들)의 반대가 없어야 가능하다(L226119). 하나의 업종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규정하게 되는 효력확
장절차의 진행은 관행상 ‘거의 자동적으로(quasi-automatiquement)’ 행해
졌다. 대부분의 협약은 서명될 때 이미 확장 여부가 예견되고 정부는 사
전에 협약 내용에 대해 확장관련 법적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임금 관련
협약은 긴급 확장 절차 대상이 되고, 협약에서 정한 임금 수준은 단지 협
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업종 전체에 적용되어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설정’
효과를 갖는다(Langevin, 2018: 1).
협약의 효력확장은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가져와, 근로조건이
나 임금을 낮추어 기업 간에 경쟁에 우위를 점하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의 실행을 막는다. 협약효력확장의 경제적 영향으로 구매력과
노동조건은 증진되지만, 신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고 지적된다(OECD, 2017).135)
대표성 측정 과정에서 하나의 동일한 사용자단체만이 입후보한 경우,
복수의 단체협약을 다시 묶어 구역이 재조정되기도 했다. 재편성된 구역
의 공식 목록은 사용자 대표성 측정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136)
또한 대표적 사용자단체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은 구역도 있다. 특히,
2013년 대표적 노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업종이다. 또한 현재 업종 구
역 조정을 위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도 사용자단체
후보 등록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센터(Pôle emploi)같이 단일기
업이 하나의 업종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별도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43개 업종에서 어떠한 사용자단체도 입후보 하지 않았고, 20여 개
의 업종에서 입후보 서류가 완결되지 않아 2017년 4월 26일에 발표되지
못했다(Langevin, 2019: 9).
지지도의 결과 발표 내용이 즉각적으로 통계 조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단체협약 식별코드(IDCC)와 지지도 측정 구역
사이의 대응 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Langevin, 2019: 9). 가령, 기업중
135) 효력확장의 과정과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후술한다.
136) https://www.representativite-patronale.travail.gouv.fr/ 접속일자 :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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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CRIS 분류법에 따른 업종묶음별 사용자 조직률
업종 묶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금속․제철
건설․토목
화학․제약
플라스틱․고무․가연물질
유리․건축재료
목재․파생재료
의류․가죽․섬유
문화․소통
농산품 가공
도매․수입-수출
식품 상업
비식품 소매
자동차 서비스․부품
호텔․레스토랑․여행
교통(공공부문 제외)
사회․보건 분야
은행․증권․보험기관
부동산․건물 서비스
기업 서비스 및 연구소
법률․회계업
청소․보관․경비
기타 비농업
공기업 부문

기업
(천 개)

노동자
(천 명)

51
30
30
6
12
19
42
38
86
37
12
42
68
136
41
110
21
44
81
16
18
99
0.4

1,465
1,375
509
220
195
253
469
453
705
376
677
338
500
951
930
1,778
707
256
943
154
636
973
200

사용자 조직률(%)
기업
41
28
37
24
18
17
9
15
24
5
18
16
29
29
26
28
32
25
5
30
17
20
41

노동자
77
79
81
59
73
53
51
57
50
30
61
47
63
68
80
68
86
53
54
42
75
75
95

자료 : DARES; Langevin(2019).

개업 갱신 보험(Assurances réassurances courtage entreprises) 업종의
경우, 대표성 측정 구역이 실제 단체협약(IDCC 2247)의 범위와 동일하지
만, ‘보험회사(Assurance société)’의 경우, 보험회사(IDCC 1672), 보험회
사 - 중간등급(IDCC 0438), 보험회사 - 조사원(IDCC 1679), 보험회사-노
동자(IDCC 0653), 보험회사 - 경영진간부(IDCC 2357) 등 기존의 5개 다
른 단체협약이 하나의 구역으로 구성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재구성된 IDCC 중 하나가 전체 범위에 대한 식별코드
로 선택된다(예: 보험 그룹 코드 1672). 따라서 지지도 측정 과정에서 재그
룹화될 때 IDCC를 업종이 아니라 구역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지지도
측정에 관한 기존 업종의 수가 지지도 구역의 수를 초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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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조사를 통해 조정된 구역, 업종, 기업 및 직원의 수를 요약한
<표 5-7>에서 보듯이 기존의 업종의 수가 조정되는 경향을 갖는다.
<표 5-7> 기존의 업종과 새로운 구역의 형성
구역의 수
(업종)

영역
공식 수

사용자 지지도
노동자

1인 이상
고용기업

12,045,164

308,482

총계(DADS)
노동자

기업

DADS
조정 후

322
(385)

11,182,000

331,600

15,502,000

1,341,300

사용자 조직률
100% 이하

272
(322)

9,324,000

315,800

14,207,000

1,298,600

자료 : DARES; Langevin(2019).
<표 5-8> 사용자단체 수에 따른 업종 크기 및 사용자 조직률
사용자
단체 수

분포
업종

노동자

업종평균크기
기업

노동자

기업

사용자 조직률
노동자

기업

1

73.9

45.0

26.3

29,300

1,500

65

23

2

14.0

23.8

17.9

82,000

5,300

66

16

3

7.1

15.4

33.1

104,100

19,300

67

29

4

2.8

13.0

18.2

224,700

27,100

65

26

5

0.6

0.3

0.6

26,500

4,300

24

9

6

0.6

1.2

2.4

91,000

16,000

49

28

7

0.6

0.9

1.3

72,700

8,800

82

9

10

0.3

0.3

0.2

46,300

2,100

67

36

전체

100

100

100

48,000

4,200

66

24

5천 이상
업종

56,000

4,400

총 업종

33,000

3,200

자료 : DARES; Langevi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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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사용자단체 조직률
방식
(업종 수)
조직률

100% 미만 업종 조직률
(272)

100% 조정 조직률
(322)

기업

노동자

기업

노동자

24.0

65.6

24.5

68.5

- 중복 가입 문제 보정을 위해 조직률 100% 이상 업종을 제외하고 계산
- 중복 가입 문제 보정 후 계산
자료 : DARES; Langevin(2019: 16).

일반적으로 업종에는 복수의 사용자단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73.9%의 업종에서 오직 하나의 사용자단체만이 대표성을 획득했다. 2개
의 대표적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곳은 14.0%, 3개는 7.1%를 차지했다.
10개의 대표적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업종도 존재했다.
사용자 조직률은 이론적으로 10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업이
복수의 사용자단체 가입이 많은 경우, 기존의 업종에서 측정된 계수는
100% 이상이 가능하다. 조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은 업종만을 대상
으로 계산된 평균 조직률은 기업은 24.0%, 노동자는 65.6%로 각각 기업
은 1/4, 노동자는 2/3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업종을 제외시켰으므로 수치의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어, 100%를
초과하여 제외된 업종을 100%로 조정하여 포함시키면 기업 기준 사용자
조직률은 24.5%, 노동자 기준은 68.5%로 조정된다(Langevin, 2019: 16).
결국, 프랑스에선 4개 기업 중 하나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해 있고, 노
동자 3명 중 2명은 가맹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3. 업종 내 단체협약 효력확장절차와 불가분의 관계인 대표성
프랑스의 대표성 문제는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함께 다시 재조명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표성 문제는 단지 당사자(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
는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비조합원에게 적
용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을 염두에 두고 논의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기업 내 단체협약의 효력 적용이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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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적용된다.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가 고용한 노동자 모두에
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기업 내 협약의 효력확장에 대
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손영우, 2014).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단체교섭에서 당사자의 대표성이 제기되는 것은 단체
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확장’을 염두에 두고 법적 범주에서 구
성됐다(Maggi-Germain, 2012: 23). 1936년 6월 노․사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만인효(effet erga omnes) 효과를
가져오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된 것도 같은 맥락이
다. 당시 확장 메커니즘은 업종이나 직종을 겨냥했으며, 상공업 분야에
한정됐다.137) 그리하여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관련 노․사 단체의 확장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혹은 전국 협약일 경우 전국에서 상공업 분야
의 업종(branche)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통합
협의회를 소집했다. 그 결과, 단체협약은 하나의 계약(contrat)이 아니라
민간 기관에 의해 협약 방식으로 만들어진 입법행위(acte législatif)라고
분석되기도 하였다(Bonnard, 1937: 58; Maggi-Germain, 2012: 26에서 재
인용).
결국,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키는
혹은 이와 조응하는 산업 내 규제자’가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 노․사는
해당 산업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관계를 관리하는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에 근거한 권한이 준거가 된다.
노․사는 특히 직업 및 훈련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상호 관리하게 되고,
산업 내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기업 간의 경쟁 관계를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업의 규제자 역할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산업의 단체협약이 장관령에 따라 적용
범위 내 모든 노․사에게 적용되고, 이어서 서명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적용되도록 한다.
137) 1950년 2월 11월 법률에 따라 농업노동자, 가사 노동자,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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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단체협약 효력확장 절차

자료 : 프랑스 노동부.

확장 절차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시하거나 혹은 협약에 서
명한 대표 노․사 단체 중 하나가 서명한 서면 양식을 통해 개시된다
(L2261-20). 확장 요청은 협약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업종 협
약의 범위는 노사가 정하지만, 확장 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확장 시 노동부 장관은 업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
다른 업종 간의 경계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체협약이 확장되기 위해선, 해당 협약 내용이 노동부가 검사하는 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2017년 9월 22일자 노동 오르도낭스(ordonnances
Travail) 제1조는 노동부 장관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협약 확장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측에서는 확장 이전 업종 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최소 30%의 지
지도를 획득한 하나 이상의 대표 노조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
지를 획득한 하나 이상의 대표 노조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도 협약 자체는 하나 이상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의
서명으로 이뤄지지만, 관행상 거의 자동적으로 협약은 효력이 확장되지
만 확장 전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50%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단체는 확장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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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업종 내 단체협약 효력확장 요청 수
(단위 : 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협약

278

319

319

433

412

477

421

336

기타 의제

367

458

458

454

473

486

661

637

전체

645

777

897

887

885

963

1,082

973

자료 : BDCC(2012), Dufresne et Maggi-Germain(2012).

