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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의 연구 상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가 상호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이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의 규범  의미와 그 상을 밝히는 작업

은 동 조항의 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효

력을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계를 규명하는 작

업 그리고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도입으로 노조법에 새로이 명문화된 동법 제29조의4 공정 표의무와의 계를 

밝히는 작업까지 헌법,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그리고 당해 법상의 타 조문간의 

계를 체계 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미국은 와그 법과 태 트-하틀리법을 거치면서 성실교섭의무에 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 다. 와그 법에서는 교섭의무만을 규정해두었기 때문에 교섭의

무가 교섭과정에서 실체 인 의무인 “합의에 다다르기 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성실한 교섭의무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하여 견해가 립하 다. 그러나 NLRB

와 연방 법원은 이를 정함으로써 태 트-하틀리법의 기 가 되는 내용을 례

법으로 도입하 고, 이후 1947년 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 다. 더불어 교섭과정

과 이에 참가하는 행 는 법을 통하여 진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교섭에 있어 

종국 인 의사 결정의 자유에는 법이 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범화하기 이

른다. 이러한 원칙의 결합이 태 트-하틀리법 제8조 (d)로 나타났으며, “성실”한 

교섭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의무가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 방의 제안에 동

의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을 명시하 다. 

성실교섭의무에 한 우리법의 입법태도는 명문화하지 않은 와그 법과도 차

이가 있고, 명문화한 태 트-하틀리법과도 차이가 있다. 성실교섭의무를 최 로 

규정한 1953년 노동조합법이 미국법으로부터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법은 노조법 제정시에 있어서부터 독자성을 고려한 입법태도를 견지

하 다.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를 인정하고 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라고 이름붙이지 않았다. 부당노동행 는 근로3권

에 한 침해에 기반하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는 근로자 개인과 제3자의 

권리의 침해와 노동조합의 기본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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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해는 재의 법까지 이어져 성실교섭의무는 “교섭 등의 원칙”이라는 표

제 하에 규정되었고, 민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문언상 유사하게 입법

화되었다. 따라서 표제와 유연하고 개방 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형식을 살펴보

았을 때 노조법 제30조는 단체교섭과정의 원칙 규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조법 제30조가 교섭 원칙으로서 가지는 규범  상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인 단체교섭권으로부터 직 으로 도출된다. 다른 기본권과는 다르게 단체교

섭권은 본래 으로 제3자인 사인, 즉 사용자를 그 상 방으로 정하고 있다. 따

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상정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은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그러기에 단체교섭권의 본래  성질상 그 직  효력이 사용자에게도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다고 야 하고 사용자는 단체교섭응낙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 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가 건이 된다. 근로

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고 나아가 단체 약을 체결을 

하여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실교섭의무이다. 성실교섭

의무 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확인 으로 규정한 것이다.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있어 합의에 다다르기 해서 진

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단체 약의 체결을 하여 노동조합

에 하여 설득하고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에게 양보하고 타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  설득행 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

다. 문언에서도 “단체 약을 체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정보제공의무이다. 정

보제공의무는 산업화, 분업화 사회에서 교섭 당사자간에 필수 으로 부과되는 상

호의무이다. 정보의 공유없이는 태 트-하틀리법이 명문화한 의사결정의 완 한 

자유보장이 가지는 존재의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단의 기 가 되는 정보

의 공통성없이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만무하고 갈등이 근원 으로 해소될 수 없

다.  노사 계에서 정보제공의무의 상호실 은 필연 이기 때문에 정보공유

의 차  형성을 통하여 원활한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이에 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명문의 입법도 없을 뿐더러, 학문  논의도 활발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체교섭권의 실질화를 구 하고 노사간의 궁극 인 계약 

정의를 실 하고자 한다면, 정보공유 차에 한 규범 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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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에 한 극  논의의 단 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행정법원 결례이

다. 동 결례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로서 노조법 제30조를 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당사자의 요청과 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제공의무의 

발생기간이 단체교섭 체결 직 이라도 단체교섭과 련되는 경우에는 확장되며, 

요구되는 정보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동 

결례가 주체, 근거, 요건, 기간 등을 검토하여 결하고 있지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 라든지, 반시 효과,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해서는 언 하지 않

고 있다. 정보공유가 단체교섭 단계에서만 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  차원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간에 원활한 정보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실하다.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차가 제

도화되면서 노사 간에 다양한 모습의 교섭 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단체교

섭권 행사방식의 에서 살펴보자면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단일노조가 

자신의 근로3권을 직  향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한 방식, 공동교섭 표단에 의한 방식, 개별  교섭에 의

한 방식 등이 가능해졌다. 

소  ‘1사 1노조’에서의 노사간 교섭 계를 통 인 ‘일원  교섭구조’라고 지

칭할 때, 재의 노조법은 이와는 다른 ‘다원  교섭구조’의 성립을 보장하고 있

다. 근로3권간의 계나 노사 계 법리는 지 까지 일원  교섭구조를 토 로 하

여 형성･ 개되어 왔는데, 과연 이러한 종래의 법리나 메커니즘이 새로운 교섭구

조에도 동일하게, 면 으로 용될 수 있는지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특히나 근로3권이 구 하고 있는 노사 계의 기본원리인 집단  자치 원

리의 실 이라는 차원에서 집 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 다원  교섭구조하에서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법률  문제들에 

한 법  해결책 모색이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은 변화된 교섭환경

에 한 직  규율인 공정 표의무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한 법

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 한 후 집단  자치 원리의 실 이라는 측면

에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경우 교섭 표노동

조합에 의한 단일화와  공정 표의무를 으로 살펴 볼 것이다. 한 이러한 

경우 기존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즉 노조법 제30조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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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실교섭의무는 통 으로 일원 인 교섭구조에서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규정된 재 다원  교섭구조에서 어떻

게 확장 으로 용될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련하여서는 명문

으로 공정 표의무가 규정되었는데, 동 규정의 공백부분을 성실교섭의무로 보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정 표의무 규정의 규범  용범

를 둘러싸고 논의가 귀일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례법과는 다른 입법

문언을 가지고 있고, 명문화로 인한 어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

실교섭의무의 활용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어: 단체교섭, 성실교섭의무, 공정 표의무, 정보제공의무,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조

학번: 2007-30365



v

목 차

국문 록

제1장 서론 ····························································································································· 1

제1  연구의 목 ········································································································ 1

제2  연구의 방법과 범 ·························································································· 3

제2장 성실교섭의무의 제정경 와 그 특징 ··································································· 6

제1  문제의 소재 ········································································································ 6

제2  미국에서의 성실교섭의무의 입법과정 ························································ 7

Ⅰ. 성실교섭의무의 입법화 ·················································································· 7

1. 입법 (前) 상황 ·························································································· 7

2. 제1차 세계  의 경험 ········································································· 10

3. 철도법 등 개별법률에서의 시행 ······························································· 11

4. 와그 법 - 민간사업 역에서의 원칙으로 규정 ···································· 12

5. 태 트-하틀리법 ···························································································· 17

Ⅱ. 소결 ···················································································································· 19

제3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의 입법과정 ························································ 21

Ⅰ. 련 규정과 연 ···························································································· 21

1. 상 규정 ······································································································· 21

2. 논의의 방향 ··································································································· 22

3. 연 ················································································································· 22

Ⅱ. 단체교섭권의 입법배경과 그 내용 ······························································ 24

1. 일제강 기  미군정기하의 노동운동과 노사정책 ····························· 24

2. 건국 헌법에서의 입법정신 ········································································· 28

Ⅲ. 련 노조법의 입법  변화와 평가 ···························································· 30

1. 1953년 노동조합법 ······················································································· 30

2. 1963년 노동조합법 ······················································································· 34

3. 1987년 노동조합법 ······················································································· 35



vi

4 1997년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36

Ⅳ. 노조법, 와그 법, 태 트-하틀리법간의 규범구조상의 차이 ············· 37

1. 문제제기 ········································································································· 37

2. 와그 법과의 비교 ······················································································· 37

3. 태 트-하틀리법과의 비교 ·········································································· 38

* 보론 -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과의 비교 ························································· 39

1. 논의의 배경 ··································································································· 39

2.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의 련 규정 ····················································· 39

3.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 개정 배경  경과 ········································· 40

제3장 성실교섭의무의 규범  의미와 상 ································································· 42

제1  문제의 소재 ······································································································ 42

제2  미국의 성실교섭의무 ······················································································ 43

Ⅰ.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 43

1. 련규정 ········································································································· 43

2.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 43

Ⅱ. 성실교섭의무의 반 ······················································································ 48

1. 당연 반과 상황  반 ··········································································· 48

2. 당연 반 ······································································································· 49

3. 상황  반 - 행 의 체를 평가 ·························································· 58

Ⅲ. 소결 ···················································································································· 60

1. 교섭의 자율 보장과 교섭 진 ································································· 60

2. 성실교섭의무 반의 객  행  유형화 강구 필요 ························· 62

제3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 ·············································································· 62

Ⅰ. 문제의 소재 ······································································································ 62

Ⅱ. 근로3권과의 계 ···························································································· 63

1. 단체교섭권과 성실교섭의무 ······································································· 64

2. 단체행동권과 성실교섭의무 ······································································· 75

3. 단결권과 성실교섭의무 ··············································································· 77

Ⅲ.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교섭의무 ·················································· 78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78



vii

2. 신의성실의 원칙과 노동법 ········································································· 80

3.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교섭의무와의 계 ··········································· 81

Ⅳ. 노조법상 성실교섭의무 ·················································································· 87

1.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 87

2. 노조법 제30조의 규범  상과 의미 ····················································· 98

제4장 정보제공의무 ········································································································· 104

제1  문제의 소재 ···································································································· 104

제2  미국의 정보제공의무 ···················································································· 105

Ⅰ. 정보제공의무의 의의 ···················································································· 105

Ⅱ. 정보제공의무의 법  근거 ·········································································· 105

Ⅲ. 법  성격 ········································································································ 106

1. 사용자  노동조합 방의 의무 ··························································· 106

2. 부당노동행 의 성립 ················································································· 107

3. 정보제공의무의 발생 기간 ······································································· 108

Ⅳ.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 108

1. 주체 - 교섭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 ······················································ 109

2. 정보제공의 요구 ························································································· 109

Ⅴ. 정보제공의무에 한 방어 ·········································································· 112

1. 방어방법의 종류 ························································································· 112

2. 이익형량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면제 ················································· 112

3. 정보 이용의 제한 ······················································································· 113

4. 포기 ··············································································································· 113

Ⅵ. 소결 ·················································································································· 113

1. 정보제공의무의 법리의 구체화 ······························································· 113

2. 노사 의회에서의 정보제공과의 계 ··················································· 114

제3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 ············································································ 114

Ⅰ. 문제의 소재 ···································································································· 114

Ⅱ. 정보제공의무 논의를 한 사  검토 사항 ············································ 115

1. 민법상의 계약교섭과정에서 정보제공의무 ··········································· 115

2. 련 례의 분석 -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 결 분석 · 120



viii

Ⅲ.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 ············································································ 123

1. 정의 ············································································································· 123

2. 법  근거 ····································································································· 124

3. 발생요건 - 요청과 련성 ········································································ 124

4. 의무의 주체 ································································································· 125

5. 정보제공의 범 와 정당한 이유있는 거부 ··········································· 125

6. 정보제공의무 반 ····················································································· 126

7. 잘못된 정보 제공의 경우 ········································································· 126

Ⅳ. 노사 의회와 정보의 공유 ·········································································· 130

1. 문제의 소재 ································································································· 131

2. 노사 의회의 법  상  ······································································· 132

3.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 ············································································· 133

4. 노사 의회와 노동조합의 계 ······························································· 134

5. 정보제공과 련한 문제 ··········································································· 135

제5장 공정 표의무 ········································································································· 138

제1  문제의 소재 ···································································································· 138

제2  미국의 공정 표의무 ···················································································· 139

Ⅰ. 배타  교섭 표제도 ···················································································· 139

Ⅱ. 공정 표의무 ·································································································· 141

1. 의의 ··············································································································· 141

2. 근거 ··············································································································· 141

3. 범 ··············································································································· 141

4. 내용  ··········································································································· 142

5. 공정 표의무 반시 시정 차 ······························································· 143

제3  우리나라의 공정 표의무 ············································································ 143

Ⅰ. 교섭구조의 변화 양상 ·················································································· 143

1. 종래의 일원  교섭구조 ··········································································· 143

2. 새로운 교섭구조의 등장과 향후 과제 ··················································· 144

Ⅱ.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 표의무 ······························································ 146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146



ix

2. 공정 표의무 ······························································································· 149

3. 집단  자치원리의 에서 검토 ························································· 160

4. 성실교섭의무의 보충  활용 ··································································· 176

5. 소결 ··············································································································· 180

제6장 결론 ························································································································· 181

참고문헌 ····························································································································· 187

ABSTRACT ························································································································ 212



1

1  론

1  연  목

본 논문의 연구 상은 단체교섭에서의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가 상호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이다. 행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은 제30조에서 성실교섭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동 조가 심 인 조문이 

된다.1)

본 논문에서 성실교섭의무를 논문의 연구 상으로 삼은 이유는 성실교섭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0조가 그 존재  내용 자체로서 단체교섭을 원활

하게 하고 조기에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업과 같이 극단 인 노사간 힘의 결 국면에 이르기 에 분쟁이 해결되고 

설사 업에 이르 다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교섭이 타결되기 해서는 성실한 

교섭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분쟁이 자율 으로 조기에 해결된다

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나 화합과 상생의 노사 계 정착에 있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나 단체교섭은 근로자들이 가지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 한 사용자의 

의무이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3권이 가지는 헌법원리의 구 을 목표로 

단체교섭과 단체교섭을 이루는 개별행 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때 성실교섭의

무는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교섭당사자의 개별  행 들을 통해 상

호 , 계속 으로 형성되어가는 단체교섭을 규율하는 행 원칙으로 기능한다. 이

러한 행 원칙으로 노조법 제30조가 기능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해서는 먼

 규범  측면에서 성실교섭의무의 내용과 효과에 한 해명이 필요하다. 더불

어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0조 규정의 규범  상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동 규정을 단순한 선언  규정이 아니라 실질  규범력을 가지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실교섭의무를 미국의 법제도로부터 계수하 다. 독일 등 륙법

 1)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을 ‘노조법’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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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가들과는 달리 조성  단체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왜 선

택하 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실교섭의무 입법 당시 미국의 상황과 건국 

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사이에 공통 을 찾는다면 노사 계가 아직 성숙하

지 못하 고 사회  실재로서 단체교섭체계가 확립되지 못하 다는 것이다. 미국

은 노동조합의 약세, 사용자와 법원의 반조합  태도, 공황의 여 로 인한 분

쟁의 악화로 인해 자생 이고 자율 인 교섭체계가 형성되지 못하 다. 그 기 

때문에 노사 계에 한 국가의 극  개입이 필요하 다. 성실교섭의무를 법  

의무로 규정한 것이나 종래 반조합  태도를 견지했던 법원 신에 NLRB의 역

할이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악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역시 1948년 헌

법 제정과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 의 상황은 미국과 동소이하 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새로이 독립을 쟁취한 신생국으로서의 근  법을 제정할 필요성

이 있었다는 과 당시의 사회상황이 일제강 기와 미군정기를 겪으면서 노동조

합이 발달, 성숙할 여건이 되지 못하 다는 이 그러하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에 있어서도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성실교섭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교섭과정을 법

 의무화하고 미약한 노사 계를 보다 이상 인 상태로 형성할 법  규율의 필

요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단체교섭권, 성실교섭의무, 부당노동행  련 규정이 모두 연방

제정법인 연방노동 계법에 규정되어 있다.2) 단체교섭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정법상에 성실교섭의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결국 미국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동일 법률에 치하고 있는 다른 조항에 의해

서 그 내용이 형성되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NLRA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 계와 연 성 하에서 

그 내용이 악될 수 밖에 없다.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NLRA 규정보다 선험 으

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권이 헌법상

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에서 미국과 법체계 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

다.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법률이기 때문이기 때문

 2) 연방노동 계법은 1935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 개정되었는데, 요한 개정으로는 

1947년 개정법(태 트-하틀리법)과 1959년 개정법(랜드럼-그리핀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인 연방노동 계법은 NLRA로, 그리고 

1935년 제정법은 와그 법, 1947년 개정법은 태 트-하틀리법, 1959년 개정법은 랜

드럼-그리핀법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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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조법의 규정을 통해서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역으로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

지만, 규범체계  측면에서 보면  헌법  차원에서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우선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성실교섭의무 련 규정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그 구체 인 규범

문헌, 체제 등은 미국과 구별된다. 이러한 규범체계 인 차이는 입법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

라의 성실교섭의무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하여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풍토  독자성”이 더해졌

다. 이러한 풍토  독자성은 입법 배경, 연 뿐만 아니라 재의 규범구조와 형

식, 법문언에 오롯이 담겨있으리라 보고, 이후 법해석에 있어 요한 고려요소로 

삼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노조법 제30조 상의 성실교섭의무의 규범  의미와 그 

상을 밝히는 작업으로 귀착된다. 동 조항의 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1

항의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효력을 밝히는 작업에서부터부터 민법 제2조상의 신

의성실의 원칙과의 계를 규명하는 작업 그리고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

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도입으로 노조법상에 새로이 명문화된 노

조법 제29조의4 상의 공정 표의무와의 계를 밝히는 작업까지 헌법, 일반법으

로서의 민법 그리고 당해 법상의 타 조문간의 계를 체계 으로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  과 

헌법상 단체교섭권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 와 한 계가 있으므로 성실

교섭의무를 검토하기 해서는 단체교섭권, 성실교섭의무, 부당노동행 (교섭거

부)의 상호 계를 악하는 것이 선무가 될 것이다. 성실교섭의무는 교섭당사

자의 태도를 그 상으로 하기에 법  규율의 정도와 내용이 특히 문제된다. 더

구나 이러한 성실교섭의무의 반은 사용자의 경우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게 되

는데, 사용자의 행 를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규율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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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를 최 로 입법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성실”

의 단기 을 두고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계속되었고, NLRB와 연방 법원

의 결정과 례가 축 되면서 그 기 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교섭과정에 해서

는 진정과 성실을 다하여 참여할 것을 법 으로 강제하지만, 교섭의 실체  내용

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형성과 결정의 자유를 완 히 보장하고자 하

는 모순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호 모순율로 보이는 두 교섭

정책은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집행될 때, 비로소 단체교섭을 진하고 이를 시

하는 미국법의 원칙과 철학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Kahn-Freund가 언 했듯이, 노동법의 집단  노사 계에 하여 비교법  방법

을 연구수행의 도구로 삼을 땐, 비교 상국가의 규범체계의 단순한 비교분석에 

머무르지 말고 당사국간 정치 , 헌법  맥락도 고려하여야 한다.3) 집단  노사

계는 규범으로만 형성되는 정태 인 것이 아니고 정치, 역사  기 하에 놓여 

있는 동태 이고 역동 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재와 규범 사이의 끊임없는 

도 과 응 은 집단  노사 계가 역사  맥락하에 발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비교법  연구방법을 수행할 때, 규범을 비교할 때는 

미경과 같은 시각으로 근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맥락을 고려할 

때는 망원경과 같이 근하고자 한다. 양 자의 조화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법을 해석하는데 거 과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제2 에서는 미국에서의 성실교섭의무의 논의배경

과 경과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노조법 제30조의 규범해석에 시사 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 련 규정도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차 그 독자

 성격을 서서히 드러내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 의 입법이 노동조합에게

도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는 태 트-하틀리법에 가까웠다면 이후 사용자에게만 

성실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와그 법의 입법태도에 근하 다가 재에는 태 트-

하틀리법과 와그 법 사이에 치하면서 그 독자  모습을 띠기 시작하 다. 미

국의 법제와 달리 민법상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을 향을 받은 도 무시할 수 

없고 규정의 표제가 “교섭 등의 원칙”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이 특이하다. 

 3) Otto Kahn-Freund, “On Uses and Misuses of Comparative Law”, The Mordern Law 

Review, Vol. 37, No.1, 197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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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다룬다. 미국에서의 “성실”에 한 단기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의 해석에 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단

체교섭권, 민법 제2조, 부당노동행  규정간의 계를 살펴보고 노조법 제30조의 

규범  의미와 상을 탐구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정보제공의무에 하여 논의한다. 교섭당사자간 련 정보의 공유

는 규범논리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실 되어야 할 계약 정의의 한 제이다. 그러

나 정보제공의무의 련 차에 한 규정과 논의가 무한 실정이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재심 정에서 방론으로 논의된 행정법원 결례를 분석하여 향후 규범

 정립을 한 단 로 삼고 더불어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본다. 정보를 요청

하고 이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하는 차  과정에 한 고민이 필요하

다. 

제5장에서는 종래의 교섭 계가 하나의 노동조합과 하나의 사용자간의 일원  

교섭 계가 심을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로 말미암아 본격

으로 다원  계로 변할 규범환경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에 응하는 규율

기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에 따른 용을 하여 규정의 해석 작

업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새로운 입법사항과 종래의 규정 사이의 

계를 밝히고 그 용범 와 한계를 명백히 하는 것도 요하다. 따라서 공정 표

의무와 범 와 한계를 논하면서 성실교섭의무와의 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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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경  그 특징

1   재

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3권의 하나로 명정하고 있고, 

행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조는 성실교섭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연

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헌법부터 이미 단체교섭권을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 고, 1953년 최 의 노동조합법 제정시에도 성실교섭의무를 규

정하고 있었다.

결국 단체교섭권과 성실교섭의무 규정에 한 한민국 건국 기의 입법방식

은 재의 입법방식에까지 계속 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국

기 입법자들의 제정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행법의 해석을 한 출발 이 된다. 

물론 이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 규범  요구를 수용하기 해 몇 차

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법  의미가 보다 풍부해졌으리라 여겨진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의 기본  입법정신은 여 히 당해 법규정 해석의 본질

 바탕이 된다. 본 논문의 목 은 단체교섭권과 성실교섭의무 규정 제정 당시의 

입법정신을 밝히고 개된 새로운 법  의미를 탐구하는 것까지를 포 하지만, 

제2장에서는 우선 제정 당시의 입법정신 탐구에 진력한다.

특히 성실교섭의무의 경우는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미국법을 계수하 다고 평

가받는다. 독일을 포함한 륙법계 국가 부분은 단체교섭을 사실행 로 보아 

이를 법  규율의 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반면 미국은 단체교섭을 입법 으로 

규율하고 그 일환의 하나로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를 법  의무화하 다.4) 

륙법계 국가의 입법태도에 비추어보면 미국이 성실교섭의무를 입법화한 것 

한 이례 이다. 

건국 기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왜 미국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을 계수하 을

까? 이 물음에 답하기 하여 미국의 성실교섭의무 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

 4) 이승욱, “ 국의 교섭 표 결정 차”, ｢노동법의 존재와 당 ｣, 김유성교수정년기념

논문집간행 원회, 2006,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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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특유의 성실교섭의무 규범화가 갖는 의미를 밝히고 구체 인 법리 개

의 기 를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은 단체교섭에 한 법  규율의 필요성이 

두되게 된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입법과정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법

은 사회  필요의 반 이며, 입법 당시의 상황, 경험, 논의들은 이러한 사회  요

구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 에  실  과  

Ⅰ. 실   

1. 입법 (前) 상황 

가. 노동조합 발달의 미약

미국은 식민지시 부터 독립 명기까지도 농업 심의 경제 고, 공업분야에서

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5) 특히 노동시장은 기부터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여 노동력은 연한계약노동자, 노 , 이민자, 숙련된 장인, 소매상, 농

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남녀의 성별과 인종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 다. 이러한 노동력의 다양성은 미국 노동시장의 한 특질로서 계 의식의 

성립에 해 요소로 작용하 다.6) 미국에 있어서 노동력의 다양성은 기회의 확

와 더불어 18세기 산업화 이  시 에 노동자들의 집단  조직화에 한 이익 

 유인이 낮았던 한 이유 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발달의 해요인으로 근로자

들에 한 참정권의 인정을 꼽고 있는 견해도 있다.7) 일찍부터 참정권이 인정되

 5) 로 스 M. 리드만(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 , 2008, 694면은 노동문

제는 산업화의 산물이므로 남북 쟁 후에나 법 으로 실질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 평가하면서 “미국  계 투쟁”의 발 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고 서술하고 있

다. 

 6) Harry C. Katz, Thomas A. Kochan, An Introduc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McGraw-Hill Companies, 2004, 18면.

 7) 김유성･이흥재, ｢노동법I｣, 한국방송통신 학, 1989, 47-48면은 미국에서 노동조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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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 갈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동력의 다양성, 기회의 확

, 이른 참정권의 부여와 같은 요인들로 말미암아 산업화 기 단계의 미국에서

는 노동조합의 성장과 발 이 더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더딘 성장이 훗날까지도 미국 노사 계에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나. 사용자와 법원의 반조합  태도

1) 사용자의 반조합  태도

사용자의 반조합  태도를 나라하게 드러내는 로는 소  ‘노동 쟁(the 

labor war)’이라고 불리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폭력 인 립을 들 수 있

다. 1860년부터 20세기 까지 일련의 격렬하고 폭력 인 노사간의 립을 말하

는데, 석탄산업에서의 갈등이 표 이었다. 1862년부터 10여년간 지속된 비 결

사체인 Molly Maguires와 사용자의 립, 1886년의 Haymarket 사건, 1892년 

Homestead 업이 그 이다.8) 이러한 직 인 경우 이외에도 단체교섭과 련

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교묘히 회피하려는 시도가 보 는데, 그것이 바로 이

른바 “종업원 표제(employee representation plan)” 다.9) 1910년  사용자들은 노

동조합운동에 항하고자 소  ‘어용노조’를 설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피하고자 하 다.10) 사용자들은 기업내에 종업원들이 선출한 표로서 종업원

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의하거나 사용자와 함께 공동 원회를 구성하여 

동이 늦은 이유로 ① 계속 인 이민근로자의 유입으로 근로자간의 경쟁과 분열을 

진시켰으며, ② 범 한 서부개척지의 존재가 근로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여 

계 의식을 약화시켰고, ③ 일찍부터 근로자들에 한 참정권 인정으로 계 갈등이 

약화되었다는 을 들고 있는데, ①은 노동력의 다양성, ②는 기회의 확 와 일맥상

통한다.

 8)  자세한 내용은 Harry C. Katz, Thomas A. Kochan, 앞의 책, 21-25면 참조.

 9) employee representation plan을 ‘피용자 표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고호성, “노동

법상의 집단  자치원리- 약법제와 교섭법제의 유기  이해를 한 시론-”,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5, 155면.) 본 논문에서는 ‘종업원 표제’로 번역한다. 
10)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회피하고 종업원 표제를 선호하 던 경향은 이후 입법자가 

와그 법에서 배타  교섭 표제를 확립하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 다고 평가한

다.(이철수,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한 비교법  연구”, 서울 학교 법학박

사학 논문, 1992, 98면)



9

의하는 방식을 취하 다.11) 종업원 표제에 따른 조직은 독립성과 자주성이 없고 

기업내 조직이라는 에 특징이 있으며 특히 사용자에 의해 설치, 운 , 지배된

다는 에서 노동조합과는 완 히 달랐다고 한다.12)

2) 법원의 반조합  태도

산업화 기 단계에서는 부분의 법원은 근로자의 조직화에 의한 집단  활

동에 하여 이었고 이를 불법 인 공모죄로 처벌하 다.13) 1890년의 셔먼

법(The Sherman Antitrust Act)은 주(state)간의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는 공모를 불법이라고 규정하 는데, 이는 사업 인 과 이나 독 을 염두에 

둔 것이지 노동조합을 염두에 두고 입법한 것은 아니므로 직 으로 노동조합

에 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셔먼법을 노동조합에

도 용하 다. 

공모죄 이론 외에 법원은 노동가처분(injunction) 제도와 법정모욕죄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집단  행 를 억압하 다.15) 이에 노동조합들은 법원의 노동가처분

11) 고호성(1995), 앞의 , 155-159면.
12) 미국의 종업원 표제에 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호성(1995), 앞의 , 155-159면 참

조.
13) 이에 한 법원의 기 응을 잘 보여주는 가 공모(죄) 이론(conspiracy doctrine)이

다. 제화공(shoemaker)들의 조합활동은 1806년의 유명한 재 으로 이어졌고, 1840년

까지 이 결은 향을 미쳤다. 1804년에 필라델피아의 제화공조합은 단결하여 

비조합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거부하 고 임 인상을 얻어 내었다. 제화공들

의 고용주는 이에 제소하 고 배심원은 제화공들이 조합을 통해서 불법 인 공모죄

(illegal criminal conspiracy)를 범하 다는 이유로 유죄 결을 내리고 벌 을 부과하

다. 배심원단은 제화공들의 조합은 불법 이고 부당하게 비조합원인 다른 제화공

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 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주와 지방법원은 이러한 

선례를 따르게 되었다. 법원은 조합결성을 통한 활동이 근로자들이 개별 고용주와 

계약할 자유를 침해하는 공모죄가 된다고 단하 다. 이러한 법원의 단은 그 당

시 보수 이고 자유방임 인 경제  정치  문화를 반 했다. 
14) “동법은 기업의 담합행 나 공모를 지하고 그 반의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며 그

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이었고 근로자단체에 해 직  규율한  내용

은 없었다.”(김미 , 미국 집단  노사 계법상 단체 약법리에 한 연구, 고려 학

교 법학박사학 논문, 2007, 27면.)
15) “가처분의 신축성과 력은 노동운동에 한 치명 인 이 되기에 충분했다. 

업 에 회사는 임시  지가처분(restraining order, temporary injunction)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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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 업 지명령’)에 항하여 이를 비 하 고 1914년에 클 이턴법(The 

Clayton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the labor of a 

human being is not a commodity or article of commerce)”라고 규정하 다. 노동조

합들은 동 규정을 통해 업 지명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상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업과 피 , 사용자에 한 보이콧과 같은 활동을 제한

하는 업 지명령을 계속 발부하 다.16) 1932년에 노리스-라가르디아법(The 

Norris-LaGuardia Act)이 통과되고 나서야 명확한 규정으로 업 지명령을 불법

으로 규정되었다. 

2. 제1차 세계  의 경험

미국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최 로 사용자들에게 부과된 것은 세계 제1차  

의 일이었다. 1917년 정부의 개입이 쟁물자 생산 한 노동분쟁 방지에 유용

하다는 것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밝 졌다.17) 당시 설립된 연방 시노동 원회

(National War Labor Board)18)는 노동조합에서 단결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그들의 선택한 표를 통하여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하여 주었다. 이러

한 단체교섭에 한 정부의 보호는 교섭 테이블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을 진하

기 한 것이었고, 연방에 의한 최 의 규율이었다.19) 한 NWLB는 당사자들이 

수 있었다. 지연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에 형평법원은 고지나 청문의 차 없이 신속하게 이러한 임시  지가

처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여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가 필요 없

었다. 만약 노동조합이 명령이나 가처분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법정모독에 해

당된다. 그리하여 노조간부나 구성원들은 약식으로 처벌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투

옥될 수도 있었다.” (로 스 M. 리드만(안경환 역), 앞의 책, 696-699면은 법원이 

어떻게 노동가처분과 법원모욕죄를 결합하여 노동조합을 억압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6) Harry C. Katz, Thomas A. Kochan, 앞의 책, 29면.
17) 이철수(1992), 앞의 , 90면은 제1차 세계 의 발발이 립  노사 계를 지양하

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고 노사정 간에 쟁수행을 해서 노사분규를 회피하

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18) 노사 각 5인의 원과 2인의 공익 원으로 구성되었다. 연방 지노동 원회는 이하 

NWLB라 칭한다.
19) 노사정은 3자 정의 원칙에 따라 산업평화를 추구하여 공통의 이익을 도모코자 하

는데, 이러한 3자 정의 배경으로 (1) 정부 측으로는 시긴 사태로 인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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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모든 사항에 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여

히 존재하는 차이 들을 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

다.20) 

3. 철도법 등 개별법률에서의 시행

제1차 세계 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이 정부의 경 하에 있었는데, 당시 슨 

통령의 노동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21) 이러한 철도사업이 다시 민간으로 이

될 때, 의회는 우선 으로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철도노동 원회(Railroad Labor Board)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 다. 

1920년의 운송법(the Transportation Act) 제301조는 “모든 운송사업자들과 그들

의 임원들, 근로자들 그리고 리인들은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송 수행

에 한 어떠한 방해도 피하기 하여 모든 합리 인 노력을 다하고 모든 가능

한 수단을 취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 다.22) 그러나 그러한 조항은 권고 인 

것이었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기회는 없었다.23) 

운송법 제301조는 1926년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에 어구만 약간 바  

채 이어졌다. 즉 “모든 운송사업자들, 그들의 리자들, 리인들과 근로자들은 

의 방지를 하여 극 인 분쟁조정조치의 강구기 필요하 고 (2) 사용자 측으로

는 시경기, 정부의 기업에 한 이윤 보장, 독 지법의 외로 인한 유리한 조

건을 토 로 양보가능한 여건이 구비되었으며, (3) 노동조합 측으로는 노동력의 부

족으로 인한 지  향상, 정부  사용자의 타  태도, 과거 겅제투쟁주의와 국제 

노동 선의 붕괴로 하여  력을 통한 조직력 증 의 술을 취할 필요성이 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Carroll R. Daugherty, Labor problems in American industry, 

Houghton Mifflin Company, 1941, 335면)  
20) 원문은 다음과 같이 표 되어 있다. “to take up the differences that still exist in an 

earnest endeavor to reach an agreement on all points at issue....”
21) 제1차 세계 으로 1917년 12월부터 1920년 3월까지 철도에 해서 국가 수가 행

해지게 되고 철도 경 은 철도 리국(Railroad Administration)으로 넘어갔다.(이철수

(1992), 앞의 , 92면)
22) 운송법 제301조는 “duty of all carriers and their officers, employees, and agents to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and adopt every available menas to avoid any interruption 

to the operation of any carrier growing out of any dispute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3) Archibald Cox,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Harvard Law Review, Vol.71, 

No.8, 1958, 14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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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률, 규칙과 근로 조건에 하여 합의를 이루고 유지할 모든 합리 인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 다.24)  

뉴딜(New Deal)정책은 과거 시노동 원회의 정책들을 되살렸다. 1933년의 연

방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25) 제7조(a)는 “근로자들은 단결하고 

그들 자신이 선택한 표자들을 통하여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다.26) 이 조문을 집행하는 연방노동 원회(National Labor Board)27)에 의해 채택된 

견해는 “진정한 단체교섭은 회합을 개최하고 의례 인 말들의 교환하는 것 이상

과 계가 있다... 법은 당사자들에게 합의에 도달하라고 의무화하지 않는 반면

에, 양 당사자가 열린 마음으로 상에 근하고 합의의 공통된 기 에 도달하려

는 합리 인 노력을 할 것을 의도한다.”고 하 다.28)

이후 NLB를 계승한 구 연방노동 계 원회(old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는 논란의 여지없이 유효한 원칙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표와 성실하게 

상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 다. 당사자간에 제안을 맞추어보고, 만약 받아들

일 수 없다면, 반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모든 합리 인 노력

을 다하는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29) 

4. 와그 법 - 민간사업 역에서의 원칙으로 규정

가. 명문의 규정

와그 법은 제8조(5)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표와 단체교섭할 것”을 규정하

고, 제9조(a)에서는 교섭은 “각종 수당, 임 , 근로시간 는 기타 근로조건들에 

24) 철도노동법 제2조에서는 “It shall be the duty of all carriers, their officers, agents, and 

employees to exert every reasonable effort to make and maintain agreements concerning 

rates of pay, rules, and working conditions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5) 연방산업부흥법은 이하 NIRA라 칭한다.
26) NIRA 제7조(a)는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choosing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7) 연방노동 원회는 이하 NLB라 칭한다.
28) Archibald Cox, 앞의 , 1405면에서 재인용.(Connecticut Coke Co., N.L.R.B. pt. 2, 88, 

89 (1934))
29) Houde Engineering Corp., 1 N.L.R.B(old) 3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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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 을 뿐이었다. 이러한 두 조항들이 와그 법

에서 부과하는 단체교섭의무에 한 제정법상의 표 의 부 다. 따라서 와그

법상 명문을 규정된 문언만을 살펴보자면 “성실교섭의무(duty to bargain in good 

faith)”에 한 표 은  없었다.  

나. 입법과정상의 논의30)

와그 법 제8조(5)는 청문회 과정에서 법안에서 삭제되었으나, 구 연방노동

원회의 의장인, Lloyd K. Garrison의 구에 의해, 다시 부활하 다. 73차 회기에

서 와그  상원의원에 의해 소개된 법안은 처음에는 철도노동법 제2조와 비슷한 

문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조항은 원회에서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

기 때문에 의무가 집행될 수 있을 지에 해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74차 

회기에서 Lloyd K. Garrison이 근로자에게 유효한 단결권의 보장을 해서 필요하

다고 주장하여 결국 상원 원회에서 세부항목이 추가된 것이었다. 

의원들은 제8조(5)가 사용자가 근로자 표와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는 문

언을 담고 있는데, 당해 조항의 내용이 교섭당사자 구에게도 반드시 단체 약

을 맺을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데까지는 동의하 지만, 제8조(5)가 구체 으

로 사용자에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디까지 요구하는지에 하여는 그 해

석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다양하 다. 

를 들어, 당시 Walsh상원의원은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교섭 표들을 교

섭창구에까지 이끄는 것이지, 교섭장에서 무엇이 행하여지는지 규율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Wagner 상원의원은 이보다 더 강력한 요구로 보았다. 

“법안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들을 조화시키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원회에서 증언했던 목격자들이나 참석했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모두 그 

조항에 심을 많이 두지 않았고 그들  어떤 사람들도 용상의 난 에 해

30) 입법과정상의 논의 부분은 Archibald Cox, 앞의 과 Russell A. Smith, “The 

Evolution of the ‘Duty to Bargain’ concept in American Law”, Michigan Law Review, 

Vol.39, No.7, 1941 그리고 Richard Ulric Miller, “The Enigma of Section 8(5) of the 

Wagner Ac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18, 1964-1965를 참조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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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 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비 하는 견해도 있다.31) 특히 와그  상원의원은 

제8조(5)는 교섭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선까지 교섭내용이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단체 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단

체교섭의 본질은 교섭을 통해 약 조건을 서로 맞출 수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

도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8조

(5)의 내용을 와그 와 같이 교섭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들을 조화시

키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고 이해하는 입장에 섰을 때, 

일견 모순 이다.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안에 하여 반 제안을 제시하

고” 그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합리 인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보여  의무”

를 부담한다고 하는 사용자에게 만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정말로 철

회할 자유가 부여되는지에 해 어떤 의원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제8조(5)의 입법목

Cox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당시 증언과, 토론 등을 통해 제8조(5)의 입법목 을 

4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 다.32)  

첫째, 가  접적  적  노동조합 승 (recognition)에 한 파업 생  

수  는 것 다. 1935년 그너  제정 전에 생했  노골적   

노동조합과   거 가 업  주 한 라고 판단한 것 다. 러

한 문제점에 하여 해결책  제시한 것   승 무  다. 다수

 노동조합  든 근 들  적  정할  제정

 무  여함  문제는 제거  수 다. 그너  합헌  강조하

 정 는 러한 적  드러내었다. 

째,  근 간   평등  하는 것 다. 공정한 노동 

 하  하여  존하는 힘에 항하는 근 측  경제적 힘

 집 할 필 가  문 다. 개  근 는  할  무 하다. 

근 들  그 신과 가족   해 매  에 절 적  존한다. 

31) Archibald Cox, 앞의  참조.
32) Archibald Cox, 앞의 , 1407-1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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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 근 가 보 에 공정하다고 여 는  하  거절한다

, 근 는 그럼에  하고  고 계  해 할 수 없다.  

 적 고 공정한 처 에 항할 수 없는 것 다. 노동조합  근

들에게 그들   평등하게 할 수 는  제공함에 필수적 다. 

