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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훈련은 노동조합에게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보다는 급여,

복리후생, 고용안정 등 전통적인 노동운동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조합이 직

원의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

으나 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

에 대한 고려없이 논의를 진행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살펴

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

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노동조합이 직원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기업 내 연공적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성과주의 업적 및 개인역량

평가가 확대되면서 노동조합과 조직원 모두가 교육훈련을 자신들의 이해

관계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동일 기업체

내에서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할 경우 노동조합들 간에 경쟁적 노조관계

가 형성되어 노노갈등의 요소가 되고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감소시켜 기

업의 교육훈련투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기업 내 노조원의 다양한 이익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

동조합 결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수록 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투

자를 늘이게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성향, 노사관계 형태가 기업 교육훈련비 투자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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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

해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유무와 교육훈련비의 변수관계에서 민간, 공공의 조직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가 공공기

관의 경영현안을 통제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사협

상 시 임금 및 복리후생의 대안으로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근속하

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교육훈련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투자에 우호적이라고 해석되었다. 복수노조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민간, 공공의 조직유형의 조절작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복수노조일 경우에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유

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복수노조가 민

간부문보다 상호 협조적 노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유

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보다 직원 교육훈련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노동조합, 복수노조, 노사관계, 교육훈련,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 번 : 2014-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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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도태되고 상시

적인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을 더욱 가중시켰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경쟁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성장과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지식, 숙련도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높아지는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경쟁력 강화

요소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미약하지만 전통

적 단체교섭 대상인 고용안정, 복리후생과 더불어 직원 교육훈련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정승국, 2006)

근로복지 선진국의 노사관계의 경우 이미 교육훈련 정책이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노사 간 고용정책 쟁점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부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교육훈련제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최영호 외, 1999)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경영자들

은 근로자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투자보다는 비용의 관점에서만

조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측은 전통적 노동운동에 사로잡혀 교육훈련과

능력개발과 같은 사안에 무관심이나 냉소로 일관하거나 노동운동이 개입

할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이호창, 2000)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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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경쟁

력을 높이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사관계 영역의 교육훈련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동조

합의 숙련형성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이 없이

긍정적 분석과 부정적 분석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먼저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면 이호창(2000)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로자 숙련보다는 비용 위

주의 경영전략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여 저숙련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을 비판하였고, 홍장표·류장수(1999)도 일본 자동차 기업과의 비교 연구

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후진성을 비판하였다.

김주섭 외(2003)도 기업이 근로자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노동

조합이 먼저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류장수(1997)는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용진·김동배(2002)은 노동조합 자체는 교육훈련 투자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반면 상호협력적인 노사관계인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승국(2006)은 노동조합

과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교

육훈련시간과 부(-)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비제조업인 서비스산

업에서는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노사관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로자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선행연구들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영·노동환경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국내 전체

사업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민간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

다. 공공부문은 정부 정책을 대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민간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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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등 노사관계 분야에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이 민

간부문과 확연히 구분된다. 시장의 경쟁환경에서 한발 벗어나 있는 경영

환경과 정부가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하여 노사관계 영역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민간부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헤이’

의 방조자로 비판받고 있으며 임직원의 고임금과 복리후생 향상에만 전

념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박용석, 2008) 공공

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지대추구, 정치참여 등의

영향만 부각되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조의 사

회·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

서 공공노조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미치는 현재 역할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의 건설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논

의되지 않은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증적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소속 직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설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직원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사업체패널조

사 데이터를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체의 인사담당자, 노사관계담당자, 근로자 대

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2011년도 사업체패널조사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며, 조사대상은 민간부문 1,653개, 공공부문 11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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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70개 사업장이다. 공공부문 117개의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98개 기관이고, 나머지 19개 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본 사업체패널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기관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어떤 기관이 설문에 응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과정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시

ê

선행연구 검토 ▪ 노동조합,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고찰

ê

연구설계
▪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ê

가설검증 ▪ SPSS 기초통계, 변수간 상관관계, 회귀분석

ê

결 론 ▪ 연구결론과 한계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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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역할

1) 노동조합의 개념

인류가 출현한 이후 인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이나 임금을 받고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계층이

형성된 것은 산업화 시기이다. 자본, 기술, 노동은 산업화의 핵심 3요소

이며 기업가와 더불어 노동자는 산업사회의 중요한 집단이 되었다. 그러

나 노동자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자본을 소유한 기업자에 비해 매우 열악

한 사회적 위치에 놓였고 기업가와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조

직되어진 것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결성한 우애조합,

공제조합 등이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은 평소 일정금액의

조합비를 걷었다가 조합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일종의 상호부조 형태였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현대적 의미