2017년에 실시한 사용자단체 지지도 측정에 따르면 노동자의 3분의 2
를 고용하는 기업의 4분의 1이 사용자단체에 가입했다. 업종 협약 적용
확대를 통해 나머지 기업의 4분의 3과 노동자의 3분의 1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한다. <표 5-10>은 2003～10년 간 업종 수준에서 효력확장을 요청
받은 단체협약의 수를 나타낸다. 임금 관련 협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
제의 협약들이 효력확장을 요청받았다.
확장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14년 초부터 2017년 말까
지 4년간 300여 개의 주요 업종에서 900여 건이 넘는 임금 협약이 확장됐
지만, 단 한 차례 정부가 거부한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138) 하지만 임금
협약의 확장이 100% 모두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임금 협약의 약
5% 정도는 어떤 노․사단체도 확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표 5-11>은
2014～16년 간 사용자단체 조직률(노동자 커버율)에 따른 확장요청과 확
장결과를 담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90～110%를 차지하는
업종들에서 전체 협약의 78%가 확장됐고 14%는 사용자단체의 권고에
따라 적용됐으며,139) 전체 협약들 중 8%는 확장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138) 이와 같은 관행으로 정부의 확장 거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거부 사례와 관련하
여, 2008년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장려했던 정부는 공공이익을 사유로 특정
업종에서 조기퇴직제도에 관한 협약의 확장 요청에 대해 거부하기도 했다(Dufresne
et Maggi-Germain, 2012).
139) 사용자단체 권고(recommandation patronale)는 사용자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권고이다. 협약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협약이 확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확장절차를 밟기 어려울 경우, 권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단체 권고가 가입자에게는 강제 적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C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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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요청이 없는 업종은 대개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90～110%로 매우
높아 협약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확장 절차 없이도 적용받고 있
는 업종의 경우라 할 수 있다(Langevin, 2018: 3).
반면에, 사용자 조직률이 낮은 업종의 노동자들은 청년과 여성이 차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업종에서 임금이
낮고 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최저임금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Langevin,
2018: 1).
<표 5-11> 2014～16년 사용자단체 조직률에 따른 확장 요청과 확장 결과
(단위 : %)
사용자단체
조직률(노동자)

확장

사용자 권고

요청 없음

0～25%

93

6

1

25～50%

93

5

2

50～75%

94

4

2

75～90%

93

6

1

90～110%

78

14

8

자료 : DARES(2018); Langevin(2018).
<표 5-12> 2014～16년 사용자단체 조직률에 따른 고용형태와 노동자 분포
(단위 : %)
사용자조직률(노동자)
비율

전체
0～25%

25～50%

50～75%

75～90%

90～110%

청년(30세↓)

35

25

26

18

20

23

여성

67

40

48

35

39

43

인턴

8

2

2

1

2

2

계약직

10

7

9

7

6

7

파트타임

27

17

26

19

16

21

자료 : DARES(2018); Langevin(2018).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6 janvier 2011, n° 09–6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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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력확장제도에서 확장 절차(procédure d’extension)와 구분되는
확대 절차(procédure d’élargissement)가 존재한다.140) 확대 제도는 노조
혹은 사용자단체가 미약하거나 부재하여 업종이나 지역에서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대표 조직의 요구나 정부 주도로(전국단체
교섭위원회 위원 다수의 반대가 없을 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
또는 업종의 협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L226117). 이때 적어도 5년 동안 협약 체결이 없거나 이에 대한 부속 조항이 없
을 시 노조나 사용자단체가 미약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간주한다(L226118).
이와 같은 확장제도에 대해 사용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질까? 뒤프렌과
매이-제르망의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기업운동(MEDEF)과 중소기업연합
(CPME)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절대로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MEDEF 관계자는 “확장제도는 국가가 협약이
행을 보장하는 일종의 지원”이라 간주하고, “확장제도는 노․사의 자율성
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단체협약에 규범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Dufresne et Maggi-Germain, 2012). 특히, 모든 업종이
교섭 의무 의제에 대해 동일하게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했다. 무엇보다 확장 절차는 임금 협약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만약
협약이 업종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업종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처럼
쉽게 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종 사용자들도 확장 제도에 대해 우호적인데, “정부는 사용자단체가
해당 부문 사용자의 100%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단체협약의 일
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제도를 시행한다. 실제 결사의 자유가 우
세하다. 우리는 프랑스 사용자단체로서 대표성 제도가 필수적이고 행정적
확장방식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Dufresne et Maggi-Germain,
2012)고 응답했다. 자주 언급되는 확장 메커니즘의 또 다른 장점은 ‘경쟁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다. 업종사용자들은 실제 확장제도가 없다면, 협약
을 통해 규율이 가맹사와 비가맹사 간의 불평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140)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과 단체교섭 확장을 중심으로 다룬다. 노․
사 단체가 부재한 업종의 협약 확대에 관해서는 손영우(20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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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다(Dufresne et Maggi-Germain, 2012).
다만, 효력확장 과정에서 유보, 배제 등 노동부의 판단은 경우에 따라
교섭 중 노․사 당사자의 계약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종
사용자 대표는 확장이 경우에 따라 협약의 경제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 있
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협약 내용이 적용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특정 조항을 거부하
는 것 외에도, 노동부는 특정 조항을 해석하고 법의 규정을 넘어서 조치
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Dufresne et Maggi-Germain, 2012).

4. 확장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개선 논의
국제노동기구(ILO)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효력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ILO, 1951; Hayter and Visser, 2018).
a) 단체협약이 이미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다수의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b) 단체협약에 서명한 다수의 노조 혹은 사용자단체가 효력확장을 요
구한 경우
c) 단체협약이 적용될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전에 확장 효과에 관해 예
측이 가능한 경우
결국, 효력확장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자발적인 성격을 보존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력확장제도는 협약적용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협
약적용률의 상승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
는다. 더불어 단체교섭 제도의 안정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단체협약의 공공재 성격을 유지시키기도 한다. 또
한 인력운영, 교육, 건강, 안전, 기술 도입, 보험, 퇴직연금, 성과 관련 우대
조치 분야에서 바람직한 운영을 가져오기도 한다(De Ridder et Euwals,
2016; OECD, 2017: 7).
반면에, 경쟁, 고용, 기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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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됐다(OECD, 2017: 7). 특히, 협약 내 업종의 다수 기업의 경
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 또한 노사에 의해 합의되지 않
은 효력확장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극대화된다.
협약서명 사용자단체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만을 대표하
는 경우(즉 지불능력이 높은 경우), 단체협약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뒤
처진 기업이나, 인력과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가 필요한
신생 기업에게 적합하지 않은 최저임금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인 확장은 경쟁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가령, 투자가 줄어
든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기업이 새로운 진입자 및 다른 경쟁자를
축출하기 위해 효력확장을 사용하여 그들이 교섭하지도 않은, 그들이 시
장에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이다(OECD, 2017: 8).
이에 대한 극복 방안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단체협약 적용률을 낮
추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거의 즉각적인(quasi-automatique)’ 효
력확장 절차의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7). 가령, ‘특정 협약
의 효력이 확장되기 위해선 해당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해당 산업 전체 고용의 50%가 넘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도
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정확장절차 개혁을 위한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행정확장 이전에 보편적 이익의 관점에서 비용과 혜택을 잘 이해
하기 위한 사전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법에 이미 존재
하는 내용이지만 실재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결국, 서명 단체들의
최소한의 대표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 보편적 이
익의 관점에서 효력확장의 효과 예측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 확장에 따른 경제․사회 효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
에게 자문을 진행할 ‘독립 협의회’를 설치한다.
셋째,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명 단체의 대표성 문턱을 설정
한다. 프랑스에선 행정 효력확장을 위해 결과적으로 노조에게는 최소 30%
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는 문턱이 존재했지만, 사용자단체에게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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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도 문턱을 둘 것을 권고
하고 있다(OECD, 2017: 10).
넷째, 부정적 효과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확
장 조치의 예외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표성 문턱을 두고, 보편적 이익
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면 기업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두거나 업
종 단체협약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외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단체협약의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
결국, 효력확장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선 효력확장의
축소가 아니라 노․사 단체 대표성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제5절 소 결

프랑스의 대표성 규정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용자단체 조직률에 대한 사고를 넓혀준다. 사용자단체 조직률은 가입
기업의 수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에까지
확장시켜줬다. 오히려 단체협약 효력의 적용이나 확장의 조건이나 결과
를 염두에 둔다면 가입 기업의 수보다 가입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의 수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 대표성에 대한 측정 사례이다. 프랑스는 사용자단체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측정대상을 사용자단체 가입기업과 그들이 고용
하고 있는 노동자로 하고 있다. 업종 교섭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단체가 가
맹기업 중 일정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교섭에 참여하여 서명하고 이들
이 맺은 협약이 업종 전체에 확장될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
주하는 것이다. 물론 전체 가맹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 중 50%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가입한 사용자단체는 확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역시 업종 전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단체 가입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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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노동자를 분모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더욱 세심한 법철학
적인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과 효력확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고민은 대표성 논의와 함께 전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대표성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인 효력확
장제도와 더불어 발달되지 못했다. 한국의 효력확장제도는 그의 존재 여
부 자체가 논쟁의 대상일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데,141) ‘일반적 구속력(노
조법 제35조)’으로 불리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지역적 구속
력(노조법 제36조)’이라 불리는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가 있다. 먼저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확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
는 자(조합원)가 반수 이상이면 나머지 반수 이하의 조합 가입 자격이 있
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때 확장 적용
되는 부분은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
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확장 적용되는 부분은 단체협약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
분(규범적 부분)에 한정된다.
이상의 한국 상황을 프랑스 제도를 빌려 설명한다면, 한국에선 대표성
을 프랑스처럼 서명 단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 규모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반적

141) 다수의 국제 연구에서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더불어 단체협약 효
력확장제도가 없는 국가로 분류된다(OECD, 2017: 6; J. Visser, ICTWSS Data
base. version 5.1, Amsterdam: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AIAS), University of Amsterdam.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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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위해선 과반의 적용이, 지역적 구속력을 위해선 3분의 2 이상
적용이라는 각각 상이한 대표성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관행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제도는 또한 향후 관행
을 만드는 데 영향을 제공한다. 한국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단체협
약 내용을 이미 적용받는 노동자 규모를 근거로 했을 경우, 사용자가 단
체협약의 효력확장을 막기 위해선 단체교섭의 참여가 아니라 불참을 통
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즉, 사용자 단체의 교섭 회
피 전략을 부추길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사례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을 가입기업을 대상으
로 부여하고 대표성에 따라 협약확장제도를 두어, 개별 사용자들은 어차
피 결과적으로 확장되어 적용받을 협약에 대해 교섭 시부터 영향력 행사
를 위해 참여하고 단체 가입의 동기를 갖게 되는 제도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식 확장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협약을
장려하는 협약의 자유 및 국가 개입주의가 결합된다. 이는 노사관련 제
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사회적 대화 친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오늘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에서 노사관계 기구의 의석배분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노․
사 단체의 상황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표성 부여가 아니라, ‘논쟁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른 권위적 부여이다.142)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커지
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
인 단체들도 공공정책 협의 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 향
후 이와 같은 의지를 어떻게 포용할지 여부도 양극화 해소 여정에 중요한
기착지가 아닐 수 없다.
초기업 수준의 교섭 논의가 한창이다.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은 확장제
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존재가 선결
과제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초기업 수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선 필히
142) 가령, 경사노위의 경우, 참여하는 노․사 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전
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관행상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 ‘민주
노총’, 사용자단체의 경우, ‘경총’과 ‘대한 상의’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경제5단체
중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이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참여여부를 다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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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참여하는 복수의 노․사 단체 대표들의 구성은 어떻게 정할 것인
가, 단체협약의 서명은 누가할 것인가 등의 대표성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초기업 수준 교섭의 발달은 기존 방식의 대표성의 권위적 부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결국, 우리에게 노․사 단체의 대표성 논의는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발
달하기 위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할 과제이며,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 고민과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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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단체교섭 : 이탈리아 사례