노동조합에 한 승   공적  파업  하 에는 아   미

약했  당시  신생 노조  하는  과적  수단 었다. 조 에 한 열

정과 공적   높   가 고 노동조합  조 하 는 ,  

가 노동조합  승 하  않는 경  그것  노동조합과 근 들에게 어 커

다란 심 적  타격 었다. 노동조합  승 하  하는 적  무  과하는 

것  그러한  조합적  전술  하고 그럼  강한 노동 단결체  

시키는  여할 것 라 었다.

째, 제8조(5)는 또한 개 적 과 는 단체  할 무  

에게 과함   그 고 는  근 간  본적 조  

행하게 할  가 고 다. 원들  가  에, 가  

또는 타 고  조건  개 적  근 들과 하는 것  당노동행 라고 

판결함  러한  적  침하 다. 업적  민주주  큰 척 가 

그너 에  규정하고 는 단체 카니  에 담겨져 고 것  실

계에  퍼져나간다. , 근 시간, 그 고 고  조건들   합 에 해 결

정 어야 한다. 

넷째, 단체  적  득 절차  노 간 갈등  해결에 필수적

다. 단체   근 들에게 그들  편견   해하고 견해  

 하  한다. 노 간 합  역  아주  라 간  

타  싸 보다 비  적게 드는 경 에는 합 는 많  에  달  것

라고 보았다. 1902년에 업 (industrial commission)  다 과 같  언

 러한 견해  한다.   근 들 에 접적 단체  

해  근 조건  주 적  결정하는 행  주 한 점 , 그러한 접 

 해 노  당 들  업  실제적 태  다  편  한 태 그 고 

그것에 향  주는 동 들에 한  나  해  득한다는 것 다.  

파업과 폐 는 만약 당  가 정 하  다  편   해했었다

 어나  않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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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원래의 와그 법의 목 은 필요한 경제력의 균형을 창조하는 것이었고 

이상 인 교섭을 목표로 하 다. 와그 법은 최소한 사용자로의 방해로부터 근로

자의 조직화를 보호하도록 개입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표자를 승인하도록 

하 다. 

라. 연방 법원의 결

1937년 NLRB v. Jones Laughlin Steel Co. 사건33)에서 사용자들은 근로3권에 

한 헌소송을 제기하 는데, 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단체교섭의 상인 근로조건이 주 간의 상업

거래에 향을 미치므로 의회가 헌법상의 ‘상거래규정’에 근거하여 노사 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시하여 NLRA에 한 합헌 결을 내렸다. 

마. 제8조(5)에 한 NLRB와 법원의 해석태도

의회에서 제8조(5)를 둘러싼 해석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입법화된 후 이

를 집행하는 NLRB에서는 어떻게 이를 해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NLRB는 

와그 법은 제8조(5)에서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명시 으로 요구하지

는 않고 다만 교섭할 것만을 요구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섭은 “성실하

게”, 즉 “합의에 도달하려는 선의(bona fide)의 의도를 가지고”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 다.34) 

이에 해 연방법원들은 그러한 “성실의무”를 채택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용

자에게 차이 을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한 의도로 진지하게(sincere) 상

에 임할 것”을 요구하 다.35) 몇몇 법원들은 심지어 태 트 하틀리법이 특별히 

명문으로 “성실 의무”를 추가한 후에도 교섭의무에 한 기존의 자신만의 견해

를 견지하 다고 한다.36)

33) NLRB v. Jones Laughlin Steel Co., 301 U.S. 1 (1937).
34) Atlas Mills, Inc., 3 N.L.R.B 10 (1937).
35) NLRB v. Biles-Coleman Lumber Co., 96 F.2d 197 (9th Cir. 1938).
36) John E. Higgins, Jr.(Ed-in-Chief), The Developing Labor Law, (5th ed). vol.II, ABA 

Section of Labor and Employment Law, BNA Books, 2006, 8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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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 법하 NLRB v. Sands Manufacturing Co. 사건37)에서, 연방 법원은 성실

을 구체화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노력의 “진지성(sincerity)”을 고려하는 심사를 확

인하 다. 1940년 National Licorice Co. v. NLRB 사건38)에서 연방 법원은 사용자 

행 의 기 으로 “성실(good faith)”을 채택하 다.39) 

5. 태 트-하틀리법

가. 성실교섭의무의 명문화

태 트-하틀리법 제8조(a)(5)는 “제9조(a)에 따른 근로자 표와 단체교섭을 거

부하는 행 ”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태 트-하틀리

법 제8조(b)(3)에서 노동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교섭거부를 규정

하 다. 그리고 태 트-하틀리법 제8조(d)에서 단체교섭을 정의하면서 성실교섭의

무(confer in good faith)를 명문화하 다.40) 

나. 의회에서의 논의41)

37) NLRB v. Sands Manufacturing Co., 306 U.S. 332 (1939).
38) National Licorice Co. v. NLRB, 309 U.S. 350 (1940).
39) 미국의 성실교섭의무에서는 “good faith”와 “sincerity”를 구별한다. 와그 법 하에서

는 제정법상 “good faith”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 다. 따라서 연방 법원은 처음

에는 “good faith”란 기 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나 에 이를 단체교섭에 있어 사용

자의 행 의 단기 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방 법원의 례 에는 

“good faith”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노력의 “sincerity”를 고려한 례가 

기에 있었다. 이후 “good faith”란 기 이 등장하 다. 사용자의 노력의 “sincerity”

를 심사할 때는 교섭시간과 련된 시간의 길이, 교섭의 빈도, 그리고 사용자가 합

의를 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인내를 고려한다고 하 다.(John E. Higgins, 

Jr.(Ed-in-Chief), 의 책, 827면)
40) 태 트-하틀리법에 의한 개정으로 와그 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후의 랜드럼

-그리핀법에 의한 개정에서는 제8조(a)(5), 제8조(b)(3), 제8조(d)에 한 규정은 없었

다. 따라서 재 랜드럼-그리핀법에 의해 개정된 NLRA 상의 제8조(a)(5), 제8조

(b)(3), 제8조(d) 내용과 태 트-하틀리법상의 제8조(a)(5), 제8조(b)(3), 제8조(d)의 내

용은 동일하다.  
41) 의회의 논의부분은 Archibald Cox, 앞의 , 1403-1409면을 참조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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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태 트-하틀리법을 통해 교섭과 련하여 보완하려고 했던 사항은 두가

지 다. 하나는 기존법이 사용자들에게만 교섭의무를 부여하여 노동조합에게도 

역시 이와 응하여 상호 으로 교섭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법원과 NLRB가 당사자가 불법 으로 교섭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객 인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은 기존의 NLRB의 결정들 속에서 성실성 

단을 해 사용자들의 행한 제안, 반 제안, 그리고 양보안의 합리성을 단하는 

경향을 탐지하 다. 법원 한 교섭 행  자체보다는 교섭과정에서 나온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는 을 발견하 다. 이에 하원은 무엇이 단체

교섭에서 성실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길고 자세한 객 인 심사방법

을 제안하 다. 반면에 상원의 법안은 순수하게 객 인 심사방법을 기술하지 

않았고, NLRB가 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구체  내용까지 실체 으로 결정하는데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정도까지의 수 으로 제안안을 제시하 다. 결과 으로 상

원안이 거의 수정없이 통과되었다. 태 트 하틀리 수정법의 제8조(d)에서 의회에 

의해 제시된 요구사항들, 즉 당사자들은 “성실하게 의한다.”는 NLRB v. 

Laughlin Steel Corp. 사건42)에서 연방 법원에 의해 제시되었었던 요구사항들과 

거의 일치하 다. 

하원과 상원 둘 다 제8조(b)(3)의 추가는 단지 교섭의무를 상호 으로 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등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에 동의하 다. 그러한 의무의 

상호성은 이미 몇몇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것이었다.

다. 태 트-하틀리법 제8조(d)의 규정내용 

1)  태 트-하틀리법 제8조(d)의 규정43)

제8조(d)에서 “본 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표가 

당한 시간에 회합하여 임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하여 성실하게 의할 

42) NLRB v. Jones Laughlin Steel Co., 301 U.S. 1 (1937).
43) 태 트-하틀리법에 의한 개정으로 와그 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태 트-하틀리법에 의해 개정된 내용인  제8조(d)가 재의 NLRA 제8

조(d)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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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약 는 그 약에 해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교

섭하는 것,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 방의 제안에 동

의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 다.44)( 은 필

자) 즉, 성실교섭의무(confer in good faith)를 명문화하 다.45)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태 트-하틀리법에서는 제8조(b)(5)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유형으로서 

단체교섭의 거부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

다. 

Ⅱ. 결

독일 등 부분의 륙법계국가에서는 단체교섭이 사실행 로서 법  보호의 

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 이유 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44) NLRA 제8조(d)는 원문으로는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bargain collectively 

is the performance of the mutual obligation of the employer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employees to meet at reasonable times and confer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wages, hour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r th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or any question arising thereunder, and the execution of a written contract 

incorporating any agreement reached if requested by either party. but such obligation 

does not compel either party to agree to a proposal or require the making of a 

concession.( 략)”로 규정되어 있다.( 은 필자)
45) 본 조문의 내용과 련하여 문해석이 다른 경우가 발견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NLRA 제8조 (d)상의 “...the execution of a written contract incorporating any agreement 

reached if requested by either party....”부분이다. 두 가지 해석방법으로 구분된다. 즉 

 친 부분을 (i) “각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서면

약의 집행”으로 해석하고 이를 의의 상사항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김미 , 

앞의 , 256면; 노사 계제도선진화연구 원회, ｢노사 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한

국노동연구원, 2003, 22면), 다른 하나는 (ii)“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된 사

항을 기재한 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철수, “미국과 국에서

의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노동법연구｣제4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1994, 122

면.)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i)의 견해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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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구조에 있어서 산별노조를 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어 교섭력의 균형

이 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도 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라 한다.46) 

이에 반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은 단체교섭과정을 국가가 연방제정법

으로서 규범화하고 그 실질  내용을 담보하기 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법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교섭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무엇일까? 아

마도 이러한 시각차가 미국의 성실교섭의무의 특징을 징표할 것이다. 

(i) 독일 등 부분의 륙법계국가와 비교해서 미국의 경우 교섭력, 경제  실

력과 같이 사실 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문제를 규범 역으로 다루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 역에 한 법  규율은 노동조합의 미성숙, 노동

조합에 한  태도 등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 , 사회  맥락 속에서 악

하여야 하며 자생 으로 사실 역에서 교섭체계가 확립되지 못하 기 때문에 이

를 법규범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성실교섭의무를 단체교섭의무의 내용으로 당연해석하고 이후 명시 으로 

입법화한 것 역시 단체교섭구조의 제도화와 같은 맥락으로 악할 수 있다. 결국 

교섭력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성실교섭의무가 교섭당사자의 행 칙으로 작용

함으로서 교섭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 다고 할 수 있다. 

(iii) 규범구조 으로는 연방제정법을 통해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동법에서 

단체교섭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의 단체교섭체계가 형성되었고, 그 한 

내용으로 성실교섭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iv) 성실교섭의무의 인정은 미국의 조성  단체교섭체계의 핵심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섭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들이 실질 인 교섭을 형성해 가는 

선까지 보장하지 않고서는 교섭과정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실

력이 약하여 단체행동까지 나아가기를 꺼리거나 나아갈 수 없는 노동조합의 경

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46) 이승욱(2006), 앞의 ,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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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제33조 ① 근 는 근 조건  향  하여 주적  단결 ･

단체   단체행동  가 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제30조 (  등  원칙) ① 노동조합과 

 또는 단체는 신 에 라 실히 하고 단체 약  체결하여

야 하  그 한  남 하여 는 아니 다.

② 노동조합과  또는 단체는 정당한 없   또는 

단체 약  체결  거 하거나 해태하여 는 아니 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제81조 ( 당노동행 ) 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하“ 당노동행 ”라 한다)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단체

약체결 타  단체  정당한 없  거 하거나 해태하는 행

3  우리나라  실  과

Ⅰ. 련 규 과 연

1. 상 규정

행법상 성실교섭의무와 련있는 규정으로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

30조, 그리고 노조법 제81조 제3호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90조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노조법의 목  조항으로 

기능한다. 반면 노조법은 헌법의 구체화조항이며, 노조법 제30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을 직 으로 구 하고 있는 조항이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  제90조 벌칙 규정은 성실교섭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한 법  장치이다. 성실교섭원칙 반 에서 특히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

를 반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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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제90조 ( 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  규정에 한 는 2년 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하  에 처한다.

2. 논의의 방향

련 규정이 입법 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논의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먼  입법 기 사회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둘째,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 조항이 문언  

체계에 있어 미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더불어 개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

하여 왔는지 살펴본다.47) 

첫 번째 작업을 해서는 일제강 기와 미군정기하에서의 노동운동과 노사정

책 등을 심으로 살펴보아 단체교섭의 실재를 인정할 여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조성  입법이 필요하 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작업을 하여서는 우선

은 단체교섭권 규정의 헌법제정권력의 의사를 탐구하여 본다. 특히 성실교섭의무

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에 을 맞춘다. 더불어 노조법상의 성실교섭의무

의 문언과 체계에 있어 미국법과의 차이 과 공통 을 분석하고 우리법 내의 연

인 변화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이후 본격 인 성실교섭의무 조

항 해석에 있어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

아래 표는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하여 성실교섭의무 규정과 부

당노동행 규정, 헌법의 근로3권 규정의 연 을 도표화한 것이다. 

47) 노조법 제30조의 본격 인 해석문제에 한 논의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다.



23

실 무 당노동행 근 3
한민 헌

[시행 1948. 7.17] [헌  

제1 , 1948. 7.17, 제정] 

제18조 근  단결, 단

체 과 단체행동  

는  내에  보

다.

 적  하는 

업에 어 는 근 는 

 정하는 에 하

여  에 균점할 

가 다.

노동조합

[시행 1953. 

3. 8] [  

제 2 8 0 , 

1953. 3. 8, 

제정] 

제34조 ( 약체결에 한 

무) ①  또는 

그 단체는 전조에 규정하

는 단체 약  

실한 단체 약체결  

정당한 없  거  또

는 해태할 수 없다.

②노동조합  는 

 또는 그 단체가 

단체 약  체결  

할 경 에는 정당한 

없  거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37조 ( 약에 한 

실 무) 단체 약  체결

하  경 에는 당

는 실  약

항  실  하  능

 과 업평  

에 노 할 무  가

다.

제43조

제10조 또는 제34조  

규정에 한 는 5천

하  에 처한다.

(참고: 제10조 (  

당노동행 ) 는 

다 에 게 하는 행  

할 수 없다.

1. 근 가 노동조합  

조 하거나 에 가 하

여 노동조합에 한 무

 수행하는 에 간  

타 향  주는 행

2. 어느 노동조합  원

  조  또는 

할 적  근 조건에 

차  거나 또는 노동

조합에 참가한  

해고 타 근 에게 

 주는 행

)

한민 헌

[시행 1963.12.17] [헌  

제6 , 1962.12.26, 전

개정] 

제29조 ①근 는 근 조

건  향  하여 주

적  단결 ·단체  

 단체행동  가 다.

한민 헌

[시행 1972.12.27] [헌  

제8 , 1972.12.27, 전

개정] 

제29조 ①근  단결

·단체   단체행

동   정하는 

안에  보 다.

한민 헌

[시행 1980.10.27]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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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시행 1963. 

4.17] [  

제1329 , 

1963. 4.17, 

전 개정] 

제33조 ( 한) 

⑤  또는 단

체는 노동조합  

 실한 단체 약체

결  정당한 없  거

 또는 해태할 수 없다.

노동조합

[시행 1963. 4.17] [

 제1329 , 1963. 

4.17, 전 개정]

제39조 ( 당노동행 ) 

는 다  각  1

에 해당하는 행 ( 하 

“ 당노동행 ”라 한다)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또

는 노동조합  

   단체

약체결 타  단체

 정당한 없  거

하거나 해태하는 행

제9 , 1980.10.27, 전

개정] 

제31조 ①근 는 근 조

건  향  하여 주

적  단결 ·단체  

 단체행동  가 다. 

다만, 단체행동  행

는  정하는 에 

한다.

노동조합

[ 시 행 

1987.11.28

] [  제

3 9 6 6 , 

1987.11.28, 

개정] 

제33조 ( 한) 

⑤  또는 단

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실

한 단체 약체결  정당

한 없  거  또는 

해태할 수 없다.  

한민 헌

[시행 1988. 2.25] [헌  

제10 , 1987.10.29, 전

개정] 

제33조 ① 근 는 근

조건  향  하여 

주적  단결 ·단체  

 단체행동  가 다.

노동조합

노동 계조

정

[시행 1997. 

3.13] [  

제5310 , 

1997. 3.13, 

제정] 

제30조 ( 등  원칙) 

① 노동조합과  또

는 단체는 신 에 

라 실히 하고 단

체 약  체결하여야 하

 그 한  남 하여

는 아니 다.

②노동조합과  또

는 단체는 정당한 

없   또는 단체

약  체결  거 하거

나 해태하여 는 아니

다.

Ⅱ. 단체  경과 그 내용

1. 일제강 기  미군정기하의 노동운동과 노사정책

가. 일제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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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 기하에서는 식민지정책의 강행으로 근 사회의 노사 계가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평가한다.48) 하지만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민족해방투쟁  성격과 결합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49) 다만, 근  노사 계가 형성되기 해서는 노동자계 의 형성과 결집과 

함께 자본의 발달이 제되어야 하는데,50) 일제강 기하에서는 민족 자본의 발달

이라는 제가 형성되기 어려웠으므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단 는 발견해 볼 

수 있으나 본격 인 근  노사 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 

나. 미군정기

1) 노동조합의 미발달

당시 노동조합은 원래 의미의 노동조합이라기보다 해방공간에서 특정한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한 이념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고 평가받는다.51) 

표 인 국  노동조합으로 조선노동조합 국평의회(이하 ‘ 평’)52)와 한독

립 성노동총연맹(이하 ‘ 한노총’)이 있는데, 본질  의미에서 노동조합이었는가

에 해서 논의가 있다. 평의 경우에는 미군정 당국이 그 노사정책의 핵심을 

“ 평궤멸화”53)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의 활동을 탄압하 다.54) 한노

48) 하경효, “한국노동법제에 한 사  고찰”,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76, 

21면.
49) 유혜경, “미군정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제26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 

296면.
50) 강만길 외, ｢한국노동운동사 1｣,노동문제연구소, 지식마당, 2004 참조.
51) 金裕盛, ｢韓国労働法の展開-経済的効率化・政治的民主化・社会的衡平化-｣, 信山社, 

2001, 105면.
52) 평의 경우 개별 사업장노조의 표가 주축이 되어 형성한 ‘ 국 인 결집’으로 

산별노동조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연합체이며, 이러한 평은 한국노동

운동사에 있어 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유혜경, 앞의 , 271

면) 
53) 유혜경, 앞의 , 295면.
54) 다만, 미군정의 진정한 의도는 평탄압에 있었다기보다 노동조합주의  노동운동

의 틀안에 평을 묶어두려는 것이었고 그러한 응의 와 에서 미군정은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싹을 한 노총에서 찾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조순경/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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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 경우에는 평과는 달리 아  본질 으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일본에 견된 미국의 노동문제 문가  서울을 방문한 일부 원이 당시 한

노총 최고 지도층인 홍윤옥과 김구 등과 면담한 후 기록한 문서에서 단 으로 

확인된다.55) 문서는 “첫째, 한노총에서는 회원 노동조합이 경 측과 단체 약

을 체결하는 것을 부 한 처사라고 보고 있음 둘째, 조선이 독립되면 한노총

도 해체될 것이라고 단하고 있음 셋째, 한노총에서는 임 , 작업시간, 는 

그 밖에 노동조건개선과 연 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강구한 일이 없음 넷째, 한

노총이나 그 하부조직 표가 경 측과 임 이나 고용조건에 해 의한 일도 

없고 임 인상을 원하지도 않으며 이 시 에서 노동자들이 경 측에 임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섯째, 한노총 는 지부

간부일 경우 작업일, 주당 작업시간, 그 밖의 노동조건에 하여 지 까지 경

측과 토의한 일이 없고 원칙 으로 일당 노동시간이나 주당 작업시간을 제한하

여서도 아니 되며 필요할 경우 하루 24시간이라도 노동해야 한다고 하거나 나아

가  임 수 이 체 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단하고 있음”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56) 

결국 미군정기하에서 평은 미군정 당국의 탄압으로 그 활동에 제약을 받았

고, 한노총은 본질 인 의미에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에서 미군정

기하에서는 노동조합이 발달, 성숙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2) 미군정의 노동정책

미군정은 기에는 구체 인 노동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해 미군정은 일정한 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법령과 지침을 내렸다. 여기에서는 단결권  단결활동상의 태도에서 가장 요

하게 미군정의 노동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19호 제2조 ‘노무의 보호’

와 군정법령 제97호 ‘노동문제에 한 공공정책  노동부설치’에 한 규정을 

진, ｢냉 체제와 생산의 정치:미군정기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이화여자 학교출

부, 1995, 127면)
55) 유혜경, 앞의 , 281면.
56) 박 기･김정한, ｢한국노동운동사3 : 미군정기의 노동 계와 노동운동(1945-1948)｣, 

지식마당, 2004, 462-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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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령 제19조 제2조 ‘노무의 보호’는 그 주요한 내용으로 “첫째, 개인이나 집단

으로서 작업을 순수하고 방해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이를 존 하고 보호할 것이

고 이런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둘째, 공업생산의 지 는 감축

을 방지함은 조선 군정청에서 민 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는 것 셋째, 이 목

을 하여 약속과 조선에 하여 발생하는 쟁의는 군정청에 설치된 ‘조정 원

회’에서 해결할 것이니 그 결정은 최후 이요 구속 이며 그 사건이 노동조정

원회에 제출되어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

었다. 이에 해 실질 인 업 지법이라고 보는 견해57)와 사실상의 단결 지정

책이었다고 보는 견해58)로 구별된다.

법령 제97호 제1조의 규정은 미국의 와그 법 제7조를 거의 그 로 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59) 제1조의 규정은 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지규정이

나 단 교섭제 기타 배타  교섭 표제가 미군정에 의해 정책수단으로 인정되어

져 있던 것임에 틀림없고, 한편 제7조 규정과는 달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

리’는 빠져있는데 이 은 단체행동권을 법인하려고 하지 않는 미군정의 입장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60)

미군정의 노사정책은 미국의 노동법제를 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 측

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  정책 규범과 

실제 시행 정책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나 평에 해서는 탄압정

책으로 일 하고 신에 한노총을 육성코자 한 것은 노사 계의 조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치  고려가 더 강하 다고 생각된다.

57) 박 기･김정한, 앞의 책, 263-264면.
58) 金.三洙, ｢韓国資本ｲ主義国家の成立過程(1945-53年) : 政治体制, 労働運動, 労働政策｣, 

東京大學出版会, 1993, 45면.
59) 법령 제97호 제1조 ‘정책선포’에서 제1항은 “민주  노동단체의 육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제2항은 “모든 노동자는 사용자나 그 리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 인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연합회를 조직 도는 가입하여 타 노동조

합을 지원하거나 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건을 고용

계약기 과 의할 목 으로 스스로 선출한 표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제3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되는 임 , 노동시간, 그 밖의 고용조건이나 노사간의 

평화  교섭은 이를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유혜경, 앞의 , 293면.



28

2. 건국 헌법에서의 입법정신

가. 헌법제정회의록상의 논의

1948년 한민국 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

는 법률의 범 내에서 보장된다. 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다. 즉, 제18조 1문에서는 근로3권을, 제2문에서는 이익균 권을 규정하 다.

과연 건국헌법에서 단체교섭권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제정권

력의 입법의도를 살펴보기 하여 헌법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기록에서 단체교

섭권 련 내용을 찾아 보려하 지만 직  언 은 발견하지 못하 다.61)

따라서 헌법제정과정에서 직 으로 논의된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간

이나마 단체교섭권의 의미와 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한다. 그 분석방법으로 단체교섭권의 입법형식을 살펴보는 방식과, 근로3권과 같

은 헌법 제18조의 2문으로 규정된 이익균 권의 입법정신을 추 하는 방식을 취

해본다. 

나. 단체교섭권의 의미와 상의 간  추론

1) 입법 형식

제헌헌법에서는 특별히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8조에서도 

우리헌법과 마찬가지로 단결권과 나란히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 “단체교섭권의 독자  기본권으로서의 지 를 높이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자가 쉽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 그 자체를 독자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며 “노동자, 노동조합의 요구에 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61) 단체교섭과 련하여 헌법제정회의록에서 별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근

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제18조의 요 심사는 단체

행동의 자유, 즉 업권 보장 문제에 그 논의가 집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

는 이흥재, ｢노동법 제정과 진한의 역할｣, 서울 학교출 문화원, 2010,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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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의무를 승인한 것임에 다름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62)

건국 당시 노동조합의 발달이 미약하 고, 단체교섭의 경험도 축 되지 않았던 

실정을 고려한다면, 건국 헌법에서 단체교섭권을 단결권과 구분하여 명시한 데에

는 단체교섭권의 권리성을 확실히 하고, 그러한 권리가 실효 으로 작동할 수 있

도록 하기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보면, 단체교섭권의 해석론

상으로도 단체교섭권이 권리로서 교섭과정에서 실효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

순히 사용자의 교섭참여만을 요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 아니라 성실히 교섭하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단체교섭권과 병행 규정된 이익균 권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과 함께 인정된 이익균 권의 입법배경을 살펴

보면 당시 노사 계를 어떻게 악하 는지에 해, 그리고 단체교섭권은 어떻게 

악하 는지에 해 간 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건국 헌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 리를 목 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 (均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이익균 권을 명문화하 다.이익균 권은 근로자의 임

청구권이나 사원주주가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아니고,사기업의 경

자는 월 이외도 회사경 으로 축 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의무를

지며,국가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이익분배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익균 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한 그 배경에는 이를 강력하게 주

장한 우  진한이 있다.63) 따라서 그의 사상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근로자의 이익균 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우리 한민국이 근로입국으로서

의 그 진면목을 발휘하 을 뿐 아니라 정치  형식  민주주의에 경제  실질  

62) 니시타니 사토시(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 사, 2009, 68-69면.
63) 金裕盛(2001), 앞의 책, 125-126면에서는 이익균 권 보장의 배경으로 당사 우리나라 

산업의 부분을 차지하 던 일인재산, 이른바 귀속재산의 처리문제와 미군정하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노동자자주 리운동과 련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주된 심을 사상  측면에 두고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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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병행하여 인류최고이상인 자유평등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면에 실 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 조문이야말로 한민국  헌법을 통하여 

화룡 정의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익균 권은 “ 한민국헌법 이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일  창견일 뿐 아니라 인류평화의 

암이요 세계  난문제인 노자 립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개 

건”이라는 을 들어 이를 세계 유일의 독창  기본권이라고 높이 평가한다.64)

제헌당시의 구체 인 입법권자인 우  진한의 사상과 입법의도는 우리 헌법

이 제헌헌법부터 가지는 사상  기 , 즉 립과 반목을 넘고 일견 상반되는 규

정 사이에 있어서 통일 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식 인 자유와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인 자유와 평등을 구 하고 있음을 이익균 권이라는 구체  기본

권을 통해서 명시 으로 드러내고 있다.65) 

여기서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를 립  구도로 보지 않고 형식을 넘어 

실질을 추구했다는 을 살펴보면, 근로3권의 단체교섭권도 단지 근로자와 사용

자가 교섭장에서 만날 의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인 논의가 이루어지

는 장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다면 성실교섭의무도 당연히 

단체교섭권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련   변  평가

1. 1953년 노동조합법

가. 규정

64) 이흥재, “이익균 권의 보장과 우  진한의 사상  역할”, ｢법학｣ 제46권, 

2005.3, 272-277면.
65) 이러한 제헌헌법 상의 규정은 비록 3공화국에 들어와서 그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이

를 헌법제정권력자의 헌법인식의 변화이고 그러한 사상의 폐기라고 볼 수 있을 것

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에 있어서 정통성과 정당성의 약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다면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

어서 제헌헌법의 헌법제정권력이 가진 의사의 확인과 계승은 재의 헌법규범의 해

석에 있어서 요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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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최 로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66)

노동조합법 제1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 사용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 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한 직무를 수

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향을 주는 행

2.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됨을 조지 는 장려할 목 으로 근로조건에 차별

을 두거나 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써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

는 행

노동조합법 제34조 ( 약체결에 한 상호의무) ① 사용자 는 그 단체는 

조에 규정하는 단체 약 표자와의 성실한 단체 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

부 는 해태할 수 없다.

②노동조합의 표자는 사용자 는 그 단체가 단체 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

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는 해태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7조 ( 약에 한 성실의무) 단체 약을 체결하 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호성실로써 약사항의 실 을 도모하며 능률의 증진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0조 는 제34조의 규정에 반한 자는 5천환이하의 벌

에 처한다.

나. 평가

66)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은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 를 하거

나 계 청 는 노동 원회에 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는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고 기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서 

제2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구

분한 입법형식이었으므로 실질 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라고 볼 수 있는 노동

쟁의조정법 제10조가 별도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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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제정된 1953년 노동조합법(법률 제280호, 1953. 3. 8, 제정)에서는 성실교

섭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라는 표제하에 특별히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43조에서 벌칙으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약체결에 한 상호

의무 반시에 이를 벌칙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범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교섭 계를 법률  계로 고양시키는 것이 헌법  내용임을 입

법자도 확인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와 구별하는 

새로운 의무체계로서 구성하 다는 이 흥미롭다.

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외에 “노동조합의 표자는 사용자 는 그 단체

가 단체 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는 해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과 제37조에서 약체결 후의 상호실 의무로

서 “단체 약을 체결하 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호성실로써 약사항의 실 을 

도모하며 능률의 증진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에 특색이 있다. 

“노동조합의 표자는 사용자 는 그 단체가 단체 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

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는 해태할 수 없다.”는 제34조 제2항 규정이 노동

조합에게도 성실교섭의무, 구체 으로는 교섭응낙의무와 의의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 다는지, 그리고 이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문제

가 된다. 특히 동 규정은 벌칙이 연결되어 있고, 처벌의 정도는 부당노동행 와 

동일하다.

이에 해 당시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는 노동조합 표자에게 형벌을 부과

하는 부당노동행 구제”를 채택하 다 하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도 입법화

한 법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동 견해는 제34조를 부당노동행  규정으로 악하

면서 우리 노동조합법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도 인정하 다는 이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

다.67) 

사견으로는 당시 노동조합법이 과연 명시 으로 노동조합에 해서 부당노동

행 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해서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67) 이상윤, “부당노동행 구제제도의 헌법상 지 ”, ｢법학연구｣제7권, 연세 학교 법

학연구원, 1997, 363-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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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 의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조문의 표제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

로 명시 으로 표 하고 있고, 일정한 행 를 부당노동행 로 열거하고 있다. 그

러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제34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다른 부당노동행  규정과 유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1953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 교섭거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국가차원에

서 형벌로써 벌칙을 주는 행 로 규정하 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특히 단체교섭거부가 태 트-하틀리법에 규정된 다른 노동조합의 부당노

동행  유형들과 본질 으로 차이를 가진다는 에 기인한다. 태 트-하틀리법상

의 규정을 살펴보면, 개 근로자 개인의 권리나 제3자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단

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상치될 때, 이를 조정하기 하여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권의 경우 노동조합의 표자를 통해 구체 으로 실

제 교섭에 있어 실 되므로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이에 권리가 

상호 립할 여지는 없다. 특히 성실교섭의무의 경우가 그러하다. 오히려 공정

표의무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 침해  성격이 강할 수 있으나 성실교섭

의무의 해태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간 권리 충돌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

체교섭권 실 의 자기 해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다면 제정 노동조합법에서 별도로 노동조합 표자의 교섭거부를 처벌하

는 규정을 둔 것은 이것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체

교섭을 진하기 한 법정책  규정이라고 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단체

교섭권을 헌법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에 해서 부당노동행 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53년 노동조합법이 미국의 태 트-하틀리법의 향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

다.68) 앞서 살펴본 와그 법과 태트 -하틀리법의 련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단

체교섭  부당노동행  조항만 놓고 살펴본다면 그 입법의 구체성으로 볼 때 

태 트-하틀리법에 가깝다. 와그 법은 교섭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 즉 “성

실의무”에 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1953년 노동조합법은 명확히 “성실”을 

입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 해서 

부당노동행 를 인정할 것이냐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태 트-하틀리법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태 트-

68) 이상윤, 앞의 ,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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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틀리법 제8조(d)가 단체교섭을 정의하므로써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에 모두 련되지만, 1953년 노동조합법은 그 규정을 사용자에 한 규정과 노

동조합에 한 규정으로 이원화하고 있고 그 문언의 내용도 차이가 난다. 즉, 노

동조합에 해서는 “성실”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게 본다면 노동조합

에 해서는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단체 약의 타결시 그것을 서면

으로 체결할 것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게 된다. 

2. 1963년 노동조합법

가. 규정

노동조합법 제33조 (교섭권한) 

⑤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표자와의 성실한 단체 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는 해태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노동행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이하 “부당노동행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약체

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나. 평가

1963년에는 노동 계법을 면 개정하여 구 노동조합법과 구 노동쟁의조정

법69)에 산재하여 있던 부당노동행 규정을 노동조합법 제4장에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는 정비를 하 다. 그리고 종 의 노동조합의 교섭거부를 처벌하

던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노동행 에 한 과벌주의 신에 원상회복주의를 취하

게 되었다.

69) 표 으로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가 있다. 동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

자가 정당한 쟁의행 를 하거나 계 청 는 노동 원회에 하여 증거를 제출하

며 는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고 기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를 할 수 없

다.”고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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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종 에 미국의 태 트-하틀리법에 가까웠던 노동조합법상의 규범을 와

그 법에 더 가깝게 바꾸어 놓았다. 

3. 1987년 노동조합법

가. 규정

노동조합법 제33조 (교섭권한) 

⑤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

을 받은 자와의 성실한 단체 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는 해태할 수 

없다.

나. 평가 

1997년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입법 에는 성실교섭의무에 하여 “교섭 

등의 원칙”이라는 표제와 “성실히 교섭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 

신에 “교섭권한”이라는 표제 하에 “성실한 단체 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

부 는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헌상으로만 본다면 이를 

타결된 내용을 단체 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할 것, 즉 재의 “단체 약체결의

무”로 좁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동규범과 같이 규정하고 있

던 부당노동행  규정에서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것을 볼 때, “단체 약체결”은 단체 약 체결을 한 단체교섭 과정 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70) 따라서 1997년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이 의 

경우에도 부당노동행 규정  헌법 규정과 별도로 성실교섭의무의 근거규정이 

존재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71) 그러나 사용자에 한 편면 인 성실교섭의무 

규정이었다.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이에 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

용자의 성실교섭의무 반행  뿐이다. 과벌주의를 부활하여 1963년 도입된 원상

회복주의와 병행하 다. 

70) 고호성, “성실교섭의무의 법리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 1984, 

82면.
71) 고호성(1984), 의 ,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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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7년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가. 규정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는 단체 약

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평가

성실교섭의무가 ‘교섭 등의 원칙’이라는 표제로 규정되었고 사용자 뿐만 아니

라 노동조합에게도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 다. 이는 종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해서 이를 면 받아들여 노동조

합의 부당노동행  유형을 신설할 수는 없지만, 교섭에 있어서의 행 원칙으로서 

노동조합에게도 성실교섭의무가 있다는 은 인정하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편면 인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를 

포함하는 교섭의 종합 인 원칙으로서의 성실교섭원칙이 입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개정시에는 한 복수노조의 허용을 원칙화하는 규정을 두었고, 다

만 부칙으로 사업  사업장 단 에서만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 하는 조항을 두

고 있었다. 결국 부칙상의 유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복수노조가 면 

허용되게 끔 노조법이 설계되어 있었고 이는 입법 당시 향후 교섭환경의 변화가 

필연 임을 입법자가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섭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실교섭원칙으로 격상하여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련 규정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었느냐는 특히 비교법  분석을 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 유의미하다. 를 들면, 일본에는 우리나라 노조법 제30조 제1

항  제2항과 같은 명문화된 성실교섭원칙규정이 없고 단지 단체교섭권을 규정

한 헌법 규정과 부당노동행  련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노동조합법 7조 

2호에서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사용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표자와 단

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 ”로 들고 있고 이를 성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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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본다.72)  

Ⅳ. , 그 , 태프트-하틀리 간  규 상  차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성실교섭의무에 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우리법의 상황에 맞게 비

교 조하여 시사 을 찾는 것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법  연구

방법을 시행하기 앞서 비교의 상이 되는 규범구조가 어떠한지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물론 비교법  연구방법을 해서는 규범  상황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나, 우선은 규범구조의 

차이 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상은 재의 단체교섭 련 규정인데, 특히 연 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의 단체교섭권, 노조법상의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  규

정이 그것이다. 우선은 와그 법과의 차이 을 살펴보고, 그 후 태 트-하틀리법

과의 차이 을 살펴본다. 

2. 와그 법과의 비교

(i) 우선 단체교섭권 련 규정이다. 단체교섭권과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명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는 연방법인 와그 법 제7조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조직할 권리, 노동단체를 조

직, 가입 는 지지할 권리, 자신이 선택한 표를 통해서 단체로 교섭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 는 상호부조를 목 으로 기타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73)  

(ii) 성실교섭의무와 련하여서는 우리 노조법에서 “교섭 등의 원칙”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와그 법상에서는 명문의 문언이 없다. 그 신 NLRB와 연

방 법원에서 해석상 성실교섭의무를 와그 법 제8조 (5)에서 규정한 교섭의무의 

72) 菅野和夫(이정 역),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28면.
73) 김미 , “미국 연방노동 계법과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비교”, ｢노동연구｣제

23집, 고려 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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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iii) 부당노동행 와 련하여 우리법에서는 교섭거부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만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는 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와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만 교섭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실교섭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며 

이를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하여 성실교섭의무

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  인정한다면 그 내용은 사용자와 련하여 어떠한가에 

해서 해석상의 논의가 있다.

(iv) 부당노동행 의 문언과 련하여 우리법에서는 교섭 “거부”뿐만 아니라 

“해태”까지도 규정하 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래 계속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법에서는 “해태”라는 문언을 추가하

고 있다는 이 특이하다.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는 결국 해석과 운용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태 트-하틀리법과의 비교

(i) 단체교섭권 련하여 태 트-하틀리법에서는 와그 법의 기존 규정에 유니

온샵 약 련 제한을 조건으로 근로자가 어떠한 단체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추가하 다.

(ii) 성실교섭의무에 련하여서는 태 트-하틀리법은 단체교섭을 정의하면서 

그 내용으로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태 트-하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의무와 우리의 노조법 제30조는 문언상 차이를 보이는 이 있다. 즉, 

노조법의 연 을 살펴보면 1997년 노조법 개정 까지는 “성실”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 는데, 1997년 이후부터 행법까지 “신의에 따라”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in good faith”와 “신의에 따라 성실히”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신의에 따라”라는 법문언의 추가는 

별도의 다른 규범  의미를 갖게 되는지 문제된다. 

(iii) 부당노동행 와 련하여 태 트-하틀리법은 노동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

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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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성실교섭의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와그 법 O X( 례상 O) O X

태 트-하틀리법 O O O O

행 노조법 O (헌법) O O X

있으나 별도로 이를 부당노동행 로 보거나 벌칙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행 노조법과 와그 법, 태 트-하틀리법의 규범구조 비교

* 보론 - 1949  본 동 합 과  비

1. 논의의 배경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미국의 제도를 계수하여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노

동조합법에 반 하 는데, 이러한 계수는 직 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일본 노

동조합법의 향을 받아서 간 으로 계수되었다고 본다.74) 특히 1953년 노동조

합법은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의 강하게 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75)가 있으

므로 성실교섭의무 련하여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한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련한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의 련 규정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에서는 제7조에서 부당노동행 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7조 2호에서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의 표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

74) 김형배, ｢노동법｣제19 ( 면개정증보 ), 박 사, 2010, 63면에서는 1953년 당시 

노동 계법 제정은 당시의 일본의 노동 계제법을 그 로 모방한 것이라고 평가한

다.
75) 이병태, ｢최신노동법｣제8 정 , (주) 앙경제, 2008, 23면에서는 1953년 당시 1949

년 일본 개정노동조합법을 거의 그 로 수용하 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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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76) 

3.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 개정 배경  경과77)

가. 개정 배경 

일본의 구노조법(1949년 의 일본 노동조합법)은 쟁 의 여러 법안에 비하

여 획기 이고 진보 인 내용이며 후 일본 노동운동의 발 에 크게 기여했다

고 평가받았으나, 미국은 북한의 성립, 국공산당의 국 명, 유럽 내  등을 

계기로 일본을 강고한 반공의 보루로 만들고자 다.