의 노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 기계설비가 발

전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단순 반복적 직무를 수행

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노동인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의 노동자들은 기업가들의 가혹한 노동조건

을 수용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이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발언권이 없었다. 그러나 점차 노동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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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S. Webb(1920)은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질서에 투쟁적으

로 도전하기 보다는 이러한 체제를 인정하고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협

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적 개념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노동조

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법 제2조에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적 개념 역시 S. Webb이 정의한 내용과 그 맥락이 일치하며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로 정

의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부터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

직되기 시작했다. 노동자 대투쟁으로 세력을 확장한 노동조합들은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분할되어 발전하였고, 소속 근로자의 이익 대

변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정치활동, 경영참여 등의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이태식·이인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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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을 위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조합

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국제노동기구(ILO)는 단체교섭을 근로

조건과 고용조건 결정, 노사간의 관계 규제 등을 위하여 개별사용자, 다

수의 사용자단체 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사용자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를 다른 당사자로 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으로 해석하고 있다.(ILO협약 제154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복(1991)은 단체교섭을 근로자 단체와 사용

자,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 구성원의 고용관계와 그에 밀접한 영향

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절차적인 공정규칙을 설정, 해석, 적

용하기 위한 평화적인 협상과정이라 하였고, 구본장·정재호(1997)는 단체

교섭은 노사간의 협상으로써 근로자는 경제적 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추구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제시하여 원만

한 타협점을 찾아 노사간의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단체교섭은 기능적 측면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규칙제정, 근로자의 경영

참여, 노사간 갈등조정 및 안정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가장 기

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것이다.

② 정치활동

1961년 출범한 한국노총은 당시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금지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정치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

러나 19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강화를 선언하였고 1996

년 15대 총선부터 노동계 출신 후보를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철폐를 요구하였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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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이 폐지되어 사실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 정당의 조직과 설립의 자유

를 보장(제8조)하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역시 자신의 본질적 목적인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

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행정·입법·사법 등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자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

동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정부이고 일정하게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특징으로 인해 기관장과의 단체교섭만으로 노동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관

리·감독하는 정부 및 국회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정치활동이 공공기

관 노동조합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

③ 경영참여

경영참여는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상호간 협동적 관계 형성을

위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

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태식·이인상(2009)은

경영참여를 근로자의 정보공유,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의사결정참

여, 팀 또는 개인의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업무자율권, 노사협의회 활동

으로 구분하였고 공공부문에서는 노사간 정보비대칭은 심각하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의사결정참여, 업무자율권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인식수

준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 실제 활용성, 성과

여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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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참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준(2006)은 근로자 대표 및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가 기관장의 인사권,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

시켜 주주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영참여 범위를 작업현장, 생산활동

에서의 노사관계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성규·양석균(2007)

은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높고 근로조건에 관한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매

출, 기업내 긍정적 분위기 등의 기업성과가 증가하여 경영참여와 기업성

과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2.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과 문제점

공공부문을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노동조합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노동조합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률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제33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

동쟁의조정법 제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

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

고 있다. 또한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제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

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 10 -

은 불법이지만 대법원의 규칙과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

는 분야는 철도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철도노조, 정보통신부 소속 체신노

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 노조뿐이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

립하게 되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은 지휘ㆍ감

독의 직책이나 인사ㆍ예산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 등 특정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

한하였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연합단체 설립을

금지하는 법률적 제약 하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

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는 6급 이하로 제한하였고 경찰이나 소방관, 외교관 등 특정직의 노조

가입이 금지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안에 반대해 비합법

단체로 남아 투쟁을 지속하였고 이후에도 노조간부가 파면・해임되는 등

정부와의 갈증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부와의 충돌을 우려한 일부 산하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합법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

동조합(민공노)를 독자적으로 출범하게 되자 전공노도 2007년 합법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2009년 전공노는 민공노 및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통

합하면서 다시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적 조직이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

본적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상명하복의 관료주의가 팽배한 공

직사회의 특성상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장관이 공무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제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

지고 있고, 공무원의 보수, 복지,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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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단체교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결정

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임금의 경우 단체협약서 상에는 ‘임금의 종류, 계산방법 및 지급액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에 따라 조정되는「공무원보수규정」에 의

해 결정되며, 중요한 근로조건은「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노

사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2)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과 문제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

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

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

간인이므로 해당 기관장과 근로자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한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쟁의조정상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아 실제적으로 쟁의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높다.