제1절 들어가며

현대 이탈리아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생동감 있는 민주 사회이면서
도 세련되고 품격 있는 소비 중심의 사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원주
의, 부패와 냉소주의의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에서 거대한
비공식 지하경제와 만연한 조직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규제 및 과세도 되지 않으므로 문서화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통계들은
실제 경제활동과 고용 수준을 과소 언급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노사관계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파편화(institutional frag
mentation)와 조율(coordination)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비중은 시
기별로 크게 변해 왔다. 최근 감소하긴 했지만 제도적 노사관계는 이탈리
아 정치경제학에서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origatti and Pedersini
(2021)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종사 노동자 10명 이상의 기업의 80% 이상
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유럽 내 그 어느 나라보다 사용자단
체와 노조가 많다. 이탈리아 노사관계가 노사자율주의(voluntarist)를 바
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경쟁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상황 전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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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탈리아 노사관계 역사를 개괄하고(제2절),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현황을 소개한다(제3절). 이어 업종별 단
체교섭의 구조와 프로세스를 분석하며(제4절), 업종별 협약의 효력에 대
해 논한다(제5절). 다음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에 대한 노사관계 차원
의 대응을 소개하면서(제6절),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절 이탈리아 노사관계 발전 역사 개요

이 절에서는 이탈리아의 정치․경제․사회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
펴보면서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후발/불평등 경제 발전에서 1945년까지
이탈리아 경제 및 사회는 오랫동안 다양함과 격차가 나타나면서 ‘여러
모습의 이탈리아(many Italies)’를 양산했다. 정치적으로 통일된 근대 이
탈리아의 모습은 1861년이 되어서야 형성되었고, 남부의 빈곤층을 희생
시키면서 북부의 이익을 높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시골스러운 삶이 가장
이탈리아다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 농업 노동자들은 전체 노
동자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1951년까지도 최대 고용은 농업분야에서
이루어졌다(Negrelli and Sheldon, 2004).
가. 이탈리아 근대화
1895～1914년 기간은 이탈리아의 경제 도약, 정치 발전 및 근대적 노사
관계 형성에 중요한 시기였다. 이탈리아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5가지 요소
는 아래와 같다(Negrelli and Sheldon, 2004).
① 농업의 지속적인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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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된 지역의 중공업 산업 집중– 밀라노, 토리노 및 제노바로 구
성된 북서부의 산업 삼각형 지대(‘industrial triangle’)
③ 기타 지역의 산업은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가족 단위로 관리
가 이루어짐
④ 정부는 민간의 추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적극적
투자
⑤ 북부의 근대화는 상대적으로 남부의 저개발 및 빈곤 악화 초래
나. 정치 및 노사관계 발전 : 파시스트 정권까지
1) 노동조합
노동조합주의에서 대중의 근원은 농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조합
주의는 이탈리아 중앙, 북부 지방에서 발생했고,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주
의와 노사관계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동원으로, 특히
1892년 결성된 이탈리아 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 : PSI)을 통해
노동조합주의는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PSI 활동가들은 초반에 지역 단위
노동회의소(labour chamber)라는 혁신적인 조직을 통해 지역주의 성향
을 강화했다. 노동회의소는 지역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 지위를 확보하
도록 하는 한편 농업, 운송 및 건설 등의 지역 단위 산업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노동회의소는 지역 직종별 노조(craft
union)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PSI 활동가들은 특히 산업 삼각
형(industrial triangle) 내에서 직종별 노조를 추후 업종별 노조로 재편했
다. 노동회의소와 업종별 노조는 이탈리아 노동조합 구조에서 두 기본 축
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자들은 1906년 전국 단위 노동조합 총연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CGIL)을 조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자
들의 연대와 조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CGIL은 업종별 노동조합과
지역/광역별(local/territorial) 노동회의소를 결합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각각 수직적, 수평적 조직구조라고 부른다(Negrelli and Sheld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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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단체
189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 사용자들은 지역에서 상품, 금융 및 노동
시장을 운영했다. 지역주의와 직종별 조합주의(trade sectionalism), 정부
경제 정책 수장의 관심에 따라 사업들이 구성되었다. (북부지역의) 노사
갈등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태도는 파업 행위를 더욱 지역적인 것으로 조
장한 가운데, 사용자단체들은 지역 단위 노사관계 전략과 업종별 조율기
제를 발전시켰다. 1902년 몬자(Monza, 밀라노 근교)에서의 지역, 업종별
을 넘어선 사용자단체의 첫 번째 설립은 노동조합주의의 노동회의소 모
델을 반영하며 그 시초가 되었다. 지역 단위 단체가 모여 지방(regional)
단체를 구성했으며, 더 나아가 소규모이지만 1910년 전국 단위 사용자단
체인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사용자단체
(employer associations : EAs), 단체교섭, 그리고 대부분 파업은 1차 세계
대전까지 여전히 지역(local) 중심이었다(Negrelli and Sheldon, 2004).
3) 정 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혁명적인 노동자 시위와 점거는 패배로 끝이
났다. 하지만 1922년 파시스트 운동이 국가 권력을 점령함으로써 20년간
의 중앙집권의 전체주의 단일 정당 국가가 출범했다. 이것의 일부는 노사
관계의 중앙 집중화로 이어졌다.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당은 독립노조 및
반대당을 불법으로 보고 금지했다. 또한 노사관계를 상부에서 하부까지
구조조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 민주주의하에서 노사관계 단체의 재건, 1945～90년대 초반
현대 이탈리아 노사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45년 최종적인 이탈리아 해방과 더불어 1921년 PSI에서 분리되면서 창
설된 이탈리아 공산당(PCI)은 레지스탕스 세력 중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
상하였다. 이 중 1942년 크리스찬 민주당(DC)을 창당한 사회주의 가톨릭
그룹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결합해 단일 비정당 노조 연맹인
CGIL을 결성하였다. 1948년 이탈리아 헌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얼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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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정치적 냉전으로 통합이 무너지고 만다. DC는 새로운 다수 의
회라는 힘을 이용해 정부에서 좌파를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DC 지
지자들은 CGIL을 떠나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경쟁 노조 연맹인 CISL을
설립하였다. 1950년 두 개의 소수 정당 지지자들은 CGIL을 떠나 UIL을
만들었다(Negrelli and Sheldon, 2004). 각각의 연맹은 이데올로기 특성과
정치적 성향이 분명했다. 가장 규모가 큰 CGIL은 PCI가 장악했다.
DC는 1948년부터 1993년 몰락할 때까지 주로 소수 중도파 정당들과
연합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1948년 이후 엄청난 현장 조합원들을 바탕으
로 PCI는 곧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크고, 핵심적인 반대파인 야당이 되었
다. 냉전 말미에는 정치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DC, PSI 및 정부의 소수
정당은 부패 비리 사건으로 폭락했고 PCI는 분리된 이후 비공산주의 좌
파 민주당(Left Democratic Party : PDS)으로 재편했다. PDS는 추후 몇
십 년 동안 다른 집단들과 결합하면서 탈바꿈했다. 그 이래로 다양한 극
우파 정당들이 등장했고 이 중 다수가 정부에 참여했다. 구시대적인 계급
교차적인 DC와 달리, CISL과 연계된 좌파 기류와 더불어, 신우파 정당들
중에 어떤 당도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조합주의에 공감하지 못했다. 대부
분이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정책 차원에서
는 노조를 배제한 정부와 자본 간 양자 관계를 지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제품 품질의
향상과 혁신을 추진했다. 정부 정책과 기업가 전략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이탈리아 경제는 성장하는 세계 경제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1950년대 초
～196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Italian Economic Miracle)을
통해, 비록 남부는 정체가 계속되었음에도,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폭넓은 전근대적인 농업 사회
에서 산업경제, 그리고 근대사회로 변모했다. 1961년까지 노동인구의 38%
가 산업에, 32%가 서비스 업종에 그리고 30%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했다.
산업화는 산업 삼각형 지역을 넘어 확장되었으며 국영기업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의류, 섬유 및 식품 가공업의 중요성이 유지되었지만 산업화의
재개로 기계․장비, 운송․차량, 백색 가전, 사무용품 및 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었다(Negrelli and Sheld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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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1948년 헌법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독립적 노동조합주의 특
성을 반영한다(사용자들의 무솔리니와의 수치스러운 협력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공화국은 노동을 기반(founded on labour)으로 이루어졌고, 개인
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최근까지, 정부와 사용자 및 노조
로부터 제기되는 경계는 이러한 조항의 확장을 위한 법 제정이 미비하다
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대체로 노사자율주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개별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과 연계되는 기여형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실제, 지하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용
자가 자사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Negrelli and
Sheldon, 2004).
비교적 노사자율주의에 근접한 이탈리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non-recognised)’ 단체이다. 하지
만 이것이 노사 주체들에게 법적 주체로서 활동하고, 단체협약을 맺고,
파업을 주도하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법적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 반면, 비인정(non-recognition)은 법적 그리고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노사 주체를 자유롭게 해주며, 반대 집단들이 경쟁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업종별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단체협약의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 노사자율주의 시스템의 긍정적인 권한 증대를 보여주는 사례
는 헌법 제39조 4항의 적용에 있다. 1959년 만인효(Erga Omnes)는 단체
협약에 법적 지위를 제공해 주었고, 특정 업종 내 전체 노동자들에게 조
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무노조 분야로 남아 있으려고 종종 애를 쓰는 반면, 이탈리
아의 만인효는 효과적으로 비노조 분야의 형성을 차단시키고 다국적기업
에서조차 노조 회피 전술을 고려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
은 (만인효의 적용이라는) 결과를 지배하긴 하지만 그 결과를 양산하는
과정과 그에 관여되어 있는 당사자들까지 관장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규
범 중심의 입법 토대가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상 틀
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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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1980년대 세계 경제위기, 정치 부패 및 1969년 이후 노동자
들의 투쟁은 이탈리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기업 및 공기
업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반대로 많은 이탈리아 중부와
북동부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제3의 이탈리아)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전환점은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1969년 뜨거운 가을(the ‘hot autumn’ of 1969) : 전투적인 대규모
노동자들과 노조 권력 등장의 시작을 알렸다.
② FIAT의 1980년 대량 정리해고 반대 파업 : 강성 금속노조가 패배
함으로써 노조 권력이 쇠퇴했고 사용자/경영진의 권력이 부활했다.
③ 1993년 노사정 합의 : 이는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된 첫 합의였다.