나. 개정 경과

1941년 1월 최고사령부가 제시한 방침을 골자로 하여 1949년 1월 14일 노동성

은 1차 시안을 제시하 는데, 그후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수정된 1949년 2

월 1일 개정시안을 발표하 다.

1) 1.21. 개정시안

조합정의의 명확화, 부당노동행 규정의 확 , 단체교섭규정의 명확화, 분쟁의 

평화처리,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노자 등, 노동 원회의 권한 강화, 공익사업쟁의

의 냉각기간을 90일로 연장 등을 규정하 다.

2) 2.1 개정시안

사용자의 이익 표자의 범  확 , 조합 임자에 한 임 지  등의 경비원조

의 지, 조합규약에 한 규제의 확 , 조합에 한 규제의 강화, 부당노동행

76) 원문은 “使用 が雇用する労働 の代表 と団体交渉をすることを正当な理由がなくて拒むこ

と。”라고 규정하고 있다.
77) 정인섭, “1949년 일본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법연구 제3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

구회, 199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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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 , 단체교섭에 한 규제, 교섭단 제의 도입, 단체 약의 효력 제한 등을 

규정하 다.

그  부당노동행 와 단체교섭에 해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부당노동행 제

도와 련하여 구노조법은 차별 우, 단결침해계약을 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 하여 지배개입, 경비원조, 단체교섭 거부, 노동법상의 보호 차에 참여하 거

나 신고 는 자료제출을 이유로 하는 보복 인 불이익취 의 지 등으로 확 . 

구제방법도 처벌주의에서 원상회복주의로 변화하 다.

단체교섭과 련하여 성의있는 단체교섭이 노사 방의 의무임을 명시함과 동

시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 다. 그러나 단체교섭거

부의 정당한 사유의 입법화는 후에 폐기하 다. 

① 단체 약으로 단체교섭 차를 정한 경우에는 상 방이 그 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② 노동조합 는 사용자 혹은 그 단체의 표자 는 그 임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다수인 경우

③ 단체교섭이 하게 소란하고 계속되어 하게 장시간에 걸치거나 는 

하게 업무의 운 을 해하는 경우

④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생활을 하는 행 를 수반하는 경우

⑤ 제안에 해서 상 방이 이유없이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교섭 표자의) 권한의 범 가 명시도어 있지 않은 경우

⑦ 앞의 각호에 열거된 경우 이의에 상 방이 하게 성의가 없어서 단체교

섭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4.25 (최종)개정시안

최종 으로 확정된 내용에서는 2.1 시안의 “간부노동조합”구상, 행정 청의 조

합규약의 시정권고권, 단체교섭에 한 제한, 교섭단 제의 도입 부분이 삭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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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규  미  상

1   재

실질 인 단체교섭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된다. 그러나 성실교섭의무가 실제로 단체교섭을 진하고 분쟁

을 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국가의 법해석 용기 이 -우리나라는 노

동 원회와 법원, 미국은 NLRB와 연방법원이 될 것이다- 성실교섭의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성실교섭의무의 

해석･ 용의 문제는 단체교섭에 한 국가의 개입 정도의 문제와 직결되게 된다.

미국에서는 본래 단체교섭은 당사자간의 자율 인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정석이므로, 국가 기 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선에서 자제하자

는 입장과 교섭력이 서로 다른 당사자간에 실질 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 으로 국가의 여 정도를 높이자는 입장이 립하여 왔다.78) 이러한 가치

의 립은 종종 NLRB의 결정과 연방 법원의 결이 서로 상치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교섭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한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바람직한 

단체교섭 행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의 해

석, 용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우선 미

국에서 성실교섭의무의 해석과 용을 둘러싸고 축 된 사례와 논의들을 바탕으

로 하여 “성실”을 어떻게 객 화할 것이며, 어떠한 기 과 한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 시사 을 찾도록 한다.

78) Richard Ulric Miller, 앞의 , 185면은 와그 법 제8조(5)의 입법의도에 한 견해의 

립은 단체교섭에 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고 보았다. Sumner slichter, Willian Spencer, Walsh 상원의원 등은 단체교섭에서 

립  역할을 하는 것 이상을 정부가 수행하는 것에 반 하 고, 다른 견해는 단체

교섭의 진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차에서의 정부의 극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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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실

Ⅰ. 실  내용

1. 련규정

NLRA 제8조(a)(5)는 “제9조(a)에 따른 근로자 표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다.

NLRA 제8조(b)(3)은 “제9조(a)에 따른 근로자 표인 경우에, 사용자와 단체교

섭을 거부하는 행 ”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다.

NLRA 제8조(d)는 “본 조에 있어서 단체교섭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표가 

당한 시간에 회합하여 임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하여 성실하게 의

할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약 는 그 약에 해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교섭하는 것,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약서에 서명하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 방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가. NLRB와 법원의 견해

1) 교섭개시 단계

근로자 다수에 의해 지명된 노동조합에 해서 승인을 보류하는 것부터 명백

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이다. 만나서 노동조합의 표자들과 교섭하는 것을 거

부하는 행 79)뿐만 아니라 회합의 거부와 교섭개시에 있어 조건을 부과하는 행

80) 역시 부당노동행 이다. NLRA 제8조(a)(5)에 의해 사용자에 하여 부과된 

79) NLRB 제8조 (d)는 “to meet at reasonable times and confer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 . . th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 . .”이라고 규정하여 만나서 의하고 교섭

할 의무(the duty to meet, confer, and negotiate)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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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무는 무조건 인 의무이다.

2) 교섭과정

가) 교섭의무의 내용 - 성실교섭의무

와그 법 시행 기에는 “성실(in good faith)”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에 교섭의무의 내용을 두고 의견이 립하 다. 따라서 다수 사용자들은 이를 

좁게 해석하여 노동조합 표를 만나고, 그 요구사항과 주장을 들어주는 회합의

무까지로만 보았다. Walsh 상원의원의 의견과 같이 와그 법 제8조(5)상의 교섭

의무는 단지 사용자가 교섭창구에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만 보았다.81) 

그러나 NLRB와 법원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행 는 부당노동행 라고 결정하

다. 교섭의무는 “교섭당사자들이 자유롭고 완 하게 자신의 주장과 요구들을 

논의할 수 있고, 주장이 서로 배치되었을 때, 기꺼이 그것들을 이성 으로 정당

화할 수 있는 공통의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할 것”을 실질  내용으로 한다고 보

았다.82) 비록 법이 인간의 마음을 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교섭당사

자들이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꺼이 설득당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

다.83)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일도양단식의 선택을 강요하면서 약안을 

제안하는 것은, 동법의 의미 안에서 단체교섭이 아니다.84)

나)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 교섭의 극  참여

교섭에 참여할 의무, 즉 노동조합의 제안을 듣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하여 

이유를 들어야만 하는 의무는 그 주제가 수당, 임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노동조합이 교섭하기 원하는 모든 주제에까지 

80) NLRB v. Hoppes Mfg. Co., 170 F.2d 962 (6th Cir. 1948).
81) Archibald Cox, 앞의 , 1402면.
82) NLRB v. George P. Pilling & Son Co., 119 F.2d 32(3d Cir. 1941).
83) Archibald Cox, 앞의 , 1411면.
84) NLRB v. Ozark Dam Constructors, 190 F.2d 222 (8th Cir.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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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85) 1947년 제8조(d)의 추가개정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 다.

원칙 으로, 서로 주장을 주고 받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

는 부당노동행 로 본다.86) 논쟁에 참여하는 행 는 완고하게 보 던 입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이 논의 에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기존의 주장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속

으로 합의되지 못하여 왔던 주제에 하여 새로운 타 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경제  측면에서 근해 보더라도, 의무  토론 참여에 한 비용 비 잠재  성

과가 아주 높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해야만 하는 법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

다.87) 

1947년 이래로 제8조(B)(3)은 근로자들의 표에게 해서 언 된 의무들을 부

과시켰다. 즉 노동조합에게도 성실교섭의무가 명문으로 부과되었다.88)

나.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1) 와그 법 용상의 문제

성실교섭의무에서 “성실”을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나, “양 

당사자에게 합의에 한 진지한 열망을 가질 것”과 “공통된 기 에 다다르기 

하여 모든 합리 인 노력을 할 것”으로 정의할 때,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진

지한 노력과 열망, 합리  노력을 요구하는지 그 한계의 단이 문제된다. 보다 

극 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기 하여 당사자에게 교섭내용에 한 양보와 타

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와그 법에서는 “성실한 교섭”과 련한 문구

가 아  법문에 없었고 모두 NLRB와 법원의 해석과 용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

에 이러한 용상의 난 이 드러나게 되었다. 

85) Archibald Cox, 앞의 , 1411면.
86) 이승길, ｢미국의 노동법제｣, 한국경 자총 회, 2005, 139면에서도 “상 방의 주장을 

거부할 뿐이고 아무런 합리  설명이나 제안을 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한 교

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87) Archibald Cox, 앞의 , 1411면.
88) NLRA 제8조 (b)(3)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서 “to refuse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an employer, provided it is the representative of his employe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9(a)”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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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태 트-하틀리법 개정에서 “그러나 이러한 의무

가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 방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실교섭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 다.89)

2) 한계의 설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실교섭을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으로 

정의할 때, 자칫 이러한 마음가짐의 요구는 당사자로 하여  진지한 노력의 결과

로서 합의의 성립, 즉 양보를 통한 약 체결을 강요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으

므로 이는 제정법이 가지는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실성”의 단에 있어 명확한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난 이 해

결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는 노동조합)는 합의에 도달하기 한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하고 공통된 토 에 도달하기 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야 하지만, 그것은 양보를 할 필요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조건도 거

할 수 있다는 것이다.90) 

이러한 성실성의 정의와 그 한계의 설정은 서로 자가당착 이라고 비 할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와 한계의 설정은 “성실성”의 의

미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성실교섭의무의 정책  함의를 명시 으로 드러낸다. 

즉 성실교섭의무는 (i) 노동과 경 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단체 약 체

결)에 들어갈 것을 법 으로 압박하고,  (ii) 단체 약 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91)

3) 불성실의 단 

(i)의 사례 : 사용자가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표 사이의 합의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는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는 경우

89) NLRA 제8조(d)는 “but such obligation does not compel either party to agree to a 

proposal or require the making of a concession”를 법문에 포함시켰다.
90) Archibald Cox, 앞의 , 1406-1418면.
91) Archibald Cox, 앞의 , 1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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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의 사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참가를 받아들이고, 교섭의 조건에 해

서는 동의하려 하지 않는 경우 - 이 때 사용자가 취하는 완고함은 자의 이고 이

기 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지 까지 살펴 본 NLRB와 례의 견해에 따라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면, (i)의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가 인정될 것이고, (ii)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

이다. (ii)의 경우 교섭에 임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추론에 기 를 둔다. 이 게 볼 때, 성실교섭의무를 규정

한 제정법의 진정한 의미는 성실에 한 직 이고 극 인 정의 신에 불성

실을 정의함으로서 보다 용이하게 악할 수 있다. 즉 불성실을 “노동조합과 합

의에 도달하지 않으려는 바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성실교섭의무 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92) 

불성실을 정의함으로써 성실을 극 으로 정의하는 기의 노력으로부터 발

생하는 난 들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극  정의는 교섭자가 실체 인 근로

조건들에 하여 그의 입장을 유지하기에 우선하여 합의에 도달하려고 해야만 

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성실의 정의는 앞서 극  정의와 그 한계 설정과 비교하여 볼 때 

두가지 차이 이 있다. 하나는 입증에 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입증의 요구는 General Counsel에게 다소 더 무

거운 입증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8조(a)(5)와 제(8)조(b)(3)

가 양 당사자에게 합의에 한 진지한 열망을 가질 것과 공통된 기 에 다다르

기 하여 모든 합리 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제정법이 그들에게 

약의 체결을 진, 증가시키는 차들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이러한 강제가 교

섭자들은 자신의 단 내지는 생각을 통해 실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입장도 취할 수 있는 완 한 자유를 가진다는 지 를 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93) 

후자의 차이는 제정법상의 제8조(a)(5)와 제8조(b)(3)이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차들의 규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지에 한 고려를 할 때 요하게 작용한다.  

92) NLRB v. Reed & United clay Mines Corp., 219 F.2d 120(6th Cir., 1955).
93) Archibald Cox, 앞의 , 1407-1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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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  

1. 당연 반과 상황  반

가. 당연 반과 상황  반의 구별

성실교섭의무의 반의 경우 주  성실성의 입증이 요한데, 특히 성실성의 

부재, 즉 주 인 불성실의 입증이 문제된다. 이와 련하여 NLRB와 법원은 성

실교섭의무의 당연 반과 상황  반으로 구분한다.94) 

당연 반(per se violations)이란 일정한 유형의 행 에 해서 주  불성실을 

추정  한다. 법 으로 살펴보자면, “단지 피신청인이 그러한 행 를 하 다는 

만 증명되면 NLRB의 사무총장이 법성의 일응의 추정사건(prima facie case of 

illegality)으로 인정하게 되고, NLRA 반의 인정은 그 행  자체에 근거를 두게 

되어 NLRB로 하여  그 추정을 깨뜨리게 할 책임이 피신청인측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95)  

상황  반(circumstantial violations)이란 당연 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  불성실이 단체교섭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다.96) 즉 행

의 체를 보고 단하게 된다. 당연 반과는 달리 결정 인 행  한가지만으로

는 주  불성실이 입증될 수 없고, 여러 행 들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당연 반과 상황  반을 와 같이 구분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난 이 있다.97)  

나. 당연 반의 인정이 가지는 의미

94) 고호성(1995), 앞의 , 141면.
95) 고호성(1984), 앞의 , 39면에서 재인용.(Gorman, Robert A., Basic Test on Labor 

Law, West Publishing, 1976, 401면)
96) 고호성(1984), 앞의 , 40면.
97) Robert A. Gorman, Matthew W. Finkin, Basic Text on Labor Law-Unioniz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2nd Edition, Thomson West, 2004, 5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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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의 여부의 단은 행 의 체를 가지고 단하는 상황  반이 본래

인 것이었다. 성실성은 주  요소이고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행  하나만

을 보고 단하지 아니하고 행 의 체를 살펴보고 신 하게 단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연 반의 법리가 형성되면서부터 이러한 주  요

소에 한 단의 문제가 객  행  단의 문제로 환되었다. 당연 반의 

경우 일정한 행 에 하여 독자 으로 법성이 추정되게 되므로 당연 반의 

인정은 실질  의미에서 단체교섭에서 지되는 행 를 규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NLRB나 법원이 당연 반 사항을 인정하게 되면 불성실이라는 주

 요소의 입증 문제가 아니라 객  행  사실의 입증 문제로 바 게 된다.

이에 해 이미 언 했듯이 단체교섭에 한 지나친 개입이냐 아니면 단체교

섭을 진하기 한 극  조치이냐의 가치  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당연 반

가. 의의

NLRA 제8조(a)(5)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서 “제9조(a)에 의거한 근로자들

의 표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를 규정하고 있고, NLRA 제8조(b)(3)은 노

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로서 “제9조(a)에 의거한 근로자들의 표인 경우에, 사용

자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 가 발생하 을 경우에 NLRB와 법원은 주 인 요소인 “성실(good 

faith)”의 존부를 결정하기 해서 당사자의 행 를 증거로서 조사한다. 즉, 당사

자의 행 를 총체 으로 살펴본 후에 성실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 로 인정한다.98) 

그 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행 의 총체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의 존부

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행  유형의 경우에는 독립 으로 그러한 행  

자체만으로 당연히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 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성실인

지 불성실인지에 한 단이나 고려에 계없이, 본질 으로 당연히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는 단체교섭거부로 보아왔다. 

98)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56-854면.



50

나. 유형화

이러한 행 는 표 으로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네가

지 경우로 유형화한 견해가 있는데, 회합거부, 서명거부, 일방  변경, 정보제공

거부가 그것이다.99) 즉 “단체교섭을 하여 상 방과 회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

는 행 ,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조건을 기재한 단체 약서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행 , 재 교섭 에 있는 임 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시키는 행

, 명한 교섭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 하여 상 방이 요청한 정보의 제공

을 거부하는 행 ”가 그것이다.100) 는 네 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방 인 변경, 근로자들과 직  교섭, 

서면 계약의 작성 거부, 합리  시기에 회합 거부, 의의 거부, 비의무  교섭사

항에 한 주장”이 그것이다.101)

그러나 이러한 당연 반은 NLRB와 법원의 결정과 례를 통하여 축 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이들 네 가지나 여섯 가지 유형들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향

후에도 당연 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  유형이 발견될 수 있고, 반 로 종

에 당연 반으로 악하던 행  유형에 해 상황  반으로 단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유형화된 행 들에 내재하는 본질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 오

히려 당연 반의 이해를 해 바람직하다. 

사견으로서는 이러한 유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 NLRA 제8조(d)에서 직 으로 단체교섭에 하여 정의내리고 있는 행 유형

에 반하는 것과 (ii) 단체교섭 본래의 존재의의에 반되는 것이 그것이다. 앞

서 당연 반으로 논의되었던 유형들은 총합하면 합리  시기에 회합 거부, 근로

자들과 직  교섭, 서면 계약의 작성 거부, 일방  변경, 의의 거부, 정보제

공의 거부, 비의무  교섭사항에 한 주장 등 총 7가지이다. 이 7가지를 그 본

질  속성에 따라 두 가지로 별하면 다음과 같다. (i)의 유형으로서 합리  시

기에 회합 거부, 서면 계약의 작성 거부, 의의 거부, 비의무  교섭사항에 한 

주장을 들 수 있고, (ii)의 유형으로서 근로자들과 직  교섭, 일방  변경, 정

99) 고호성(1984), 앞의 , 38면.
100) 고호성(1984), 앞의 , 38면에서 재인용(Gorman, Robert A., Basic Text on Labor 

Law, West Publishing, 1976, 399면)
101)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32-8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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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의 거부를 들 수 있다. 

NLRA 제8조(d)는 “단체교섭이란 임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는 

약을 한 교섭, 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해 합리 인 시기에 회

합해 성실히 의한다고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표간의 상호의무의 이행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의 유형으로 일반 인 교섭이나 의가 아  존재하

지 않는 경우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하여 교섭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본질  존재의의는 근로자들의 표를 통하여 집단 으로 교섭하

는 차를 진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으므로 단체교섭 신에 

근로자들과 개별 이고 직 으로 교섭한다거나 교섭 의 내용을 일방 으로 

변경하는 행 는 허용될 수 없고, 성실하고 실질 인 교섭을 하여 필요한 교섭

과 련된 정보의 제공은 필수 이다. 따라서 (ii)의 유형으로 근로자들과 직  

교섭, 일방  변경, 정보제공의 거부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당연 반의 표

인 경우 일곱 가지를 차례 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방 인 변경

가) 사용자의 일방 인 변경

단체교섭의 과정 에 있는 의무  교섭사항에 하여 사용자가 일방 으로 

변경을 한다면 이는 당연 반이라고 여겨진다. 

체로 단체교섭 과정 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임  등 의

무  교섭사항이 되는 근로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하는 일은 드물다. 개 발생

하는 경우는 선거와 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단체교섭의무는 사용자가 선거

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기게 된다. 사용자가 선거와 련

하여 NLRB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 노동조합이 결국에는 승인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험을 감수한 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 으로 바꾸는 사례가 

형 이다.102) 다만 이루어진 변경이 비의무  교섭사항과 련되어 있다면, 당

102) Overnight Transp. Co., 333 N.L.R.B 47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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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반에 해당하지 않는다..103) 

의무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하는 사용자의 행 가 단체교

섭을 통하지 않고 교섭의 상 방인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 는 성실성의 부존재를 추정하게 해 다.104) 

그러한 행 는 NLRB와 항소심 양자로부터 당연 반으로서 인정되었으나, 연

방 법원은 1962년에 이르러서야 당연 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105) 1962년의 

NLRB v. Katz 결에서 연방 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 다.

NLRB v. Katz 사건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에서의 일방 인 변경에(병휴가

제도나 승 제도) 해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시하 다. 비록 사용

자가 특정 사항을 제외한 반 인 단체 약에 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도

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교섭하 음에도 불구하고 제

8조(d)에서 규정한 사항에 한 사실상의 상거부는 이에 해 노동조합이 상

하고자 노력했다면 제8조(a)(5) 반이다. 따라서 반은 불성실이 부존재하는 경

우에도 인정된다.106) 

일방  변경에 의한 폐해로 들 수 있는 사항은 법이 교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단체교섭의 본질 인 의의와 취지를 형해화시킨다는 이다. 

NLRB v. McClatchy Newspapers 결에서 Harry Edwards 사는 일방 인 변경은 

양 당사자가 임 , 시간 그리고 기타 근로조건들에 해 교섭해야 한다는 평범한 

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그것 자체로 단체교섭의 과정을 해친다고 하 다.107) 

그러한 일방 인 행 는 노동조합의 상의 향력을 최소화하고 이는 근로자들

에게 단체교섭 리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단결권을 방해하게 된

다고 하 다.

교섭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고 우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해 합의를 얻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

다.108) 그러나 교섭이 결렬된 후에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일방 으로 변경할 수 

103) Phelps Dodge Mining Co. v. NLRB, 22 F.3d 1493 (10th Cir., 1994).
104)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34면.
105)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34-835면.
106) NLRB v. Katz, 369 U.S. 736 (1962). 
107) NLRB v. McClatchy Newspapers, 524 U.S. 937 (1998).
108) 이승길, 앞의 책,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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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9) 

의무  교섭사항에 해서 일방 인 변경을 삼가야 할 의무는 단체 약의 기

간만료 후나 선의에 의한 교섭이 결렬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110)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성실교섭을 거부하거나 제8조(a)(5)의 다른 반이 교섭 결렬을 만든다

면 그 교섭결렬은 일방 인 변화를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111) 

나) 노동조합의 일방 인 변경

NLRB v. Katz 결을 분석해보면, 상 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변화에 

일방 인 변경으로 향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는 달리 노동조합에 있어

서는 일방 인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실제로 회사가 노동

조합의 요구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지는 체로 경제  실력의 문제이고 그러한 

힘의 소유와 행사는 성실교섭의무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65년에 제9항소

법원은 조합원에 한 벌 으로서 강제되는 노동조합에 의한 생산 할당의 일방

인 부과는, 의무  교섭 사항에 한 교섭 거부로 보고, 제8조(b)(3) 반이라고 

보았다.112)  

업의 수단에 의해서 단체 약을 변경하거나 끝내려고 시도하는 노동조합은, 

제8조(d)에 의해 요구되는 연방과 주의 재기 에 의무 인 법  통지를 하지 

않고 교섭 계에서 일방 인 변화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교섭의무를 반한다고 본다. Chemical Workers Local 29(Morton-Norwich Products) 

결정에서, NLRB는 10년 동안의 수기작성으로 고충처리회의를 해왔는데, 이에 

해 녹음을 통한 고총처리회의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단체 약 상의 내용

들을 변경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실상 단체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차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결정하

다.113)  

109) 이승길, 앞의 책, 142면.
110) United Paperworkers International Union v. NLRB, 981 F.2d 861 (6th Cir. 1992).
111) American Automatic sprinkler System, Inc., 323 N.L.R.B No.160 (1997).
112) Associated Home Builders of greater East Bay, Inc. v. NLRB, 352 F.2d 745 (9th Cir. 

1965).
113) Chemical Workers Local 29(Morton-Norwich Products), 228 N.L.R.B 110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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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들과 직  교섭

단체교섭의무는 두 가지 사항을 그 제로 한다. 그것은 NLRA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의 표가 사용자가 교섭에 있어서 의를 해야 할 상 방이라는 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과 그 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이상 개개의 근로자들과 

직 이든 간 이든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NLRA에서 정하고 있

는 의무교섭사항에 해서 일방 인 변경이 곧 NLRA 제8조(a)(5)의 당연 반이 

되는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 표를 배제한 채 사용자의 근로자와 직

으로 상하는 것은 당연 반이 된다. NLRB는 “직  상은, 본질 으로, 

교섭 계에 부 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여 왔다.114) 

NLRB는 만약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 표를 바꿔 다면 근로자들에

게 혜택을 약속하는 것, 업 는 직장 폐쇄 근로자들과의 회합과 상 주제에 

한 사항에 한 논의하는 것, 재 단체 약의 조건에 변경에 한 근로자들과

의 직 인 의하는 것, 그리고 교섭을 거부하는 동안 근로자들에게 태도 조사

를 행하는 행 는 직 인 교섭의 반이라고 하 다.115) 

반면, NLRB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상의 제안된 조건에 하여 근로자들과 정확

하고 직 인 화를 하는 것, 품질과 생산량의 향상 가능성에 한 솔직한 논

의과정에 있어 근로자들로부터의 의견과 제안들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 약을 수하도록 근로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 반이 아니라

고 본다.116) 

3) 서면 계약의 작성 거부

NLRA 제8조(d)는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합의가 서면화된 문서에 최종 으로 서명을 거부하는 것

은 형 으로 본질 인 교섭 거부로 여겨져왔다.117) 당사자들이 자발 으로 효

력기간 에 기존 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섭의 양 

114) Americare Pine Lodge Nursing & Rehabilitation Center., 325 N.L.R.B 98(1997).
115)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46면.
116)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46-847면.
117) NLRB v. Big Run Coal & Clay Co., 385 F.2d 788 (6th Cir.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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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구도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서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한 서면화의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비 을 받을 것을 양 당사자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서면화의 조건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비 을 받을 것을 주장

할 수 없다. 물론, 노동조합의 표자의 승인은 필수 이므로 승인을 얻지 못하

거나 조건에 오해가 잇다면 서명거부는 당연 반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다

수 사용자가 존재하는 교섭단 하에 있어서 각각의 개별 사용자 회원에게도 

용될 수 있다.

태 트-하틀리법에 의해 개정된 부분으로서 제8조(d)의 입법 에, 연방 법원

은 합의된 약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섭의 거부라고 

하 다.118) 비록 동 결이 특별히 합의된 약의 서면화 거부를 당연 반이라

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제8조(d)의 입법에 향을 주었다.  

노동조합이 합의된 약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제8조(b)(3)가 용되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하게 된다. 

4) 합리 인 시기에 만나는 것을 거부

NLRA 제8조(d)는 당사자들이 합리 인 시기에 만날 것을 요구하지만 “합리 ”

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합리 (reasonable)”란 용어는 당사자들이 만

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합리한 지연없이 하게 만날 것을 의미한다. 사용

자가 우편에 의한 교섭을 주장하거나 노동조합의 면 만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노동조합의 모든 제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교

섭의 불법  거부에 해당할 것이다.119) 당사자의 바쁜 일정은 계속되는 만남의 

거부나 계획된 회합의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120)

노동조합 한 합리 인 시기에 만나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5) 의의 거부

제8조(d)는 한 당사자들이 임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해서 성

118) H.J.Heinz Co. v. NLRB, 311 U.S. 514 (1941).
119) 이승길, 앞의 책, 139면.
120) Richard Mellow Elec. Contractors Corp., 327 N.L.R.B 111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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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의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이라는 주 인 조건이 법상에 규정되어 있

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 의”할 것에 한 요구는 당연 반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121) 의자체가 없으면 성실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무  교섭사항에 한 교섭 거부는 당연 반이 된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데, 당사자가 취하고 있는 단체교섭 상사항에 한 입장

의 본질 때문에 그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각각의 행 들이 성실한 

의의 거부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122) 더불어 합리 인 시기에 회합하는 

것의 거부와 의의 거부 사이에 개념 인 첩이 있을 수 있다. 

6) 비의무  교섭사항에 한 주장

NLRB v. Borg-Warner Corp. 결에서 연방 법원은 의무  교섭사항과 임의  

교섭사항 사이의 구별을 받아들 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승인조항과 

투표조항이었는데, 사용자는 단체 약 체결의 조건으로 (i) 근로자의 교섭 표로 

인증을 받은 국조합이 아닌 그 지부조합을 승인하는 조항 (ii) 조합이 업을 

행하는 경우 미리 단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주장하

다. NLRB는 사용자가 불성실로 교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약에 양 

조항의 삽입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 으로 제8조(a)(5) 반이라고 결정하 다. 

NLRB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연방 법원은 결하길, 노동조합이 의무  교섭사

항이 아닌 몇 가지 사항을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합의

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는 것에 해 “성실”이 이를 정당화하여 주지는 않는다고 

하 다. 즉 그러한 행 는, 본질 으로 의무  교섭사항의 범  안에 있는 주제

에 한 교섭 거부라고 하 다. 그 다고 하여 교섭이 제정법상의 주제에 제한된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데, 문제되었던 두 가지 조항은 각각 그것 자체로는 

합법으로서 만약 각각이 노동조합에 의해 동의를 얻게 된다면 효력을 발할 것이

라고 하 다.123) 

NLRB v. Borg-Warner Corp. 결은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교섭에서의 성실에

121) NLRB v. Katz, 369 U.S. 736 (1962).  
122)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51면.
123) NLRB v. Borg-Warner Corp., 356 U.S. 34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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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임의  교섭사항 -즉 임 ,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의 범주 바깥의 

주제- 을 단체 약에 삽입해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섭이 결렬에 이르 다면 부

당노동행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24)

동일하게 노동조합이 상결렬에 이를 때까지 임의  교섭사항을 주장하는 것

도 본질 인 교섭 거부이다. 그 로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1) 존하는 교섭단 의 결합 는 변경 (2) 추가 인 근로자들을 포함

할 것 (2) 약상에 리자를 포함할 것 (3) 농업 노동을 포함할 것 (5) 근로자들

의 임 과 혜택의 지 에 한 보증을 제공할 것 (6) 노동조합 표찰을 나타낼 것 

(7) 산업발 기 을 지원하고 것 (8) 이익 재 조항에 동의할 것 등이 그것이

다.125)

7) 정보제공의 거부

단체교섭이 실질 인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양 당사자가 교섭에 필요한 정

보를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양 당사자

에게 상 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교섭과 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노사간의 상호 의무이다.126) 

임  등 근로조건과 련된 자료에 해서 사용자는 정보제공의무를 진다. 회

사의 재무상황과 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이것이 교섭의 쟁 이 된 경우에 정보

제공의무의 상이 된다. 정보제공은 교섭 상과 련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인

정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의 사생활 보호127)와 사업운 의 지나친 부담을 고려하

여 정보제공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128) 

정보제공과 련하여 NLRB v. Truitt Manufacturing. Co. 결이 있다.129) 당해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임 인상 요구에 해 사용자는 그러한 임  인상은 기업

을 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124)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852면.
125) Archibald Cox, 앞의 , 854-855면.  
126) 이철수(1994), 앞의  120-123면.
127) Detroit Edison Co. v. NLRB, 440 U.S. 301 (1979).
128) 이승길, 앞의 책, 141면.
129) NLRB v. Truitt Mfg. Co., 351 U.S. 14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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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방 법원은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

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근거가 되는 재

무상황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성실교

섭의무에 반한다고 시하 다.130) 

3. 상황  반 - 행 의 체를 평가

NLRB와 법원은 일찍이 단순히 당사자들에게 모이라고 강제하는 것은 NLRA의 

목 을 증진시키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 다. 사용자들이 실제 인 진지

한 노력없이 단순히 의의 형식만을 취함으로써 교섭 의무를 만족시키려는 법

시행 기의 시도는 비난받았다. “성실“이라는 개념은 실체없는 교섭의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서 NLRA에 들어온 것이었다. 1947년에 의회는 명백하게 “성실”

이라는 요건을 8조 (d)에 삽입하 다.

성실교섭의무는 “합의를 한 기 를 찾으려는 재의 의도를 나타내기 하

여 토의에 실제로 참가할 의무”이다. 이는 “공통의 기반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노

력”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열망”이라는 양자를 함

축한다. 행 가 법에 의해 부과된 최소한의 의무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노골 인 

교섭의 거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른바 당연 반), 사안의 한 

사실들이 사용자 는 노동조합이 성실 는 불성실 교섭을 하고 있는지 결정하

기 하여 탐구되어야 한다. 

“행 의 체“는 상의 질을 심사하는 기 이 된다. 그래서, 몇몇 특정한 행

들도, 따로 놓고 보았을 때, 불성실 교섭이라고 볼 수 없을지라도, 당사자의 상

에서의 체 행 가 동법의 반을 드러낼 수 있다. 반 로, 한 상황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NLRB는 교섭 과정을 지속하기 한 노력 속에서 특정의 ”잘못

된 행 “를 감아  수도 있다.

NLRB는 교섭에서의 체  행동의 흐름을 고려하기 때문에, 독립된 잘못된 

행 는 성실 교섭의 반으로서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일시

인 동의나 그 행 에 한 설명의 철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교섭의무의 반으로

서 불성실을 구성하지 않는다. 

130) NLRB v. Truitt Mfg. Co., 351 U.S. 149 (1956).



59

사용자의 행 의 체를 살펴보면서, NLRB는 한 상과 직  련이 없는 

사용자의 반 노동조합  행동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나 NLRB는 직  상과 

동떨어진 행 에 해서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

을 경우에 불성실을 반드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이러한 원칙들의 용은 어렵고 논란이 많이 되었다. 여러 난 들이 두가지 서

로 다른 근방법의 공존으로부터 발생하 다. 하나는 객 으로, Katz 사안에

서 유형화된 당연 반의 룰과 나머지 하나는 주 이고 무정형의 룰로서 행

의 체를 단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진화해 온 룰(상황  반)이 그것이다. 이

러한 갈등은 General Electric Co.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일명 

“Boulwarism” 사건이다. 

사용자 자신의 조사에 근거하여, General Electric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견

하는 단 하나의 제안을 내놓았다. 6주간의 회합(18번에 이르는)과 실제 모든 통

신 미디어와 련된 거  고 캠페인은 1960년 8월 30일에 회사가 노동조합에 

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먼  있었다. 회사는 그 제안을 공정하고 확고한 

것으로써 노동조합이 업을 할 어떤 이유와 여지도 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

다. 그러나 공개 후 만약 새로운 정보에 의해 최 의 제안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바 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9월 9일까지 회사는 단지 그 제안에서 

4가지만을 바꾸었다. 결국 노동조합은 업을 포기하 고, 회사의 조건 로 약

안은 1960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다.131)  

사안에서 회사는 제8조(a)(1), (3) 그리고 (5) 반의 책임이 있다. 원회는 (i) 

노동조합에 의해 요구된 정보 제공의 거부 (ii) 지역 노조들과의 교섭을 시도하고 

그럼으로써 국 인 입장을 경시 (iii) 양자택일에 기 를 둔 제안의 제시 그리

고 (iv) 그 행 의 체에 의해 입증되는 체 인  태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

여 성실 교섭의 거부로 보았다. 

General Electric사건은 제8조(a)(5)와 제8조(b)(3)에 의해 창조된 집단  교섭의

무의 복합 인 본질이 강조된 사례이다. 동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는 상호간의 

차를 의도하는 것이고 교섭을 통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임 과 근로 조건

을 력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NLRB와 항소 법원의 결정의 기 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폐쇄 이었다는 이

131) General Electric Co., 150 N.L.R.B 19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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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neral Electric사는 교섭 단 가 아닌 근로자들에게 특정한 혜택을 부여했고 

모든 근로자 사이에 동질성을 유지하는 오래된 정책을 발동하며,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 다. 따라서 법원은 타 을 허용하지 않는 단체

약안을 창출하면서, General Electric사는 그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하

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 다.132) 

Ⅲ. 결

1. 교섭의 자율 보장과 교섭 진

미국에서 견해의 립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섭의 자율 보장과 국가개입에 의

한 교섭 진은 일도양단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의 

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석론에 용하는 

것은 신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 부당노동행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단체교섭 거부 유형

은 불이익취 의 경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순수하게 성실교섭의무로 단

되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133) 단체교섭 거부와 련하여 그 구체  유형을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고(76.9%/30건), 처

음에는 교섭을 거부하다가 막상 교섭에 들어가서도 이를 해태한 경우, 즉 성실교

섭의무를 반하는 경우가 15.4%(6건), 교섭 해태가 7.7%(3)로 나타났다고 한

다.134) 

실질 으로 단체교섭 거부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교섭 상사항이 단체교섭 상사항이 아님을 다투는 경우가 

부분이고, 성실교섭의무 자체를 반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거기에 교섭은 개시하 으나 불성실교섭으로 부당노동행 로 구제신청하는 

경우 역시 많지 않았는데, 이는 일단 단체교섭이 시작된 사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지한 노사간의 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도 있겠지만, 단체교섭이 성

132) NLRB v. General Electric. Co., 418 F.2d 736 (2d Cir., 1969). 

133) <참고> 연도별, 내역별 부당노동행 신청 건수 (2003년 노동통계연감과 2011년 노동통계연감

을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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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다투는 것 자체가 상 으로 어려운 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

다.135) 

한 미국에서는 이른바 “부당노동행 항의 업”의 경우에는 통상 인 경제  

요구사항을 목 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  업’보다 근로 계의 존속 즉, 체

근로자에 의한 고용의 상실의 험으로부터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는 례법리

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136) 그 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업을 

의도하 다 하더라도 단체교섭 에 부당노동행  사안이 생기면 부당노동행

의 정을 받아서 경제  업에서 부당노동행 항의 업으로 환하는 것이 근

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된다. 단체교섭 에 부당노동행  사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미국에서 성실교섭의무 반으로 인한 단체교섭의 거부이다.

연도 게

1호

(조합활동

련)

2호

(고용조건)

3호

(단체교섭거

부)

4호

(경비지원 등)

5호

(단체행동참

가 등)

1993 619 502 12 63 19 9

1994 548 470 1 43 27 7

1995 566 487 7 47 21 4

1996 539 419 7 77 32 4

1997 495 406 10 50 23 6

1998 787 679 7 62 36 3

1999 1224 1095 4 61 47 17

2000 1285 1069 2 81 129 4

2001 1830 1690 3 57 77 3

2002 1787 1622 6 54 96 9

2003 1332 1196 3 67 54 12

2004 1262 1059 3 108 86 6

2005 1382 1170 9 82 105 16

2006 1629 1437 50 82 51 9

2007 1346 1206 7 50 73 10

2008 1292 1115 3 75 91 8

2009 1429 1198 1 33 196 1

2010 2324 1905 3 33 380 3

134)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부당노동행 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23-31면은 1997년부터 2003년 말까지 앙노동 원회에 재심심 을 신청한 총 1984

건 가운데 이월사건(549건)을 제외한 처리건수(1435건)  최종 으로 앙노동 원

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761건을 분석 상으로 하 다고 한다.
135) 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의 책, 47면.
136) 정인섭, “쟁의행 의 개념”,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7,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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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부당노동행   성실교섭의무 반의 경우만을 살펴보았을 때,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섭의 자율 보장보다는 교섭의 진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2. 성실교섭의무 반의 객  행  유형화 강구 필요

교섭의 진을 하여 성실교섭의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활

용도가 낮은 이유를 단체교섭의 성실성을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부당노동

행 로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면, 그 해법으로 성실교섭의무의 내

용을 보다 객 화하여 실질 인 단체교섭 진책으로 구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식의 당연 반의 법리를 참조하여 형 인 불성

실 행 를 유형화하여 보다 극 으로 부당노동행 구제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

다. 를 들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주

인 불성실의 입증보다는 교섭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주안 이 

있다. 