(하재룡, 2000)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ⅰ)예산편성 및 집행

ⅱ)이사회 운영 ⅲ)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등을 활용해 정부투자기관의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임상훈·배규식·강병식, 20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매

년 공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진행되



- 12 -

는 공공기관 임금교섭은 예산지침으로 하달된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배정된 예산의 항목별 분배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각종 수당의

조정 및 인상을 포함하는 추가협약을 통해 예외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얻

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정부가 총액인건비 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부

터 이러한 교섭마저도 제약되었다. 한편, 예산편성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노사협의회나 기타 방법을 활

용해서 해당기관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이 정부 예산지침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정부투자, 출

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

토록 하며, 관련예산편성지침, 민영화 등 주요정책 수립 시 노사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노사교섭 결과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

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이 이사회에

서 부결될 경우, 노사관계가 첨예한 갈등을 겪으며 악화될 가능성이 높

다. 그 결과 노동조합 측은 기관의 경영진과 하는 단체교섭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를 직접 교섭상대로

하는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무원

(정부가 직접적 사용자)과 달리 별도의 법인체로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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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

체이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노동조합의 근본 목적

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

합의 형성 및 운영은 공공부문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영향요인으로 인

하여 민간부문과 차이가 발생한다.

하재룡(2000)은 공기업의 근로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당해 기관장과 근로자간 순수한 근로관계 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자는 별

도의 제한없이 노동3권이 인정되지만 정부는 관계법령을 활용하여 공기

업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은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쟁의권 행사가

제한 될 여지가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이사회 운영, 경영성과평가 등 공기업 경영에 간여하여 노

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와 복잡한 지

배구조는 노동조합의 조직설립 및 운영, 정부와 노동조합 간에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의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소유와 복잡한 지배구조는 기관장이 사용자로서 정당

한 법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저해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관

경영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또

한 많은 연구들이 정부 소유와 지배구조로 인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단체교섭, 임금교섭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방해한

다고 언급하고 있다.(노광표·이정봉, 2007; 임상훈 외 2인, 2004; 박영범·

이상범;1990)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법률 및 제도적 차이로 인해 민간부문과

구분되는 특징 나타난다. 첫째, 기관평가, 임금인상, 근로조건 등 정부의

폭넓은 경영개입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자가 정부라는 점이 민간부문과

명확히 구분된다. 정부가 직접적인 사용자로 나서거나 공공기관의 일상

적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부 소관부처가 법령에 따라 각종 경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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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하달하면 기관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공

공부문 노사관계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노사협상에서 사

용자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노

동3권 행사와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일정하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

이 생산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로 인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민간부문에 비해 여론의 관

심이 높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법적, 제도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증적 비교 분석을 위하여 민간부문 사업체와 조직특

성이 상이하고 노동3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정부기관(공무

원)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민간부문과 유사한 독립적 법인이지만

특별한 소유·지배구조로 인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나 실질

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업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4. 노동조합과 교육훈련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Mincer(1981)는 노동조합의 독점력에 주목하여 시장임금 보

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직원 교육훈련에 투자할 재원이 상대적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게 투자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근무연수에 따른 연공급 체계는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임금인상 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조합원은 노동조합

이 없는 기업의 비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와 교

육훈련에 대한 유인효과가 낮다는 의미이며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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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Boheim & Booth(2004)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높아진 임

금을 감당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려 노력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수준

의 직원 교육훈련이 도입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동조

합이 존재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인해 직원의 자발적인

이직을 낮추게 되고 경영자는 직원 교육훈련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

어져 그 만큼 유인책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주장

하는 이론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주요 선진국 노동조합 사례

전통적으로 역사가 깊고 노동운동이 발전한 유럽 노동조합의 경우 직원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노동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각

국가별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노동운동 형태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근 선진국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노동조합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영호 외, 1999)

1) 영국

영국의 노동조합은 19세기 중반 숙련공으로 구성된 직능별노조(craft u

nion)로 시작되었다. 이후 특정산업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별노조(industrial union)가 발전하였고 현재는 일반노조(general union),

기업별노조(enterprise-based union)등이 혼재되어 있다. 1868년 설립된

영국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이자 서유럽 최대의 노조연합체인 영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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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는 약 70개 이상의 산하 노동조

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생산직 근로자, 임금노동

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있다. 반면 산하 노동조합

들이 자체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TUC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거부하

고 있어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비해 영향력이 취약한 특성이 있다.