제3절 노사관계 당사자 : 사용자, 사용자단체 및 노조

1.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창업 가족들은 이탈리아 북부지역 주요 기업 중 다수를 지배하고 경영
해 왔다. FIAT사는 아넬리(Agnelli) 가문이 이끌어 왔고, 이들은 이탈리
아의 산업 및 금융 엘리트를 구성하며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회사와 해외 소재 다국적기업 역시 전문 경영이 이루어
지는 주요 분야이다. 성공적인 제3 이탈리아(the Third Italy)의 소규모 기
업은 창업자가 여전히 경영권을 보유하는 가족 중심 사업이 주류를 이루
었다. 이탈리아의 지배적인 사용자인 FIAT사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
관리 기관 및 정치를 통해 사업장 관리 및 비용을 통제해 왔다. 따라서 노
동환경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종업원 참여 및 작업장 인간관계
등의 이슈에 관한 사용자의 리더십은 사업장 밖에서 찾아야 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사용자들은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
든 기업에서 고용계약의 지속성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 대해 가장 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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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였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법령 및 단체협약 또는 노동쟁의로
위협하는 전투적인 노조의 역량에서 비롯되었다. 노조가 조직된 대부분
의 업종, 특히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1980년 FIAT사의 승리는 대량 정리해고 문제에서 노조 저항을
무너뜨렸으며 공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단체와 대표성은 연맹들 간 중복과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자단체 내의 구분(division)은 업종별 정체성, 기업 규모 및 정치적 성향
까지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Confcommercio와 Conferscenti는 모두 소매
업 사용자, 개인 서비스의 다른 부문, 상공인을 대변한다. 농업 분야에는
Confagricoltura와 Coldiretti 및 Confcoltivatori(소규모 농부)가 존재한
다. Confapi는 중소기업만을 대표하며 Confartigianato는 여전히 강력한
장인 생산 분야를 대변한다(Negrelli and Sheldon, 2004; Dorigatti and
Pedersini, 2021).
Confindustria는 가장 중요한 사용자단체 연맹이며 제조업, 건축, 건설
및 일부 서비스산업을 대표한다. 개별 기업은 Confindustria에 직접 가입
할 수 없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평적(지역별) 그리고 수직적(업종별)
지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조직화된 자본의 우월적 목소리를 내는
Confindustria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경제정책 입안, 경제 전반의 단
체교섭, 업종별 교섭 조율 및 로비, 정책 개발 및 선전 등에서 핵심 역할
을 했다. 2020년 10월 현재, Confindustria가 포괄하는 지역별 및 업종별
지부는 217개에 이르렀고 15만 개 이상의 기업(약 550만 명의 노동자 포
괄)이 가입되어 있고, 이들 기업은 이탈리아 GDP의 약 34%를 차지한다
(Confindustria, 2020).
지역별(Territorial) 사용자단체는 회원사와 소속 사용자단체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데 최근 이들이 Confindustria를 주로 장악하고 있다. 특히 밀
라노와 토리노의 지역별 사용자단체들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강하다. 사
실 Confindustria는 1969년 이후 노동자들의 전투성으로부터 야기된 특정
단체교섭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1970년대 및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업종별 사용자단체를 결성했다. Confindustria 소속 업종별 사용자단체들
은 엔지니어링 사용자, 화학산업, 섬유 및 의류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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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교섭에서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상이한 회원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 활동 범위와 Confindustria로부터 제한된 자율
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 외 다른 업종에서는 Confindustria
의 지역별 사용자단체가 더욱 중요하다.
Confindustria는 대기업 사용자와 중소기업 사용자 간 반복되는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은 Confindustria 산하 가맹조직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Confindustria 내에서 FIAT의 지배적인 역할과 폭넓
은 사용자 간의 이해 갈등은 반복적인 주제로 제기되었다. 사실 1980년의
FIAT의 승리는 이탈리아의 대기업 사용자들 내에서 새롭고 폭넓은 고용
관계 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힘과
잠재된 노동자들의 힘, 노동조합의 전투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용을 고
려하여 사용자단체는 두 가지 연결점을 추구했다. 하나는 상호 간 수용하
는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다원주의 노사관계의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
는 영리 추구 기업의 논리에 노조의 교섭 안건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사용자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사용자
단체는 그들이 대변하는 기업과 단체에 미가입하고 있는 기업 모두의 수
요와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 특히 가족소유 기업
들에서 사용자단체 내 관계는 계약적이라기보다 공동체적, 동일시적 관
계가 강하였다. Dorigatti and Pedersini(2021, forthcoming)에 의하면, 사
용자단체는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의 거의 절반 정도를 대변하였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하였던 곳에
서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많은 사용자단체들이 기존 회원사
를 유지하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종별
사용자단체는 다양한 전략적 반응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업종
별 사용자단체는 지역별 사용자단체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또한 강성 노조를 상대하는 경우 사용자단체 회원사 유지가 용이하며 기존
노사관계 관행이나 방식을 급격하게 수정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nfindustria의 산하에 있는 중요한 두 개 업종별 사용자단체를 살펴
보자. 자본 집약성이 높은 화학업종 기업들에게는 Federchimica 회원 자
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전통적인 핵심 활동인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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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과 기업 차원에서 노조 대응, 그리고 긍정적인 노사관계 풍토를 유지
하기 위함이다(Sheldon et al., 2016: 182). 전통적으로 화학업종 노동자들
의 조직화가 강했기 때문에(특히 CGIL 노조) 이 업종 내에서 산업평화가
사용자단체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보다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Federchimica는 또한 회원들이 직면한 환경 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 정
책의 영향,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 EU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이 산
업계에 공공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 등에 대응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화학업종의 변화는 회원사의 규모를 축소시켰
다. 이와 관련, Federchimica는 회원사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물류의 경우는 안전 및 위험(risk) 관리 등 전문가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 따라 맞춤화되고 상업
화된 가격으로 “수의선택제(elective goods)”로 제공된다(Sheldon et al.,
2016). 해당 서비스는 연계된 품질 인증 사업을 개발해 회원사에 보다 저
가에 제공된다. 회원사들은 이를 위해 Federchimica에 상당한 자금과 지
원을 제공하였다(Sheldon et al., 2016).
가구/목재 산업의 사용자단체인 Federlegno-Arredo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다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회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회원사를 위
한, 그리고 해당 업종을 위한 업종별 교섭은 매우 중요하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Federlegno의 전략은 회원사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selective goods)를 제공하는 것이다(Sheldon et al., 2016). 이 같
은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가치사슬을 따른다. 예를 들어, 컨소시엄을 구성
해 원자재를 구매함으로써 그 비용을 낮추고, 회원사의 재활용을 관리하
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Federlegno는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별
적으로 수익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회원사들이 무역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익이 쌓이자 Federlegno는 회원들의 회비를 낮추고 보다 폭넓은 범위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Sheldon et al., 2016).
Confindustria 내 선도적인 지역별 사용자단체는 Assolombarda다.
Assolombarda의 조직 범위는 밀라노와 내륙지역 등 이탈리아 경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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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Confindustria 내에서 영향력이 매
우 컸다. 밀라노의 탈산업화로 인한 노사관계 측면에서 제기된 도전과제
들과 회원사 위기에 직면하여 Assolombarda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
여 회원사 충성도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몰입을 이끌고자 했다. 이것은
업종별 노조와 협의하면서 단체교섭 대표 자격을 넘어 지역 단위에서
(within territory)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
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Assolombarda는 스스로 도덕적 리더십과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사용자단체로 발돋움했다(Sheldon, della
Torre and Nacamulli, 2019).
그럼에도 기존에 자리 잡은 사용자단체들은 신규 사용자단체들과 적대
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조직의 대표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 단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적인 공간을 활용해
왔다(이를 ‘해적(pirate) 단체협약’으로 부르는데,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1999년 불리한 조건으로 추진한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가입과 독일 주도의 EU의 각종 조치들로 이탈리아의 불황과 경기침체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단체 출현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용자단체 대표성의 파편화는 불안정 일자리와 불안정 고
용의 증가와 맞물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공공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서의 사용자는 이른바 내부자에게 주어진 확고한 고용안정을 우회
하는 비정규 고용 형태를 고안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시장
에서의 불안정성이 급속히 확산하였다. 한 가지 양상은 기간제 계약의 확
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파트타임 계약의 확대와 특정 업무의 자영업자 및
노동조합협동조합으로의 외주화이다.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변화(1997년 Treu 개혁안 및
2003년 Biagi 법안)는 사용자들이 파견노동을 포함한 비정규 형태의 고용과
노동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비정규 형태의 고용과 노동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 정규
직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보호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최근 들어, 청년 실
업이 높아지는 가운데 긱 경제(gig economy)하에서의 노동은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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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다양하게 확인된다.
외주화는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제조업에서의
지원, 부대적인 업무 및 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핵심 생산 활동에도 외주
화가 확산되었다. 파견업체들이 제공하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강한 외주화 동기를 갖고 있었다.
나아가 노조 회피와 고용보장 및 최저 노동기준 약화 의도 등도 외주화를
위한 동기로 작용하였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2. 노동조합
이탈리아 업종별 노조는 지역조직의 근거와 그 뿌리를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 연합체(federation)로 정의한다. 총연맹(Confederation)은 전국 단
위 최상위 노조 조직(economy-wide peak union bodies)인데, 이는 연맹
(수직적 조직)과 지역 수준 조직(수평적 조직)의 연합으로 이뤄진다. 이
지역 수준의 조직은, 특히 CGIL의 경우 지역 단위 노동회의소까지 포괄
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상당한 탈산업화, 민영화 및 외주화
등과 같은 모든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최근 몇십 년간 놀
라울 만큼 조합원 수와 조직률에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공
식적인 노조 가입률 데이터는 상당수 퇴직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forthcoming).
노조의 정치화에 대한 역사가 오랜 가운데 이탈리아의 주요 노조는 계
급 리더십(class leadership)을 갖추고 이해대표 기구로서의 임무를 보유
한다고 자처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물론 정당,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된 비조합원들도 이 같은 인식을 지지해 왔다.
이탈리아 전국 조직으로서의 총연맹은 조합원 수 기준으로 CGIL, CISL
및 UIL이 있다. 각각의 총연맹은 노동회의소에 기초한 지역별 조직과 역
시 지역 수준의 분과로 구성된 업종별 노동조합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금속업종에는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3개의 노조인 FIOM(CGIL), FIM
(CISL) 및 UILM(UIL)가 있다. 사용자단체 측에서는 지역별 연맹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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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노동조합 측에서는 업종별 노조가 점차
더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조합원 비율은 상당한 감소세
를 보여 왔다. 물론 많은 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 조합원으로 자격
이 유지된다. 노조 조합원 감소는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화가 매우 활발하였던 제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역시 노조 조직률이 높았던 공공부문에서는 민
영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들은 임시직화, 외주화, 그리고 파
견노동의 활용과 같은 노동력 파편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3개의 노조 총연맹과 경쟁 관계를 갖는, 매우 다양한 정
치적 및 노사관계 지향에 따른 일련의 자율적이고 현장 중심의 조직들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맹 혹은 총연맹에 가맹하였다. 이미 1970
년대 후반에 확산된 이들 조직은 1990년대에 보다 확산하고 강력해졌다.
철도, 병원, 항공, 교육 및 경찰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들의 조직화가
두드러졌다. 이들 조직 중 중 일부는 비정규 형태의 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사관계 측면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다른 조직들은 업종 중심주의를 통한 노동계급의 전투성을
촉진하는 것에서부터 친사용자 관점 지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동조합 이슈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노조 분화
와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이들 3개 노조 총연맹이 이탈리아 정치․경제
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하였다(Negrelli and Sheldon, 2004; Dorigatti
and Pedersini, 2021).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 : 정당, 구조 및 프로세스