3  우리나라  실

Ⅰ.  재

노조법 제30조는 “교섭 등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는 단체 약

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으로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일컬어 성실교섭의무라고 

지칭한다.137) 따라서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이 구체 으로 어떠한 규범  

137) 김유성, ｢노동법II｣ 정 , 법문사, 1997, 144-145면; 임종률, ｢노동법｣제9 , 박

사, 2011, 135면; 김형배, 앞의 책, 807면; 이병태, 앞의 책,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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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해석 작업이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밝히는 작

업이 된다.

노조법 제30조는 “신의”, “성실”이라는 추상  단어를 그 법문 속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석 작업을 통하여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법률  의미

를 더욱 구체화하여 노사 계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용되어야 하는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노조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노조법 제

30조는 노동기본권인 근로3권, 그 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는지 보다 면 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더불어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

터 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하거나 해태하는 행 ”를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노조법 

제30조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부당노동행 의 단과 련이 있다.138)

Ⅱ. 근로3 과  계

근로3권과 성실교섭의무와의 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노조법에 있어서 제30조

가 가지는 규범  성질  상의 결정과 직결된 요한 작업이다. 성실교섭의무

의 법  성질과 련하여 이것이 헌법으로부터 직  근거한 것인지, 즉 근로3권

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의 내용에서 직  발생하는 의무로서 헌법상 의무인지 아

니면 단순히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의무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

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구

분하여야 한다. 지 까지 학계의 논의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조합의 성실교섭

의무로 별하여 기술한다.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법  성질을 밝

히기 해서는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단

체교섭권은 근로3권의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유기 인 계를 이루므로 근로3권

과의 계를 밝히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조

법 제30조가 가지는 규범  의미와 상이 명확해 진다.

138) 김유성(1997), 의 책, 144면에서는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행 는 정당한 이유 없

는 단체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 를 구성하기 때문에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은 부당

노동행  성립요건과 직  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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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권과 성실교섭의무

가. 문제의 소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단

체교섭권이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부여되는데, 근로자에 한 단체교섭권 부여가 

사용자에 있어서는 그 반면으로서 단체교섭응낙의무가 부과됨을 의미하는 것인

지 여부 그리고 아울러 단체교섭응낙의무의 한 내용으로 성실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한 이를 정한다 할지라도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통해 인정된 성실교섭의무가 사인인 사용자에 해서 가지는 효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139) 

최우선 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내용을 확정할 필요

가 있다. 

나.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으로서 성실교섭의무의 도출140)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가) 단체교섭권의 헌법  내용

(1) 헌법재 소의 견해

헌법재 소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139)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내용으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를 

통하여 직 으로 사용자에게 사법상의 의무가 발생하고 노동조합이 사법상 청구

권을 갖게 될 것이냐에 해 견해가 립한다. 그 로 임종률, 앞의 책에서는 사용

자의 성실교섭의무 등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의 효과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면서

도(110면)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직  사법상의 단체교섭 청구권 도출에는 

반 한다. 다만, 그 침해행 를 법･무효로 만드는 효력은 가진다고 한다.(303면)
140)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복을 피하고자 가  간략히 서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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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141)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142) 이 게 본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의 단체 약을 체

결할 의무의 근거가 되는 셈인데, 그 다면 단체 약 체결에 앞서 단체교섭에 응

낙해야 하고 그 체결을 해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는 의무는 논리 으로 이미 

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섭이 개시되어야 하고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져야만 

단체 약의 내용이 합의될 수 있는 단체교섭 진행의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보았

을 때, 단체교섭 청구에 해 반드시 응낙하여 성실하게 교섭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를 노사간에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3권의 성격을 사회권143) 내지는 사회권과 자유권의 혼합권144)으로 

악하고 있고, 국가입법에 의한 형성  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헌법재

141) 헌재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비록 헌법

이  조항에서 ‘단체 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

조건의 향상을 한 근로자  그 단체의 본질 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

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 다.
142)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결정에서는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2),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제 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며...”라고 설시하고 있다.
143) 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에서는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

으로써 그들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기하이 한 것으로서 자유권  기본

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

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  보장을 해서는 국가의 극 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

되는 기본권이다.”라고 하 다. 
144) 헌재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에서는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등

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는 ‘사회권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

자의 단결권을 존 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  측면

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극 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  성

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 약, 노동쟁의 등에 한 노동조합

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필요한 법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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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결정들을 살펴본다면 의 부분 인 설시내용만 가지고는 헌법재 소가 사

용자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

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헌법재 소가 근로3권의 사회권  성격을 설

시하는 이유는 사회권의 실 은 국가입법의 보완  형성  작용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을 강조하여 법률에 의한 근로3권 제한의 논거로 활용하기 해서 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이 가진 헌법상 내용에 하여 명시 으로 설

시한 헌법재 소의 결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학설의 견해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근로자가 단결하여 그 표자를 통하여 근로조건 기타 

우와 노사 계상의 룰에 하여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와 집단 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인식하는데 이론이 없는 듯하다.145)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인

식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상 방이자 사인인 사용자에 하여 헌법규정이 미치는 

효력에 해서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  

종래에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내용과 그 효력에 한 견해는 크게 3가지 다. 

즉, (i) 단체교섭권에 응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고 그 의무의 내

용으로 단체교섭응낙의무와 성실교섭의무를 포함한다고 으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 규정으로부터 직 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견

해.146) (ii) 헌법 제33조는 1항은 사인간의 계에 하여 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노동 계법 이외의 일반규정을 매개로 제33조 1항이 보장

하고 있는 객  가치질서를 실 ”한다는 견해,147) (iii)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단

체교섭권 보장의 효과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 으로 사법상

의 단체교섭 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148)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 인 견해에 덧붙여 최근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

145) 김유성(1997), 앞의 책, 30면; 이 희, ｢노동법｣, 법문사, 2001, 111-112면; 김형배, 

앞의 책, 165-166면; 이병태, 앞의 책, 86-87면; 임종률, 앞의 책, 110면 참조.
146) 김유성(1997), 앞의 책, 30면; 이 희, 의 책, 111-112면; 이병태, 앞의 책, 234-236

면.
147) 김형배, 앞의 책, 136면에서는 이른바 간 용설을 취하고 있다.
148) 임종률, 앞의 책, 22-23면/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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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를 둘러싸고 발된 논의에서는 좀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견해가 제시되

고 있다. (i) 단체교섭권을 방어권과 부권의 에서 악하여 방어권으로서 

정당한 단체교섭에 해 국가의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롭고, 보호권으로서 제3

자의 침해에 해 보호 입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권으로서 기본권 실

을 한 조직과 차에 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149) (ii) 

단체교섭권은 완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포  입법 형성이 필요한 기본권이

라고 보는 견해150) (iii) 사회권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과 아울러 제도  보장 의

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151) 등이 그것이다. 

(3) 검토

헌법재 소의 견해를 비롯하여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그 효력의 문제는 그 법

 성질의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개 기본권의 성질을 먼  

논의하고 그 내용과 효력의 문제를 언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방법에 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자유권이냐 사회권이냐 아니면 혼합권이냐 하는 법  성질의 

논의에 앞서 기본권의 내용에 한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내용

이 확정되고 그 내용의 실 에 합한 효력이 검토된 후에야 그 기본권의 법  

성질이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헌법재 소가 근로3권을 제한하기 한 논거로 

활용하기 해서 내세운 사회권 내지 혼합권 논의를 동일한 담론의 장에서 반박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근로3권의 성질을 둘러싼 논의가 

발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체교섭권의 법  성질을 먼  검토한 후에 그 

내용과 효력을 논하는 것은 논리 개의 선후가 바 었다. 최우선 인 작업은 단

체교섭권의 헌법상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확인이어야 한다. 헌법제정권력이 진

정으로 의도한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면 기본권의 성질 논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 규정

149) 정 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헌성에 한 검토”, ｢노동법연구｣제31

호, 2011, 245-246면. 
150) 김 문, “복수노조와 약자율”, ｢노동법학｣제38호, 2011, 22면.
151) 박종희,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안정  정착을 한 해석방안”, ｢안암법학｣제34

호, 안암법학회, 2011,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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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을 통한 단체교섭권의 내용의 확정이다. 그 본체  내용을 확정한 후 헌

법 규정 자체만으로 그 내용을 확정, 실 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더

라도 그 내용상 국가의 보충  입법작용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따라 그 법  성

질과 효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단체교섭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입법없이도 기본권 주체가 행사가능한 정도

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규정하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 다. 동 조항으로부터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 을 

해서 행사되고, “단체”를 통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직  도출된다. 한 

“교섭”이라는 용어는 상 방을 상정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사인인 사용자를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결국 헌법의 규정만으로 단체교섭권의 주체, 목 , 방법, 

상 방이 구체 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내용을 갖는 단체교섭권의 실 을 해 어떠한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는 단체교섭권 실 을 한 입법의 필요성, 단체교섭권이 갖는 헌법 체계상의 지

, 근로3권이 인정되게 된 역사 , 사회  배경에 한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신 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체교섭권의 특수한 내용과 성질이다. 우선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은 표  자유권인 일반  행동의 자유에서 유래

하는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는 내용을 가지고152) 효력면에서도 자유권보다 앞

선다고 할 수 있다.153) 한 법  성질론의 에서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자유

권이 (前)국가  차원에서 인정되며 그 이행은 기본권 주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임에 반해, 단체교섭권은 교섭이라는 행  자체가 상 방을 내정하고 

있으므로 상 방의 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 다면 사회권인가? 국가의 범

하고 형성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사회권  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단체교

섭권은 그 규정자체로 의미가 확정되어 있고 행사에 있어서도 별도의 차나 입

152) 헌재 2005.11.24. 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참조.
153) 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근로3권의 사회권  

성격을 강조하여 국가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려는 논리로 사용하 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권을 그 이념 인 측면에서 근하면 오히려 생존권으로서 자유권에 비

해서 우 에 있고 효력면에서도 우 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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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확립되어 있는 민사체계로 이행가능하다. 국가에 

한 요구와 청구가 아니라, 사인인 상 방에 한 요구와 청구를 요하기 때문이

다. 그 기 때문에 기존 사회권이나 청구권  기본권의 담론이 용되지 않는

다.154)

이런 에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법  성질을 자유권이다 사회권이다라고 일

도양단하기는 곤란하며 단체교섭권이 갖는 헌법 체계상의 지 나 근로3권이 인

정되게 되는 역사 , 사회  맥락의 검토가 요구된다.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단순히 국가로부터 방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악한다면, 특

별히 사  자치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교섭의 자유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집단

인 교섭요구는 사  자치의 세계에서도 자유로운 역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 보완하는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은 수정

･보완  내용과 효과를 가져야만 한다, 그 게 볼 때, 단체교섭권은 상 방에

게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상 방은 응낙해야 

하는 것을 필요불가결의 내용으로 한다.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종국 으로 합

의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단체 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단체교섭 과정상의 의는 

성실한 의일 것이 요구된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으로서 성실교섭의무의 도출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는 의로서, 단체교섭응낙의무, 의의 성실교

섭의무, 단체 약체결의무, 권한남용 지의무를 포함한다. 체로 학설상 일치하

는 은 단체교섭응낙의무에 해서이고, 의의 성실교섭의무까지 포함하느냐는 

견해가 나뉘는 듯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응낙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그 단체교섭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입법례상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154) 청구권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하여 일정한 행 를 극 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  공권으로 자유권  기본권과 더불어 고  기본권의 하나이다. 청구

권  기본권은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한 수단  성질의 기본권으로 국가

에 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극  성질의 기본권이다. 청구권  기본권은 국가

 행 나 국가  부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고 그 행사 차에 한 

구체 인 입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불완 한 의미의 구체  권리

이다.(권 성, 헌법학원론, 보정 , 법문사, 2002년, 5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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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 단체교섭은 단결 활동

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155) 그 다면 우리 헌법이 

굳이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더불어 헌법 에서 명문으로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까

닭이 무엇인가. 단체교섭권을 단순히 사용자로부터 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

는 정도의 권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기본권으로서는 무 빈약하며 

특별히 내세울 것도 못된다는 견해156)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제

정권자가 특별히 별도로 강조한 까닭은 그 의미와 내용이 요하기 때문일 것이

다. 게다가 단체교섭권을 구체화하는 1953년 최 의 제정 노동조합법은 명문으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제정권력의 의사를 그와 같이 해

석한 당시 입법자의 견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그 

내용으로 당연 포함시켜야 한다. 

와 같은 해석은 근로3권이 보장되게 된 연 , 사회  의미와 사 자치의 

수정, 보완 원칙으로서의 체계  지 를 고려해 보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아

래와 같은 법원과 헌법재 소의 견해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간취된다.

법원은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 인 등성을 단체  노사

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  시책으로서 등장”하 다고 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법원

칙을 수정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보았다.157) 

한 헌법재 소도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단결권은 ‘사회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는 ‘사회권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고 일반 인 시민  자유권과는 질 으로 다른 권리로서 설정되어 헌법

상 그 자체로서 이미 결사의 자유에 한 특별법 인 지 를 승인받고 있다. 이

에 비하여 일반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그 구

체 인 표 으로서, 이른바 보충  자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극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극  단결권

155) 김형배, 앞의 책, 162면.
156) 이 희, 앞의 책, 111면.
157) 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결. 다만 법원은 근로3권의 사회권  성격을 

강조하여 국가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려는 논리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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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

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  성격을 함

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극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

유보다 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극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

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된다는 을 강조한 바 있다.158) 

계약자유의 원칙을 포함하는 사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와 노사 계에 있어 단체교섭권에 의해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

자.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교섭 일반은 계약 체결 여부, 당사자 선택 

여부, 그 형식 여부, 그 방식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은 그

것과는 다른 법률 인 제약을 갖는다. 일단 단체교섭은 체로 개별 조합원의 근

로계약을 제로 하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한 작용으로서 그 바탕이 되는 근로

계약 계의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의 근로계약 

자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당사자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구인가에 한 확정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어도 상 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그 합의의 형식 여부도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 약은 문서로서 

당사자의 서명 는 날인을 요구함으로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단체교

섭은 근로 계의 역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고, 상

방 선택, 형식 선택, 기본 계인 근로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

으므로 그 교섭은 종국 으로 합의를 지향해야만 하며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

다, 이 게 합의의 가능성을 최 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에 해서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계약 교섭상의 행태상의 자유도 

성실교섭의무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야 한다.159) 결국 단체교섭권은 계약자유의 

158) 헌법재 소 2005.11.24. 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159) 김경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공법학연구｣제4권 제2호, 2003, 180-181면에서도 

“우리 헌법의 제정권자들은 헌법 제23조를 통하여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제15조에

서 업의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동시에 근로자의 단결권 등

이 보장됨을 아울러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게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이

들 기본권을 동시에 헌법에 보장하 다는 취지는 우리 헌법의 제정권자가 기본권이 

경험하여 온 역사를 반 하여, 극단 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래한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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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수정하면서 교섭에 있어서는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성실교섭의무를 그 내

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체교섭권은 단지 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이 아니라 상 방에게 성실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160)  

따라서 노조법 제30조가 담고 있는 성실교섭의무 에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

의무와 의의 성실교섭의무는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직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단체 약체결의무와 권한남용 지의무는 어떠한가가 문제로 

남는다.

단체 약을 노조법에서 정한 형식으로 체결해야 하는 단체 약체결의무나 권

한남용 지의무도 엄 히 표 하면 의의 성실교섭의무에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이다. 단체교섭을 하고 교섭을 타결하 는데, 법에서 인정하는 형식의 단체 약

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섭행 의 “성실성”에 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권한남용 지 역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는 행  요구의 소극  표 에 불

과하기 때문에 의의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모두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도출된다.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가) 단체교섭권과 그 실 방법

종래의 논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심이었다. 더

불어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도 교섭테이블에서의 당사자간 문제에만 한정하여 

간략히 논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즉,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

불균형한 발 , 개인간의 실질  불평등의 결과를 시정할 목 으로 새로이 헌법 제

33조 제1항을 그 밖의 기본권과 동일한 정도의 요성을 부여하여 헌법에 규정하

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특히 이러한 실질  불평등의 결과가 계약자유의 

원칙과 인 사유재산제도에서 기인하 다고 한다면 여기서 헌법 제33조 제1항

의 권리가 헌법 제23조나 제1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23

조나 제15조의 권리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할 권리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3권에 의해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인 사유재

산제도가 제한된다고 하 다.
160) 이 희, 앞의 책, 111면은 상 방에게 안제시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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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심으로 논하면 족하고,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도 사용자의 거부  해

태행 의 정당성 단시 정당한 이유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

입으로 노사간 교섭지형에 한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교섭

환경에 변화에 응하여 노조법 제30조의 의무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

하게 되었다. 즉 노동조합과 타 노동조합간,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에도 

성실교섭의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 인 가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한 

공정 표의무의 실정화라 할 것이다.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도입

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정 표의무를 규정하고 반시 이에 한 시정 차를 명

문화하 는데,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는 노동조합의 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61)

헌법의 근로3권 규정을 살펴보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에 의하

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근로3권의 원천은 개별근로자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구체 인 행사는 근로자의 단결체를 그 수단으로서 집단 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162)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단결권을 

행사하여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 으로 사용자와 개별 으로 교섭

하는 것이 지된다. 한 이 게 집단 으로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 약에 의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된다.163)

그 다면 교섭 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

는 공정 표의무의 제도  제가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떠한가? 원칙 으

로 근로3권의 행사는 근로3권의 원천이 되는 개별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선택하

고 그 선택된 단결체가 스스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서는 과반수 표제에 의해서 선정된 교섭 표노동조합이 “ 신” 단체교섭권을 

161) 김형배, 앞의 책, 807면에서도 공정 표의무는 넓은 의미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

게 교섭할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하 다.
162) 임종률, 앞의 책, 22면에서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

는 것은 권리의 원천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실 을 한 권

한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가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163) 강선희, “단체 약 규범  효력의 법  근거”, ｢고려법학｣제57호, 2010, 382면에서

는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은 집단  자치를 헌법으로 수용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

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된 약자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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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단결권의 상이 되

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다면 그러한 상 인 불일치를 최 한 해소하여 본래  근로3권이 가졌던 조합

자치와 조합민주주의 정신을 최 한 구 하도록 하는 요청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공정 표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나) 단체교섭권 실 의 논리  귀결로서 성실교섭의무의 도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근로3권에 의해 인정되는 확인  의무라 할 수 있

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원칙 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만이 인정되는 개별  교섭 지의 효과를 받게 되고, 그 교섭결과에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직  효과가 발생한다.164) 이는 집단  교섭의 원리

 내용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내용에 근거한다. 한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개별 근로자를 근로3권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에 있어서는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해석론에 따르자면 기본권 주체

인 개별 근로자와 기본권 행사를 한 단결체 사이에는 기본권의 실화를 한 

주체와 방법이라는 상호 계가 인정된다.165) 그 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이미 권리의 원천이 되는 개별 근로자와 그 실 의 권한을 가지게 되

는 단결체 사이에 일정한 계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야 한다. 이는 기본권의 

보장에 하여 헌법 정신에 최 한 구 할 수 있고 기본권의 실 을 담보해  

수 있도록 하는 헌법내재  계라고 야 한다. 

결국 그러한 계성의 내용은 당연히 교섭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신의

에 좇아 성실하게 교섭할 성실교섭의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이다. 이 게 본다면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성실교

섭의무는 헌법상 근로3권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164) 김인재, “노동조합의 공정 표시론”, ｢노동법의 쟁 과 과제｣김유성교수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 2000, 400면,
165) 이흥재, “단체행동권의 법  구조 - ‘생활조건’을 한 ‘독자 ’ ‘행동의 자유권’ 향

유구조-”, ｢단체행동권｣, 사람생각, 2004, 19면에서는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그 행사

방법이 ‘단체’행동이라고 하여 그 행사주체가 개념 필연 으로 ‘단체’ 격을 가져야 

된다는 근방식에는 의문이 있다는 비 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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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공정 표의무의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표리의 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에 따라 

논리필연 으로 인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설정 여부에 

따라 의무의 존부가 좌우된다는 에서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공정 표의무의 내용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가지는 근로3권의 왜곡 상을 가

능한 합헌 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끔 하는 보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에서 공

정 표의무의 근거는 역시 창구 단일화 규정에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창설

된 의무라 할 것이다.

결국 교섭창구단일화의 공정 표의무는 노조법상 창설된 법률상의 의무인 반

면에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은 헌법상의 근로3권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내용

과 정신을 구체화하기 한 규정이라는 과 규정 형식이나 교섭의 일반원칙으

로 천명한 노조법의 표제로 볼 때,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가 담고있는 노

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이 일반원칙이 된다. 

2. 단체행동권과 성실교섭의무

가. 단체교섭 실질화 기능

성실교섭의무와 단체행동권 모두 단체교섭을 실질화하는데 기여한다. 단체행동

권은 그 존재만으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질  등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

할을 한다. 하지만 이 실질  등성은 실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계에서는 

규범  등성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  힘의 계, 즉 경제  실력의 차이는 노

동조합의 조직률, 조합원들의 충성도, 단체행동참가율, 과거 축 되어 온 단체교

섭  단체행동의 경험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장에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힘의 계나 상력은 종국 으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그

다 하더라도 상결렬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

 출 을 요구하여 부담이 된다는 에서 상호 이다. 

단체행동권이 행사되고 종국 으로 힘의 계에 따라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 당사자 상호간 성실한 교섭은 필수 이다. 비록 극단 으로 

립되고 일견 양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당사자 상호간 의견에 

한 확인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래야 상이든 양보든 이루어질 수 있는 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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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성실교섭의무에 따른 성실교섭의무는 단체행

동권이 행사되는 시 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체행동에 돌입하 다하더라도 

성실교섭의무가 완 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체교섭권의 실질화 내지는 교섭의 실질, 활성화를 하여서는 먼  단체교섭

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한 명확한 내용의 확립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종국 으로는 경제  실력의 행사인 단체행

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사실상 진되는 것이지만, 사회경제  비용을 

감안하여 기 교섭단계부터 성실교섭의무의 수를 통해 규범 으로 교섭을 실

질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당노동행 제도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고 성실

교섭의무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성실교섭의무, 

부당노동행 제도의 상호 계가 갖는 유기성과 상  한계성에 한 명확한 이

해가 필요하고 규범  역뿐만 아니라 사회  역에서도 단체교섭의 경험들이 

축 되어야 한다. 

나. 최후수단으로서의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이나 성실교섭의무 모두 교섭을 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최후

의 보루는 단체행동권이다. 성실교섭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체행동권 행사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유럽계 국가에 있어서는 성실교섭의무에 해서 알지 못한다. 단체행동

권의 존재와 행사를 통해서 성실한 교섭을 실질 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단체교섭

의 경험이 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역사  경험을 통한 사회  

자산의 형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가 일천한 신생국가인 미국

의 경우 규범 으로 성실교섭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진

할 수 밖에 없었다. 산업화 기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사회 으로 등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 고 사용자로부터 교섭 트 로 인정받지 못하 기 때

문이다. 이처럼 미국의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에 한 뿌리깊은 감을 포함하여 산업화 기 노동력의 구성이 노 , 이민

자, 숙련된 장인, 소매상, 농부 등으로 다양했고 이와 더불어 남녀, 다양한 인종

의 혼합되었기 때문이라는 지 이 있다. 이러한 노동력의 다양성은 유럽에서 노

동조합의 발 에 향을 끼친 계 의식과 연 의식이 성립하는데 해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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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 다고 한다.166) 

3. 단결권과 성실교섭의무

가. 단결권과 집단  의사형성 과정

단결권은 개별  단결권과 집단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별 근로자

들이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개별  단결권이

라고 하고, 근로자단체가 자주 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  단결권이

라고 한다.167) 

노동조합의 의사형성과정은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들이 개별  단결권을 행사

하면서 노동조합내부의 의사형성과정에 민주 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으로 개별  조합원의 의사와 노동조합의 집단  의사는 배치되는 경

우가 많은데, 어떻게 노동조합의 집단  의사를 개별 조합원의 의사로 보고 단체

약의 규범  효력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건이다. 결국 조합원의 개별의사

가 노동조합의 단체의사로 수렴되는 과정은 단체자치와 조합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이러한 의사형성 메

커니즘의 구축하에 차  정성, 즉 법 차의 원리의 구 으로 달성되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주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문제로 다루

어지게 될 것이다.168) 

노동조합의 의사형성과 그 실 되는 과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표 인 경우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이다. 헌법은 원칙 으로 단결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 자신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직  향유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도입되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입

장에서 보자면 단결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 껏 활동해 온 노

동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개별의사를 실 하지 못하고 다른 노동조합, 즉 교섭

166) Harry C. Katz, Thomas A. Kochan, 앞의 책, 18면.
167) 김유성(1997), 앞의 책, 26면.
168) 자세한 사항은 김인재, “노동조합의 내부문제에 한 법  규율”, 서울 학교 법학

박사학 논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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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간 으로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Ⅲ. 민 상 신 실  원칙과 실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과 노조법 제30조상

의 성실교섭의무와의 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신의칙에 해서 략 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민법학계에서조차 민법 제2조상의 신의칙을 두고 견해의 립이 심

하기 때문에, 민법상 신의칙의 의미를 단 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169) 신의

칙과 노동법과의 계를 살펴보고, 신의칙과 노조법상의 성실교섭의무를 비교, 

조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해서는 민법상 신의칙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의 주제의식은 노동

법과의 련성, 궁극 으로는 성실교섭의무와의 련성의 규명에 이 맞추어

져 있으므로, 신의칙 자체에 한 탐구와 연구는 훗날의 연구과제로 미루고 일단

은 민법학계의 연구결과를 토 로 정리한 것임을 밝 둔다. 본 논문에서 비교연

구의 제가 된 신의칙 규정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170) 

첫째, 민법 제2조상의 신의칙은 민법 체를 아우르는 원칙규정이다. 민법 제

정에 있어서 신의칙 규정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신의칙 규정을 “민법 

체를 통한 원칙”으로 보고 “권리의 행사에 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성문

화하며, 동시에 의무의 이행에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일반 으로 선명하는 

규정”으로 입법하려고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의칙은 민법 제정 단계

부터 “민법 반을 아우르는 원칙규정”으로 설계되었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국면에서 최종 으로 단기 이 되는 원칙규정이다.

둘째, 신의칙은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도의 차

는 있지만 민법의 최고 지도원리로서 사 자치의 원리를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고 보는 견해나171), 아니면 사  자치의 원칙을 기조로 하여 외 으로 사

169) 를 들어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갖는 민법의 최고기본원리로서의 성격

이라든지, 신의칙과 권리남용 지의 원칙과의 계에 해서는 견해가 립된다.
170) 민법 제2조 신의칙이 갖는 여섯가지 특징들은 곽윤직(편집 표), ｢민법주해[I]-총칙

(1)｣, 박 사, 2005, 73-107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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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형평과 구체  타당성을 강조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나172) 모두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 보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는 일치한다.173) 

셋째, 신의칙은 재 규범으로서는 “법흠결 보충의 지침”으로, 행 규범으로서는 

“법 인 특별결합 계 내지 사회 인 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

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 하라”는 지침으로 작용한다.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리는 “그 사회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법감정”을 의

미하고 이러한 일반  법감정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 하는 사람이 가지는 

정의에의 요구”라고 한다. 

넷째, 신의칙은 민법상의 일반조항의 하나로서 가치의 보충을 요하는 법개념이

다. 이러한 가치보충이 필수 이므로 신의칙은 법질서 체의 가치질서에 부합하

고 한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 으로 발 시켜 발 시켜야 한다. 를 들자면 헌

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사법 계에 직  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반조항인 민

법 제2조나 민법 제103조를 통해 간 으로 용된다.

다섯째, 신의칙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i) 법구체화의 기능으로서 권리

와 의무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기능 (ii) 형평기능으로서 개별사안의 특수성

을 범규범의 용과정에서 정당하게 평가하는 기능 (iii) 수정기능으로서 외

인 경우 성문법규의 수정을 허용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171)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I)｣제7 , 박 사, 2002, 75면.
172) 이 , ｢민법총칙(한국민법론 I)｣, 박 사, 2005, 17면.
173) 비교법 인 견지에서 신의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우선 로마법

의 성의소송(bonae fidei iudicia)에서 그 단 를 찾을 수 있는데 성의소송의 방식서

는 문언에의 엄격한 구속을 요하는 엄격소송의 방식서와는 달리 “신의성실에 기하

여 부할 의무가 있는 것 부”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할 것을 심 인에게 요구하

고 있어서 심 인은 당해 개별사건의 구체 인 사정을 범 하게 고려할 수 있었

고,  고려하여야 했다고 한다. 랑스에서는 신의성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실질

 내용이 없는 법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신의칙을 채권법에 두었

으나 별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제1차  이후 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제 인 

변동을 법원이 당사자들의 법  계에 반 하려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 때 신

의칙을 근거로 하 다고 한다. 이후 입법자의 입법으로 신의칙의 운용이 훨씬 미미

한 의미밖에 갖지 못하 다고 한다. 스 스민법에서는 사인에 하여 그 행 에 있

어서 지켜야 할 바를, 즉 신의성실에 따를 것을 규정한다. 성문화된 사법은 삷의 다

양함에 완 히 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출발 으로 하여, 성문화된 법의 부 성

을 교정하는 목 을 가진다고 한다.(곽윤직(편집 표), 앞의 책 75-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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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신의칙 규정은 일반조항이므로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험을 경계하

여야 한다.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상은 법  사고를 약하게 하고, 법  안정성

을 해할 수 있으며, 법 의 자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과 노동법

입법과정에서의 보여  입법자의 의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법 제2

조는 민법 체를 아우르는 원칙규정으로 작용하는데, 모든 사법  법률 계는 

종국 으로 권리와 의무 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2조는 민법 뿐

만 아니라 사법 계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문제되는 모든 법률 계 

역에서 종국  단기 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법도 종국 으로는 권리와 의

무의 계로 환원되므로 민법 제2조 신의칙이 용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신의

칙은 그 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법구체화기능, 형평기능, 수정기능을 수행하는데 

노동 계에 신의칙 용시 구체화해야 할 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을 포함한 노

동법이며 노동 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그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노동법 원

리를 고려하여 수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의칙은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발 하여 왔는데, 노동

법 한 그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이념에 있어서 신의칙과 노동법은 구별된다. 신의칙이 추상 으로 평등

한 양 권리주체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면 노동법은 사용자

에 비해 열악한 지 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그 수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신의칙은 사 자치의 원칙의 작동의 결과

를 정한 후 이에 한 보정작용으로 구체  타당성을 찾아가는 소극  근방

식을 취하지만 노동법은 직 으로 사 자치의 원칙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개별  근로 계법은 주로 계약자유의 원칙 에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집단  근로 계법은 근로3권의 부여를 

통해서 개별  사 자치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집단  사 자치가 가능하게 함으

로써 종래의 사 자치의 원칙을 보완, 수정하고 있다.

민법은 노동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노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종국

으로 민법에 문의하게 된다. 민법 에서도 민법 제2조는 앞서 살펴본 바 로 법

흠결 보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조와 함께 조리로서 재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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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의칙은 가치의 보충이 필수 이므로 노

동기본권인 근로권과 근로3권과 같은 헌법기본권의 정신이 신의칙을 통하여 

용되게 된다. 결국 신의칙은 법흠결시 용되는 규정이지만 노동법이 가지는 특

수성을 고려하고 이에 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용하게 하는 매개체

인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칙의 경우에는 고유

한 규범  의미는 지니질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교섭의무와의 계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성실교섭의무를 도출하는 견해 고찰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를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에서 

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성실교섭의무를 단체교

섭에서의 성실의무로 악하여 그 법  근거를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서 유

래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174)

우리나라의 견해 에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무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175)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노조법상의 성실교섭의무의 원류로 보는 이유에 

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그 근거를 몇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첫째는 규정 내용의 유사성, 특히 동일한 법률상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권리의 생사와 의무의 이

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

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30조와 비교하 을 때, “신의”, “성실”, 

“남용”이라는 법률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세 단어는 민법 제2조와 

노조법 제30조의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단어이다. 

둘째, 노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이다. 노동법은 민법의 원리를 수정, 보

완하면서 그 규율 상을 종속  근로 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양 규정은 

174) 東京大學勞動法硏究 , ｢主釋 勞動組合法(上)｣, 有斐閣, 1980, 412면.
175) 이병태, 앞의 책,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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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민법의, 그리고 노동법의 원칙  규정이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민법 반, 심지어 실체법과 차법을 아우르는 일반

조항이며 심지어 노동법의 개별  근로 계와 집단  노사 계 모두에 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노조법의 규정은 일반법인 민법규정과의 비교, 조를 통하여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특히 노조법 제30조는 그 표제가 시하고 있는 것

처럼 “교섭 등의 원칙”규정으로서 “신의”, “성실”, “남용”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 

민법과의 련성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셋째,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사인간에 직  용되기 해서는 공법과 

사법의 엄격한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간  효과설에 따르는 견해를 취한다면,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민법상의 일반조항, 즉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매

개로 용될 수 밖에 없다. 그 다면 노조법 제30조의 규정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서 단체교섭권의 내용이 민법 제2조를 매개하여 용되는 것을 법률이 확인 으

로 명문화하 다고 이론구성할 수 있다. 

넷째, 계속  채권 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가 다른 계약 계보다 강하게 요구되

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용이 강조되는 역이다. 개별  근로 계인 경우 계

속  채권계약인 근로계약이 그 법률  바탕이 되고 집단  노사 계인 경우에

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 약을 체결하고 종국 으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

에 향을 미치게 된다. 환원하면 조합원 개개인의 개별  근로계약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내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계는 민법

상의 신의칙이 용될 여지가 많다. 

다섯째, 단체교섭은 이 아닌 선형의 과정이며 발 , 변화의 상  계이기 

때문에 민법상 신의칙이 용될 여지가 많다. 민법상의 신의칙은 그 기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구체화의 기능을 수행한다.176) 따라서 방식, 장

소, 시간 등 유동 인 교섭과정상의 문제들을 구체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 규범177)으로서 행태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교섭에 있어 행태상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성실교섭의무와도 그 맥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조법상 성실교섭의무 조항의 근거를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176) 곽윤직(편집 표), 앞의 책 101면.
177) 곽윤직(편집 표), 앞의 책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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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면 성실교섭의무를 둘러싼 몇가지 의문 들이 쉽게 해결되기까지 한다. 성

실교섭의무에 한 견해의 립 지 으로는 (i) 성실교섭의무가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인지 (ii) 노조법 제30조 규정은 사법상의 의무부과 규정인지 아니면 공법상

의 의무부과 규정인지 (iii) 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는 어디서 생되는지가 바

로 그것이다.

먼  성실교섭의무가 단체교섭권의 한 내용인지와 련하여 이를 정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기본권 자체로부터 사인에게 직 으로 효력이 미치는지에 

해서는 다수설 인 견해가 간 용설이었다. 이에 간 용설을 취한다면 곧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신의성실의 원칙 조항을 매개로 용된다. 즉, 노조법 제30

조의 성실교섭의무를 간 용설에 따른 단체교섭권 규정이 간  용을 통하

여 결국 입법자에 의해 명문화되고 확인된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 게 

본다면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근거하여 규정된 노조법 제30조의 규범  성격도 

동시에 해결된다. 즉 사법상의 원칙인 신의칙에 근거한 노조법 제30조도 당연히 

사법상의 규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더불어 사용자나 노동조합 모두에게 인정

되는 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도 노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도출가능하게 이론

구성된다 .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성실교섭의무가 생된다고 보면, 공사법의 엄

한 이원주의에 입각해서 기본권을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도 일반규정을 통해 

그 규범 인 효력이 미친다고 으로써 사인에게 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법은 노동법의 일반법

으로서 민법도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은가. 성실교섭의무가 민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생되었다고 보고 그 특별법상의 원칙  규정이라고 

본다면, 일단 사법상의 원칙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와 같이 성실교섭의무의 근거를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데 있어 

부정 인 견해도 존재한다.178) 이 견해에 따르면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

거로 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로서 불합리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의성

실의 원칙에서 성실교섭의무를 근거짓는 것은 성실성이라는 용어상의 공통 에

만 입각한 안이한 해석이라는 과 더불어 이 게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측의 단

체교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법제하에서는 노동조합측의 성실교섭의무도 인정해

178) 고호성(1984), 앞의 ,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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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그 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같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

게 된다는 을 비 의 논거로 삼는다. 

이러한 비 론은 일단 성실교섭의무에 있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나 노동조

합의 성실교섭의무, 나아가 노동조합이 지는 의무라도 사용자에 한 것인지, 당

해 조합원에 한 것인지 구별없이 비 하고 있다.

생각건 , 민법상 신의칙과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는 성실교섭의무를 그 내

용이 되는 의무를 그 주체와 상으로 세분하여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용자가 지게 되는 성실교섭의무의 경우는 이를 민법상의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고, 다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해서 지게 되는 성실교섭의무만은 

그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나. 근로3권에서 도출되는 성실교섭의무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결과와 그 실 에 을 두고 

있을 뿐, 그 과정상의 사실행 에 해서는 무 심하다. 사 자치의 원칙은 법  

생활 계를 형성해 나갈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법  생활 계의 형성 과정

은 오로지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자율의 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에 있어서의 분쟁상황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라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민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사 자치의 원칙은 계약을 심으로 하여 표

하자면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

사자 선택의 자유,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계약 체결 방식의 자유, 계약 내용 형

성의 자유 등을 말한다. 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일정한 법률 계의 형성, 즉 권

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까지의  과정은 모두 자유의 역이고 사실행 의 

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 한 자유보장을 통해서 체결된 법률 계는 국가가 사법제도

를 통해서 이를 보호하고 강제하는데 그러한 근거는 계약 주체인 인간은 모두 

합리 으로 법  생활 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라는 에 입

각한다. 이른바 추상 인 인간 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의 교섭과정에 민

법은 개입하지 않는다. 교섭과정은 권리와 의무 계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원

리만이 배후에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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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 으로 교섭과정에 해 규율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민법 제104

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궁박, 경솔 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 ”는 무효로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규정 한 사후 인 개

입이지 교섭과정 자체에 한 법  개입은 아니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사기, 강

박, 착오 등이 개재하 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35조 규정이 

외 일 수는 있겠으나 이 규정의 확 용에 해서 학설의 견해가 립되어 

있고 례는 소극 이라는 , 계약 체결 의 계는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

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유의 역으로 보장한다는 에서 민법은 교섭단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집단  노사 계법에 의해서 수정된 사 자치의 원칙인 집단  사

자치의 원칙은 근로자가 단결체를 통하여 자주 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부여하 다. 거기에다 집단  사 자치의 원칙

은 지 껏 개별  사 자치의 원칙이 규율하지 않았던 사실행 의 역인 “교섭

과정”을 법률 계화하여 권리와 의무의 계로 화시키기까지 하 다. 그 표

인 가 바로 성실교섭의무의 실정화이다. 민법에 있어서 지 까지 자유의 

역으로 보장되어 왔던 교섭의 단계를 노동법에 있어서는 법 으로 규율하여 교

섭을 진하고자 하는 국가조성  사고를 반 한 것이다.179) 

노조법도 제30조에서 성실교섭의무를 양 당사자에 부과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사법상의 실

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노조법은 교섭당사자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반

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반시 형사  제재까지 부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게 볼 때,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은 직 으로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교섭과정은 민법이 규율하지 않았던 자유의 역이고 이 역에 한 법  규율

179) 이 게 성실교섭의무를 법제화한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 집단  자치원리

에 의한 근로 계의 규율문제에 한 미국 노동법의 기본  입장은, 노사합의의 형

성과정인 단체교섭을 권리·의무의 문제로 구성하여, 권리침해 는 의무 반에 해 

국가가 제재를 가함으로써, 궁극 으로 집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 계의 규율을 

진시킨다는 것이라 한다. (고호성(1995), 앞의 , 102-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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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애 부터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교섭과정에 

해서 무 심하다.

다만,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근거는 구별하여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자는 

의무의 상일 뿐이다. 그런 에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근로3권에 한 

응의무로서,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직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근로자를 표

하는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에게

만 주어져 있다는 에서 그 권리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교섭

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용자도 노동조합

에 하여도 성실한 교섭의 제로서 일정한 요구와 기 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에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근거는 민법의 신의칙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물론 직 인 근거는 명시  규정이 있는 노조법 제30조가 될 것이지만 

노조법 제30조가 없다면 종국에는 민법 제2조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의할 은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그 의무의 상에 따라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와 당해 조합원에 성실교섭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사용자에 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민법 제2조 신의칙

에서 근거지을 수 있지만 조합원에 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서 직  근거한다. 