단체교섭은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 보편적인 규율 메커니즘으로 존재
하고 있다. 하지만 1993년의 노사정 3자 협약 이전까지 단일한 이탈리아
모델은 없었다. 제조업에서는 항상 3개 층위 교섭(국가수준, 업종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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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운데 두 가지가 일반적이었다. 다른 업종에서는 지역 혹은 지방 수
준에서의 교섭이라는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단위 노사 대표 조직
들 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섭구조, 전국 단위의
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의 내용 및 각각의 프로세스 간의 연계방
안 등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직업교육과
같은 계급 간의 이슈로 여겨지는 내용에 대한 교섭에서도 역할을 지속하
고 있다(Negrelli and Sheldon, 2004; Dorigatti and Pedersini, 2021).
전국 업종별 노동 계약(‘업종별 협약’)은 1960년대 이래로 노사관계
시스템의 버팀목이 되었다. 업종별 협약은 일반적으로 임금 및 노동조
건을 포괄하고, 회사 차원에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둔 표준 협약
(standard arrangement)을 말한다. 선도적인 업종별 협약은 금속, 화학
및 섬유 산업에서 이루어진다. 1969년 뜨거운 가을(‘hot autumn’)의 영향
으로 1970년대의 업종별 협약의 포괄 범위가 확대되어 보건․안전, 작업
량, 노동 이동성 등 이전에는 회사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까지 포함
하게 되었다. 1968～75년 사이 기업별, 사업장별 교섭은 노동강도, 보건․
안전, 노동시간, 구내식당의 식사 품질 등과 같이 쟁점 이슈의 범위를 확
장하였고, 해당 교섭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늘었다.
1993년까지 이탈리아의 노사관계는 교섭의 수준별로 포괄 범위를 결정
하기 위한 분명한 틀(framework)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백하에
서 1969년 이후 전투적인 노동운동은 관리되지 않은 분권화(unmanaged
decentralisation)를 만들어냈다. 전투적 현장 노동운동을 통한 더블딥
(double-dipping) 상황은 업종별 교섭을 통해 노조에게 반복적으로 이익
을 더해주었다. 사업장에서 급속한 임금 부상(wage drift)과 사용자의 정
당성에 대한 전투적인 도전은 사용자들의 극심한 불만족을 야기하였다.
FIAT가 이끄는 Confindustria는 다시 중앙집권화를 희망했다(Sheldon,
Thornthwaite, and Ferrero-Regis, 1997).
1970～80년대에 전국 단위 교섭과 CGIL-CISL-UIL 간 전략적 및 운영
상 단일체에 기반을 둔 노사정 삼자주의 형태는 이 같은 압력을 관리하고
자 개발되었다. 이 가운데 FIAT 및 Pirelli 같은 FIAT 동맹 기업들이 주
로 선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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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노조 총연맹들의 단일체가 와해되자, 전국 단위 임금교섭은 업
종별, 기업별 교섭으로 이동했다. 비록 우위에 있다 해도, 대기업 사용자
들은 현장 구조조정 및 기술 변화가 한창 진행될 때는 노조의 목소리를
유용하게 받아들였다. 작업장 및 작은 지역 단위에서 노․사는 비공식적
이고 유연한 형식의 공동 규제를 실험했다. 이러한 모든 실험들은 안정적
인 절차적 틀을 모색하도록 했다.
1993년 노사정 협약은 일관성,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했다. 이 협약은 업종별, 기업별 두 수준에서의
교섭만을 명문화했다. 나아가 노사정 협약은 민간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각각의 수준에서 교섭 범위 및 그 관계를 명문화했다. 업종별 협약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정책 기능은 동시
에 실질임금 수준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며 파업을 줄이는 것
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도입된 방법은 정부가 설정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고, 설정 인플레율과 실질 인플레율의 차이가 있을 경
우 사후에 조정하는 것이다. 협약은 또한 기업 차원의 임금교섭에서는 품
질, 생산성 및 수익성 등 기업과 관련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도록 제한한
다(Sheldon, Thornthwaite, and Ferrero-Regis, 1997).
최근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의 교섭체계는
여전히 1993년 노사정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업종별 협약은 조합원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 및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defacto binding)을 갖는다. 이탈리아 시스템에는 적용 제외(opting-out) 조
항은 없다.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만 교섭하기 위해 업종별 협약을 무시
하거나 아예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선택권은 관
련 업종별 협약의 틀 안에서만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종별 협약이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업종별 협약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
었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a. 직무 분류 및 직급(직책)에 따른 최저임금률
b. 노동시간
c. 채용 및 고용계약 해지
d. 비정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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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업종별 단체교섭의 핵심 과업이다. 사
실 이탈리아는 주요 유로지역 국가들 중 유일하게 법정 최저임금 조항이
없다(D’Amuri and Nizzi, 2017). 업종별 협약은 기업 차원 교섭에서 발생
한 이익을 확산하거나 일반화한다. 최저임금 설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각 산업 차원의 단체협약은 특정 직급과 그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계약
상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이는 노동자 과업의 복잡한 특징에 따라 단체협
약에서 정의되는 업무 분류(직급)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자격과 연공서열
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같은 직책은 직업과 유사하게 간주되는데 중요한 차
이는 활동분야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업무가 하나 이상의 직책으로 분류
가 되고 각각의 직책군별로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Devicienti,
Fanfani, and Maida, 2018: 5～6).
최저 계약 임금 항목은 대부분 전체 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2016년의 경우 약 88%에 해당하였다(D’Amuri and Nizzi, 2017). 하지
만 수당이나 보조금 등의 부가적 요소, 연공 서열에 따른 인상, 생계비 지
수를 감안한 조정 등의 자동적 요소 및 변동비 이연 등 전반적인 임금 구
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변동비 이연 항목에는 관련 업종별 합의에 기술되
어 있듯이 이탈리아의 전통인 13월차 또는 14월차 등 추가 근무월급 지급
이라는 항목이 포함된다(Cella and Treu, 2009). 자동적인 요소의 영향 및
비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감소했다.
1993년 노사정 협약하에, 생산성, 수익성 등 실적 중심의 임금 프리미
엄에 대한 교섭은 기업별 또는 지역별로 분권화되었다. 여러 학자에 따르
면, 이 방식은 임금 상승률을 생산성 증가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환
경을 조성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생산성 향상과의 연계를 위한 교섭 메커니즘이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Pulignano et al., 2018). 또한 대기업과, 노조가 다수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반영한다(Maino et al., 2019).
정부가 촉구하고, 경제학자와 영향력이 큰 사용자들이 주장했음에도,
예상되었던 기업별 단체교섭의 확산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결과로서 단체교섭의 분권화(탈조정화)는 예상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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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속화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 같은 과정은 속도가 느려졌고 업종별
교섭은 단체교섭의 핵심 수준으로 재차 확인되었다(Regalia and Regini,
2018).
하지만 이탈리아의 시스템은 업종별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지지부
진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약의 만료에 따라 노동자들이 계약 갱신을 위
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평균 16.6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재교섭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교섭하는 임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탈리아의 국립통계연구소(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에 따르
면, 2020년 9월 말 기준 효력을 가진 업종별 협약은 21개이고, 총 220만
여 명이 이들 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총임금의 18.4%를 차지한다. 아직 52
개 부문의 협약이 갱신 대기 중이며 이 협약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1,040만 명이다(Istat, 2020).
업종별 교섭이 상당히 확장되면서 이탈리아 노조 및 단체협약은 민간
부문, 중소기업 및 신흥 경제 부문까지 확장되었다. 일례로 2001년 전문
가 분야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엔지니어, 건축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약
1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업종별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
한 언론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온라인 저널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원격근무(teleworking)를 규정하기 위해 노조 연맹과
Confapi(중소기업을 위해 특화된 EA) 간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업종 및 기업 차원의 보다 세분화된 협약과 더불어 운영된다(Pedersini &
Trentini, 2000).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압력에 의해, 2009년 전국 단위 협약은 부분적으
로 개정되었다(Accordo interconfederale per la riforma degli assetti
contrattuali, 15 aprile, 2009). 하지만 최대의 노조 총연맹인 CGIL은 새로
운 시스템이 업종별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
다는 우려 때문에 체결을 거부했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2009
년 협약은 단체교섭 시스템의 두 단계 구조(two-level structure)를 확인
하였고, 분권화된 교섭은 오직 업종별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거나 명시적
으로 위임된 주제에만 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 협약은 또한 업
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고 분권화된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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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별 교섭으로 임금 프리미
엄을 얻게 된 기업을 위한 감세 혜택 조항도 포함되었다.
2011년 전국 단위 협약은 과거 교섭 수준별 의제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일부 모호하게 만들었다(Accordo interconfederale fra Confindustria e
CGIL, CISL e UIL del 28 giugno, 2011). 협약은 재정 위기에 빠진 기업
들은 참여하지 않는 적용제외(opt out) 조항을 추가했다. 이들은 업종별
교섭을 통해 이미 유보되거나 합의된 모든 이슈에 관해 이제 회사 차원에
서 교섭 또는 재교섭해야 한다. 최저임금 및 이양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
리만이 유일한 예외사항이다. 이 같은 변화로 단체교섭 수준별로 이뤄지
던 조율 기능이 축소되었다(Pulignano et al., 2018).
이탈리아 노사관계 내에서 이 같은 업종별 회복력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된 노조 총연맹 - 특히 CGIL - 들은 업종별 교섭에
전념하고 있다. Regalia and Regini(2018: 73)도 사용자들이 업종별 교섭
을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경제 내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며 현재 Confindustria를 이끌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단체교섭을 해야 할 경우, 업종별 교섭을 선호하는데 이들
의 선호는 아래의 내용을 반영한다.
(i) 사용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으
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통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
출 가능성
(ii) 노동비용 경쟁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
(iii) 기업 단위에서 노동조합 배제의 용이함
이탈리아 대기업에게 업종별 교섭 및 협약의 이점은 아래와 같다.
(i) 전국적 합의는 이탈리아 노동조합 전통의 일부이므로, 합의와 사회
적 평화의 조성
(ii) 분권화된 수준에서 적절한 교섭구조가 부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무제한 경쟁과 소모적인 갈등의 예방(Regalia and Regini,
2018: 73)
사용자단체, 특히 Confindustria의 입장에서는 업종별 교섭에서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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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으로의 전환이 그들의 노동규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핵심 역할을
크게 위협한다고 보았다. 사실 이는 그들 조직의 목표, 전략 및 운영 모델
이 재정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galia and Regini, 2018; Sheldon et al.,
2016). 나아가 Confindustria 시스템 외부에 있는 사용자단체들 대표성은
매우 분절화되어 있고 조율하기 어렵다. 이는 사용자단체 “세계”에서 단
체교섭에 관한 명확한 그리고 합의된 선호방식을 결정하고 설정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제5절 업종별 협약 조항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엄격한 법적 조항하에서, 업종별 협약은 그 적격성과 구속력에서 보통
의 사법 계약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는 오직 협약에 계약 당사자들과
그들의 관계자들만 묶게 된다. 기업들이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 즉
금속기계 부문의 Federmeccanica, 화학 부문의 Federchimica 등에 가입
한 경우,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조건들을 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
하게 된다.
FIAT 그룹을 예로 들어보자. 2011년 FIAT는 업종별 사용자단체인
Federmeccanica(그렇기 때문에 Federmeccanica가 가맹한 Confindustria
에서도)를 탈퇴한다. 업종별 사용자단체에서 탈퇴한 FIAT는 2012년 1월
부터 업종 단체의 회원이 아니고, 따라서 관련 업종별 단체협약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FIAT가 선언한 목적은 경영진이 업종별 협약보
다 유연하게 생산공장을 규제하기 위함이다(Pedersini, 2012). FIAT는
FIOM(CGIL)이 거부했던 기업/그룹 차원의 협약을 추진했다. 이 협약은
임금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업종별 협약에서 정한 수준과 일치하거나 더
개선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측면에서 업종별 협약을 약화시키지 않는
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FIAT 협약은 노조의 권한 및 근로시간 규정
을 약화시켰다(Leonardi, Ambra, and Ciarini, 2017).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협약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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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도 업종별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보통 개별 고용계약은 관련
업종별 협약을 명시적으로 참고하기 때문이다(Bordogna and Pedersini,
2019). 이탈리아에서 업종별 협약의 효력 확장을 위한 만인효(erga
omnes) 원칙은 없다. 하지만 법원은 주어진 환경에서 급여 수준이 이탈
리아 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받으면 업종별 협약을
참고하곤 한다. 헌법 제36조는 “노동자는 본인 업무량 및 업무의 질에 비
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금은 언제든 그와 그의 가족의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해야 한다(Fulton, 2020)”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 법체계에서는 어떤 단체(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
가 업종별 협약을 교섭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인(legal person)으로서 구
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단체협약은 협약이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노조는 법
인격이 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단체(unrecognized associations)”
로 남아 있다. 사실 2019년에서야 전국 수준에서 민간부문 노조의 대표성
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였다(Convenzione attuativa del testo
unico sulla rappresentanza, 19 settembre 2019).
따라서 헌법 제39조는 대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누가 대표할 권리를 갖
는지, 누가 교섭할 권리를 갖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 사용자단체나 노조가 승인한 소
위 “해적” 업종별 협약의 등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교
섭의 파편화 및 확산을 촉진시켰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협약의 경
우,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에 체결된 업종별 협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의 고용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D’Amuri and Nizzi, 2017). Leonardi, Ambra, and Ciarini(2017: 17)에 따
르면, 이러한 해적 업종별 협약은 “위로부터의” 원칙을 가진 단체교섭의
전체 시스템을 흔들고 있고, 사기성 전략과 소셜덤핑을 자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가경제노동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he Economy and
Labour : CNEL)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민간부문의 업종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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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약은 308건에서 824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약 2/3가 대표성이 없는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체결한 것이다(CNEL, 2019; Fulton, 2020).
이러한 상황은 법원에게 (이러한 협약상의) 임금 수준이 헌법 제36조
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사는 주로 판결을 내릴 때 관련 업종의 업종별 협
약상의 최저임금을 참고한다. 이 같은 상황은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소
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종별 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만들었
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명시적인 법 규정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사실
상 만인효(erga omnes)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상황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만 유효하고 업종별 협약에 포함된 다른 고용에 관한 조항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edersini, 2019). 둘째, 이 같은 법적인 절차를 가
동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역할이며 노동자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가 업
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보다 낮음을 입증해야 한다(Treu, 2019). 셋째,
이 상황은 서로 다른 업종별 협약이 존재하는 곳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법원은 때때로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업종별 협약을 참조한다. 그 외
의 경우 법원은 가장 대표성을 가진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참고하고 다른
경우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마이너 조직이 명기한 협약을
참고한다(D’Amuri and Nizzi, 2017).
동일 업종에서 복수의 업종별 협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영
향은 예를 들어 도소매 분야 등과 같은 산업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다. 2011년 대형 도소매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사용자단체인 Federdistri
buzione(회원사들이 약 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는 대규모 서비
스업종 연맹인 Confcommercio를 탈퇴했다. Confcommercio를 탈퇴함으
로써 Federdistribuzione는 서비스업종의 단체협약 갱신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또한, 독립된 업종별 사용자단체로서 독자적 업종별 협약을 체
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Federdistribuzione는 탈퇴 시점에 유효하였지
만 그 효력이 만료된 Confcommercio의 업종별 협약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그 회원사들은 Confcommercio의 새롭게 합의된 임금 4% 인
상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D’Amuri and Nizzi, 2017; Dorigatt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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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rsini, 2021).
또한 일부 마이너 단체들은 새로운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여 낮은 임금,
보다 친기업적 유연 근로시간 적용, 협약 유효기간 내 임금 동결 등의 조
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예를 들어 2013년 7월의 CIFA-PMI 합의
가 있는데, Confcommercio와 비교할 때 월 임금이 낮았고, 최저임금이
7% 낮았으며, 협약 유효기간 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다. 이같이 강력한 분
권화와 노동조건의 악화 속에서 Confcommercio의 협약은 이탈리아 노사
관계 내에서 처음으로 경쟁하는 사용자단체들의 대표성을 측정할 가능성
을 열었다(D’Amuri and Nizzi, 2017). 대표성 측정의 목표는, 가장 대표성
이 있는 조직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뒤 법원으로부터 손
쉽게 이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는 전 업종에 걸쳐 유리한 방식이다.
Confindustria 대표들도 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마침내 앞서
언급한 2019년 협약에 포함되게 되었다.