따라서 성실교섭의무는 (i)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한 성실교섭의무 (ii) 노동조

합의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 (iii)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

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종래의 논의가 (i)에 방 을 두고 있었고, (i) 의 의무는 

단체교섭권에서 직  근거한다는 과 교섭환경의 변화로 노동조합의 (ii)의 의무

가 요하게 되었으나, 역시 (ii)도 단결권, 단체행동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는 에서 성실교섭의무는 일반 으로 민법의 신의칙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해

야 한다. 

(iii)의 경우도 원래 자율의 역으로 민법상 신의칙이 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헌법상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의무가 부과되는 계로 교섭과정이 법률 계화되어 

보충 으로 민법상의 신의칙이 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교섭시 사용자

가 노동조합에 하여 설명  정보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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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 실

1.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가.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노조법 제30조상의 성실교섭의무를 간략하게 정의하길, “합의달성을 해 진지

하게 노력”하여야 할 의무,180)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181) “신의에 따라 성

실하게 교섭할 의무”,182) “단체교섭과 단체 약의 체결에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 의무”183)라고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정의들은 여 히 함축 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그 의무의 내용을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하여 성

실교섭의무를 구성하는 의무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84) 동 조의 내용으

로 담고 있는 의무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 단체에 부과되는 의무들

인데,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이에 응

하여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의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185) 

본 논문에서는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제30조상의 의무들을 포 하여 

“성실교섭의무”라고 칭하고 성실교섭의무를 구성하는 의무들을 4가지로 별하

여 살펴본다. 첫째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단체교섭응

낙의무, 둘째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해태하여

서는 아니되는 의의 성실교섭의무, 셋째는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180)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181) 임종률, 앞의 책, 135면.
182) 김형배, 앞의 책, 807면.
183) 이병태, 앞의 책, 234면.
184) 이 희, 앞의 책, 235면에서도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

섭할 의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여 노조법 제

30조의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의무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85) 이 희, 앞의 책, 235면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제30조를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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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단체 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단체 약체결의

무, 넷째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권한남용 지의무가 그것이다. 따

라서 성실교섭의무186)는 단체교섭응낙의무, 의의 성실교섭의무, 단체 약체결의

무, 권한남용 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187)

이러한 설명방식은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서도 성실교섭의무가 가지는 의

무의 내용을 목록화하여 명쾌하게 제시한다는 장 이 있다. 다만,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이 의무의 주체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를 규정하

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근로3권 주체인데 반해, 사용자는 상 방으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다는 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즉 기본권 주체인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그 정도와 기본권 의무자인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기본권 주체냐 아니

면 기본권의 효력의 상이냐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해서는 이러한 네가지 의무, 즉 단체교섭

응낙의무, 의의 성실교섭의무, 단체 약체결의무, 권한남용 지의무가 가진 고

유한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더불어 이 의무들간의 유기  련성 한 

주목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유동  과정”이기 때문이

다.188) 일단 학설은 노조법 제30조가 가지는 핵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 한다. 

성실교섭의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 네가지 의무들은 성실교섭

의무라는 이름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에게 방 으로 부과되는데, 노조법 제30

조의 표제가 “교섭 등의 원칙”이듯, 원칙으로서의 지향 에 그 요체가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학설은 성실교섭의무의 요체에 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성

실교섭의무를 “합의달성을 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로 규정하고 구체 으로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자료를 제공”하고, “교섭의 결과 합의

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 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라고 

186) 의의 성실교섭의무에 응하여  4가지 의무들을 포 하는 의의 의미로서의 

성실교섭의무이다. 이후 본 논문에서 성실교섭의무라고 할 때에는 의의 의미로서

의 성실교섭의무를 지칭한다.
187) 이병태, 앞의 책, 234면도 “성실교섭의무는 좁은 뜻에서 성실한 교섭의무만을 뜻하

지만, 넓은 뜻에서는 단체 약체결의무까지를 포함하여 악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

30조에서도 의로 성실교섭의무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188)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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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명이고189)  다른 하나는 성실교섭의무를 1차 으로 “ 방의 교섭당사자

가 실 으로 회견하여 화할 의무”로 보면서 그 핵심 인 내용을 “합의가능

성을 모색할 의무”라고 하고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 지체없이 단체 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미로서의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설명

이다.190) 

결국 성실교섭의무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단체

교섭응낙의무에 의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단체교섭에 임하여서는 의의 

성실교섭의무에 입각하여 단체 약체결의사를 가지고, 즉 “합의달성을 하여 진

지하게” 는 최 한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교섭에 임하여야 하

며 단체 약체결의무에 입각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지체없이 단체 약을 체결하

여야 하고 교섭의  과정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즉 합의를 추

구해 나가는 것을 교섭의 지향 으로 삼고 있다. 단체교섭의 과정은 민법상의 계

약자유의 원칙을 제로 한 교섭과는 구별된다.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의 교섭

은 교섭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섭에서 이탈할 것

인지, 교섭을 구와 진행할 것인지, 교섭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섭의 방

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교섭과 계된 사항 모두가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단체교섭의 경우는 상 방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된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의 근로계약으로부터 이탈할 수 는 없다. 단체교섭

의 결렬은 단체행동을 불러올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은 방이 합의를 모색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 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한 양 당

사자의 경제  실력 행사는 종국 인 교섭의 결렬과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향후 교섭의 재개와 양보를 이루어 내어 합의에 도달하기 한 수단이다. 결

국 단체교섭은 오로지 합의를 지향한다. 합의의 배경이 논리이든 설득이든 아니

면 경제  실력의 차이이든 간에 말이다. 양 당사자는 “단체 약체결의사”를 가

져야 한다.191)

따라서 성실교섭의무의 구체 인 내용이 되는 네가지 의무, 단체교섭응낙의무, 

의의 성실교섭의무, 단체 약체결의무, 권한남용 지의무는 모두 궁극 인 단

체교섭의 타결, 즉 합의의 달성을 목표로 부과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189) 김유성(1997), 앞의 책, 144-145면.
190) 임종률, 앞의 책, 136면.
191)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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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교섭의무를 구성하는 각 의무의 내용

1) 단체교섭응낙의무

가) 의의

일방 당사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 방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거부는 단체교섭응낙의무 반이 된다. 이것

이 단체교섭응낙의무의 내용이다. 

나) 의무의 부담 주체 - 사용자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이므로 그 상 방인 사용자 는 사용자

단체는 단체교섭응낙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된다. 그 다면 그 반 의 경우 즉 

노동조합에게도 단체교섭응낙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에게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계로 헌법상 단

체교섭권은 당연히 부여되지 않겠지만, 노조법 제30조의 해석을 통해서 법률에 

의거한 단체교섭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노사 계에서 양 당사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헌법상, 법률상에 있어서 자

유로운 역이다. 사용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상으

로 교섭청구권이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상 방인 노동조합에게는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에 구속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다면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응낙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

상의 단체교섭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노조법 제30조가 권리의 측면에서 

기술하지 않고 의무의 측면에서 기술하 을 뿐만 아니라 교섭의 주체인 사용자

와 노동조합 양자에 뭉뚱그려 하나의 조항으로 성실교섭의무를 기술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명시 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원

칙인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 이고 제한

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에 해 노

동조합이 이를 법률 으로 반드시 응낙하도록 의무지워진다면 이 한 사 자치



91

의 원칙의 수정이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에 해서는 근로자에 있어 근로3권을 

헌법 으로 규정하여 사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게 된 계기 즉, 종속성의 극복, 

자유롭고 평등한 근로계약 체결을 한 등한 지 의 확보라는 연 , 사회  

계기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30조의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법률

상의 단체교섭청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192) 

원래 교섭은 자율 역으로 교섭요구에 해 응낙의무라는 것은 민법  사고방

식에 의하면 생각할 수 없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계의 실질  등성 확보를 

해 외 으로 인정한 것이다. 단체교섭응낙의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에게도 인정한다면 헌법이 추구하는 등성의 균형이 무 질 우려가 있다. 한 

사 자치라는 헌법  질서를 수정하기 해서는 헌법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 해서는 엄 한 균형 계의 비교형량이 요구된다. 

한 노조법은 근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 하고자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이러한 노조법에서 규정한 제30조를 

통해 노동조합에게 응낙의무를 강제하게 된다면 헌법 정신과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193) 따라서 노동조합의 응낙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단체교섭의 거부

단체교섭의 거부와 해태의 구분과 련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

는 것을 거부로 그리고 외형상으로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를 해태라고 한다.194) 

단체교섭 거부를 엄 하게 구분하면 상 방의 단체교섭권 여부 자체 는 자

신의 단체교섭응낙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등과 같이 단체교섭권의 존부 자체

192) 이 희, 앞의 책, 118면에서도 사용자가 약체결권에 기해 교섭권을 당연히 갖는

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교섭의 자유이지, 근로자와 동등하게 극 인 권

리로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용자는 수동  교섭권만을 갖는다고 한다.
193) 노조법 제1조는 “목 ”이라는 표제하에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사회

 지 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방･해결

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군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

정하여 동 법의 목 이 근로3권을 보장하기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4) 임종률, 앞의 책,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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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투는 경우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의 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

섭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자

신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사항이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상 방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담당자가 

사용자의 이익 표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정당한 담당자가 아니라고 주

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195)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원  특정

인을 오하여 그 사람을 교섭 원에서 배제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하면서 단

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196)가 형 인 경우이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유형은 두가지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

권 자체의 존부를 다투었으나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단체교섭 거부197)와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여타의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198)이다.

2) 의의 성실교섭의무

가) 의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말한다. 소

극 으로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뜻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단체교섭의 해태의 경우가 의의 성실교섭의무 반이 될 

것이다. 즉 형식상으로는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으로는 불성

실한 교섭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형 인 로는 교섭사항과 합리  련이 

없는 사항을 교섭의 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행 , 법한 내용에 하여 합의를 

고집하는 행 , 단체교섭일자에 일방 으로 휴업하는 행  등을 들 수 있다.199) 

195) 법원 1998.5.22. 선고 97 8076 결.
196) 서울고법 1989.2.16. 선고 88구4678 결.
197)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거부의 문제가 아니다. 아  단체교섭

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98) 정당한 단체교섭거부와 정당하지 않은 단체교섭거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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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단체교섭에 있어서 행 태양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단체교섭은 계속 , 유

동  과정이므로 성실교섭의무의 내용과 그 반 여부는 당해 교섭의 목 , 내

용, 교섭사항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 구체 으로 단해야 한다.200)

나) “신의”와 “성실”의 의미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라는 표 을 쓰고 있는데, 이 규

범  의미가 무엇인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의”와 “성실”의 의미에 

한 규범  의미의 악은 의의 성실교섭의무의 해태행 를 단하는데 기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  용어인 “신의”와 “성실”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노조법 제30조 제1항 외

에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원칙 규정으로서 리 활용되어 왔고 

련 례도 많이 축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법 제30조의 해석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사 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조문을 구성하는 추상  

단어의 편  의미만을 살펴보는 것으로서는 그 조문의 규범  의미를 완 히 

밝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내용의 확정에 있어서 어도 “방향설정의 시

사”는 얻을 여지는 있다.201)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신의”라는 용어는 일반 으로 당사자가 인식

하 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 방의 정당한 믿음을 반하거나 오용하지 아니

하고 이에 부응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호 간의 믿음 내지 신뢰는 

모든 인간 계의 불가결한 기 라는 기본 인 인식에 바탕한다고 한다. 한 이

러한 신뢰는 단순한 심리학  의미를 넘어서 규범 으로 평가되는 신뢰를 의미

한다고 한다. 

“성실”이라는 용어는 도덕 으로 건 한 인간으로서의 도있는 행태를 말한다

199)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200)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201) 곽윤직(편집 표), 앞의 책 96면; 이하 민법 제2조에서의 “신의”와 “성실”에 한 

설명은 곽윤직(편집 표), 앞의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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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법률이나 습법이 인간행 의 모든 가능한 사태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이외의 일반 인 행 기 을 그 행 의 법  단에 

있어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실이란 ‘법외의 일반 인 

행 기 ’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 즉 타인과의 공동

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서도 특히 상 방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한 한 배려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의”와 “성실”의 단어 용례에 한 민법학의 견해를 참조한다면, 신

의는 규범  의미에서 인식가능한 상 방의 정당한 믿음에의 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 방의 입장에서 표 하자면 “정당한 기 에 의한 측가능한 행 의 

바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성실은 상 방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한 한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공동 계 규율에 있어서 행 의 

성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의”와 “성실”의 핵심요체는 상 방 행

에 한 그리고 나의 행 에 한 “정당한 기 성”, “ 측가능성”, “ 성”이

라고 할 수 있다.202)

다) 의의 성실교섭의무 반의 단기

이 게 도출된 “신의”와 “성실”이 가지는 개념  징표들을 의의 성실교섭의

무에 용시켜 보면 양 당사자의 개별교섭행 가 성실교섭의무에 합한지를 

단할 수 있는 기 들로써 기능할 수 있다. 즉 의의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말하므로 양 당사자는 

단체교섭시 상 방의 정당한 기 에 부응하고 측가능하며 한 교섭행 를 

202) 복수노조시 의 도래에 따라 성실교섭의무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넓고 깊어졌다. 

더불어 사업장 심으로 교섭하던 시 에서 벗어나 산별교섭의 시 로 어드는 요

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개 경험의 일천함은 규범을 통한 시행착오를 이는 작업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실교섭의무가 가지는 내용의 규범  의미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을 기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공무원, 교원 노조의 

경우에는 쟁의행 가 지되어 있는 바, 단체교섭 시에 성실한 교섭만이 유일한 사

회 , 경제  지  향상의 버 목이다. 더불어 “신의”와 “성실”이란 추상 이고 일

반 인 단어가 역사 , 사회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상의 복잡하고 추상 인 법체계는 노동법의 세계에서는 근로계약 계를 기본

으로 함으로서 더욱 명확해진다. 추상  용어도 역사 , 사회  맥락 하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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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일방행 가 아니라 방의 

행 가 상호 련하에 유기 으로 합의가능성의 모색을 목 으로 이루어지는 행

이므로 체 행 의 연 성 하에서 신의에 따른 성실한 교섭행 인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의의 성실교섭의무의 반인가 여부의 단과 련하여 사용자의 주  사

정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례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 다고 믿었더라도 객 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의무

를 반한 것이라고 한다.203) 정당한 기 성, 측가능성은 상 방의 입장에서 객

으로 단하고, 성은 행 자의 입장에서 객 으로 단하여야 하기 때

문에 주 인 사정은 고려할 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 도출

의의 성실교섭의무로부터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가 도출된다. 사용자는 교

섭사항과 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4)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교섭사항과 련하여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5)

3) 단체 약체결의무

203) 법원 1998.5.22. 선고 97 8076 결.
204)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05)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31560 결에서 “한편, 원고로서는 노조원이 근로

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에 따라 단체 약의 내용이 경 여건에 주는 향이 달

라지므로 노조원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을 알아야만 단체교섭에서 교섭

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원고 

회사 근로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노조는 성실교섭의무(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조)의 한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설명의무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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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에 다다르게 되면 이를 단체 약으로 체결할 의무이다. 

노조법 제30조 제1항에서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교섭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06)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교섭이 타결되면 이를 노조법 제31조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서면

으로 단체 약을 작성할 의무로 야 한다.207) 

나) 단체 약체결의사

하지만 노조법 제30조 제1항의 법문에서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라고 한 

규정을 단순히 형식  단체 약 작성의무로만 축소해석할 것은 아니다. 헌법재

소도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208)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209) 따라서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핵심  요체는 결국은 “단체 약체

결의사”210)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 약체결의사의 요구를 도출해 내

는 명문의 근거는 바로 문헌상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라는 법문이라고 

야 한다. 비록 단체교섭시 상 방의 주장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양보해야 할 필

206)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07)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08) 헌재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에서 헌법재 소는 “비록 헌법

이  조항에서 ‘단체 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

조건의 향상을 한 근로자  그 단체의 본질 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

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 다.
209)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결정에서는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 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는 “단체 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례집 10-1, 

32, 42),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제 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며”라고 설시하고 있다.
210)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에서는 사용자는 원칙 으로 교섭의  과정에서 합의

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단체 약체결의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종률, 앞의 책, 136면에서 말하는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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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까지는 없지만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단체 약의 체결, 즉 단체교섭의 타결을 

목표로 하여 개개의 행 를 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이라는 유동 이고 상 인 

과정을 구성하는 양 당사자의 개개의 행 들은 모두 단체교섭의 타결을 목표로 

한 진지한 노력의 산물이어야 함을 규범 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게 

본다면 단체 약체결의사는 성실교섭의무의 핵심  요체가 되는 주  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권한남용 지의무

가) 의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이다. 노조법의 규정상 권한

남용 지의무 한 교섭의 양 주체, 즉 노동조합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에 

부과되는 의무라고 해석되지만, 종래 학설은 기본 으로 이 의무는 헌법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며, 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

아왔다.211) 따라서 노동조합이 권한남용을 한 경우, 그에 한 사용자의 응행

의 정당성 여부를 악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즉,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은 다만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212)  

나) 의무의 부담 주체 - 양 당사자

권한남용 지의무의 부담 주체로는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능하다. 

일단 문헌상 권한남용 지 주체로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노동조

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 양자 모두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조법 제30

조상의 의무의 상으로 교섭의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섭과 직  계있는 자

를 포함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 그리고 향후 노사교섭 계의 지형이 종래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는 을 들어 보다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1) 이 희, 앞의 책, 238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는 기본 으로 응해야 할 의무를 가

질 뿐이며, 사용자가 남용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법상의 단체 약체결권이라기보다 

민법상의 계약체결권이라고 한다.
212) 김유성(1997), 앞의 책,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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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면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

입, 기업별 단체교섭에서 산별 단 의 단체교섭의 확산과 같은 노사교섭구조의 

환경변화는 종래의 권한남용 지의무의 해석론을 넘어 보다 극 인 해석을 요

구한다. 를 들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 표노동조합이 지게 되는 공정

표의무도 넓게는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에서도 특히 

권한남용 지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도입에 따라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

의한 경우에는 자율  교섭형식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립유지의무 등이 노조법 제30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노조법 제29조의4

는 공정 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창구단일화 차에 참여한 경우만 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율교섭의 경우에 인정되는 사용자의 립유지의무

는 노조법 제30조상의 사용자의 권한남용 지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야 하기 

때문이다.  

2. 노조법 제30조의 규범  상과 의미

가. 규범체계  특징

행 노조법 제30조를 살펴보자면, 미국의 와그 법과 태 트-하틀리법 양자와 

다른 독자  특수성을 가진다. 규범체계 으로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직 근

거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내에서는 부당노동행  규정들 속

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화되어 부당노동행

제도의 규정들보다 조문 번호상으로 앞서 있다. 규범형식 으로는 성실교섭의

무가 규정되어 있는 태 트-하틀리법과 다른 독특한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

의에 따라”라든지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 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 은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동법 제30조가 표제로 “교섭 등의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 자체가 원칙

규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 규정과 문언에서 유사하고, 표제도 

원칙이라고 표 하는데다가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확인하고 있다. 

한 단체교섭과 련하여서는 동 규정을 제외하면 교섭 차를 구성하는 당사자

간의 일련의 행 들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다. 교섭 차가 동태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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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이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차형성  행 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상 방과 상호 응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상 인 행 이므

로 일반조항  원칙규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역이다.

나. 규범  상 

1) 단체교섭권 구체화 규정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은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부터 미국과는 다

른 토 에 서있다. 우리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

며, 단체교섭제도는 의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행사, 곧 권리자 

스스로 실 하는 과정일 뿐이다. 부당노동행 제도도 단체교섭을 진하는 의미

라기보다 기본권 보장과 실 에 더 방 을 두고 있다. 성실교섭원칙의 한 내용인 

성실교섭의무도 단체교섭권에 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인 단체교섭의무의 한 내

용에 다름아닌 것이다. 

2) 단체교섭의 행 지침

성실교섭의무는 노조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30조의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이 성실교섭의무의 구체  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는 단체 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추상 이다. 이러한 추상성은 명확한 해석의 필요라는 문제를 래하기도 

하지만 노조법 제30조의 표제가 “교섭 등의 원칙”이라고 한 것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일반조항 내지는 원칙조항으로서 유동 이고 상 인 교섭과정 반을 

규율하는 포 성의 요청상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성실교섭의무는 4가지 의무, 단체교섭응낙의무, 의의 성실교섭의무, 단

체 약체결의무, 권한남용 지의무로 이루어짐을 살펴보았다. 이들 4가지 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 단체 약 체결을 모색해가는 방 당사자 개개의 교섭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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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견련, 결합되어 형성되는 과정인 것처럼, 단체 약의 체결이라는 공통의 목

표하에 교섭의 진행경과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반여부가 개별 , 구체 으

로 결정된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칙으로 작용하는 명문의 노조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항에서

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소  “ 상테이블에 나올 의무”와 “이미 타결된 내용에 

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  요건을 갖춘 완 한 형태의 단체 약을 체

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규정은 교섭의 시작과 종국  완결에 한 

의무를 설시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그러한 교섭에서의 태도, 즉 신의에 따라 성

실히 교섭할 것,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주로 교섭

에서의 양 당사자의 행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섭에 있어서 이러한 양 당사자

의 행태는 “단체 약체결의사”라는 주  요소과 함께 행 의 “정당한 기 ”, 

“ 측가능성”, “ 성”의 객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213) 

결국 노조법 제30조는 교섭의 시작과 완결을 한 단체교섭의 요구에 한 응

낙과 상테이블에 나아갈 것, 그리고 상테이블에서의 당사자의 응자세, 

상을 통한 타결 후 노조법에 따른 단체 약서 체결을 통한 완결까지 그 반  

과정에 한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법상의 실체  규정

노조법 제30조를 교섭 등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으로서 련 법규의 

해석과 용에 있어서 지도  성격을 띠어야 함에도, 지 까지 노조법 제30조의 

규정은 그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 매우 조하 다. 지 까지 학계의 동향도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의 해석이나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 의 해석문제에 치

213) 성실교섭의무와 상시의 략과의 계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교

섭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교섭타결을 한 각종 상 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성실교섭의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한 이러한 부분에 해서 규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원론 으로는 성실교섭의무가 단체 약체결의사를 요구하고 단체

약의 체결을 지향한다는 에서 상 략 한 교섭타결을 한 수단과 방편에 불

과하므로 성실교섭의무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야 한다. 향후 보다 심도깊은 연

구가 필요한 역이다.



101

하 지 노조법 제30조의 규정에 한 본격 인 해석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214) 

이는 단 으로 과거 하 심 결에서도 드러난다.215) 당시 노동조합법 규정을 살

펴보면 재의 조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한 조항

이 존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법원은 그에 한 단을  

하지 않고 있었다. 차라리 성실교섭의무 조항을 시하고 해석상의 난 을 거론

하거나 직 으로 공법상의 규정이라고 단하 으면 모르되 아  언 조차 하

지 않아서 유령조문처럼 되어 버렸다. 훈시  규정으로 보아서 그리 했는지 모를 

일이다.

214) 성실교섭의무에 한 논의도 미국의 성실교섭의무의 소개에 집 하면서 우리법의 

해석론에 한 연구성과는 미약하 다. 미국의 성실교섭의무에 한 본격  논의를 

한 논문으로 고호성(1984), 앞의 년을 들 수 있고 단체교섭거부에 한 본격  논

의에 한 논문으로는 권창 , “단체교섭거부에 한 사법  구제”, 서울 학교 법

학석사학 논문, 2001, 권창 , “단체교섭의무이행의 소”, ｢ 스티스｣제80호, 2004

를 들 수 있다. 성실교섭의무 일반에 해서 논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이 학, “단체

교섭 당사자의 성실교섭의무에 한 연구”, 고려 법학석사학 논문, 2011이 있다.
215) 마산지법 92가합 684, 1992.4.23 결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하여 자주 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국가와 근로자

와의 계에 있어서 국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뿐 아

니라 사용자에 한 계에서도  권리가 공공질서로서 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지,  헌법 규정에서 바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한 단체교섭청구권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 로서 지하고 

있고(법 제39조 제3호),  부당노동행 에 하여는 노동 원회가 사용자에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에 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

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의 2). 그러나  법 규정도 사용자가 단

체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할지언정 근

로자의 사용자에 한 사법상의 단체교섭청구권을 직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그것은  헌법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사법상의 단체교섭 청

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 그 권리에 응하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내

용을 특정할 수가 없으며,  어느 정도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응하여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냐를 단할 수가 없는 등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법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한 사법

상의 단체교섭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와 같은 가처분은 피보 권리가 없어 

부 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와 같은 가처분을 인정한다면 가

처분의 발령으로서 본인의 목 이 달성되어 버려 가처분의 잠정  성격에 배치된다

고 하는 법리상의 난 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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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례 사안의 경우 그 규범 단이 일본에서의 논의 구조와 흡사

하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노조법 제30조 조문이 없다. 헌법에서의 단체

교섭권 인정 조항과 노동조합법에서의 부당노동행  구제제도 두 조문을 두 축

으로하는 규범구조를 가질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범구조가 다른데도 

일본의 논의를 그 로 답습하여 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재의 하 심들은 명시 으로 노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단한다.216)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31560 결에서 법원은 “한편, 원고로서는 노조

원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에 따라 단체 약의 내용이 경 여건에 주

는 향이 달라지므로 노조원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을 알아야만 단

체교섭에서 교섭 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

건 노조에게 원고 회사 근로자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사건 노조는 성실교섭의무(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30

조)의 한 내용으로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자료를 제

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설명의무 내지는 정보제공의무를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에서 직 으로 도출하고 있다.

한 인천지법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결에서도 “따라서 피고는 노

조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와의 이 

사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명시 으로 노조법 제30조를 성실교섭의무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다.  

결국 노조법 제30조는 이미 그 표제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섭 등의 원칙”이다.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가지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인 노조법의 

여러 규정을 해석하는 지침  성격을 가진다.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정신을 가장 

직 으로 담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한 노조법은 교섭 당사자에 한 사

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설명의무나 정보제공의무 

등의 교섭상의 부수  의무들이 도출되는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이 게 보면 노

조법 제30조의 규정형식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구체화법으로서의 구체성을 띠

고 있으나, 그 규율 상인 단체교섭과정이 상 이고 형성 이기 때문에 추상성

을 가지고 있다. 즉, 노조법 제30조는 헌법 구체화법으로서의 구체성과 일반원칙 

216) 권창 (2004), 앞의 ,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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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서의 추상성이라는 양면  성격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규범  의미

우리의 성실교섭원칙은 교섭 당사자 모두에게 용되는 면  규정이지만, 그 

의무의 상을 자세히 구분하면 세가지 의무로 별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노

동조합에 한)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 노동조

합의 (개별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가 그것이다. 

먼  각 의무들의 도출 근거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

권에 응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확인  의무이고, 노동조

합의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권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색하

다는 정통  주장의 입장에서 단체교섭권의 행사권리자에게 헌법  의무를 도출

하기는 어렵다. 당해 의무는 교섭이 상 이고 계 인 행 이므로 민법의 신

의성실의 원칙에서부터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의 (개별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두 번째의 경우처럼 권리자-의무자 

계가 아닌 종국  권리귀속자와 권리행사자와의 계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단체

교섭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 단체교섭권은 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기본

권의 명칭 자체가 “단체”교섭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섭은 단체에 의해, 

개별 근로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

한다. 따라서 행사권리자인 노동조합은 귀속권리자인 개별 조합원에 하여 성실

교섭의무를 가져야 한다.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은 노동조합은 행사상의 권리인 단

체교섭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남용 지의 취지는 결국은 개별 근로자의 

개별  의사가 단체의 집단  의사에 수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개별 근

로자들의 의사는 단일노조일 때는 조합민주주의 등에 의해 보장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행사권리자와 귀속권리자 계

와 유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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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공

1   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제정법상의 문언에서는 언 이 없지만 당연히 성실교

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정보제공의무이다. 성실교섭의무의인정취지

가 근로조건 등 교섭사항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입장차를 교섭과정내의 의견 교

환과 설득을 통해 조율하고 극단 인 실력행사까지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 달성의 제로서 하고 필요한 정보의 공유는 필

수 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에 한 례법리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격 인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 립  노사 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참여 , 동  노사 계상을 구축한다는 모토하에 근로자

의 경 참가 측면에서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제도를 심으로 정보 공유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실무 으로도 단체교섭과 노사 의회의 운 이 서로 연결되는 

상을 보이기도 한다.217) 결국 단체교섭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문제는 노사 의회

제도와의 계설정을 통해 통합 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사 계에 

있어서 단체교섭과 노사 의회의 계가 상호 발 으로 규명되어야 그 틀에서 

정보 공유의 방법, 차, 정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한 논의를 

개한다. 한 노동법 외에 재 정보제공과 련하여 민법에 있어서 계약교섭과

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가 논의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으로써 노동법에서의 정

보제공의무를 논의할 때 시사 을 찾고자 한다. 더불어 결례를 분석하여 논의

의 틀과 기 로 삼고자 한다. 노사간 상시  정보공유체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217) 사업장에 따라서는 노사 의회를 단체교섭의 이 단계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발견

된다. 노사 의회에서 상시 으로 의를 진행하고 단체 약 기간 만료에 따라 새

로운 약 체결이 필요할 즈음,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기존의 노사 의회에서 의

되던 사항은 교섭 상으로 포함되어 단체교섭에서 논의되고 단체 약의 형식으로 

합의하는 구조를 띠게 된다.(노사 계소 원회, ｢단체교섭 유형별 시태조사｣, 노사

정 원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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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제공청구권과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사항(동법 제22조), 의사

항(동법 제20조), 의결사항(동법 제21조) 등 제규정들과의 정합  해석을 시도해 

본다. 

2  미  보 공

Ⅰ. 보 공  

단체교섭이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교섭의 상 방이 단체교섭이나 단

체 약의 이행에서 문제되는 직  사항 하여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는 교섭 표가 교섭단 를 표하는 법

상의 의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 필요하다고 악한다.218) 새로운 약

을 체결하기 해서 교섭하는 경우나 재의 단체 약을 이행하기 한 경우 모

두 발생한다.219) 

Ⅱ. 보 공   근거

연방제정법인 NLRA에는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NLRA 제8조(a)(1), 제8조(5) 그리고 제8조(d)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표와 

성실히(in good faith) 단체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수행에 

있어 “ 련있고 필요한(relevant and necessary)”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본다.220) 미국 연방 법원은 NLRB v. Truitt Mfg. Co. 사건에서 최 로 자신의 책

218) Jeffrey I. Pasek･Chares J. Kawas,･Cozen O‘Connor, “The Duty to Funish Information 

Under the National Labor Realations Act”, ABA Labor and Employment Law CLE 

Conference Philadelphia, 2007, 1면. 
219) NLRB v. Acme Industrial Co., 385 U.S. 432 (1967).
220) NLRA 제8조(a)(1)은 “제7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를 방해, 제한 는 

강요하는 행 ”를 부당노동행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다른 부당노동행  

유형을 포 하고 있어서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 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문무기･김홍 ･송강직･박은정, 앞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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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하게 수행하는 교섭 표가 요구하는 정보에 해서 사용자가 이를 제

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 다.221) 한 연방 법원은 성실한 단체교섭을 해 

교섭당사자들에게 그 주장의 진정성이 요구된다고 하 고, 주장이 단체교섭에서 

요한 요소이듯이, 그 주장의 진정성 한 요한 요소라고 하 다.222) 결국 교

섭상 방에게 자신의 주장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의 제공이 필연 이라는 것이다.

이 듯 련 정보의 공개는 교섭과정에 있어 필수 인 것으로 보고 있다.223) 

정보 공개를 통해 교섭 당사자간 상호 존  정신이 확립되게 되고 결국 노사 자

치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224) 근로자들을 표하는 

노동조합의 교섭당사자가 효과 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해서 이와 련된 

하고 필수 인 정보에 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Ⅲ.  격

1. 사용자  노동조합 방의 의무

정보제공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에 있어서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원칙은 Local 13, Detroit newspaper Printing & Graphic Communications Union 

사건에서 확립되었다.225) 

221) NLRB v. Truitt Mfg. Co., 351 U.S. 149 (1956).
222) NLRB v. Truitt Mfg. Co., 351 U.S. 149 (1956).
223) 단체교섭과정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외에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행정 청에 

제출한 자료에 하여 노동조합이 행정 청에게 FOIA(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a Act)에 의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사 계에 한 

정보를 간 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한 특정자료에 하여는 가령 화학물질

에 한 일정의 정보는 OSHA(직업안 보건법 : 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에 의항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이철수(1994), 앞의 , 

120-121면.)
224)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921면.
225) 사안에서 신문 공장에 있는 인쇄실(pressroom)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과근로에 따

른 과 된 업무를 해소하기 하여 과 근로자들을 회사에 공 하도록 하는 단체

약을 체결하기 하여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 다. 지 까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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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는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의 그

것에 응한다.”고 결정하 다. NLRB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제공을 요구받

은 정보는 교섭과정과 련이 있고, 노동조합은 공개를 거 함으로써 제정법상의 

교섭의무를 반하 다고 결정하 다.226) 콜롬비아 특별주 항소법원은, 사용자가 

교섭기간 동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은 “ 련 정보를 사용

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고 결하여 이를 확인하 다.227)

2. 부당노동행 의 성립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반은 NLRA 제8조(a)(1)과 제8조(5)의 반이 된다.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의무 반은 NLRA 제8조(b)(3)의 반이 된다.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정보없이는 노동조합이 교섭담당자로서 제정법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되는 것이다. 이 듯, 정보는 장래 단체 약 체결을 한 단체교섭에서 근로자들

을 표하기 하여 필요하고 한 효력발생 인 단체 약의 이행 여부를 리

하기 하여 노동조합에 제공되어야 한다. 

개 단체 약은 유효기간 동안 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의무는 당사자들간

에 어떠한 합의가 있어도 독립 으로 존재하는 제정법상의 의무이다. 요구받고 

련성있는 정보의 제공에 한 거 은 교섭의무의 당연 반인지 아니면 단순한 

성실의 결여의 한 증거에 불과한지 문제된다. NLRB와 부분의 항소법원은 사

노동조합이 업무를 정규 근로자들에게 주고, 회사는 과시간 비율에 따라 임 을 

주는 방식에 따라 업무시간 분담과 수당이 지 되고 있었다. 이에 사용자는 노동조

합이 과 근로를 정규 근로자들에게 주기에 앞서 과 근로자들을 찾는 성실한 노

동력을 다하고 있었는지에 하여 의문을 가졌다. 새로운 단체 약을 한 의를 

하는 동안, 사용자는 이러한 탁 시스템에 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보를 요청

하 고, 노동조합은 공개를 거부하 다. 사용자는 그 때 제8조(b)(3) 반을 주장하

며 청구를 제기하 다.(Local 13, Detroit newspaper Printing & Graphic 

Communications Union., 233 N.L.R.B No.144 (1977)) 
226) Local 13, Detroit newspaper Printing & Graphic Communications Union., 233 N.L.R.B 

No.144 (1977).
227) Local 13, Detroit newspaper Printing & Graphic Communications Union v. NLRB, 598 

F.2d 267 (D.C. Ci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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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정보제공의 거 이 동 법의 본질  반이 된다고 결정하고 있지만 연방

법원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228)

3. 정보제공의무의 발생 기간

NLRB v. Acme Industrial Co.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는 

“단체교섭의 기간을 넘어 확장되고, 단체 약기간 동안의 노사 계에도 용된

다.”고 시하 다.229) 따라서, 법원은 노조에 의해 제기된 고충처리와 련된 특

정 정보의 공개도 인정하 다. NLRB v. Acme Industrial Co. 사건은 단체 약의 

리와 집행에 한 노력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한 한 정보 제공의 요

성을 강조하 다. 

약 기간 동안 정보에 한 공통된 요구는 고충처리와 련된 정보에 한 

것이다. 고충처리에 한 련 정보는 노동조합이 고충처리 과정상의 기 단계

에서 무익한 신청을 제거하고 집 과 선택에 의해서 재를 비할 수 있는 

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충처리에 한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는 노

동조합이 재를 요구한 경우에도 끝나지 않는다.230)

Ⅳ. 보 공  생 건

NLRB는 요구에 의하여 교섭할 동안 련 주제에 해 이해하고 이성 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할 사용자의 의무는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하 다. 그 의무가 상호 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받은 정보

의 부분이 사용자에게서부터 노동조합에게로 제공되리라는 것이 본질 인 제

정법의 의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의 례들은 단체교섭 차 는 단체

약의 집행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정보 제공에 한 사용자의 거부와 

계된 것들이다. 우선은 사용자들의 정보제공의무를 심으로 그 요건을 살펴보도

록 한다.

228)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923-924면.
229) NLRB v. Acme Industrial Co., 385 U.S. 432 (1967).
230)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9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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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 교섭 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NLRA 제9조에 의한 단체교섭의 표자에 해서만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동법에 의한 정당한 

교섭 표로서의 노동조합이어야 한다.231) 즉, 승인된 노조여야만 한다.

2. 정보제공의 요구

사용자가 교섭 표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노동조합이 정보가 제공될 것

을 요구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232) 정보제공요구는 필요하고 련된 정보

에 해 성실하게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의 요구는 최소한 하나의 필요에 

한 이유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충족된다. 불성실한 필요는 거부될 수 있다. 

가. 련성

1) 련성 내지 필요성233)

요구된 정보는 근로자들의 표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계를 

고려하여 한 내용의 정보여야 한다. 요구가 정보를 특정하여 하지 아니하고 

일반 으로 하 다면, 사용자는 요구된 정보의 주요한 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NLRB와 법원은 정보의 성에 한 정의를 정립하 다. 이는 단지 정

보가 직 으로 교섭의 표로서의 노동조합의 기능에 련이 있는 것과 정보

231) Jeffrey I. Pasek･Chares J. Kawas,･Cozen O‘Connor, 앞의 , 2면. 
232) NLRB v. Boston Herald Traveler Corp., 210 F.2d 134 (1st Cir. 1954).
233) 련성 요건과 필요성 요건과의 계에 해서 (i) 련성 외에도 필요성이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 (ii) 필요성은 별도의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iii) 련성 

요건은 정확한 기 이 되지 않으므로 필요성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이 립한다고 한다. (이철수(1994), 앞의 , 124면.) 본 논문에서는 련성 이외에

도 별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명시 으로 부

정한 례(Curtiss-Wirght Corp., Wright Aeronautical Division v. NLRB, 347 F.2d 69 

(3d Cir. 1965) 가 있으므로 필요성 요건을 별도로 보지 않고 련성에 포함시켜 서

술하 다.



110

가 이러한 기능의 행사를 하여 합리 으로 필요할 것을 요구하 다. 

련성과 필요성과 같은 무정형의 기 들을 분석하면서, NLRB는 “각각의 경우

에 NLRB는 요구받은 정보의 련성, 그리고 련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요

한지 는 그것을 생산하도록 다른 당사자의 제정법상의 의무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하 다.234)

2) 련성의 추정

일정한 범주의 정보는 련성이 추정된다. 를 들어 임 , 근로시간, 기타 근

로조건과 같이 의무  교섭사항과 직  련된 사항들이다. 이러한 범주의 정보

는 노동조합이 정보의 련성을 사용자에게 입증할 필요없이 NLRB와 법원은 

련성을 추정한다. 즉, 사용자가 련성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NLRB는 임 과 련있는 정보는 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 상이나 

약의 이행과 즉각 인 련이 없다거나 특정한 교섭 이슈와 정확한 련성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에 의해서 표되는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에 한 정보는 추

정 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하 다.235)

NLRB v. CJC Holdings, Inc. 결에서 제5항소법원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과 연

락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지문을 발송하도록 사용자에게 허락

된 근로자들의 주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 다. 법원

은 근로자들의 주소는 아주 기본 인 것으로 노동조합이 자신이 표하는 근로

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련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별도의 

련성에 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236)

나. 균형성237)

234) White-Westinghouse Corp., Columbus Prods. Co. Div., 259 N.L.R.B 220 (1981). 
235) Dyncop/Dynair Servs., 322 N.L.R.B 602 (1996).
236) NLRB v. CJC Holdings, Inc., 97 F.3d 114 (5th cir., 1996).
237) 정보의 요구는 상 방에 해서 지나친 부담이 돼서는 안되고 합리 이어야 하는

데, 결국은 이를 단하기 해서는 정보수집과 제공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사용자

의 비용과 정보를 통해서 얻는 노동조합의 이익을 형량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

성’이라고 본 논문에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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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용자에 한 요구는 합리 이어야 한다. 법원이나 원회는 비록 

련성이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요구로 인해 사용자에게 과하여지는 

부담을 비교형량하지 않을 수 없다.238) 따라서 사용자가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를 

생산하는데 지나친 부담이 가하여지면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요구는 부인될 수 있

다.