제6절 노동시장 불평등 및 노사관계 대응

1. 고용형태별 불평등과 업종별 교섭
최근 수십 년간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이탈리아 사회는 고용, 소득,
부의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관된 현상은 아니며,
때때로 서로 다른 집권 정부 간에 역전되기도 하였다. 노동시장의 주요
단층선은 더 큰 사회를 반영한다. 이들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를 현저히
보완, 강화한다.
1) 북부와 남부 격차 : 노동시장에의 참여, 실업, 임금과 개인/가족의 부
등의 측면에서 북부(와 중부) 대비 남부지역의 불리한 상황
2) 남-녀 격차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실업, 소득 및 개인/가족
의 부에 있어 남녀 간 격차 확대. 남부 여성은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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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안정적인) vs 비정규직(불안정한) 고용 형태 : 고용 불안정은
북부보다 남부에 더 만연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많이 겪음. 낮
은 임금인상률, 더 낮은 개인의 부 축적 및 고령 연금 등의 확산
4) 청년세대가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의 기회 감소(Pastorelli
and Stocchiero, 2019: 5～7)
오래된 사회적 편견과 선호도, 세계화된 경제 세력, 국내외 사회 정치
적 힘 및 정부 정책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불이익의 유형은 생산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사용자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들
과 그들의 노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힘을 키워 왔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사용자단체들은 전체 노동시장 및 개별 사업장에서 자신들
의 이익에 맞춰 경제정책, 교섭 및 통제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Pastorelli and Stocchiero, 2019; Dorigatti and Pedersini, 2021).
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같은 추세를 늦추거나, 중단 또는 되돌리려
했다. 노조의 계획에는 특화된 또는 기존의 노조 구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노조는 파트타임 노동자는 물
론 기간제 노동자 및 임시직, 파견노동자도 조직화했으며 심지어 자영업
자들도 조직하였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노조가 파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다. 업종별 노조는 업종별 교섭을 통해 사용자가 불안정
고용을 활용할 때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노조는 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노조의 업종별 교섭으로 사용자가 비정규
직 고용에 대한 활용도를 낮추도록 노력한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조
건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조는 하청 외주 노동자들을 위해 유
사한 캠페인을 시도한 적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노조에 가입
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Dorigatti and Pedersini, 2021).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불이익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결과는 매우 넓은
구조적 요소에서 비롯되고, 또 어떤 결과는 명시적인 성차별적 요소에서
비롯된다. Della Giustina(2014)는 이탈리아은행(Bank of Italy) 데이터를
사용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설명하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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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했고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는 지난 몇 년간 5～6% 사이를 오갔으며 EU 평균
(16.5%)보다 낮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임금격차 측면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측면에서는 최악이었다(15～64세 여성 중 경
제활동 참여도는 45～47%). 파트타임 고용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다(2004년 기준 경제활동 여성 인구 중 25%, 2013년도는 32%). 이는
연간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p.87).