NLRB v. Wachter Construction 사건에서, 제8항소법원은 사용자가 도로포장 작

업의 하청계약에 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NLRA 제8조(5)를 

반하 다고 한 NLRB의 결정을 기각하 다. 법원은 정보에 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지 사용자를 괴롭히려는 불성실한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고 단하

다.239) 

다. 요구 방법

요구는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한 그 요청을 반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요

구가 하지 않은 사용자의 리자에게 해서 이루어지고 다시 요구하지 않

은 경우에 NLRB는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라고 보지 않았다. 한 NLRB는 사용자가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해 회합

을 가졌으나 당해 모임에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이 아니라고 

하 다.240) 

라. 특정 정도

사용자에 한 노동조합의 정보제공 요구는 명료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정 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41) Azabu USA(Kona) Co. 결정에서, NLRB는 노동조합이 

모호한 요구를 하 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사

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다.242)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하여 보다 명

238) Jeffrey I. Pasek･Chares J. Kawas,･Cozen O‘Connor, 앞의 , 5면. 
239) NLRB v. Wachter Construction., 23 F.3d 1378 (8th Cir. 1994)는 성실성이 없는 요구

의 경우로 악하기도 한다.
240) NLRB v. Wachter Construction., 23 F.3d 1378 (8th Cir. 1994)
241) 이철수(1994), 앞의 ,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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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가 약간 모호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

합의 요구로부터 명확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구의 특정성은 요청되는 정보의 련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정보가 교섭단  근로자와 계되고 련성이 추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보다 특정성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보 공 에 한 어

1. 방어방법의 종류

노동조합이 련성있는 정보에 하여 갖는 이익이 언제나 공개에 의해서 

향을 받는 사용자나 제3자의 합법 인 이익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 연방 법원은 

정보공개와 련한 “ 인 룰”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고충처리 차를 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노동조합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자동 으로 사용자에게 요구

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에 한 노동

조합의 필요와 사용자의 합법 이고 실체 인 비 유지의 이익간 형량이 필요하

다고 하 다.243)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요구에 한 사용자의 방어방법으로서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비 성 유지의 이익을 주장하여 이익형량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방법, 정보는 공개하되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노동조합이 

정보제공의무를 이미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이익형량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면제

사용자가 단순히 정보의 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비 성 유지의 

이익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244) 

(i) 개인의 진료 결과와 같이 고도의 개인 인 정보로서 비 유지가 약속되었

242) Azabu USA(Kona) Co., 298 N.L.R.B 702 (1990).
243) Detroit Edison Corp. v. NLRB, 440 U.S. 301 (1979).
244) Jeffrey I. Pasek･Chares J. Kawas,･Cozen O‘Connor, 앞의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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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에 한 합리 인 기 를 가지게 되는 것

(ii) 거래상 비 과 같이 실체 인 재산상의 정보

(iii) 증인의 신상과 같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이나 보복을 래할 수 있다는 것

이 합리 으로 상되는 것

(iv) 계류 인 소송 비 자료와 같이 통 으로 특권 인 정보  

3. 정보 이용의 제한

단순히 비 노출의 우려만으로는 련 정보를 제공할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되

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보 이용에 하여 합리 인 제한을 부과하거나 

정보제공에 조건을 다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비 노출우려와 정보제공의무 이

행 사이에 조화를 꾀할 수 있다. East Tennessee Baptist Hosp. v. NLRB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있어 비조합원의 비  정보를 보호하면서 계약들이 

공평하게 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합리 인 안의 제시라고 하

다.245) 

4. 포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인정된 제정법상의 권리를 노동조합이 법하게 포기

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 포기는 ‘명백하고 착오없을 것’을 요구하고 그 입

증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46)

Ⅵ. 결

1. 정보제공의무의 법리의 구체화

245) East Tennessee Baptist Hosp. v. NLRB, 6 F.3d 1139 (6th Cir. 1993). 이 사건에서 노

동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평등하게 취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비조

합원의 임 과 출근정보를 요구하 다. 
246) 이철수(1994), 앞의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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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명문으로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교섭

의무의 당연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례는 정보제공의무와 련하여 구체 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설상 당연히 정보제공의무를 성실

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행정법원 례도 노조법 제30조에서 노

동조합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를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리

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법리의 구체화가 필요한 역이다.

2. 노사 의회에서의 정보제공과의 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참법에서 노사 의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의 경 참가에 따른 정보공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있어서 정보

제공의무 법리와의 통일  해석이 필요하다. 노사간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의 유

지･강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정보공유는 상시 일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

의회와 단체교섭을 아우르는 상시 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3  우리나라  보 공

Ⅰ.  재

정보제공의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성실교섭의무에 속한 내용으로서 정

보제공의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제공의무의 근거, 요건, 반의 효과 등

에 한 자세하고 구체 인 논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편 인 언 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외국의 논의상황을 소개한 논문은 발견할 수 있었다.247) 례도 

축 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만 부분 으로 이를 언 한 행정법원 결을 발견할 

수 있었다.248) 

이와 달리 노동법 외의 다른 법분야에서 정보제공의무에 한 논의는 다소 발

견된다. 민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계약교섭단계에서의 

247) 이철수(1994), 앞의 .
248)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31560 결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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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에 하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민사특별법 분야에서는 명문으

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를 들어 할부거래법, 방문

매법,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여신 문 융업법, 보증인보호를 한 특별법, 자

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등이 명문으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경우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앞서 소개한 미국의 경우와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

제공의무, 즉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의 논의와 문제의식들을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발견된 행정법원 결례 그리고 단편 인 언 들

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비교법  한계를 고려할 때 앞서 살펴 본 미국의 논의

는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를 논할 때 어떠한 체계와 틀이 필요한지를 시사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에서의 논의는 민법에 한 노동법

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고려하여 취사선택과 수정이 필요함에 유념하고자 한

다.249) 

더불어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법상의 노사 의회제도에서도 정보제공과 

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상의 정보제공의 경로와 운용을 살펴보고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와 어떤 련성이 있는지, 상호 독자 인 것인

지 아니면 통합 인 시각에서 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련하여 

특히 “노사 의회에의 보고 의사항이 법정화되어 있는 계로 일반 인 경 정

보는 단체교섭이 아닌 경 참가의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입법정책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250)

Ⅱ. 보 공  를 한 사  검  사항

1. 민법상의 계약교섭과정에서 정보제공의무

249) “우리의 법제에서도 미국식의 성실교섭의무 법리가 그 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타  교섭 표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

에서 정보제공거부를 성실교섭의 당연 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해서도 좀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이철수(1994), 앞의 , 118면)
250) 이철수(1994), 앞의 ,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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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 근거

1) 실질  계약 자유의 실

민법의 경우 교섭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사 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

각하여 개인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자기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의 인식･정보도 타인의 후원없이 스스로 갖추도

록 하는 자기정보책무를 원칙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정보책무에 한 

외로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까닭은 계약자유, 자기결정의 제인 인식이

나 정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불균형하게 나 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

이어야 할 개인의 계약의사도 불충분한 인식에 따라 왜곡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라고 한다.251) 결국 실질  계약자유의 실   교섭당사자의 정보제공에 한 

정당한 기 가 인정 이유가 된다.252) 

2) 계약 정의의 실

계약법의 기본  패러다임을 “자율 패러다임”으로 보면서 그 작동 제로서 “정

보의 토 ”, “인지와 단의 토 ”, “ 상력의 토 ”를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253) 

이 견해에 따르면 정보의 비 칭이 자율 패러다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악할 수 있다 계약법의 기본이 되는 자율 패러다임의 정당성 문제는 곧 계약 정

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계약 정의의 실  차원에서 정보제공의무는 실질  

계약자유를 진할 뿐 아니라 형식  계약 정의를 보장하는 데에도 합하다고 

한다.254) 

251) 김상 , “계약체결 이  단계의 정보제공의무-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

설의 제안을 심으로”, 「고려법학 제56호」, 고려 학교 법학연구원, 2010, 20면.
252) 김상 , 의 , 22면.
253) 권 , “계약법의 사상  기 와 그 시사 -자율과 후견의 에서-”, ｢ 스티스｣

제124호, 2011, 174면.
254) 계약정의의 발 으로서의 부의 등가성은 법질서가 실질  내용  기 을 가지고 

당사자의 의사에 계없이 부와 반 부의 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  객

 등가성과, 양 당사자가 합의한 부와 반 부의 균형을 정당한 것으로 법질서

가 승인하는 형식  주  등가성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자는 일정한 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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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근거

민법의 경우 계약과정에서의 정보제공에 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

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그 근거로 본다.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그 문언상으로 볼 

때 권리, 의무의 발생을 당연한 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의 발생  단계인 계약의 성립 이 단계에 있어서도 용됨으로써 정보제공의

무의 발생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255) 그러나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그 근거

로 둘 경우에 일반규정으로 도피 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정

보제공의무에 있어서 실질 인 단기 을 명확히 제시해  필요가 있다는 

에서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256) 

다.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지 유형”, “당사자 사이의 계”, “정보의 요성  

취득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세가지에 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257)

첫째, 계약의 성질 는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매매와 교환과 

에 의한 실질  계약정의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합의라고 하는 차의 

결과를 승인하는 형식  계약정의를 의미한다고 한다.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

어서의 정보제공의무-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

문, 2004, 293면.)
255) 계약 의 신의 성실에 하여는 우리의 례나 학설은 아직 구체 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불란서의 다수의 학설과 례는 계약체결단계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단순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계

약체결을 목 으로 하여 비, 교섭단계에 들어 갈 때부터 계약 계종료후의 단계

에까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한다.(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

무에 한 연구-사기와 착오법리의 용 계를 심으로-, ｢법학논고｣제9집, 경북

학교 법학연구소, 1993, 68면) ; 김상 , 앞의 , 32면도 신의성실원칙이 정보제공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56) 김상 , 앞의 , 참조.
257) “계약의 성질 내지 유형”, “당사자 사이의 계”, “정보의 요성  취득가능성”에 

한 내용은 김상 , 앞의 , 23-24면을 정리하여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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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약내용이 서로 립하는 이해 계를 갖는 유형인지 아니면 임, 조합과 

같이 타인 는 공동의 이익실 을 내용으로 하는 유형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후자라면 정보제공의무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사이의 정보  불균

형, 즉 당사자 일방이 해당 정보를 구할 수 없거나 쉽게 취득할 수 없다면 보호

의 필요성이 많아질 것이다. 

셋째, 제공할 정보의 상, 즉 요성, 취득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의사결정에 향을  수 있는 요한 사정”이 그것이다. 정보취득비

용도 참작한다.

라. 정보제공의무 반의 법률효과

1) 손해배상의 청구

먼  손해배상의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의무 반

에 따라 원치 않은 계약체결로 이끌린 것 자체가 손해로 되므로 체로 그러한 

내용의 계약체결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의 재산  회복을 말한다.258) 상

방이 계약의 요한 요소에 하여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표의자에게 알리었

다면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계에 있으면, 정보제공의무를 

반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표의자는 상 방에 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59)

2) 이행거 권의 발생

한 정보제공의무 반에 하여는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상 방이 그 이

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을 이유로 하는 이행거 권의 발

생을 고려할 수 있다. 

258) 김상 , 앞의 , 27면.
259) 최상호, 앞의 ,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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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09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착오자의 상 방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상 방이 이를 반한 경우에

는, 착오자에게 부분의 착오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상 방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착오자의 착오가 허용되기 어려운 것

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60) 이 견해에 따르면 상 방에

게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고 상 방이 이를 반하면 비록 표의자에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4) 민법 제110조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서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의 계약

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문화되어 일반소비자들이 정보의 부족에 따라 매우 불

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정보제공의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의무의 불이행

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61) 

마. 노사 계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에 한 시사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체결과정을 살펴보아 그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때 일방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노사 계에서는 정보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 이를 상 방이 거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즉 민법에 있어서 

상 방의 “요구” 자체는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민법에서 주로 논의

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정보제공의무가 일방에게 발생된 경우에 이를 반하여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특히 민법의 계약

체결과정상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체결 과정상의 문제에 을 맞추

기보다는 이미 체결된 계약과 련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기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와 계약의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260) 최상호, 앞의  77-78면.
261) 최상호, 앞의 ,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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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노동법에서는 주로 단체교섭 과정상 정보의 요구에 하여 정보제

공을 거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고 교섭과정상의 정보의 확보가 가장 건이 

된다. 그러나 민법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보에 의

하여 단체 약이 체결될 수 있으므로 그 단체 약의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충분하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2. 련 례의 분석 -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 결 분석

가. 사건 개요262)

당해 사건은 원고(회사)가 (i) 입사시 학력을 허  기재(이른바 장취업)하고 

(ii) 근무 에 복무규율을 반하 다는 이유로 참가인(근로자)를 해고하 고, 

앙노동 원회에서 부당해고의 재심 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앙노동 원회 

원장을 피고로 재심 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나. 시사항

이에 법원은 (i)의 사항과 (ii)의 사항에 해서 단하 다. 본 논문에서는 (i)에 

한 법원의 단은 정보제공의무와 련이 없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ii)의 경우에 있어 법원의 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안에서 (i)의 사항에 

하여 법원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한 경력사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그리고 (ii)의 복무규율 반에 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단하

다.(번호  을 필자가 붙인 것이다) 

(가)  건 노조는 전  업  근  조  하는 업

 노동조합 므 , 원고 에  근   2  (1  경 에는 

단체  갖  하여 근 조건에 한 단체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다)   건 노조  조합원  가 한 경 에 한하여 원고에 한 정

262) 서울행법 2008.4.3. 선고 2007구합 결은 항소, 상고되었지만, 서울고법 2009.1.8. 

선고 2008 10999 결과 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382 결에서 그 로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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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단체  주체가  수 다.

(나)  건 ①노조는 원고에 하여 정당한 단체  주체가 다는 점  

저 한 에 원고에게 단체  청할 수 다. 한편, 원고 는 ②

노조원  근  집단에  차 하는 비 에 라 단체 약  내  경 여건

에 주는 향  달라 므  노조원  근  집단에  차 하는 비  알아

야만 단체 에   는 근 조건  결정할 수  것 어 , 원

고는  건 노조에게 원고  근    건 노조에 가 한 ③조합원

단  제  청할 수 고,  건 ④노조는 ⑤ 실 무(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제30조)  한 내  원고에게 단체 에 필 한 ⑥

 하거나 료  제공할 무가 다. 

다. 분석

 결례를 살펴보면 개략 이지만 정보제공의무에 한 근거, 요건, 의무의 

주체,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⑤에서 언 하고 있듯이 

정보제공의무는 노조법 제30조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고 있으므로 성실

교섭의무가 그 직  근거가 된다. 이 경우 민법에서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서 법률  근거를 찾는 것과 비된다. 사안의 경우 단체교섭 기간 이 아니라 

그 직 ,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확인하기 하여 노동조합의 정보제공의무

가 문제되었던 사안이었다. 즉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서 민법상의 신의칙상 정

보제공이 요구되었다고 단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명시 으로 노조법 

제3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무의 요건과 련하여서는 ①, ②와 ③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요건 의 하나인 주체(노동조합 내

지는 사용자)의 요구가 필요한데, 요구의 인정요건으로 요청이 있을 것, 련성, 

균형성, 요구방법  특정정도를 들 수 있다. 특히 련성이 요한데, 동 결례

에서도 역시 요청이 있을 것과 련성을 검토하 다고 볼 수 있다. ③에서는 사

용자가 노동조합에 해 “요청”할 수 있다는 을 시하고 있다.  다른 요건

인 련성에 해서는 ①에서 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의 정당

한 주체성을 인정받기 해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2인 이상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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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에서 련성이 있음을 밝혔고, 

한 ②에서는 노조원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을 알아야 단체교섭의 교

섭 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정

하 다. 

셋째, 의무의 주체와 련하여 동 사안은 특이하게도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④는 노동조합이 정보제공의무의 주체가 됨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한 정보제공의무가 많이 

문제될 것이다. 를 들면 회사의 재정상황 등이 그것이다.

넷째, 정보제공의무의 내용과 련하여 정보의 제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⑥에서 언 한 것처럼, 상 방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포함한다. 

다섯째, 정보제공의무의 발생 기간이다. 정보제공의무를 단체교섭 기간 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확인하는 시 , 즉 단체

교섭 기간 에도 인정하 다는 이 결을 통해 나타난다. 교섭의 실제를 보면 

단체교섭과 련하여 정보제공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의 경우이다. 

하나는 교섭  비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작성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

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하여 자신의 교섭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에 한 설명  정보제공이 문제는 경우이다. 

라. 결례의 비  검토

1) 정보제공의무의 범

정보제공의무의 범 의 문제이다. 사안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므로 당해 조합원이 사용자의 종업원인지에 한 정확한 확인과 최소한 지회로

서 단체성이 인정되기 한 최소요건으로서 2명 이상인지 여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 조합원명단의 제출을 요구하 고 법원은 이를 인정

한 듯하다.

그러나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의 표  유형의 하

나로 불이익취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반증하는 것처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 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에 해 조합원인 

근로자가 원천 으로 불이익취 을 받지 않기 하여 사용자에게 자신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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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리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면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체 조합원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제공요구에 있어서 지나친 감이 있다. 사

용자는 조합원이 2이상인지만 확인하고, 조합원이 몇 명인지 그 수만 알면 족하

고 굳이 모든 조합원의 명단, 즉 조합원 여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 명

부의 요구는 불필요하다. 이 게 볼 때, 사용자가 체 명단을 요구하 더라도 

노동조합은 합리 인 범 에서 이를 조정하여 내부 으로 개별  동의를 얻은 

조합원 2명의 명단과 회사의 종업원인 노조원의 수만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섭이 타결된 후에는 임 지  등의 문제로 체 명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단은 개별 노조원의 보호를 해서 교섭단계에서는 필요최소한의 

정보제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정보제공의무 반시 처리

당해 사안은 근로자 개인의 해고와 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냐는 개별  근

로 계의 분쟁사안이다. 이를 검토하기 하여 사용자에 해 노동조합이 지는 

정보제공의무가 방론 으로 검토된 것에 불과하다. 사안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에 하여 노동조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근

로자의 행 가 근로3권의 행 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정보제공의무의 

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경우

이다. 정보제공의무 반의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해서 당

해 결례의 경우는 형 인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향후 결례의 축 을 기다

릴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와 노동조합의 경우 정보제공의무 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는 그 근거를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로 보고 있지

만, 사용자의 경우 성실교섭의무 반의 경우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수 있기 때

문이다. 

Ⅲ. 우리나라  보 공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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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교섭사항과 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련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설명의무와 자료제공의무이다. 사용자는 단

체교섭에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한 설명이나 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조를 설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63) 

2. 법  근거

규범  근거는 례가 말하고 있듯이,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이다. 학

자 에도 성실교섭의무를 설명할 때, 그 내용으로서 정보제공의무를 언 하고 

있다.264)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는 단체교섭의 실질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당사자간 정보제공의무를 인정

함으로써 원활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의 경우 계약과정에서의 정보제공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

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그 근거로 본다.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문언상으로는 권

리, 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권

리, 의무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성립이 단계에도 용됨으로써 성실행태, 정보제

공의무의 발생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65) 그러나 민법 제2조의 신

의칙에서 계약과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법  근거를 찾는 것은 일반규정으로 도

피라고 할 수 있다는 과 보다 명확한 단기 을 제시할 것이 요망된다는 

에서 입법의 필요성도 두되고 있다.266) 

앞서 본 결례는 권리행사를 해서 사 에 권리자임을 알리기 한 노동조

합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의 신의칙에서 찾지 않고 노조법 제30조에 근거하 다. 

이는 단체교섭을 한 성실교섭의무가 교섭기간 뿐만 아니라 교섭 에까지 확

장됨을 보여 다.

3. 발생요건 - 요청과 련성

263)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64)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65) 김상 , 앞의 , 32면.
266) 김상 , 앞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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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행정법원 결을 살펴보면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하기 한 요건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제출의 요청”이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례사안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단)는 단체교섭에서 교섭 상이 되는 근로조건 결정과 

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의 례 사안에서도 법원은 요청과 련성(필요성)

을 그 발생요건으로 보고 있다. 

4. 의무의 주체

일반 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한 정보제공의무는 정된다. 례 사안을 

보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해서도 정보제공의무가 성실교섭의무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문제가 주로 되는 사안은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이다.

5. 정보제공의 범 와 정당한 이유있는 거부

설명의 정도나 정보제공의 범 는 교섭사항, 제안/회답의 내용, 노조측의 교섭

태도 등에 따라서 개별 , 구체 으로 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제공에 있어

서는 원칙 으로 교섭과 련되는 모든 자료를 노조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기업비 수 등을 구실로 련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면 성실교섭의무 반

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사자료의 제공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인의 비 보호 는 

인사고과제도의 보호라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컨  노조측이 승진시험

의 개인별 성 의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성 공

개에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만을 제공하거나 다른 한 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반이 아니다.267) 기업비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

할 수 없다. 다만 직능  임 액의 교섭과 련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성  등 인

사고과의 기 이나 방법, 개인별 고과의 결과(사정)와 임 액과의 련 등 자료

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사정자료가 면 공개되면 근로자 개인의 라이버시 

침해가 되거나 인사고과제도의 존속 자체가 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268)

267) 김유성(1997), 앞의 책, 145면.
268) 임종률, 앞의 책,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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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사안에서 정보제공의 범 에 한 구체 인 검토가 없었다. 그러나 그 

련성과 정보의 내용이 되는 노동조합원의 라이버시와 공개 의사 여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례처럼 단한다면 련성을 단할 때 노조원이 

근로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 에 따라 단체 약의 내용이 경 여건에 주는 

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근거로 하 는데, 그 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하여 조합원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기업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서까지 

원칙 으로는 조합원명단의 제출의무가 무방비로 인정되게 된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단체 약 성립 후 비노조원의 근로자들의 처우를 사용자가 어

떻게 해주는지에 따라 명단제출의무를 결정하여야 한다.269) 사용자가 단체 약 

체결 후 임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 에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도 

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명단의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 을 알기 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 명단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가 필요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보제공의무 반

정보제공의무 반시 사용자가 반하는 경우와 노동조합이 반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 반을 성실교섭의무 반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

의 반은 부당노동행 를 구성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 의 

용은 없기 때문이다. 

7. 잘못된 정보 제공의 경우

가. 문제의 소재

민법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착오나 사기에 한 규정을 용

269) 즉, 단체 약 사항을 비노조원인 종업원 부에게도 인정하여 주는지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원칙 으로 단체 약은 당해 노조원에게만 용되지만 실제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내용을(주로 규범  사항, 를 들면 임 , 근로시간) 비노조원인 종업

원들에게 확 하여 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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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바, 만약 사용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하

여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 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 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단체 약에 있어서 민법상의 규정을 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문제와 연 이 있다. 아울러 노조법 제30조에서 성실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제공의무가 동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면 노조법 제30

조 반을 들어 단체 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

제는 노조법 제30조가 가지는 규범  상과 효력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선은 민법상의 일반조항이 용될 수 있느냐에 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이

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체 약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 에 해당

하거나 민법 제107조 내지는 제110조상의 의사표시의 불일치  사기,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단체 약은 민법의 규정이 그 로 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270)

나. 단체 약의 성질

단체 약은 약능력을 가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간의 근로조

건 기타 근로자의 우에 한 기   노사 계의 제반 사항을 체결한 정을 

의미한다. 형태 으로는 약당사자간 계약이라는 형태로 성립된다. 효력에 해

서는 노조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게 볼 때 단체교섭 과정은 단체 약

이라는 집단  규범을 탄생시키기 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단체 약의 성립이 계약  형태로 체결된다는 측면에서 민법 일반규정이 

용될 수도 있다. 그 지만 이는 각 조항별로 단체 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그 로 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 용가능성의 검토

1)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

270) 민법은 계약의 성립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와 계약의 부 내지 일부가 무효인 경

우에는 효력 발생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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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 의 내용의 요부분에 착오가 있

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한 과실로 인한 때에

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해서는 법률행  내용의 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률행  내용의 요부분이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

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한 것이어야 한

다. 

학설은 용 정설과 부정설이 립하고 있다.

(i) 용 정설

단체 약은 노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약내용의 요부

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 약

은 계속 인 채권 계인 근로 계에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소는 장래에 

해서만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용효과에 있어서의 소 효는 제한된다.271)

(ii) 용부정설

단체 약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계가 아닌 노동조합과 사용

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쟁의행 라는 투쟁력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부분은 장시간 단체교섭의 과정을 거쳐 체결되므로, 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설사 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제34조의 단체 약의 해석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272)

이에 한 직 인 례는 아직까지 없다.

2) 사기 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71) 김형배, 앞의 책, 98면.
272) 강선희, “단체 약의 성립에 한 민법 일반규정의 용가능성과 법  효과”, ｢노

동연구｣제22집, 고려 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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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당해 규정이 단체 약에 용될 수 있을 지에 해 학설은 용 정

설과 부정설이 립하고 있다.

(i) 용 정설

단체 약이 사기 는 강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취

소될 수 있으며, 단체 약은 계속 인 채권 계인 근로 계에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소는 장래에 해서만 효력을 미친다고 하고 용 효과에 있어서 

소 효만을 인정하고 있다.273)

(ii) 용부정설

단체교섭이나 쟁의행 는 그 성질상 어느 정도 다 의 력이 제된 개념이

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력을 배경으로 체결된 단체 약이라 하더라도 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본다.274) 노동조합이 단체 약을 체결

하기 해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

사하는 것은 일상 인 업무의 범  내에 속하고 근로3권의 단체행동에 이미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275)

이 게 민법 조항의 단체 약에의 용을 소극 으로 보는 견해는 “단체 약

은 집단  정으로서 일반 다른 계약과 달리 약당사자의 노사 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근로 계에 한 규범  

내용을 포함하는 규범  성질에 비추어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한 규정은 용

되지 않거나 일부 용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276)

라. 소결론

273) 김형배, 앞의 책, 908면.
274) 김유성(1997), 앞의 책, 158면.
275) 강선희(2011), 앞의  57면.
276) 강선희(2011), 앞의 ,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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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의한 단체 약의 체결에 있어 일방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이를 행사함으로

써 교섭과정에 있어 실질  평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실제의 단체교섭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단체교섭은 근로자들의 표자, 개는 노동조합의 표자와 일

부 교섭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소수의 교섭 원과 사용자간의 교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수많은 조합원들을 표하지만 교섭 표단은 소수이며 사용자

가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교섭을 행하고 단체 약을 체결

할 사실상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근로자들의 개별 인 의사가 모여서 집단의사를 이루고 이는 조합민주주의롤 

통해서 조합 체의 의사로 수렴된다. 이것이 표자들이 노동조합을 표하는 원

리의 기본 제가 된다. 하지만 교섭상 방인 사용자가 허 의 정보 등을 이용하

여 교섭 표단의 단에 잘못된 향을 주었을 때는 집단의사를 표하는 교섭

표자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으므로 체결된 단체 약의 합의의 근거가 되는 노

동조합의 집단의사에 하자가 생겼다고 야 한다. 결국 단체 약의 효력이 문제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만약 사용자가 허 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

여 부당하게 단체교섭 사항  임 련 사항에 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다른 

사항에 한 합의까지 포함하여 단체 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 약이 부 무효

로 되는지 아니면 임 련 부분만 무효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단체 약의 

교섭사항들은 개 체가 일체를 이루어 일 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섭조항 상호간은 서로 한 연 이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

다면 단체교섭 부에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미친다고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법규정의 용을 논외로 하고 노조법 제30조의 규정을 가지고 취소나 무효, 

재교섭 등이 가능할 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규정의 용 문제는 필연

으로 단체 약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직결되게 된다. 그 다고 한다면 오히

려 노조법 제30조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민법과 노동법의 계상 더 하

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시 노조법 제30조의 규범  효력 문제와 연계된다.  

Ⅳ. 사  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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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근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노사 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 한 발 을 도모하기 하여 구성하는 

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 의회의 활동과 련하여서는, 노동조합과의 계에 해서는 근참법 제5

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향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활동과 독립 임이 선언하 다.  

그런데, 실에서 노사 의회의 근로자 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표자가 당

연직 원으로 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근

참법 제6조 제2항), 의사항, 의결사항이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훈련, 각종 

노사공동 원회 설치 등 근로조건과 련된 사항을 범 하게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사항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실제 노사 의회 운용실태 한 

단체교섭의 사 비 차나 사후보완 차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노사 의회의 운 에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사

의회 형식을 통해 사용자와 약(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해 단체 약으

로서의 법  효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정리해고의 의방식으로 노사 의회를 거

친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 다. 한, 근참법상 노사 의회가 상으로 삼

는 내용은 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사

의회를 통해 노사가 합의사항을 정하여 노사양측이 이를 이행하기도 한다. 이

로 인해 노사 의회라는 주체나 노사 의회라는 형식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단체교섭과 유착되는 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실에서 우선은 정보제공의무의 당  근거와 원리  정당성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노사간 립  모델을 바탕으로하는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정

보제공의무와 참여  모델에 바탕을 둔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의 정보제공의무

는 그 존재의의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간 신뢰의 항상  유지라는 

측면에서 노사 의회에서의 정보공유와 단체교섭에서의 정보제공의무의 문제를 

통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정보공유의 확 와 상시화라는 측면

에서 장 이 있다. 우선 단체교섭과 노사 의와의 비교를 해 노사 의회의 법

 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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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의회의 법  상  

가. 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결

법원은 노사 의회를 통한 퇴직  련 부속 정(합의)이라 하더라도 “단체

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 계에서 발생

하는 사항에 한 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방이 서명날인함으로

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 차를 거쳐서 이

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

계에 한 합의가 노사 의회의 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방이 

이를 단체 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방의 표자가 각 노동

조합과 사용자를 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 약의 실질 ·형식  요건

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 약”이라고 하고 있다. 즉, 노사 의회 형식을 통한 단

체 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 

나. 비교 - 원심의 단(부산고법 2003. 4. 16. 선고 2002나4900 결)

원심은 i)노사 의회제도는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근로

조건에 한 사항이 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 의

회를 구성하는 근로자 원들을 선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단, 노동조합 표자는 당연히 포함)}함에 있어 근로자 원들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 으로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 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ii) 근로자 원들 

가운데 노동조합 표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동의하 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 iii) 노사 의회는 근로자 원과 사용자 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근로자 원으로 참석하는 노동조합 표자는 노사 의회

원 의 1인으로서의 지 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단체교섭의 경우처럼 노동조합

을 표하는 지 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등을 고려해 노사 의회에서 합의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  련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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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법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은 그 형식이 노사 의회의 방식을 취하더

라도 서명･날인된 합의서가 있는 경우 단체 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보았

고, 원심은 노사 의회가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라는 을 감안하여 

노사 의회에서 얻은 노사간의 합의는 단체 약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단체 약의 체결 형식에 심으로 그 효력을 단하 고 더불어 노

사 의회의 실제 운용실태에 을 두었다면, 원심은 노사 의회의 실질과 운용

원리를 고려한 것으로 노사 의회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분리라는 근참법 제5

조의 입법취지에 을 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원심의 견해를 지지한다. 단체교섭 과정은 형식상의 단체 약 요건

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조합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  의사형성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표자에게 단체 약 체결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의 행사를 하여는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집단  의사로 

고양시키는 과정이 선재되어야 한다. 그 지 아니한 경우 단체 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하에서는 근참법상 노사 의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운용의 기본원

리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3.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

가. 구성 

노사 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표하는 같은 수의 원으로 구성된다(근참

법 제6조 제1항). 이른바 ① 노사동수 구성원칙, ② 노사 표 구성원칙, ③ 사업

(장) 소속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①, ②, ③의 구성원칙에 어 나는 경우 

그 기구의 명칭이 노사 의회라 하더라도 근참법의 용을 받는 노사 의회라 

보기 어렵다.

나. 설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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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상 노사 의회는 설치가 강제되는 노사 의기구이다. 그 설치단 는 근

로조건에 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며, 단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가 면제된다.(근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노사 의회 설치단 는 

노동조합과 구분된다.

다. 노사 의회의 근로자참여시스템으로 역할

근참법은 노사 의회에 범 한 의사항을 두고, 의사항에 해 의결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하여 그 이행의무와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에 

하여 사법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 근참법상의 의

사항을 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사법  구제가 

실제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 

근참법이 보다 더 극 인 근로자 경 참가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노

동조합의 역할과 구분하여 노사 의회에 근로조건 외의 사항에 해 의나 의

결의 범 를 확 하는 것도 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의사항이나 의결사항에 

한 효력규정을 두거나 벌칙 외의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

하다.

4. 노사 의회와 노동조합의 계

가. 주체의 문제

행 근참법은 노사 의회의 사용자 원은 사용자와 그가 하는 자로 구성

하고, 근로자 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표자와 노동조합이 

하는 자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자 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원은 노동조합 표자가 근로자

측 당연직 원으로 노사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자 한 당연직 사용자 원

으로 노사 의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단체교섭이나 단체 약의 주체와 일치하

게 된다. 이로 인해, 노사 의회는 근로자참여시스템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단체교

섭의 사 비나 사후보완의 차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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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와 련하여 노사 의회의 경우 과반수 노조만이 근로

자 원을 할 수 있어 소수노조의 노사 의회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소수노조의 노사 의회에 한 불신이나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음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된 근로자 원이 각 노동조합을 변

할 경우 일치된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어 노사 의회에서 근로자 원측이 불리

한 입장에 처하게 될 험도 있다. 

나. 단체교섭  단체 약과의 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의 주체와 노사 의

회 구성주체가 사실상 일치함으로써 노사 의회 회의가 단체교섭의 사 비나 

사후보완 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체 약은 노동조합 노동 계조

정법상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통상 2년 단 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으나, 행 근

참법은 노사 의회 정기회의를 3개월에 1회씩 의무 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별로 정기 으로 사용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의나 의결까지 할 수 

있다는 에서 노사 의회 회의가 단체교섭이 없는 기간에는 단체교섭의 용으

로서 활용되는 부분도 있다.

노사 의회 회의에서는 근참법이 정한 의사항(근참법 제20조)에 해서도 의

결할 수 있으며, 의결될 경우에는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

(벌 )을 받는다. 

5. 정보제공과 련한 문제

가. 련 규정

근참법 제14조는 “근로자 원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제20조 

제1항의 의사항  제21조의 의결사항과 련된 자료를 의회 회의 개최 

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 ･ 업상의 비 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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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 계획 

반  실 에 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 에 한 사항  3. 인력계획

에 한 사항  4. 기업의 경제 ･재정  상황” 그리고 제2항에서 “근로자 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근로

자 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에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

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제31조는 규정하고 있다.  

나. 단체교섭상의 정보제공의무와의 별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 으로 회의를 개최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 으로는 노사 의회와 단

체교섭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례의 경우도 단체 약에 하여 그 형

식만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별실익이 희미해

지고 있다. 

그러나 원리 인 측면에서 단체교섭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노사 의회에서의 정

보제공의무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단체교섭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노사간 

립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단체 약의 성립, 즉 계약 정의를 실 하고자 

필수 으로 요청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3권을 통한 노사간의 실질  

등성 확보라는 헌법상 요청을 정보의 측면에서 구 하여 하자없는 의사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의무인 것이다. 이에 반해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 제도

는 근로자의 경 참여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 신뢰구축에 그 목 이 있다. 경 참

여의 정도는 입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 문제를 사 에 방지하여 집단  자치의 원리가 원활하

게 구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의무가 정보제공의무라고 할 수 있다.

다. 상시  정보공유체계의 확립 필요

단체교섭의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에 이미 교섭요구안 작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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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277) 결국 단체교섭과 련한 정보제공의 문제

는 시기 으로는 본격 인 단체교섭 이 ,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비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노사 의회가 열리는 시기와 단체교섭요구안의 

비단계로서 정보가 필요한 시기가 서로 겹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체

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를 근거로 한 정보제공의무와 노사 의회에 있어서의 정

보제공의무가 첩되기도 한다. 한 단체교섭이 계속 될 경우 3개월마다 정기

으로 열리는 노사 의회는 단체교섭과정에 흡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278) 

결국 정보제공에 하여서는 노사 의회와 단체교섭이 결합하여 통합 이고 상

시 인 정보의 공유체계를 만드는 것이 종국 인 노사간의 신뢰형성을 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 정보제공의무의 요건, 효과, 범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사 의회의 경우 설치요건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에 따라서는 노사 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제 로 운 되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조

합에 한 정보제공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해석론 으로 노사 의회의 규

정을 감안하여 상이나 사용자가 거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근참법상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련성 내지 필요성이 추정

된다고 야 한다. 입법론 인 해결책의 강구도 필요하다. 

277) 노사 계소 원회, 앞의 책 참조.
278) 노사 계소 원회,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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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

1   재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가 도입되면서 노사간 교섭 계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어

들게 되었다.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그 설계의 문제가 그간 10여년을 넘은 이

슈 다고 한다면 제도가 입법화된 지 은 그 헌성의 최소화가 최 의 심사

이다.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련 규정은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 소의 규범  

단이 내려졌고 일단은 합헌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합성, 제

도의 설계 그리고 해석과 운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향후 사업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의 노사 계가 한국  토  에 경험을 쌓고 안정화되기까지 계

속될 듯 하다. 결국은 노사간의 실  경험 축 을 기반으로 규범, 정책, 해석의 

세 축이 묘한 균형 을 모색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간 제도 설계와 헌법 합성의 문제가 논의의 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입

법화된 제도를 가지고 해석과 운용의 묘를 찾아가는 태도가 실하다. 해석과 운

용방법의 문제는 제도설계 단계에서 끊임없이 검토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규범

은 그것이 활자로 공포되는 순간 다른 객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입

법시행 기인 지  그 해석이 매우 요한 시 이다. 따라서 도입된 법 규정의 

객  의미를 찾는 작업이 본 논문에서 수행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공정 표의

무의 해석이 건이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련하여 해석  운용에 탄력

성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은 공정 표의무 조항 뿐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다분히 한국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

인 연구방법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만, 외국의 유사한 제

도를 발굴, 선정하여 이와 비교, 조하고 그 경험을 살펴 으로써 우리 제도의 

해석과 용에 있어 참고로 삼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제도의 비교법 인 연구에 

앞서 규범  상황과 노사 계의 지형 자체에 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타

국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일정한 교

섭단  내의 교섭 표를 단일화하는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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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살펴보기로 한다.

2  미  공

Ⅰ. 타  도

미국의 공정 표의무는 배타  교섭 표제도를 그 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정 표의무를 살펴보기 해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먼  살펴

야 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어서는 배타  교섭 표제에 해서 살펴보아야 한

다. 

미국의 단체교섭제도는 1926년의 철도노동법279) 제정과 1932년의 노리스-라가

르디아법280) 제정 등을 거쳐 1935년 와그 법의 제정을 통해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NLRA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합법화하고, 노동조합에 한 종

래의 부정  인식을 종식시키며, 근로조건 결정의 수단으로서 단체교섭을 이용하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281) 

미국에서의 단체교섭은 부분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업장 단 로 이루어진다.282) 이는 산별교섭을 심으로 하는 유럽의 제 

국가들과는 차이 을 보이는 국면이고 사업장 심으로 교섭하면서도 산업별 노

동조합이 주종을 이룬다는 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많은 우리나라와 조된

279)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은 오늘날에도 여객운송산업과 철도 산업에 있어 단

체교섭의 운 을 계속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간섭 없이 노

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스스로 뽑은 표자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한 목 은 철도에 있어 분쟁을 이는 차를 다양화

하는 것이었다.
280) 철도노동법t에서 규정된 단체교섭의 보장은 격 인 것이었지만, 철도산업에 한정

되는 것이었다. 1932년 통과된 노리스-라가르디아법 법은 사  역의 근로자들에

게 고용 기간과 조건들을 상하기 한 완 한 회합의 자유, 단체를 조직할 권리, 

스스로 뽑은 표의 선임권 등을 인정하 다.
281)  Harry C. Katz, Thomas A. Kochan, 앞의 책, 52-57면.
282) 정주연, “선진국 노사 계의 특성  최근 변화 : 국가간 비교 분석과 국내에 한 

시사 ”, ｢Working Paper｣제288호, 한국은행 융경제연구원, 2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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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3) 이 게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종을 이루면서도 사업장 단  심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것에 해서 미국 노동조합들의 임 과 직  노동조건을 강조하

는 경제지향  성향과 노동자 정당의 부재 그리고 사용자들의 강력한 연 조직

의 부재를 그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284) 

미국은 단체교섭을 하여 일단 단체교섭의 정단 (appropriate unit)를 설정하

고, 그 교섭단  내의 근로자의 지지를 통해 지명 는 선출의 방법으로 교섭

표를 선정한다. 일단 교섭 표로 선출되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단 내의  근로

자를 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배타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배타

(exclusive)”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용자는 교섭 표로 선정된 노동조합과만 교섭

할 법  의무를 지고, 따라서 그 외 구와도 교섭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와 체

결한 단체 약은 교섭단 내의  근로자에 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배타  교섭 표제도 한 우리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처럼 교섭단  

내에서 유일교섭 표를 선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NLRA 제9조(a)에서는 

“ 정교섭단  내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은 조합원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교섭단  내 모든 근로자의 배타  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소수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표한다고 이

해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창구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만을 표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조합원 여부 구별없이 교섭단  내 모든 조합

원을 표한다는 에서 구별된다. 즉 교섭단  내 타조합원과 비조합원인 근로

자를 모두 포함하여 교섭단  내  근로자들을 표하여 교섭하고 교섭의 결과 

타결된 단체 약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이 우리나라의 제도와 구별된다. 

우리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들만을 상으로 

하여 그 조합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미국 배타  교섭 표제의 배타성의 측

283) 윤성천, “사업(장) 단 에서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제8호, 522면

은 미국의 배타  교섭제도는 미국 특유의 노사 계 정책과 법리에 의해 확립된 교

섭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그 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의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섭단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섭

단  밖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을 강조한다.
284) 정주연, 앞의 , 18-20면 ; 그러나 미국 단체 상이 사업장 단 로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 까지의 미국 자동차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보여  패턴 

상(Pattern Bargaining)은 한 산업의 표  기업들과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

상을 체결함으로써 그 결과가 산업 체에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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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복수 노동조합간에 배타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용자와 근

로자 사이의 개별  교섭도 배제한다는 의미로 발 하게 되었다.285)

Ⅱ. 공

1. 의의

미국의 공정 표의무는 이러한 강력한 권한에 한 반작용으로서 다른 노동조

합의 조합원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하여 법상 인정되게 되었

다. 배타  교섭권한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자의 이고 차별 이며 불성실한 

표행 로부터 개별근로자들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배타  표권에 수반하는 공정 표의무 역시 소수조합원과 비조합원

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하여 공정하게 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근거

공정 표의무는 명문화된 입법 인 근거는 없이, 례를 통해 형성된 연방법상

의 의무로 보고 있다.286) 단체교섭과정에서의 조합의 권리남용에 한 근로자의 

보호가 문제된 최 의 사건인 Steele v. Louisvill & Nashvill Railroad 사건 이래 

례법상 공정 표의무의 법리가 확립되었다. 동 사건에서는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상의 의무 반이 문제되었고, 이후 이러한 법리는 Wallace Corp. v. 

NLRB 사건에서 NLRA 제9조 (a)에 근거하여 일반 인 노동사건에 용되게 되

었다.287)  

3. 범

공정 표의무의 범 는 공정 표의무가 교섭 표노동조합의 배타  교섭권과 

표리에 있는 만큼, 교섭 표의 교섭권한의 범 와 직결된다.288) 공정 표의무의 

285) 고호성(1995), 앞의 , 153-161면.
286) John E. Higgins, Jr.(Ed-in-Chief), 앞의 책, 1988면. 
287) 이승욱, ｢공정 표의무에 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노동부, 2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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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범 와 련하여 단체교섭 뿐 만이 아니라 단체 약의 운 , 즉 단체 약에 

의해 설정된 고충처리 차  재 차에 해서는 용된다.289) Conley v. 

Gibson 사건은 단체 약의 운 단계에서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사용자

가 약을 반하고 흑인근로자들을 해고 내지 강등시켜 당해 근로자들이 노동

조합에 고충처리 제기한 경우 다.290) 이 때, 노동조합은 보호를 해 주지 않았다. 

원심은 철도노동법상의 국철도조정 원회의 할이고 법원에는 할권이 없다

고 시하 으나, 연방 법원은 원심을 기환송하 다. Black 사는 법정의견에

서 “단체교섭은 계속  과정”이라고 하고 “특히 그것은 단체 약 기타 취업규칙

의 범 내에서의 매일매일의 조정, 재의 약이 용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 약에 의해 이미 확보된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섭

표는 이러한 직무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하

다. 공정 표의무의 법리는 교섭단계를 포함하여 약의 운 단계인 고충, 재

차에도 용된다. 

4. 내용  

공정 표의무는 교섭 표노동조합이 그 표하고 있는 계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에 해 “자의 (arbitrary), 차별 (discriminatory), 불성실(in bad faith)하게” 

행  는 부작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 법원의 례에 따르면, 그

러한 경우로 정당한 고충을 자의 으로 무시하거나 피상 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의 행  는 부작 가 부 하고 악의 인 고려에 개한 

인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라 한다.291) 그리고 불성실의 경우로 노동조합에 

의한 사기, 기망  행  는 정직하지 않은 행 로서 사용자와의 이면합의를 한 

경우나 요한 사실을 고의 으로 은닉한 경우를 들고 있다.292) 

288) 이승욱(2008), 앞의 책, 49면도 교섭 표의 교섭권한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의 문제를 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89) 이승욱(2008), 앞의 책, 6-7면.
290) Conley v. Gibson  355 U.S. 41(1957) 참조.
291) 이승욱(2008), 앞의 책, 40면.
292) 이승욱(2008), 앞의 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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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 표의무 반시 시정 차

미국의 NLRB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표할 노동조합

의 의무는 근로자에 해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공정한 표를 부여하는 것이라

고 정하고 있다. 공정 표의무를 반하여 체결된 단체 약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문제되는데, 미국의 경우 공정 표의무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체결한 

약조항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293) 

3  우리나라  공

Ⅰ.  변  양상

1. 종래의 일원  교섭구조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하 “근로3권”)의 행사는 기본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단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자주 인 단결체를 결성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을 목 으로 이러한 단결체를 통하여 스스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행하는 것

이 종래의 모습이었다.294) 이를테면 노동조합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독자 으로 향유, 행사하고, 개

별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바로 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바로 그” 노동조

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

동권을 실 하는 것이다.

293) 이철수, “미국의 배타  교섭 표제와 한국  함의”, ｢산업 계연구｣제15권 제2호, 

한국노사 계학회, 2005, 89면.
294) 이승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법과 노동의 소통III -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가을학술발표회 자료집, 서울 노동법연구회, 

2009, 12면에서 복수노동조합 병존시 각 노동조합은 각자 자신의 교섭권을 행사하

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 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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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3권이 연속 으로 나란히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표 된 문헌의 형식이나 각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련성을 살펴보건  와 같은 이해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을 구체화하는 우리 노사 계의 규범 실에서도 이러한 이해

방식에 기 를 두고 노사 계의 규범  지형이 형성되었다. 더구나 1997년 이래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이 유 되어 원칙 으로 단일한 노

동조합만이 존재하 기 때문에 상황 으로도 애 에 이러한 이해에 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기업별 수 의 노동조합의 지회 내지는 분회가 설치된 경우나 

외 으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도 각자의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은 보장되고 행사되어 왔다.295)   

2. 새로운 교섭구조의 등장과 향후 과제

그런데, 이제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차가 노조법에서 제도화되면서 종래와 다른 근로3권의 실 방법

이 나타났다.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섭 표노동조합 결정 차(이하 “교섭창구 단

일화 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차는 교섭창

구 단일화 차에 참여하 으나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지지 못한 노동조합

(이하 “소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단체교섭권을 직  행사하지 못하

고 교섭 표노동조합을 통하여 행사하게 되므로296) 소수 노동조합 소속의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결 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이 아

니라 별개의 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 하는 모습을 인정해

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구분하여 표 하기 해 편의상 종래의 원칙

295)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의 설립이 지된 것은 직 인 기원은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비롯되지만 실질 으로는 미군정기인 1946년경부터 시

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복수노조가 한번도 허용된 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

다.(이승욱, ‘교섭창구 단일화 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 , ｢사법｣제15호, 사법발

재단, 2011, 75-76면.) 
296) “일부 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승욱(2011), 앞의 , 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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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3권 실  모습을 근로3권의 “직  실 ”이라 칭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거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행사되는 

모습을 “간  실 ”이라 칭해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그 다면 종래 있어 왔던 근로3권의 직  행사와 실 이 근로3권의 행사와 

실 에 있어서 자기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과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한 교

섭의 모습을 이러한 본래  모습과 비교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환언하면, 후자의 모습은 특정한 입법목  달성을 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래  실 의 모습에 가깝도록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닌지 하는 이다. 한 이런 본래  모습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기존의 해

석론과 례법리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의해 정하여진 교섭 표노동조합

에 그 로 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되어도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물론 이를 해서는 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헌법 으로 요구하고 있는 근

로3권간의 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본질  원리나 내재하는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과 교섭

표노동조합의 독  교섭권 행사가 헌법이 규정한 근로3권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지, 한 어떠한 조건에서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논란이 되어 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성 여부 문제는 헌법재

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장 헌무효가 되는 사태는 피하게 되었다.2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근로3권 제한으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근로3권의 본래  정신과 가치를 구 할 수 있도록 련 규정의 해석과 용이 

행해져야 한다.

최종 으로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설된 공정 표

의무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래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신설된 공정 표의무와의 

계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97) 헌재 2012.04.24, 2011헌마338 결정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행에 따른 실천  문제에 한 이해와 비 에 을 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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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  단  공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가. 련 규정의 개정 경과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을 보장하고 

있었다.298) 이후 1963년 4월 17일 개정299)을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를 

신설하 는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 인 

운 을 방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 다.  1980년 개정에서는 

새로이 결격사유가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제13조에서 노동조합의 설

립과 련해서 제1항에서 “단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

업 는 사업장단 로 근로자 30인이상 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  노동

조합의 설립이 부 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동종산업의 단 노동조합

은 그들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산업별 연합단체 는 국규모의 산업

별 단 노동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298) 1953년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

어 자주 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 , 사회  지 향상을 도

모하는 조직체 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단지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는 항상 그의 이익을 표하여 행동하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

조를 받는 경우 3.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 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만을 들고 있어 노동조

합의 형태나 복수노조의 제한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게 볼 때 규

범 으로는 1953년 노동조합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

지만, 실질 으로는 미군정기하에서 형성된 노사 계가 고착화되어 복수노조 설립

이 쇄되었다고 한다.(이승욱, “복수노조설립 지제도의 헌성”, ｢노동법연구｣제

23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2007, 198-199면)
299) 1963년에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63.4.17.에 개정이 있

었고 두 번째는 1963. 12.7.에 있었다. 1963년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구

별하기 해 개정일자까지 명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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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서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  운 을 방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상을 같이”하는 경

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추가하 다.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과 복수노조의 설립의 자유를 원칙 으로 인정하 으나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의 복수노조 설립은 일정 기간을 두고 유보하 다.300) 와 같은 시행 유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상의 경과 규정은 2001년에 개정되어 그 시행이 “2006

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고, 2006년 개정을 통하여 다시 “2009년 12월 31일”

로 연기되었다. 이에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은 복수

노조설립 허용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교섭창구단일화에 한 법을 

신설하 다. 행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은 2010년 6월 10일

에 개정된 법이다.301)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

노조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

수노조시 가 본격 으로 개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사업 는 사

업장 단 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

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들은 두 가지로 별될 수 있는데,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300) 1997년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종래에 규정하 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  운 을 방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에서 삭제하 다. 그러나 부칙 제5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

직 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

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 으며,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 은 2001년 12

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한 단체교섭

의 방법·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다. 
3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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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복수노조 허용은 종래 조직 상을 같이 하던 사업 

는 사업장 단 의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던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 단

에서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기

업단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도 노동조합을 자유롭

게 설립,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사업 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해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를 도입하 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상되는 

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

력 다툼  분열과 같은 산업 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해서라고 한다.302) 

교섭창구 단일화 차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단계 으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  교섭 표노동조합을 자율 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외

로 하고303) 자율 으로 교섭 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다.304) 그리고 자율 으

로 교섭 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차를 거

치지 아니하기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

동조합의 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한

다.305) 

그리고 자율 으로 교섭 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거나 이른바 과반수 표

제306)에 의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

여한 노동조합의 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 공동교섭 표단을 구성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다.307) 이 경우 공동교섭 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302)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 단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0, 1면.
303)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304)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305)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306)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 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제도를 일명 과반수 표제라고 

한다. 
307)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



149

못할 경우에 노동 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

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308)

교섭창구 단일화와 더불어 공정 표의무제도를 규정하 다. 공정 표의무란 교

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표할 의무이다.309) 교섭 표노조는 근로조건 등 규범

 부분뿐만 아니라 채무  부분을 모두 교섭하고 이에 한 공정 표의무를 부

담한다. 공정 표의무를 반한 경우 시정요구의 주체는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개별조합원은 해당 노조를 통해 그 반을 시정할 수 있다. 공정 표 의무 개념

상 교섭 표노조가 공정 표의무를 부담하지만 교섭은 상 방이 있기 때문에 사

용자에게도 공정 표의무를 부과하 다. 교섭 표노동조합은 공정 표의무의 내

용으로 교섭  단체 약을 불편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공정 표의무 반에 한 구제 차를 두고 있는데, 불공정한 교섭과 

약 체결로 인한 권리 침해 뿐 아니라 합리  이유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등 

공정 표의무 반에 해 노동조합은 노동 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하여 차별이 발생한 날 는 단체 약 체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310) 노동 원회는 공정 표의무에 반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11) 구제명령 불복에 해서는 부당노동행  구제명령에 

한 불복 차  벌칙규정이 용된다.312) 

2. 공정 표의무

가. 의의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교섭 표노동조합의 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

든 노동조합 는 조합원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할 권한

308) 노조법 제29조의2 제5항.
309)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310)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
311) 노조법 제29조의4 제3항.
312) 노조법 제29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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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 즉 교섭 표노조는 복수의 참여노동조합에 하여 “배타  교섭당사

자의 지 ”를 가진다.313) 이에 수반하여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

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는 그 조합

원 간에 합리 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정 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교법 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창구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의 조합원만을 표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조합원 여부 구별없이 교섭단  내 

모든 조합원을 표한다는 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배타  표권에 수반하는 

공정 표의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교섭 차에 참여한 참여노동조합 체와 소

속 조합원 체에 하여 부담하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소수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하여 공정하게 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근거

노조법 제29조의4는 “공정 표의무 등”이라는 표제하에 공정 표의무의 내용과 

공정 표의무 반시 시정 차에 하여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

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의해 교섭 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배타  교섭

표권’에 수반하여 부과되는 의무인 만큼 노조법 제29조의4 규정은 창설 인 성

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부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이 아닌가하는 이다.

일반 으로 공정 표의무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 그 취지상 교섭 표

노동조합이 공정 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314) 노조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지 

여부와 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을 설정하는 

이상, 논리 으로 당연도출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315) 한 헌법  에서도 

근로3권의 보장 취지에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

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상 정당화하기 해서는 

313) 임종률, 앞의 책, 117면.
314) 고용노동부, 앞의 책, 46면.
315) 이승욱(2008), 앞의 책, 2면; 박지순, “공정 표의무의 의의와 내용”, ｢노동리뷰｣

2011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13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 표

노조의 공정 표의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  계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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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표노조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합리 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 핵심 인 제도  장치로 공정 표의무를 들고 있다.316) 

행 노조법 제30조에서 성실교섭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하에서

의 교섭 표의 공정 표의무의 이론  근거로 삼기에는 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317) 이는 의문이다.318)

다. 주체

공정 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명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교섭 표노동조합

과 사용자이지만, 배타  교섭권은 교섭 표노동조합이 가지고 있고 이에 수반하

여 표리일체로 인정된 것이 공정 표의무라면 공정 표의무의 본래  주체는 교

섭 표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공정 표의무의 개념상 교섭

표노동조합이 부담 주체이지만, 사안에 따라 사용자도 공정 표의무를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사용자도 공정 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다.319) 공정 표의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자의 력이 필요하므로 사용

자에게 부과되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320)

이 게 볼 때, 노조법 제29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 표의무의 주체는 교섭

표노동조합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공정 표의무 

부담 여부도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316) 이승욱(2008), 앞의 책, 2-3면; 이철수,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와 

임자,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 자료, 2008, 5면에서도 “창구단일화를 제도화할 때

에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보호에 만 을 기함으로써 헌의 소지를 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정 표의무도 이러한 맥락에서 악할 수 있

다. 
317) 조규식, “복수노동조합하의 교섭 표 구성 방안”, ｢노동법학｣제29호, 2009, 186면.
318) 송강직, “복수노동조합보장과 집단  노동 계 형성방향”, ｢노동법학｣ 제31호, 

2009, 69면에서는 “신의칙에 기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내지는 당해 기업, 조

직 상 기업 내지 산업의 근로자를 하여 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 조합원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체 근로자에 한 공정한 표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게 본다면 충분히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 조

항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이론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19) 고용노동부, 앞의 책, 46면; 박지순, 앞의 , 14면.
320) 임종률, 앞의 책,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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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는 사업

장 단 로 복수노조가 병존하여 단체교섭은 자연스럽게 자율 으로 실시하게 된

다. 이 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형 인 가 그러하듯 립유지의무 등

을 지게 된다. 이러한 반이 있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 에 해당하느냐는 별론

으로 하고 우리나라 노조법에 의거하여 제29조4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 표의무

의 하나로서 립유지의무를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노조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야 하는지 문제된다. 노조법 제29

조4에 의한다면 노동 원회의 시정 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장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의 해석상으로는 교섭창구단일화 차에 참여하지 아니하 으므로 노조법 

제29조4의 공정 표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 제

30조의 성실교섭의무를 그 근거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노조법 제30조의 성

실교섭의무를 반하 을 때, 그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 범

공정 표의무의 범 는 공정 표의무가 교섭 표노동조합의 배타  교섭권과 

표리에 있는 만큼, 교섭 표의 교섭권한의 범 와 직결된다.321) 노조법 제29조 제

2항은 교섭 표노동조합의 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교섭권한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범  사항과 채무  사항 모두에 해 교섭

권한이 있고, 동시에 공정 표의무를 진다.

마. 내용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공정 표의무의 내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321) 이승욱(2008), 앞의 책, 49면도 교섭 표의 교섭권한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의 문제를 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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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교섭 표노동조합은 공정 표의무의 내용으로 교섭  단

체 약 등을 불편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

으며, 그 외 고충처리, 단체 약의 용, 조합활동 등에 있어서도 합리  이유없

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 때 합리 인 이유는 “자의 이지 않아야 함”, 

“불성실하지 않아야 함” 등을 의미하며, 합리  이유 여부에 한 단은 구체

인 사실 계에 따라 개별 으로 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22)

공정 표의무의 상과 련하여 약체결에 한할 것인가 아니면 고충처리, 해

석 용, 조합활동 등을 포 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앞서 기술한 것처

럼 고용노동부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 교섭창구단

일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 표의무의 범 는 모두에 미치도록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323) 노조법의 법문을 살펴보면 그 상의 범 에 해서는 

“제1항을 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 가 있은 날(단체 약의 내용의 일부 

는 부가 제1항에 반되는 경우에는 단체 약 체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행 ”에 “단체 약의 내용의 일부 는 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포함한 그 외의 사항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324) 이에 단체 약 내용, 단체 약의 해석, 용에 한 사항, 일상  조합활

동에 한 사항, 고충처리에 한 사항, 그밖에도 쟁의행 나 조정에 한 사항, 

필수유지업무형정 등에 해서도 다른 노조와 그 조합원을 차별 우하지 아니할 

공정 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325)

우리 노조법 규정에서 특히 문제되는 은 공정 표의무의 내용을 “합리  이

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로 한정하여 규정하 다는 이다. 고용

노동부는 합리 인 이유는 “자의 이 아닐 것”과 “불성실하지 않을 것” 등을 의

미한다고 보고 있는데, “자의 이지 아닐 것”의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

지만, 불성실하지 않을 것을 당연 포함하는지에 해서는 의문이다. 

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내부  의견 수렴 차없이 교섭 표노동조합이 

322) 고용노동부, 앞의 책, 46-47면.
323) 이승욱(2008), 앞의 책, 47면.
324) 박지순, 앞의 , 15면에서도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은 법문을 통해 단체 약상의 

차별  내용 외에도 공정 표의무 반 사안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325) 박지순, 앞의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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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 을 경우 이는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한 공정 표의무 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공정 표의무가 

차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의견 수렴과정을 담보하는 “ 법 차의 원리”를 

개념 으로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326)특히 아  타 노동조합이나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차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동 조항으로서 의율할 

수 있는지가 건이다. 합리  이유의 존재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비교 상이 

없기 때문에 차별  행 라고 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아  규정조차 없는 

경우 이를 불성실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을 교섭 표노동조합의 자유의 역으로만 남겨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율 으로 교섭 표노동조합에서 그러한 의견이나 의사수렴

차를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표노

동조합의 규약상의 차라든지 그 간의 의사결정 행 등을 검토하여 이를 비교

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교섭 표노동조합 결정 후에 의견수렴 과정의 민

주성은 차  정당성에 의하여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노조법 제

29조의4 공정 표의무 규정을 통해서 인정해야 하고 해석상 난 이 있다면 제30

조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에 문의하여야 한다. 입법론 으로 공정 표의무 조

항과는 별도로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면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여 민주  정당성  차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바 로 미국에서의 공정 표의무는 “자의 (arbitrary), 차별

(discriminatory), 불성실(in bad faith)하게” 행  는 부작 하지 않을 것을 말한

다. 미국 연방 법원의 례는, 그러한 경우로 정당한 고충을 자의 으로 무시하

거나 피상 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의 행  는 부작 가 부

하고 악의 인 고려에 개한 인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라 하 다. 그

리고 불성실의 경우로 노동조합에 의한 사기, 기망  행  는 정직하지 않은 

행 로서 사용자와의 이면합의를 한 경우나 요한 사실을 고의 으로 은닉한 

경우를 들었었다. 

그 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서 미국의 연방 법원 례가 들고 

326) Douglas L.Leslie, Labor Law in a Nutshell, Thomson/west,, 2008, 308면에서도 미국의 

공정 표의무 개념안에 내재 으로 차  정의의 념이 들어있는지에 해서 문

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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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항을 모두 노조법 제29조의4로서 규율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자의 이라

는 의미는 당연히 합리 이지 않은 차별을 의미상 내포하고 있으나 불성실하다

는 것은 양태에 해당하므로 합리 인 이유 없는 차별에 포섭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만약에 의 경우처럼 불성실의 경우를 노조법 제29조의4로 규율하지 못한다

면 역시 성실교섭의무 규정과의 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본래 으로 공정 표

의무는 교성창구단일화 제도와 표리의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법이 명문으로 규정

했든 안했든 계없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미국의 경우처럼 불성실의 경우도 공

정 표의무 반의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정 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

조법 제29조4는 한정 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성실의 경우는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 표의무 반사유는 아니라서 시정 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

만, 원래  의미에서 공정 표의무 반이므로 이의 경우 어떻게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들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노조법에서 결국 근거를 

찾는다면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원칙 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노조

법 제30조 규정의 극  해석과 반시 법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다. 

바. 공정 표의무 반시 시정 차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교섭과 약 체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합리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등 교섭 표노동조합이 공정 표의무를 반한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할 노동 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327)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은 노동 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없고 개별 조합원의 경우 소속 노동조

합을 통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328)

327) 고용노동부, 앞의 책, 46-47면.
328) 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은 ‘노동조합은 교섭 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에 

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 가 있은 날(단체 약의 내용의 일부 는 부가 

제1항에 반되는 경우에는 단체 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차에 따라 노동 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여 신청권자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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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법의 해석상 합리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을 들고 있는데, 시정

차에서는 노동조합만을 그 구제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329) 

특히나 종래 단체 약의 규범  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한 경우에는 당

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만이 그 반을 다툴 수 있고, 노

동조합은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데, 이 게 보면 교섭 표노동조합

이 공정 표의무에 반하여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차별받은 개별 조합원이 

각각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논리 이라고 한다.330) 

그러나, 공정 표의무를 반하여 체결된 단체 약에 의한 규범  부분의 차별

은 개별 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 이기 때문에, 소수노조에 의한 일률 인 해결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 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해 구제신청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31)

이 게 볼 때, 노동조합만이 시정신청권을 갖는 것은 외 인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범  부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노조법은 오로지 노동조합만이 시정신청권을 독 하고 있고 개별 

조합원은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시정신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역으로 

소속 노동조합의 공정 표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교섭 표노동조합의 공정

표의무 반이라고 여기는 개별 조합원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시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속 노동조합이 이를 자의 으로 무시 는 해태하는 경우에 소

속 노동조합의 차별 내지는 권리남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넓게는 노동조

합의.성실교섭의무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법 제30조의 성실

교섭원칙은 교섭 등의 원칙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단체 약의 해석, 용에서의 공정 표의무의 내용과 련하여, 개별 근로자가 

329) 박종희,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안정  정착을 한 해석방안”, 2011, 548면에서

도 “노동조합만이 노동 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조합원의 경우

도 당연히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개정입법에 문제

가 있음을 지 하 다.
330) 이승욱(2008), 앞의 책, 36-37면;
331) 이승욱,(2008), 앞의 책,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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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표의무 반에 한 구제로서, 노동 원회에 단체 약의 해석 는 이행방

법에 한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고 하고, 공정 표의무 

반 구제와 노조법 제34조 소정의 노동 원회에 의한 단체 약 해석제도와의 

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32)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게는 우리 노조법상 

공정 표의무 반 시정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더불어서 단체 약의 해석

과 련하여서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견해 제시 요청권이 부여되

어 있다.333) 결국 소수 노동조합에 하여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수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가 노조법 제34조의 용여부의 

건이 될 터인데, 이는 교섭 표노동조합에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노

조법 제29조의4를 통하여 소수 노동조합은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 

신청에 한 정시 그 제로서 단체 약의 해석 는 이행방법이 선결 으로 

정될 것이다. 그러나 3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의 존재는 여 히 문제이다.

사. 공정 표의무와 사 구제 차와의 계

공정 표의무 반 시정 차 에 단체 약이나 노동조합 규악에 의한 고충

처리 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다.334) 구체 인 단체 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노동조합 만

이 공정 표의무 반 시정신청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행 노조법의 해석

상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 개 단체 약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고

충처리 차는 개별 조합원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조법상 공정 표의무 

반 시정신청권은 노동조합에만 있으므로 신청권자 자체가 틀리다. 

따라서 시정신청에 따른 정을 내리는 노동 원회가 단체 약이나 노동조합

의 규약의 내용을 들어 개별 조합원이 선결 으로 그러한 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법  구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332) 이승욱(2008), 앞의 책, 48면.
333) 물론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 방 는 단체 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견

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334) 이승욱(2008), 앞의 책,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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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정 표의무 반의 경우 기타 구제방법

공정 표 반인 경우 노조법 제29조의4는 노동 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에 의하

여 그 구제를 도모한다.335) 이러한 구제방법 외에도 기타 구제방법이 있는지 문

제된다. 일단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와 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노동

조합이 주체가 된 부당노동행  제도가 없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336) 

다만, 노동조합이 공정 표의무를 반한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지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공정 표의무 반과 부당노동행  구

제제도는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단하

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 즉 노동조합이 공정 표의무를 반하는 

사실을 알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한 경우, 지배개입, 불이익취 , 

반조합계약, 성실교섭의무 반 등의 부당노동행 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337) 

요건을 갖추었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로 규율하면 될 뿐이다.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가 인정되는 경우와 동시에 사용

자의 공정 표의무 반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338) 개 사용자만의 공

정 표의무 반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이론  논의는 가능하다. 공정

표의무의 실효 인 구제를 도모하고 더불어 근로3권의 극  보장을 한 부당

노동행  규정의 취지를 생각하면 첩 으로 인정되어도 가능할 것이다. 벌칙 

규정은 부당노동행  규정에만 용되므로 이 처벌 지의 원칙에도 되지

는 않을 것이다.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으로 받는 벌칙의 경우 공정 표의무 

반과는 별개의 행 에 한 벌칙이므로 역시 이 처벌 지의 원칙에 해당되

지 않는다.339)

335) 이철수(2005), 앞의 , 98면에서는 미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념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경우에 소수 노조의 보호를 해 공정 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행법의 시정 차만으로 

이러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36) 이승욱(2008), 앞의 책, 58-59면는 미국의 경우를 로 들면서 1947년 태 트 하틀

리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제도가 도입되기 이 인 1944년에 이미 

례에 의해 노동조합의 공정 표의무가 인정되었다는 연 을 고려하면 공정 표의무

법리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제도는 무 한 제도라고 한다. 
337) 이승욱(2008), 앞의 책, 60면.
338) 김선수, “복수노조･ 임자 련 개정 법안, 쟁 과 평가”, ｢노동사회｣, 2010년, 3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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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표의무를 반하여 체결된 단체 약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다. 

노동 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해 단체 약 는 특정 조항에 해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340) 다만, 사법상의 효력으로 공정 표의무를 헌법상 근

로3권의 보장취지에서 헌성을 최소화하기 해 인정된 의무라고 본다면, 공정

표의무 반의 단체 약은 강행법규 반으로서 사법상 무효로 될 것이라 한

다.341) 미국의 경우 공정 표의무에 반하여 노동조합이 체결한 약조항은 효

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342)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 법 제6조나 노조법 제9조에 

입각하여 차별 우의 지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 약

의 규정  특히 규범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을 매개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용되기 때문에 근로기 법상의 제6조가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343) 따라서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  부분의 경우가 될 터인데, 이 경우

는 공정 표의무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원용하거나 아니면 실정법 으로는 노조

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 반 규정을 원용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자. 단일노조하에서 공정 표의무를 주장하는 경우

를 들어, 다수의 정규직과 소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소수 

339) 유성재, “2010년 개정 노동법에 한 입법론  평가”, ｢노동법학｣제34호, 2010, 

22-23면에서는 “개정 노동법은 공정 표의무 반을 부당노동행 로 보거나, 부당노

동행  성립여부와 계없이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상으로 하는 규정은 두고 있

지 않다.”고 하면서 “공정 표의무 반에는 부당노동행 인 공정 표의무 반행

와 부당노동행 가 아닌 공정 표 반 행 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

다 . 이 게 보면 상호독립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첩  용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340) 이승욱(2008), 앞의 책, 62-63면; 박지순, 앞의 , 19면도 원칙 으로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이 바로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 게를 발생 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 표의무 반에 하여 노동 원회의 시정명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직  

련 단체 약의 내용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41) 이승욱(2008), 앞의 책, 62면.
342) 이철수(2005), 앞의 , 89면.
343) 이철수(2005), 앞의 , 101면에서는 단체 약이 소수노조 는 그 조합원을 차별하

는 경우 근로기 법 제5조상의 차별에 해당하고 강행법규 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 하며, 이 경우 공정 표의무 반으로 단되면 당해 단체 약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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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노조에 해 공정 표의무 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다.344) 이때 복수노조상황에서만 교섭권을 가진 노조에 해 공정 표의무를 부

과하고, 단일노조상황에서는 노조에 해 공정 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정 표의무가 노동조합의 일반  의무로 해석상, 

입법정책상 주장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345)

이러한 문제는 조합 내부의 민주화와 의사결정과정과도 계가 있는 사항이

다.346) 한 규범 인 측면에서는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가 용될 수 있

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조법 제30조 제1항의 경우는 명시 으로 “노동

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

순히 교섭테이블에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로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의무의 상은 교섭의 상 방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을 포함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소속 조합원들간의 차별  규정의 경우는 규범  부분에 해당할 것이

고, 이러한 부분에 해서는 역시 근로기 법 제6조 내지는 노조법 제9조 반으

로 당연무효가 될 것이고, 이러한 당연무효의 규정은 단체 약으로 체결되었더라

도 법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집단  자치원리의 에서 검토

가. 근로3권의 상호 계 - 종래의 논의

헌법 제33조 제1항이 가지는 의미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간의 상호

344) 이승욱(2008), 앞의 책, 73면.
345) 이승욱(2008), 앞의 책, 73면; 김인재, “노동조합의 공정 표시론”, ｢노동법의 쟁

과 과제｣김유성교서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2000, 400면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

합에 가입하면 원칙 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만이 인정되고, 교섭결과인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이 양면 으로 용된다고 볼 때에는, 공정 표의무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한에 응하는 법  의무“라고 평가한다. 
346) 김인재(2000), 앞의 , 401면에서는 “공정 표의무는 근로조건기 의 설정에 앞서

서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는 민주  내부 차의 요청이며, 동시에 상요자와 근로조건

기 을 설정할 에도 조합민주주의를 실 하기 한 제조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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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상호 계에 한 

학설의 립지 은 근로자의 경제  지  향상이라는 목  하에 이를 한 수단

이 되는 세 기본권이 (i) 다시  목 과 수단과의 계에 있는지 여부와 (ii) 목

-수단의 계성을 인정한다면 어느 기본권이 목 이 되겠느냐에 이 맞추어져 

있다.347) 

근로3권이라는 세 기본권 사이에 목 -수단의 계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

들은 근로3권  어느 권리를 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단결권 심설, 단체교

섭 심설, 단체행동 심설로 구분할 수 있다. 

(i) 단결권 심설

단결권 심설은 단체교섭 심설이 지나치게 단체 약의 체결 심으로 경도되

고 단체교섭을 심으로 근로3권을 악해 버리면 노동조합의 목  활동이 

소해 진다는 비  의식 하에 노동조합의 존재 목 을 상호부조, 단체교섭, 정

치활동으로 넓히는 견해를 펼친다. 이 게 보면 단결권은 성질상 단체교섭권을 

포함하고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실 을 한 수단으로 작용한다.348)

(ii) 단체교섭 심설

단체교섭 심설은 단체 약의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 단결권 행사로 

집단화된 근로자단체의 구체  목표이자 단체행동권의 행사이유이므로 단체 약

의 체결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이 근로3권의 심  목 이 된다고 한다.349) 법

원은 단체교섭 심론의 입장이라고 악된다.350)

347) “노동3권은 모두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며 권리 그 자체는 목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철수, “헌법과 노동법 

: 사립학교법 제55조와 련한 헌법재 소 결정에 한 비  검토”, 이화여자 학

교, 2000, 7면)
348) 고호성, “노동삼권 상호 계에 한 소고 ; 법학의 제문제”, ｢동산 김두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7, 519면.
349) 근로3권이 일체  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기능상 단체교섭권이 

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김형배, 앞의 책, 136면.)
350) 제2장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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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체행동 심설

단체행동 심설은 노사 계의 실질  등성을 확보하는 필수  제이기 때

문에 이를 가장 핵 인 권리로 야 한다고 한다. 헌법재 소 1996.12.26. 선고 

90헌바19 결정 다수의견351)은 “근로3권 가운데 가장 핵 인 권리는 단체행동권

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구 헌법과 달리 행 헌법 하에서는 주요방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 단체행동권을 박

탈할 헌법  근거가 소멸하 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와 같은 헌법의 개정취지를 존

하여 정당한 단체행동권에 한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

며, 그만큼 그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 다.

이에 반해 목 -수단 계 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호 한 계를 가지지

만 하나의 권리로 합일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352) 이는 

특히 단체교섭 심론의 안티테제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단체교섭 심론이 

근로3권의 기능범 를 오히려 축소하고 의 노사 계가 노-사라는 단선  

계의 문제에서 노-사-정이라는 입체  계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한다는 것이다.353) 

사견으로는 목 -수단의 도식  형태로 근로3권 상호 계를 악하는 것에 반

하고, 집단  노사 계에서의 집단  자치의 원리를 구 하는 기능  상호연

성을 통해서 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에서 단결권 심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 기본권 사이의 기능 인 상호 계와 연 성을 잘 보

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결권의 행사를 통해서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는 집

단  의사를 형성하고 이 게 형성된 의사는 단체교섭권에 의해 실 된다. 그리

고 집단  의사의 의사 철력은 단체행동권이 뒷받침된다. 

물론 근로3권은 근로자의 기본  인권으로서 각기 독자 인 내용과 특성을 가

지는 권리라는 도 부인할 수 없다.354) 하지만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개별

351) 재  김진우, 재  황도연, 재  이재화, 재  조승형, 재  고 석의 

헌의견.
352) 김유성(1997), 앞의 책, 32면.
353) 이철수(2000), 앞의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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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단체법에서 실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을 때, 단결권에 의하여 개

별의사가 집단의사로 수렴, 지양되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게 형성된 집

단의사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의해 실 , 철되는 것이다. 그 다면 근로3

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공통

의 목 을 실 하기 해 각기 고유 내용과 존재의의를 가지지만 집단의사의 형

성, 실 , 철이라는 집단  자치 원리의 메커니즘을 구 하는 일련의 과정 속

에서 유기 으로 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합원의 개별 의사와 집단 의사

1) 개별 의사의 다양성

근로3권이라 불리우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단  자

치의 원칙에 의해 시민법상의 사 자치의 원칙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을 보완, 극

복하고 근로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를 실 하여 진정한 노사간의 자율과 평

등을 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355) 근로자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로3권의 존재의의와 그 원리는 시민법 하에서는 개별 근로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사용자에 한 종속  계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실 될 수 없어서 

집단  자치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결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이 된 개별 근로자는 자신이 가지는 개별  의사를 

“지양”하고 집단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종국 으로는 집단 의사와 개별 의사를 

일체화하여 근로자 자신의 개별  의사를 실 한다고 볼 수 있다.356) 

실제 으로는 다양한 근로자 개개인의 개별 의사와 집단 의사는 동일하지 않

354) 이철수(1992), 앞의  209면.
355) 김유성(1997), 앞의 책, 2면.
356) 西谷敏, 勞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日本評論社, 1992, 77-88면에서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련하여 이를 설명하는 자기결정권설은 인간존엄의 이념은 자기 자신에 

한 사항에 하여 스스로 결정에 여할 수 있는 권리, 타인과 공동하여 결정에 

여하는 권리라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실 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 약은 근

로자의 종속성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필연 으로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는 자기

결정(계약자유)을 집단  차원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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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일할 수도 없다. 개별 의사가 정확하고 완 하게 일치하는 근로자들이 단결

체를 형성하여 개별 의사의 집합과 집단 의사가 동일한 경우가 이상 이겠지만, 

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기 때문에 단결체의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서 “총회는 재 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 한 사항은 재 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례이다. 이와 같이 다수결의 방식으로 총회가 의결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들간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을 단 으로 시사한다. 더불어 노조법 제17조의 원회 규정 등도 노동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의 개별 의사와 집단의 의사는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 다. 