다양한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Della Giustina(2014)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시직 대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은 15%로 높은 반면,
여성은 5%에 지나지 않는다”(p.71).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이 남성과 견줘 여성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별 불평등과 차별금지법
성별 임금 평등 주제와 관련, 이탈리아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여 성별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한 대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저명한
노동 변호사인 Nespoli(2018)는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남녀 간 균등 기회 규정(Code of equal opportunities between men and
women)’이 명시된 임금차별금지법(법령 198/2006) 제28조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업무와 관련된 임금 조건에 있어
서 모든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espoli는 이 규정이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과 그것으로 초래되는 결과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업무 및 승진
관련 차별금지 규정은 업무, 작업의 배정, 직급 및 경력 개발 등을 포함한
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차별금지 사
건을 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사실 인종, 민족, 언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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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차이가 나는 처우를 할 경우 그 어떤 행위
나 합의도 무효라는 일반적인 차별금지 원칙이 있다(Nespoli, 2018). 그럼
에도 남성과 여성 간의 동일 임금과 관련하여, Nespoli(2018)는 아래와 같
이 지적한다.
“차별적인 근거에 구체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없다. 다시 말해 임금격차의 근거가 차별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노동
을 하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등한 고용 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EEO)와 관련된 사
항은 업종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금속 업종별 협약
(Contratto Metalmeccanici, 2016)은 업종, 지역 및 기업(직원 1,000명 이
상 기업) 수준에서 균등한 고용기회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업
종에서 고용은 압도적으로 남성 주도적이다. 업종 내에서 2개의 관련 사
용자단체(Federmeccanica and Assistal)와 CGIL, CISL and UIL 등의
업종별 연맹은 EEO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제1
절 제7.1조에 따라 남녀 간 기회 균등을 증진하기 위해 분기에 한 번씩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특성, EEO 원칙에 따른 유연근무제 관련 계획의
수집, 직장 내 모든 유형의 성희롱 금지 등의 이슈에 중점을 두고 조사와
연구를 추진한다.
제1절 제7.2조는 지역 수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관련 지역 내에서
여성 고용 관련 특별한 추이에 관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또
한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별 차원을 중시하는 제7.3조는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각 3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다. 해
당 위원회는 (지역 수준과 달리) 단지 연구와 조사, 소통하기보다는 적극
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급이 무엇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 최소한의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협약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특화된 규정이 없다. 차별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는 차별금
지법 위반으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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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 결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과 업종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대체로 노사자율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조직화와 대표성 측면에서
파편화의 증대를 야기하였다. 그렇지만 단체교섭은 대체로 업종별 교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 교섭에 더하여 기업별 교섭이 보완적으
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에서 최저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업종별 협
약이 핵심이 된다.
둘째,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고 강성 노조 및 파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는 그 대표성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사
용자단체들은 회원사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거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음
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를 유지하고 교섭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만인효(Erga Omnes)가 작동하기 때문에 비노조 분야의 형성을 차단하
고 기업들이 노조 회피 전술을 고려할 수 없게 하였다. 실제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사용자단체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협약,
특히, 업종별 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준수해야 한다.
셋째, 지난 수십 년간 노사관계 개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의 교섭체계는 1993년 노사정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업종별 협약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
(de facto binding)을 갖는다. 이탈리아 시스템에는 적용 제외(opting-out)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종별 협약을 무시하고 기업 차원에서
만 교섭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선택권은 관련 업종별 협약의 틀
안에서만 부여된다.
넷째, 금융위기를 거치고 자본의 세계화가 확산하면서 기업 간 경쟁과
낮은 노동비용을 추구하는 자본의 전략에 따라 이탈리아 내에서도 불평
등은 만연해 있고, 최근 수십 년간 악화하였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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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히 남부지역의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배가되
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협약에서 균등한 고용기회에 관한 조항을 두고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 고용형태별, 세대별로 균등한 고용기회 부여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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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연구의 관점
우리는 노사관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용
자단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대
표성 및 확장성이 취약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
종별 협약의 확장성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을 검토하였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
동자 내부 격차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사관계 차원
의 해법 중 하나로 산업․업종별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
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도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주목할
만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인 이창근․이정희․허인(2018), 이창근․
박제성․박주영(2019)과 박제성(2019b)에 기반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로서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43) 연구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조언해 주신
강성태 교수(한양대),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동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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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연구내용 요약

자료 : 필자 작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한국에서 현재 존재하는 “노동관계 당사
자”로서 사용자단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둘째, 산업․업종별 노
사관계가 지배적인/이었던 국가들의 경우, 최근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
능과 관련하여, 특히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관
찰되는가? 셋째, 교섭의 결과물로서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한 이 글의 구조와 핵심 내용은
[그림 7-1]과 같다.
아래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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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한 ‘만인효’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절차 중심으로 살
펴본다.

2.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 단체협약의 만
인효를 위한 규범적 논의
사용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업종에서 서
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패하고 부정직
한 사용자가 시장에서 오히려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장은 제
대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덤핑하는 것
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이윤 추구 방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장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업종별 협약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
한 최소한의 합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의 경쟁이 기술 혁신
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다. 하지만
법률은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업종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업종별
협약이다. 그런 점에서 업종별 협약의 역할은 공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라는 사적 주체들이 체결
한 것이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분히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
에서 업종별 협약의 “사회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법이 사법과
공법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회법이라고 할 때, 그 핵심에는 업종별 협약
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의 노동법은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초할 수 있
는가 여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만인효
(erga omnes)”라는 것이다. 업종별 협약이 그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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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
해서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인효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자
신이 고용한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협약
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인효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즉 만인효가 있다
는 것은 업종별 협약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노동조합이 조합
원 자격 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인효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이 그것이
다.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무임승차론은 단체협약을 지나치게 사법적 행위로 해석하는 단견이다.
무임승차론에서는,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부이지만 법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므로 법률도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러
면 결국 사회에는 법률의 자리가 사라지고 권리와 의무를 직접 등가적으
로 교환하는 계약만 남게 될 것이다. 공적인 것은 사라지고 사적인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계약으로 보증해주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그 제3자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승차론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정초하는 법질서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무임승차론은 단
체협약을 (나아가 근로자의 단결 행위를) 일종의 비즈니스적 거래관계로
이해하지만, 만인효 개념은 단체협약을 보편적 직업규범으로 이해한다.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실천
되기 위해서는 만인효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만인효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업종별 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껏 마련한 공정경쟁질서가 침해될 우
려가 남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안하고 실시하
는 제도가 바로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
종별 교섭에 어느 정도 공적인 절차의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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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교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임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업종별 교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사업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사업주단체로 출범한 단체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ICT 기반 창업
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 시장 및 기존 제도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스스로 단결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사용자단체 역할은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제도
적 의제로서 이슈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충
분한 공급자(배달 종사자) 확보는 시장점유율, 투자유치, 소비자 만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
와 노동자의 경계선에 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플랫폼 기업은 폭발적 성장을 위해 플랫폼 노동을 통제하
고 싶은 유인과 동시에 배달 종사자를 자신의 플랫폼에 잔류시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포럼은
사업주단체가 사용자단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
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주요 회원사 단체협약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룰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율협약이 서구의 업종별 협약과 같은 확장성을 가
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
건 룰을 만든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추후 조직화된 노동과 조직화된 자본
이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지,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노
동시장의 룰과 제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사례는 사용자단체와 사업주단체의 법적 구분과 별도로 현실에서
사업주단체도 충분히 사용자단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임대업 사용자들의 사업적 이해와
노사관계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이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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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타워크레인노동조합과 업종별 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룰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는 서구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에
의존하여 초기업단위교섭을 활용하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
었다. 타워크레인임대업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동력, 노동시
장 장악력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협회에 의존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2016～19년 사이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초기
업단위교섭은 개별 사용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
째, 조직력과 파업역량을 가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보다 타워크레인협동
조합을 통한 집단교섭이 개별교섭에서 겪어야 할 파업위협을 최소화하면
서 노사관계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동일직종 노동시장에서 임
금과 근로조건의 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대업체 간 고숙련 타워크레
인 기사를 유인하기 위한 기업 간 임금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별 중
앙교섭을 통해 노사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자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업종별 대표성은 대정부 관계에서 위상을 강
화시켜 주었다. 특히, 2019년 소형타워크레인 이슈와 관련한 대응과정은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게 타워크레인 사용자들의 대표 자격을 부여하였
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
방교육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이 전국 수준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노조의 교섭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문에서 확인한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개입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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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장관은 이 의견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반영될 수 있도
록 협력해야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협의회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였
고, 채용, 인사, 평가, 재원부담 등과 같이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항에서부터 학교 운영 관련 사항에 이
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둘째, 노동관계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
의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과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인력
규모, 수당 체계, 성과상여금, 일-생활 균형 등 임금․노동조건은 물론 학
교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개정, 학교 시설관리 업무 외주화 문제 등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공식․비공식 협
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셋째,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참여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에 진행되는 집단교섭을 주관한다. 교육
공무직 관련 단체교섭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협의회가 단체교섭
전 과정을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년부터 단체교섭에서 협의회가 각 시도교육청 간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교육청 교
원․공무원의 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규범 형성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단체교섭과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관련 정책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곧 교육청 종사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는 17
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교섭 주관 교육청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
섭의 결과는 주로 조합원이 다수 조직된 공립학교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
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회 역할의 확장 방안, 단체협약 적용 범위의 확대
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사용자단체 가능성 모색을 위해 살펴보면 3개의 사례를 제도화
수준과 회원사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의 동질성 측면에서 정리하면 [그
림 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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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한국 사용자단체 비교