2) 집단  의사의 형성과 결정 - 집단  자치 원리 

다수결 채택이 곧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집단 의사가 개별 의사에 우선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 다수결과 더불어 조합원의 평등한 참여

권, 조합원의 민주  토론의 보장 등이 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집단  자치에 있어서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개별 의사가 지양되고 어떻게 단일

한 집단  의사로 고양, 형성되는지 그 구조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단 

의사 형성  결정의 메커니즘을 실 시켜주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는 

바로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호해 주는 원리들의 실 을 통해 집단  의사를 조합원인 근로자 개개인의 의

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357)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의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향상, 

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357) 김인재(1996), 앞의 , 40면도 “노동조합은 결성에서 내부운 에 이르기까지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율 으로 조직, 

운 되어야 한다. 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 에 모든 조합원이 차별없이 참가하

고, 그 운 이 조합원의 민주 인 토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다수의사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여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를 집단 의사형성의 기본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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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국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 을 달성하기 해 근로자 개인은 이를 

의욕하고 자신의 의사를 최 한 단결체의 집단 의사에 반 하도록 할 것이며, 

한 최 한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근로자 개인의 의사가 최 한 단결체의 의사에 반 될 수 있고 비록 집단의 

의사와 개인의 의사가 배치되더라도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느냐? 

그리고 보다 교섭력을 강화시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 두 가

지 가치 모두 헌법 제33조 제1항이 내포하고 있으며 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후에 의문사항들은 이 두가지 을 토 로 검토한다. 

이 두가지를 상충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에서 근한다.

3. 집단  자치 원리의 에서 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 358)

가. 교섭 표노동조합의 표성 문제 

1) 교섭 표노동조합에 있어서 ‘ 표’의 의미

358) 교섭창구 단일화와 련하여서는 헌여부를 비롯하여 실무 인 문제제기까지 다

양하다.  (i) 교섭창구 단일화의 헌성 문제 (i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상의 문제  

(iii) 공정 표의무의 해석과 용에 따른 문제 으로 세가지로 별하여 볼 수 있고 

구체 으로는 단체교섭권의 침해 문제, 단체행동권의 침해 문제, 자율교섭과 련된 

문제, 과반수 표제와 련된 문제(교섭 표노조 표자의 단체교섭  단체 약체

결권, 교섭창구단일화의 상 노조, 교섭단  결정, 단일화의 구체  차, 공동교섭

원회와 련된 문제 등), 공정 표의무와 련된 문제 등이 있다. 정 훈, “복수노

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헌성에 한 검토”, ｢노동법연구｣제31호, 서울 학교노

동법연구회, 2011; 김선수, “복수노조･ 임자 련 개정 법안, 쟁 과 평가”, ｢노동

사회｣, 2010; 이승욱, ｢공정 표의무에 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노동부, 2008; 

김 문, “복수노조와 약자율”, ｢노동법학｣제38호, 2011; 유성재, “2010년 개정 노

동법에 한 입법론  평가”, ｢노동법학｣제34호, 2010; 강선희,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약능력  단체 약의 효력에 한 연구”, ｢노동법학｣제38호, 한국노

동법학회, 2011, 조상균, ‘개정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문제“, ｢노

동법논총｣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손향미,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에 

따른 법 , 실무  쟁 ”, ｢노동법학｣제3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 한국노동법학

회･서울 노동법연구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복수노조시 의 

노동법상 쟁 과 과제｣, 노동법 련 4개 학회 하계 학술 회 자료집, 2012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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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 표노동조합의 표자

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는 조합원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노조법 제29조의5에서는 교섭

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동조가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에서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은 단

체교섭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을 “ 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련하여 입법 의 제도 설계와 계된 연구에서 교

섭창구 단일화를 “독자 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행

로서의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근

하는 시각을 제시한 견해359)도 존재하지만, 구체 인 내용이 입법화된 재 그

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행법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의 노

동조합이 독자 으로 행사하는 단체교섭권을 단일화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제도”

로서 이해하여야 한다.360) 이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이 단일화에 의하여 직 행

사가 제한되고361) 다른 노동조합, 즉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하여 “간 ”으로 

행사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한 “간 ”이란 용어의 의미는 

359) 이승욱(2009), 앞의 , 12면에서는 이 게 이해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석상에서 련된 복수의 노동조합

이 참여한 상태에서 일거에 사실행 로서의 교섭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자주 으로 결정하여야 

할 교섭의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기

는 하지만, 단체교섭‘권’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360) 이승욱(2009), 앞의 , 13면에서는 이 게 볼 에는 사실행 로서의 교섭만이 아

니라 그 교섭 결과의 수용 여부까지 포함하여 단체교섭‘권’의 체를 단일화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상이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사실상 하나의 단체교섭권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361) 헌재 2012.04.24, 2011헌마338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이루어 교섭에 임하게 되

면 효율 이고 안정 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 표노동조합

이 획득한 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계없이 조합원

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 표 노동조합이 그 지 를 유지

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 인 것으로, 조합원을 다수 확보하는 경우 차기 

교섭 표노동조합이 되어 직  교섭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에서 그 침해되는 

이익은 그 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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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으로는 살펴보았을 때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다. 개 간  행사란 법  

개념으로는 환언하자면, 리나 임에 의한 행사를 의미할텐데, 교섭창구 단일

화의 과반수 표제에 의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권을 리한다거나 임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에 의해 강제 으로 교

섭 표노동조합이 “ 표”하여 행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 이

란 표  신에 노조법상의 용어를 찾는다면 오히려 “ 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법률상의 용어인 교섭“ 표”노동조합이라든지, 공정“ 표”의무에서 

“ 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 표”라는 표 의 노동

법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서 사용된 “ 표”의 의미이다. 

2) 노조법에 있어서 본래의 ‘ 표’의 의미

민사상 “ 표”한다라고 하 을 때에는 개 법인이나 단체를 신하여 외

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사실행 를 하고 그것을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행 로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계에서 표를 

말할 때는 단순히 이러한 외  법률효과의 귀속 계를 넘어서는 내재 인 본

질 인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자치나 조합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개별 

의사를 집단 의사로 지양하며 이를 민주 으로 반 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표는 실제 인 개별 의사에 귀기울이고 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면 과연 단체교섭권은 법에 의한 강제  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차

에 입각하여 간 으로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교섭 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을 교섭에 있어서 

표할 수 있는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자율  의사에 의한 임이 아닌 이상 이를 인

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임이라는 표 은 이미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서 사용하

는 있는데, 이는 제3자에게 구체  단체교섭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서, 단체교섭권한  체결권한을 자신이 가지면서 동시에 이를 부여하는게 아니

라 스스로의 교섭권한은 제한받으면서 교섭 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  그 

조합원을 하여 교섭권한을 가지는 계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단체교섭권의 행사는 단결권의 행사와 한 련이 있다. 단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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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선택할 자유와 더불어 조합원으로 활동

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에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의사를 

형성하고 달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히 내포한다. 집단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

여 단체교섭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립된 단체 약에 법률상의 구속력을 주는 

이유도 이러한 조합내 의사형성  달체계, 즉 조합내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한 계성은 끊어져버린다. 즉, 단결활동인 조합내 의사형성 

 달 활동은 소수 노동조합 내에서 이루어지고 정작 그러한 개별 의사가 모

여서 집단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외 으로 교섭하는 행 를 하는 노동조합은 

별개의 다른 노동조합인 교섭 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교섭창

구 단일화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결권도 유명무실하게 하고 조합내 의사

형성과 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의 배타  교섭 표제도만 하더라도 교섭 표 선출시 선거제도를 채택함

으로서 교섭단  내  근로자의 의사가 보다 직 으로 반 될 수 있는 제도

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교섭 표의 선정과정이 지명에 의한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선거제도를 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반수 조합원의 수에 의하여 

자동 으로 교섭 표가 선정되고 선거의 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과반수 표제와는 구별된다.362) 당해 사안에 해 구체 으로 투표자의 

의사를 표출, 반 하는 선거제도와 소속 여부에 따라 조합원 수 자동산정에 의한 

방법을 취하는 과반수 표제는 다수결 원리에 근거한다는 공통 은 있지만 개

별 근로자들의 의사의 직  반 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선거 차

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소속여부와 무 하게 교섭 표를 선출할 수 있는 

의사형성과 표출의 기회가 차 으로 보장되고 실 된다. 하지만 우리의 과반수 

표제는 오로지 근로자의 소속만 가지고 그 의사를 추단하도록 되어있다. 근로

자의 직 인 의사를 묻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신에 과반수 표제를 채택

한 것은 부분의 조합원은 자기가 소속된 조합을 교섭 표노동조합으로 선정할 

것을 원하기에 굳이 선거제도를 규정하여 새로운 노노간,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필요가 없고 선거비용만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무익하다는 입법자의 

362) 미국의 배타  교섭 표제에 있어서 교섭 표의 결정 차는 지명에 의한 방법, 

선거에 의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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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  목 이 개별 의사가 집단 의사로 지

양, 발 되는 고도의 과정을 미묘하게 어그러뜨리고 결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

권, 나아가 단체행동권과의 상호연 성 체계를 무 뜨리고 있는 것이다.363)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 것인가? 단순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의 침해라고 규범  단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을 행의 교

섭창구 단일화 제도나 단체교섭제도를 토 로 강구해 볼 수는 없는가?

우선은 소수 노동조합의 집단  의사를 단체교섭권을 직  행사하는 교섭 표

노동조합에 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의사를 

교섭 표노동조합에게 직  달할 수 있는 민주 인 의사형성 달체계가 교섭

표노동조합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입

안한 고용노동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교섭 표노동조합은 민주성의 원칙

상 교섭창구 단일화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사를 합리 으로 반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364)

그 다면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의무인가? 조합간 자치의 역인가? 아니면 노

조법 제29조의4 상의 공정 표의무의 내용으로 흡수하여 악할 수 있는 의무인

가? 이러한 문제는 공정 표의무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나. 기존 례법리의 재검토 필요

이를 테면 기존의 인 투표제에 한 례법리가 그것이다.365) 

363) 선거에 의한 결정 방식이 과반수 표제의 자동결정 방식보다 사회경제  비용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더욱 민주 이며 조합원의 직  의사에 가깝다고 생각한

다. 비록 결과 으로는 교섭 표선정으로 의하여 소수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교섭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에서 차이가 없겠으나 그래도 선거 차를 거치게 되면 그 

차를 소수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소수 노동조합은 반 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선거에 참여한 노

동조합들은 투표에 이기기 해서라도 상 방 노동조합의 의견과 의사에 귀기울이

고 투표자들을 설득하며 투표자들의 의견을 결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

어 선거결과에 따른 득표율 분포는 조합원의 의사 분포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재

료이다. 
364) 고용노동부, 앞의 책, 38면.
365) 단체 약에 의한 불이익변경법리의 경우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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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인 투표제에 한 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366) 법원 1993.4.27. 선고 

91 12257 결에서 다수의견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표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는 조합원을 하여 사

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 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 로서의 단

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 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  하나  단 므  조합  가 조합  하여 단체 약

 체결할 한  가 다는 것  단체  에 비 어 당연한 것 다.

 제33조 제1항 본문  노동조합  단체 약체결 한에 한 한 당연한 

 규정한 것 고, 그 주  미는 히  조합  에 노동조합

     함께 또는 에 갈 하여 단체  

한(단체 약체결 한  포함)  가  수 다는 점  규정한 에 다고 할 

것 다. 

째, 헌  제33조 제1항  “근 는 근 조건  향  하여 주적  단결

, 단체   단체행동  가 다”고 규정하고 는 , 여 에  단체

라 함  실행  단체  만  아니라 단체  결과

 타결  내  단체 약  체결할 수 는  포함하는 것  해

다. 단체  에는 실행 만  적  달 할 수 는 단체  

고 단체 약  체결  적  하는 단체  는 것 ,  경  

단체 라고 할 에는 조합원   하여 하고 하는 한

뿐만 아니라 그 타  결과에 라 노동조합   단체 약  체결하

는 한  포함하는 것  보아야 하는 것 다. 단체  한  나 

단체 약  체결할 한  없다고 한다  치 에 어  계약조건  

할 한  나 계약  체결할 한  없다고 하는 것과 같아  그  같

   미 는 한 내  라고 볼 수 런 조차 문스럽

다 하겠다. 

보다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366) 법원 1993.4.27. 선고 91 1225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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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제33조 제5항  “  또는  단체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실한 단체 약체결  정당한  없

 거  또는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3 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단체 약체결 타  단체

 정당한  없  거 하거나 해태하는 행 ”  당노동행  규정

하는 , 들 계규정에 하  노동조합  노동조합   또는 수

에게 단체 약  체결할 한   당연한 전제  하고 다고 할 것

다. 노동조합  제33조 제1항 본문에  “단체 약  체결 타  항에 

하여 할 한”  가  에 하여 규정하는 에  “단체 약  체결

할 한”  누 에게 는  규정한  없다는 정   해  침

한다 할 것 다. 

넷째, 단체  한  는 에게 단체 약  체결할 한  없다고 한다 , 

  하는 단체  원 하게 행  수 없 , 결과적  

단체  한 라는 것 체가 무 미한 것  고 말 가능  다.

간  타 과 양보  결과  나 그  근 조건 등에 하여 합  

하 라  다  결정절차(노동조합   결 )  거쳐야만 그 합 가 

 생할 수 다는 에 라 , 측 는 결정  한 없는 

  내   피하든가  에 한다 하 라  실한 

  양보안  제 하는 것  게  것 고, 그  같  측

 피 또는 해태  정당한  없는 것 라고 비난하  어 다 할 것

다.

다 째, 단체 한  가   등에게 단체 약체결  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에 는 단체 약  조합원  여하에  조합 에 하여 체

결 는 것  집단적 치  침하는 본적 청 , 또 조합   

등에게 단체 약체결  여하게  집행  어 나 행  견

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노동조합  주 과 민주  해하게  가 다

는 점  그 근거  내 다.

그러나 노동조합  규약  정하는 에 라  하 거나 한  

한 에는 그것  미 조합  주적·민주적  실  것 , 

단체 약  체결  조합원  무에 한 향  미치는 것 라고 하여 

드시 조합원  결  거쳐 그 체결여  종적  결정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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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  청에 합하는 것 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들   등

 신 할 수 없다  규약  정하는 절차에 라  등  체하든가 또

는  등 집행  그  고  당해 단체 약체결  한 단체  

한만  다  에게 할 수  것 다.”367)

이러한 례의 태도를 과연 교섭 표노동조합의 교섭권한과 체결권한에까지 

그 로 용할 수 있을 것인가?  례의 설시 이유 다섯 가지를 차례 로 검

토해 본다. 먼  첫째 이유에 해서 살펴보면, 교섭 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

합 사이, 그리고 그 조합원 사이에 사단  계에 있지 아니하다. 다만 법률에서 

교섭권한을 부여한 계에 있을 뿐이다. 노조법 제29조의2가 규정한 교섭창구 단

일화 차에 노동조합들이 참여함으로써 사단  계가 형성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교섭 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들 사이에 새로운 실체가 형성된

다고 볼 여지는 있다. 두 번째 이유의 경우 일원  교섭구조를 제하고 단체교

섭권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한 교섭 표노동조합의 경우에

는 용할 수 없다. 세 번째 이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석의 제가 되는 노동조

합의 표자 는 수임자는 일원  교섭구조를 제로 하고 해석론을 펼친 것이

기에 역시 교섭 표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 번

째의 경우는 단체교섭의 원활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근하고 있으므로 교섭 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여 히 유효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이유의 경우에는 표

교섭노동조합의 표자는 소수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표자도 아니고 교섭권한

을 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합의 자주 , 민주  운 이 실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윤  법 은 반 의견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

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그리고 앞에서 본 노동조합의 특수

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그 표자 등에게 사실행 로서의 단

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 약에 한 사항을 두고 있는 , 같은 법 제22조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 그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계유지와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 이라는 측

367) 헌법재 소 결정 내용 의 은 필자가 설명의 편의를 해 그은 것이다.



173

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그 총회의 결의로 단체 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들로 하여  단체 약을 체결하기 이나 체

결한 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인 투표와 련하여 원리 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이유 

뿐이며, 네 번째 이유만이 여 히 유효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교

섭창구 단일화의 표교섭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 다면, “규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자를 선출”한 것도 아니고 “교섭권한을 임”한 것도 

아닌 경우의 표교섭노동조합에 있어서도 기존 인 투표의 법리가 그 로 용

되는지에 해서는 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정당화의 근

거를 노조간의 자율  합의 는 과반수 표라는 수  우 에 두고 있다고 한

다.368) 자율  합의의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수가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는 

수치 하나만을 가지고는 단일조합에서보다 훨씬 빈약한 민주성과 조합원의 참여

할 권리와 의무의 보장이라는 을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고 한다면, 종래의 례법리는 수정되어 용되거나, 아니면 종래의 

례법리가 그 로 용되기 한 새로운 논증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 차  정당성의 보장 필요

헌법의 근로3권 규정을 살펴보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에 의하

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근로3권의 원천은 개별근로자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구체 인 행사는 근로자의 단결체를 그 수단으로서 집단  행사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369)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단결권을 행

사하여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 으로 사용자와 개별 으로 교섭하

는 것이 지된다. 한 이 게 집단 으로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 약에 의하

여 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된다.370) 

368) 이승욱(2011), 앞의 , 71면.
369) 임종률, 앞의 책, 22면에서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

는 것은 권리의 원천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실 을 한 권

한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가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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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교섭 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

는 공정 표의무의 제도  제가 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떠한가? 원칙 으

로 근로3권의 행사는 근로3권의 원천이 되는 개별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선택하

고 그 선택된 단결체가 스스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에

서는 과반수 표제에 의해서 선정된 교섭 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

도록 하고 있다.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단결권의 상이 되는 노동

조합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다면 그

러한 상 인 불일치를 최 한 해소하여 본래  근로3권이 가졌던 정신-조합자

치와 조합민주주의-을 최 한 구 하도록 하는 요청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공정 표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교섭 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포함한 복수의 

소수 노동조합간의 의견들을 조정하여 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단체교

섭권의 당사자로서의 교섭 표노동조합의 지 에서 당연발생하는 의무이다. 하지

만 이러한 차에 해서는 명시 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노동조합간

의 내부문제로 맡겨져 있다. 

만약 내부  의견 수렴 차없이 교섭 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

체 약을 체결하 을 경우 이는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한 공정 표의무 반

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공정 표의무가 차  정의에 입각한 정

당한 의견 수렴과정을 담보하는 “ 차  정의”를 개념 으로 포함하는가의 문제

이다.371)  

라. 공정 표의무의 한계

1) 규정형식의 한계 - 차별 지로 규정

370) 강선희(2010), 앞의 , 382면에서는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은 집단  자치를 헌법

으로 수용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서 정된 약자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71) Douglas L.Leslie, Labor Law in a Nutshell, Thomson/west, 2008, 308면에서도 미국의 

공정 표의무 개념안에 내재 으로 차  정의의 념이 들어있는지에 해서 문

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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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정 표의무 조항은 “합리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  타 노동조합이나 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차가 없는 경우에 합리  이유의 존재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차별  행 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비교 상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처럼 “불성실”

의 경우도 공정 표의무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규정된 차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성실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역은 교섭 표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수 노동조합들간의 자유로운 합

의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교섭 표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식 

등 교섭 표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해서도 서면으

로 작성하여 서명 는 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372) 하지만 여 히 이러한 역을 교섭 표노동조합의 자유의 역으로만 

남겨놓을 수는 없다. 교섭 표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결과 으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는 투표를 행한다면 교섭 표노동조

합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다 하더라도 조합간 합리  의사 

수렴  결정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해서 흠결이 있는 경

우에는 교섭 표노동조합의 규약상의 차라든지 그 간의 의사결정 행 등을 

검토하여 이를 비교 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교섭 표노동조합 결정 후에 

의견수렴 과정의 민주성은 차  정당성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하며 실정법 으

로 실질화할 수 있는 규정은 결국은 노조법 제29조의4 상의 공정 표의무이다. 

공정 표의무가 개념 으로 법 차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교

섭 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차면에서, 그리고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 약의 

구체  규정에 한 차별 심사라는 이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차  결

과상의 의무 부과는 종국 으로 단결권의 주체와 단체교섭권의 행사 주체가 달

라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개별 조합원의 집단  의사형성의 왜곡을 행 입법

에 한 해석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 어의  한계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 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372) 고용노동부, 앞의 책,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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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공정 표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미국의 공정 표의무가 제정법상의 규정없이 례법상으로 인정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  명문화하고 있다. 명문화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성을 감소시키데 일조했지만, 규정형식이 차별 지라는  소극  지 형식

을 취하고 있어 극 으로 해석하기 난 이 있고, 일단 명문화됨으로 인하여 동 

규정이 어의 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에 한계를 띠게 되어 부득이 법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입법론으로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하여 교섭 표노동조합이 선정되면 

그 노동조합은 자율 으로 의사수렴 차방안을 마련하고 소수 노동조합과 그 노

동조합원에게 통보하는 차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정 표의무 해석의 한계에 의하여 노조법 제29조의4로 의율할 수 없다

면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30조를 통하여 규율하여

야 한다. 

4. 성실교섭의무의 보충  활용

가. 교섭환경의 변화와 확장  해석의 필요

복수노조 면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법 제30조의 보다 극  활용

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헌성 최소화를 해 공정 표의

무의 극  해석이 필요하고, 더불어 공정 표의무 조항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

분에 한 성실교섭의무 조항의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 교섭창구 단일

화 제도에 하여 헌법재 소의 규범  결정이 나와있지만, 그 결과에 상 없이 

성실교섭의무의 극  해석과 공정 표의무와의 계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 한 기본권 보장 으로 제도를 해석, 운용해 나가기 하여 그러하다.  

지 까지 노조법 제30조의 논의는 교섭테이블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

용자단체의 계가 심이 되었다. 즉,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에서의 성실교섭의무

를 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노사교섭환경의 변화로 노동조합이 가지는 성실

교섭의무의 요성도 두되고 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 표노

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과의 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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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조항을 신설하 다. 신설된 노조법 제29조의4는 공정 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 표의무는 원래 단체교섭권 제약  측면을 내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에 있어 표리일체로 인정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최

소화하고 가능한 한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구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자 논

리  일체이다. 

이 게 본다면, 신설된 공정 표의무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부작용과 

헌성을 제거하는 핵심  제도인데,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정 표의무  그 

시정 차에 한 해석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성

문법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명문으로 입법화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명문규정의 해석은 일정한 단어의 용례와 어의  한계 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다고 공정 표의무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넓

은 추상 이고 일반 인 용어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물론 “합리  이유”라든지 

“차별”은 꽤 넓은 해석가능성을 담지하고 있긴 하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의한 보

충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섭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노조법 제30조

의 성실교섭의무이다. 

노조법 제30조는 의무의 주체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를 설

정하고 있지만 그 의무의 상 방을 서로에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노조법 

제30조는 교섭 등의 원칙이므로 결국 그 의무의 상 방은 교섭 과정에서의 계

자인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조합원으로 확 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그 

의무의 내용에 따라 의무의 상 방은 해석상 논리 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노조법 제30조 제1항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

정은 사용자를 그 상 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개별 조합원, 그리고 나

아가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시되었을 때는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자연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 있어서도, 특히 사

용자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별 사용자에 한 사용자 단

체의 권한남용 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게 볼 때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원칙은 그 의무의 주체와 그 상 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상 방 노동조합에 하

여 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 개 지 까지 논의가 집 되었던 부분이었다. 두 번

째는 사용자단체가 개별 사용자에 하여 지는 성실교섭의무, 세 번째는 노동조

합이 사용자에 하여 부담하는 성실교섭의무, 네 번째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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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인 조합원에게 하여 지는 성실교섭의무, 이 경우는 주로 권한남용 지에 

집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의 특수한 형태로 교섭창구단일화에 있어서 교섭

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는 그 조합원에게 지는 성실교섭의무이다. 이 경

우 명문으로 공정 표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정 표의무 규정이 담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보충  규율이 필요하다. 이를 의의 공정 표의무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다수의 정규직과 소수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소수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해 성실교섭 반이나 공정 표의무 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373)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할 때 

공정 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정 표의무가 복수노조상황에서만 교섭권을 

가진 노조에 해 공정 표의무를 부과하고 단일노조상황에서는 노조에 해 공

정 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정 표의무가 

노동조합의 일반  의무로 해석상, 입법정책상 주장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

다.374)

와 같은 경우는 노조법 제30조의 성실교섭의무가 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도 하다. 왜냐하면 노조법 제30조 제1항의 경우는 명시 으로 “노동조합과 사용

자 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교섭테

이블에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로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

이다. 그 의무의 상으로서 교섭의 상 방 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켜 해석해야 한다.375)  

나. 성실교섭의무와의 계

공정 표의무와의 계와 련하여서는 우선 으로 공정 표의무  그 시정

373) 이승욱, ｢공정 표의무에 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노동부, 2008, 73면.
374) 이승욱(2008), 의 책, 73면.
375) 문제는 노조법 제30조의 반의 효력이다.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반은 부당노

동행 제도에 의해 그 실효성을 담보받고, 공정 표의무 반인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시정 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노조법 제30조의 원칙 규정

에 어 날 경우 사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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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규정을 용하되 용흠결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인 성실교섭의무 규정

으로 보충 용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개별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근로3

권에 의해 인정되는 확인  의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원칙 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만이 인정되는 개별  교

섭 지의 효과를 받게 되고, 교섭결과에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직  효

과를 갖게 된다.376) 이는 집단  교섭의 원리  내용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내용에 근거한다. 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개별 근로자를 근로3권의 주체로 명

시하고 있는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있어서는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하도

록 하는 해석론에 따르자면 기본권 주체인 개별 근로자와 기본권 행사를 한 

단결체 사이에는 기본권의 실화를 한 주체와 방법이라는 상호 계가 인정된

다.377) 그 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이미 권리의 원천이 되는 개

별 근로자와 그 실 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단결체 사이에 일정한 계성을 설

정하고 있다고 야 한다. 이는 기본권의 보장에 하여 헌법 정신에 최 한 구

할 수 있고 기본권의 실 을 담보해  수 있도록 하는 헌법내재  계라고 

야 한다. 

결국 그러한 계성의 내용은 당연히 교섭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신의

에 좇아 성실하게 교섭할 성실교섭의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이다. 이 게 본다면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부담하는 성실교

섭의무는 헌법상 근로3권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의 노조법 제30조는 성실교섭의무의 주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로 이분하지 아니하고 한 조문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되

는 의무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론상으로는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와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간의 계도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의 성실교섭의무의 상 방으로 조합원을 명시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교섭테이블에서의 의무, 즉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376) 김인재(2000), 앞의 , 400면,
377) 이흥재(2004), 앞의 , 19면에서는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그 행사방법이 ‘단체’행동

이라고 하여 그 행사주체가 개념 필연 으로 ‘단체’ 격을 가져야 된다는 근방식

에는 의문이 있다는 비 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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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주체라는 을 고려하면 굳이 명시 으로 규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5. 소결

근로자의 개별 의사가 집단 의사에 최 한 반 될 수 있는지 내지는 비록 개

별 의사가 집단 의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집단 의사를 수 하고 그 

효과를 정할 수 있는지의 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해석론에 근하

다. 교섭 표노동조합은 법률에 의거하여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을 

“ 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에 의거하여 

개별 조합원의 의사를 표하게 되는데 노동조합간 의견수렴과정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간의 자율  합의 역이라 할 수 있다. 

노노간의 자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험이 축 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

진다. 다만, 최소한의 법  장치는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역

할을 분담할 수 있는 장치로 공정 표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

표의무 규정은 문헌의 규정형식으로 볼 때 해석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

문에 보충 으로 성실교섭의무를 보다 극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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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 까지 성실교섭의무는 동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부당노동행  

 하나인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  유형을 구체화할 때, 그 의미를 보충

하여 더욱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계규정 정도로만 취 었고, 성실교

섭의무조항이 가지는 독자 인 규범으로서의 의미나 상에 한 논의는 매우 

미미하여 동 규정의 활용이 매우 제한 이었다. 그러나 성실교섭의무 규정은 헌

법 제33조가 천명하고 있는 근로3권  하나인 단체교섭권이 지닌 규범  의미

를 법률  단계에서 확인･구체화하고 이를 실 하는 원칙규정이다. 

성실교섭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성실교섭의무 법리에 한 비교법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원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 지만 그 한계 

한 노정하 다. 즉, 미국의 성실교섭의무가 뿌리내리고 있는 미국의 단체교섭

체제는 연방제정법인 와그 법에 의해 그 틀이 체계화되었는데, 이러한 입법의 

배경으로 당시까지 미국의 사회여건 속에서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이 

낮았다는 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의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서 굳

건히 자리매김하지 못하 고 그 즈음까지도 단체행동은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취 당하 다. 이에 국가는 후견  입장에서 단체교섭구조를 입법화하여 교섭을 

진하고 분쟁을 사 에 방하려 하 다. 

미국의 단체교섭시스템은 와그 법이 그 틀을 설계하 는데 단체교섭권, 배타

 교섭 표제, 단체교섭의무 3가지의 상호 계 하에서 체계화되었다. 와그 법

상의 단체교섭권은 연방제정법상의 권리로서 헌법  기본권과는 구분되기에 의

회는 범 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타  교섭 표제라는 다수결 원칙

에 기반한 미국 특유의 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배타  교섭 표제는 당해 조

합원 외에 모든 종업원을 표하도록 설계되었고 표권의 배타성에 기인하여 

명문에도 없는 공정 표의무가 례법상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 

와그 법은 애 에 교섭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새로 만들어진 단체교섭

제도를 진하고자 하 고 교섭거부행 는 부당노동행 의 하나로 인정하 다. 

성실교섭의무는 이러한 단체교섭의무의 실질 인 내용으로서 와그 법 제정 당

시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NLRB와 법원을 통해 인정되어 오다가 태 트-하틀

리법에 이르러 문언화되었다.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고자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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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지만 당사자에게 내심의 의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용에 난 이 많았

다. 특히 기에는 “성실”의 의미를 “합의를 달성하기 한 진지한 노력”으로 정

의하 는데, 그 진지한 노력에의 요구범 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 다. 따라

서 교섭타결을 한 양보까지도 필요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그러나 태 트-하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의 당사자에게 상 방

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양보”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즉, 약 내용을 해

서 사용자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사를 철할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교

섭과정을 형성하는 행 는 “합의에 이르기 한 공통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진지

한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었다. 일견 양립할 수 없는 두 원칙의 조합으로 보

이기에 모순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률을 통해 “성실”의 단 기 을 

정의하려고 노력했고 다소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성실”은 종국 으로는 당사

자의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 그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 다. 따라

서, 객 인 단이 용이하도록 당사자가 일정한 행 를 한 경우에는 주  불

성실을 추정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성실교섭의무 반의 불성실 단은 당연 

반과 상황  반으로 구분되었다.

당연 반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정보제공의무 반의 문제는 성실교섭의무가 

단체교섭 내에서 향후 자리매김하게 될 상의 변화에 해서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단체교섭제도의 실질화하여 합의 달성을 한 공통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정보

의 제공을 통해서 조력하는 의무가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인 정보제공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는 노사 계에 있어서는 정보가 편 해 있는 사용자에게 주로 인정

되는 것이 일반 이지만,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노사 의회제도와 같은 것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미국에서는 노사간 

정보교류를 해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하는 것은 의

미가 크다. 정보제공의무가 성실교섭의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실교

섭의무에 근거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정보제공 련 법리는 계속 형성, 발 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성실교섭의무는 배타  교섭 표제를 심으로 한 미국 특유의 

단체교섭시스템을 심으로 해서 발 해 왔고, 미국의 련 결정과 례는 우리

법의 성실교섭원칙을 해석, 용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실교섭의무 규정은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부터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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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토 에 서있다. 우리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

으며, 단체교섭제도는 의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행사, 곧 권리

자 스스로 실 하는 것일 뿐이다. 부당노동행 제도도 단체교섭을 진하는 의미

라기보다 기본권 보장과 실 에 더 방 을 두고 있다. 성실교섭원칙의 한 내용인 

성실교섭의무도 단체교섭권에 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인 단체교섭의무의 한 내

용에 다름아닌 것이다. 

행 노조법 제30조를 살펴보자면, 미국의 와그 법과 태 트-하틀리법 양자와 

다른 독자  특수성을 가진다. 규범체계 으로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을 직 근

거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내에서는 부당노동행  규정들 속

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으로 입법화되어 부당노동행

제도의 규정들보다 조문 번호상으로 앞서 있다. 규범형식 으로는 성실교섭의

무가 규정되어 있는 태 트-하틀리법과 다른 독특한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

의에 따라”라든지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 이 그것이다. 이러한 

표 은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동법 제30조가 표제로 “교섭 등의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 자체가 원칙

규정이라고 명시 으로 선언하고 있다. 민법의 일반원칙 규정과 문언에서 유사하

고, 표제도 원칙이라고 표 하는데다가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확인

하고 있다. 한 단체교섭과 련하여서는 동 규정을 제외하면 교섭 차를 구성

하는 당사자간의 일련의 행 들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다. 교섭 차가 

동태 이고 유동 이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차형성  행 도 그와 같은 성

질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상 방과 상호 응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상

인 행 이므로 일반조항  원칙규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역이다. 따라서 

동법 제30조 규정을 성실교섭원칙이라 부르고 단체교섭의 원칙규정으로서 활용

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우리의 성실교섭원칙은 교섭 당사자 모두에게 용되는 양면  규정이지만, 그 

의무의 상을 자세히 구분하면 세가지 의무로 별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노

동조합에 한)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 노동조

합의 (개별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가 그것이다. 

먼  각 의무들의 도출 근거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는 단체교섭

권에 응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확인  의무이다. 노동조

합의 (사용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권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색하



184

다는 정통  주장의 입장에서 단체교섭권의 행사권리자에게 헌법  의무를 도출

하기는 어렵다. 당해 의무는 교섭이 상 이고 계 인 행 이므로 민법의 신

의성실의 원칙에서부터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의 (개별 조합원에 한) 성실교섭의무는 두 번째의 경우처럼 권리자-의무자 

계가 아닌 종국  권리귀속자와 권리행사자와의 계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단체

교섭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

고, 기본권의 명칭 자체가 “단체”교섭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섭은 단체

에 의해, 개별 근로자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함축한다. 따라서 행사권리자인 노동조합은 귀속권리자인 개별 조합원에 하

여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성실교섭의무의 내용은 노동조합은 행사상

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남용 지의 취지는 결국은 

개별 근로자의 개별  의사가 단체의 집단  의사에 수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

인데, 개별 근로자들의 의사는 단일노조일 때는 조합민주주의 등에 의해 보장된

다.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교섭 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내지는 그 조합원과의 계는 마치 행사권리자와 귀속권리자 

계와 유사하게 되므로 교섭 표노동조합은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정보제공의무이다. 정

보제공의무는 산업화, 분업화 사회에서 교섭 당사자간에 필수 으로 부과되는 상

호의무이다. 정보의 공유없이는 태 트-하틀리법이 명문화한 의사결정의 완 한 

자유보장이 가지는 존재의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단의 기 가 되는 정보

의 공통성없이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만무하고 갈등이 근원 으로 해소될 수 없

다.  노사 계에서 정보제공의무의 상호실 은 필연 이기 때문에 정보공유

의 차  형성을 통하여 원활한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이에 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명문의 입법도 없을 뿐더러, 학문  논의도 활발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한 극  논의의 단 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행정

법원 결례이다. 동 결례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로서 노조법 제30조를 

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 당사자의 요청과 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

보제공의무의 발생기간이 단체교섭 체결 직 이라도 단체교섭과 련되는 경우

에는 확장되며, 요구되는 정보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을 시사

하고 있다. 동 결례가 주체, 근거, 요건, 기간 등을 검토하여 결하고 있지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 라든지, 반시 효과,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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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유가 단체교섭 단계에서만 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  차원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간에 원활한 정보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실하다. 

실제 으로는 노사 의회와 단체교섭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례의 

경우도 단체 약에 하여 그 형식만 갖추게 되면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별실익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리 인 측면에서 단체교섭상

의 정보제공의무와 노사 의회에서의 정보제공의무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단체교섭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노사간 립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단체

약의 성립, 즉 계약 정의를 실 하고자 필수 으로 요청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

다. 즉 근로3권을 통한 노사간의 실질  등성 확보라는 헌법  요청을 정보의 

측면에서 구 하여 하자없는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의무이다. 이에 

반해 근참법상의 노사 의회 제도는 근로자의 경 참여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 

신뢰구축에 그 목 이 있다. 경 참여의 정도는 입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정보의 비 칭 문제를 사 에 방지하여 집단  자치의 원리가 원활하

게 구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장치가 정보제공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차가 제

도화되면서 노사 간에 다양한 모습의 교섭 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단체교

섭권 행사방식의 에서 살펴보자면 사업 는 사업장 단 에서 단일노조가 

자신의 근로3권을 직  향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교섭 표노동조합에 의한 방식, 공동교섭 표단에 의한 방식, 개별  교섭에 의

한 방식 등이 가능해졌다. 

소  ‘1사 1노조’에서의 노사간 교섭 계를 통 인 ‘일원  교섭구조’라고 지

칭할 때, 재의 노조법은 이와는 다른 ‘다원  교섭구조’의 성립을 보장하고 있

다. 근로3권간의 계나 노사 계 법리는 지 까지 일원  교섭구조를 토 로 하

여 형성･ 개되어 왔는데, 과연 이러한 종래의 법리나 메커니즘이 새로운 교섭구

조에도 동일하게, 면 으로 용될 수 있는지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특히나 근로3권이 구 하고 있는 노사 계의 기본원리인 집단  자치 원

리의 실 이라는 차원에서 집 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 다원  교섭구조하에서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법률  문제들에 

한 법  해결책 모색이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은 변화된 교섭환경

에 한 직  규율인 공정 표의무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에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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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집단  자치 원리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즉 노조법 제30조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해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실교섭의무는 통 으로 일원 인 교섭구조에서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규정된 재 다원  교섭구조에서 확장

으로 용될 필요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련하여서는 명문으로 공정 표

의무가 규정되었는데, 동 규정의 공백부분을 성실교섭의무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정 표의무 규정의 규범  용범 를 둘러싸고 논

의가 귀일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례법과는 다른 입법문언을 가지고 

있고, 명문화로 인한 어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실교섭원칙 규

정의 활용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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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dur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Chang, Woo Cha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rticle 30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ULRAA”) provides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article 30 

(1) of TULRAA states that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shall bargain, in good faith and sincerity, with each other and make a 

collective agreement, and shall not exceed their authority.” The article 30 (2) of 

TULRAA states that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shall 

not refuse or delay, without just causes, bargaining or 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Although historically the original clause about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was adopted form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t has developed 

independently of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So now the article 30 of TULRAA 

in Korea has not only similar but also unique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is defined in the Section 8 

(d)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The NLRB and U.S court developed the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n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at made 

influence on those of Korea. But in Korea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has 

unique and different meanings and applications from U.S. The duty to bargaining in 

good faith in Korea derives directly from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tour of the article 30 of TULRAA is relatively wi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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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room to be interpreted broa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and to examine the practical use of the article 30 of 

TULRAA in Korea.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in Korea.

First, the article 30 of the TURLAA which provides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is regarded as the clause which provides the principle of bargaining. This legal 

status of the article 30 of the TURLAA is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derives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he fundamental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connotate 

existence of mutual parties of negotiation, in order to say,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belongs to a trade union, not an 

employer. When a trade union exercise this right, an employer incurs the obligation 

not to refuse the negotiation and to bargain in good faith for the purpose of 

concluding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ly,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obliges employers not only to exercise 

their sincerity to reach agreement but also to persuade and present their opinions.

Thirdly, the duty to furnish information derives from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issues of collective bargaining is indispensable and 

necessary to both parties, especially a trade union because of the situation of 

asymmetrical information. Share of information between a trade union and an 

employer is the basic premise of fair collective bargaining. The duty to furnish 

information is related with contract justice deeply.

Lastly,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is dealt with in the condition of single 

bargaining process so far. But recently new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ncluding 

multiple trade unions system at the enterprise level and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is enacted.. We call it a multiple  bargaining system. In this system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essential. Unfortunately the claus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which newly is enacted has weak points of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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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is to use the article 30 of TULRAA positively. This 

clause that contains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makes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claus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Key words: the duty to bargain in good faith, the article 30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duty to furnish information,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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