자료 : 노조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성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의 동질성도 매
우 낮고 제도화도 거의 되지 않은 사용자단체이다. 현재는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하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업종별 교섭을 20년 이상 진행하여 오면서
업종별 협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제도화 수준이 낮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정기구로서 제도화 수준은 매
우 높고 구성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의 동질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업종별 교섭과 협약 체결의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점, 교섭 상대방 노동
자들의 직종(교육과 돌봄)에 따라 교섭의 정도와 내용 및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상의 국내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용자단체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3개의 사용자단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
는지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로 관련 산업․업종의 노동정책에 대한
개입,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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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영국의 사용자 대표 제도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변동성이 높다. 1979년 선거를 통해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선출되기 전에, 영국의 1945년 이후 노사관계는 부
문별 및 산업별 다수 사용자 단체교섭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으며, 노
동조합 조직이 어려운 경우에 사업장들은 임금위원회(Wage Councils)와
같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빈틈을 메우고 있었다. 이 기간 중 사용자단
체 가입은 의무적이지는 않았지만, 단체교섭이나 임금위원회 의견 개진,
협약 이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시장 전역에서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9년 이후로 고용관계의 집단적 기반은 여러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
단체교섭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로자가 목소
리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정치적 프레임 등이 있었다. 1979년부터
1997년의 보수당 정부 기간 동안 단체교섭 범위 전체가, 그중에서도 다수
사용자 교섭이 민간부문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동일 산업 부문에 속
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근거가 약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용자단체의 형태와 목적 자체에 대한 존폐 위기
가 닥쳤다. 1997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노동당 정부 기간 동안 공식화된
사회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 일
환으로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 대변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시키는 데
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대표 단체의 형태와 기
능이 변경되었다. Gooberman et al.(2020)은 사용자단체 유형을 네 가지
로 확인했는데, 1) 교섭 단체, 2) 로비 단체, 3) 표준 설정 단체, 4) 서비스
제공 단체로 분류했다. 현재는 소수(13%)만이 단체교섭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로 활동한다. 이러한 교섭 단체가 대체로 다수 사용자 교
섭이 유지되어 온 공공부문 및 준공공부문에 존재한다는 점은 어쩌면 당
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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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전반적인 쇠퇴, 특히 다수 사용자 교섭의 감소는 영국의 불
평등 증가, 그중에서도 임금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국가
최저임금과 같은 최저 노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임금위원회와 다수 사용
자 교섭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보완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제 변화는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환대업, 소매
업, 사회복지 및 개인 서비스(미용 및 유사 분야) 등의 부문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부문에 널리 퍼진 근로조건의 악화는(유연성이 매
우 높은 근로계약 사용, 추가 보너스 폐지, 낮은 수준의 훈련 등과 같은
이슈에서 드러남) 이러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일부 재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정치적인 관심을 다시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
우 초기 단계에 있어 보고할 만한 세부 사항이 거의 없지만 논의 방향의
전환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노동시장의 저임금층에 놓인 노동을 재규제하려는 시도에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수
반되어야 한다. 필자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입안 과정에
서 집단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영역(구체적으로는,
숙련 개발 및 훈련 정책)에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집단적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용자단
체와 같은 조직의 재출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지는 못한 것 같
으므로 아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조치 및 브렉시트가 고용에 미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정책 결정에 좀 더 한목소리로 조율
된 대응을 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
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받은 당국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영
국 전체 수준의 사용자 목소리는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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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적용
프랑스의 사용자단체 사례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에 대해 개념, 부여,
운영체계 등 풍부한 문제의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단체협
약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시사점도 준다. 프랑스에선 2014년 3월 5일자와
2016년 8월 8일자 법률을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 대표성 규정
을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전국, 전직업 및 업종 수
준에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대표성 측정기준을 도입했다.
2017년 이전 프랑스에서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은 ‘상호인정 원칙(principe
de reconnaissance mutuelle)’에 기반을 뒀다. 즉 교섭에서 대화 상대방으
로서 권위는 노․사의 상호인정으로부터 보장됐다. 2017년 4월부터 사용
자단체의 대표성은 총 가맹기업에서 해당단체 가맹사 비율이나 또는 총
가맹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가맹사가 고용한 노동자의 비율이 8%
이상 되는 사용자단체에게 부여된다. 업종단체교섭 수준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단체가 서명한 협약에 대해서만 노동부는 확장을 승인할 수
있다. 확장을 통해서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은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
가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
의 확장 반대 역시 대표성의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2017년 4월 26일에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발표되어 향후 4년 동안 단체
교섭에 참여할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를 결정했다. 사용자단체의 조직화
정도는 단체협약의 행정적 확장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다. 확장 절차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
업을 포함하여 해당 영역의 모든 기업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확장 전후의 단체협약적용 대상 기업 및 노동자의 비율은 확장의 경제적
결과를 가늠케 한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선 평균 4개 기업 중 1곳은 사
용자단체에 가입했고, 노동자 3명 중 2명은 가맹사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의 사례는 두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사용자단
체의 조직률은 가입 기업의 수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에까지 확장시켜 주었다. 오히려 단체협약 효력의 적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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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의 조건이나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가입 기업의 수보다 가입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과 효력 확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고민은 대표성 논의와 함께 전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대표성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인 효력확
장제도와 더불어 발달되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노․사 단체의 대표성 논
의는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발달하기 위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을 모색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할 과제이며, 프랑스의 사례
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가는 도정에 고민과 논의를 더욱 풍부하
게 할 것이다.

6. 이탈리아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단체교섭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징과 업종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대체로 노사자율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 모두 조직화와 대표성 측면에서
파편화의 증대를 야기하였다. 그렇지만 단체교섭은 대체로 업종별 교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 교섭에 더하여 기업별 교섭이 보완적으
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에서 최저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것은 업종별 협
약이 핵심이 된다.
둘째,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고 강성 노조 및 파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는 그 대표성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사
용자단체들은 회원사들이 탈퇴하는 것을 막거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음
에도 지속적으로 회원사를 유지하고 교섭을 주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만인효(Erga Omnes)가 작동하기 때문에 비노조 분야의 형성을 차단하
고 기업들이 노조 회피 전술을 고려할 수 없게 하였다. 실제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은 사용자단체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협약,
특히 업종별 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준수해야 한다.
셋째, 지난 수십 년간 노사관계 개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

제7장 결론 및 토론 241

의 교섭체계는 1993년 노사정 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업종별 협약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구속력
(de facto binding)을 갖는다. 이탈리아 시스템에는 적용 제외(opting-out)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만 교섭하기 위해 업종별
협약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선택권은 관련 업종별 협약
의 틀 안에서만 부여된다.
넷째, 금융위기를 거치고 자본의 세계화가 확산하면서 기업 간 경쟁과
낮은 노동비용을 추구하는 자본의 전략에 따라 이탈리아 내에서도 불평
등은 만연해 있고, 최근 수십 년간 악화하였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의 결
과, 특히 남부지역의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배가되
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협약에서 균등한 고용기회에 관한 조항을 두고
노동시장 내에서 성별, 고용형태별, 세대별로 균등한 고용기회 부여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2절 정책 시사점

한국에서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
이 연구는 노사관계 정책 수립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의 주요 기능은 해당 산업․업
종 정책 수립 과정에의 개입(정부 및 국회),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식․비
공식 협의, 그리고 단체교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역할은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다. 업종별 협약의 중요한 기능은
해당 업종 내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규범 설정인데, 이는 사용자들 간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정직한 사용자 보호, 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와 공공부
문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이점이다. 코리아스
타트업포럼은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대화포럼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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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금․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 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 이를 통한 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일차적으로 법률의 역할인데,
법률에서 업종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백
을 메우는 것이 업종별 협약이 된다. 이는 업종별 협약이 사적 계약의 결
과물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따라서 협약의
공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인효’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인효도 업종별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종별 교섭에 일정한 공적 절차와 성
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랑스 사례는 사용자단체의 제도화와 대표성 부여, 이와 연관된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2014년과 2016년 법률
을 통해 프랑스는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 대표성 규정을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전국, 직업 및 업종 수준에서 사용자단체에
대한 대표성 측정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26일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발표되어 앞으로 4년 동안 단체교섭에 참여할 대표적인 사
용자단체가 결정되었다. 사용자단체 대표성은 총 가맹기업에서 해당 사
용자단체 가맹사 비율 또는 총 가맹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가맹사
가 고용한 노동자의 비율이 ‘8% 이상’ 되는 단체에게 부여된다. 업종 수
준 단체교섭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단체가 서명한 협약에 대해서만
노동부가 확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확장을 통해서 해당 단체협약의 내
용은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 가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2017년 4월 26일에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발표되어 향후
4년 동안 단체교섭에 참여할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를 결정했다. 프랑스에
선 평균 4개 기업 중 1곳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했고, 노동자 3명 중 2명은
가맹사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종별 교섭에 일정한 공적 절차와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
련, 영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영국 노동당은
2019년 산업 부문별 단체교섭 제안을 포함한 좀 더 중앙 집권화된 형태의
단체교섭 방식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의 토대가 된 것은 2018년
노동권연구소(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 : IER)가 노동법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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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작성한 노동법 개정 선언(Manifesto for Labour Law)이다. 핵심은
산업․업종별 교섭의 복원과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인데, 이 선언에서
제시하는 산업․업종별 교섭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부장관이 각 산업․업종별로 노사 양측 대표로 구성되는 ‘00산
업․업종 노사 공동위원회(00 sector National Joint Council)’를 설립
2) 만약 사용자가 참여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정부기관과의 공동조달
계약에 대한 조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
3) 공동위원회에서 노사 대표는 해당 산업․업종에 적용될 최저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함.
4) 체결된 협약은 해당 산업․업종 내 모든 사용자(준수 의무)와 노동
자들(적용받을 권리)에게 적용됨.
이러한 절차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업종별 교섭에 관한 공적 절차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교섭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144) 초기업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되
어 왔던 사용자단체 구성 및 초기업교섭 참여에 관한 의무적 방안이나 촉
진적 방안 외에도 ① 업종별 교섭(협약) 등 초기업 교섭(협약)을 촉진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정부 의무를 법정하는 것에 관한 연구, ② 업종별
교섭 등을 주관할 기구에 대한 연구, ③ 업종별 교섭(협약)과 기업별 교섭
(협약)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4) 이상의 후속 연구주제는 이 연구과제 최종심의회의(2020. 12. 24)에서 논의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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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http://www.ncge.or.kr)
프랑스 중소기업연합 홈페이지(https://www.cpme.fr)
프랑스 근린기업연합 홈페이지(https://u2p-france.fr)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고용주연합 홈페이지(https://www.udes.fr)
프랑스 사용자 대표성 측정 사업 홈페이지(https://www.representativitepatronale.travail.gouv.fr/)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온라인 및 영상자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홈페이지(http://kstartupforum.org/join-now/)
- 코스포 페이스북(https://m.facebook.com/koreastartupforum/)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기념 포럼 동영상(https://www.youtube.com/
watch?v=2c6Pgp6iwL8)
- 한국스타트업포럼행사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
UlCJQCLd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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