영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하

여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양측 모두 거부하는 성향이 존재한

다. 영국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

섭을 행사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노사간 단체교섭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법정구속력을 부여한다는 합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

는다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 된다. 특히 보수정당인 대

처정부의 노사관계정책 이후 사업장의 노사 교섭력은 사용자측에게 유리

한 편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지역단위 노조간부의 사업장 개입을 최소화

하여 노조의 교섭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다. 이렇듯 노동시장정책이

사용자의 재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 영국은 유럽의 산

업국가 중 가장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노동시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배경 하에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교육훈련

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이를 조직률 강화와 사용자측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UC는 노동자의 평생학

습 증진을 위해 정부의 교육훈련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측

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무훈련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투

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노사 동반

자적 전통이 약한 영국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약 90%가 임금협상

을 교섭하였지만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약 20% 사업장에서만 교섭이 이

루어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참여가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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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조직률(10% 수준)이 낮고 이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고 노동조

합총연맹들은 산하 노조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조합

원 약 150만명으로 조직규모가 가장 큰 최상급노조인 프랑스노동조합총

연맹(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CGT)과 함께 프랑스민주노동

총연맹(CFDT), 프랑스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CFTC), 근로자의힘(CGT-

FO) 등이 조직되어 있다.

프랑스 기업은 대게 노동조합과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사용

자 단체에 의해 전국적, 산업별, 지역별로 교섭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

단체교섭은 사용자측의 최상급단체와 프랑스노동조합총연맹(CGT)간에

진행되고, 임금, 연금, 퇴직급여,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에 관한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가장 전통적인 형태인 산업별 단체교섭은 산업별 노동

조합과 사용자단체간에 진행되며, 조직률이 낮은 노동조합은 협약의 적

용범위가 넓은 측면에서 유리하고 사용자측은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설립

을 거부할 수 있어서 양측 모두가 선호하고 있다. 지역별 단체교섭은 지

역별 지부단위에서 진행되는 협약으로 산업별 협약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의 교육훈련제도는 1970년 모든 산업에 적용된 전국협약(Nationa

l agreement)에 따라 근로자의 유급 직업훈련 권리를 보장하되, 그 비용

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재원이 되는 기금은 노사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최상급노조단체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

업 교육훈련 조정·통제 기구, 특정사항 협의기구, 기금운영기구를 설립하

여 적극적으로 직업훈련 노사협의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자

교육훈련 기회 불평등, 훈련결과 승인 부족, 청소년 기초훈련 부족을 문

제로 지적하고 근로시간의 10%를 교육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회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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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조직되기 때문에 사업장단위의 노동조합

조직이 없는 형태이며, 이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독일 최상급노조단체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 Gewerk-schaftsbund, DGB)'에 가입되어

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지는 않고 국가 정책수립·집행 영영에서 거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

외에 독일사무직노동조합총연맹(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Beamtenbund) 등이 있다. 독일의 단체

교섭은 일반적으로 지역본부가 중앙위원회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단위에서 협약이 체결된다. 경우에 따라서 산업별 전국 수준의 교섭이

있을 수 있고, 개별기업이 소속 산별노조와 직접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

하기도 한다.

독일의 직업 교육훈련제도는 도제식 양성훈련이 가장 큰 특징이며, 노

사정간 교육훈련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조직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중세

이후 독일의 기업들은 현장교육훈련을 기반으로 도제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왔고, 19세기 중반 조직된 독일의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직업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였다. 역사적 전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용자단체는 소속 근로자

의 직무능력 향상 및 개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학교의 교육보다 더 효과

적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노동조합도 이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

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유럽 선진국

들 중에서도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가장 잘 정비되어 있으며 노동

조합의 참여 역시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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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훈련의 개념

숙련(skill)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기술이나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숙련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나 오랜 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 및 체화되어

근로자의 특성으로 나타난다.(황수경, 2007) 근로자의 기술적·능력적 특

성이 되는 숙련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업무에 대한 반복

적인 교육훈련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교육훈련의 중요

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경제적·시간적 여유

가 부족한 근로자에게 공평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직업교육훈련을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과 훈련의 개념간

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교육과 훈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절

차적 과정을 고려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Nadler(1986)는 피교육자

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훈련은 현재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학습이고, 교육은 가까운 미

래에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학습이며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한정된 업

무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동서(2002)는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

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개념이며 훈련은 직원이 맡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요구자격과 부족한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하는 의미로 구분

하여 설명하였고, 이종성(1999)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면

서 직업교육은 직업과 관련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

든 교육으로 직업훈련은 직업교육 또는 특정한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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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숙달시키는 제한적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이경희(199

3)는 교육과 훈련 모두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을 설

계하며 교수과정을 평가하는 등 절차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 개념은 동일

한 교수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교육훈련을 동일한 범주에서 간주하여 ‘학습자가 또 다른 환경에 처

했을 때 보다 나은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규칙, 개념의 획득,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민봉·

임도빈(2007)은 교육과 훈련의 구분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은

조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된 활동’이라고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결국, 교육훈련에 관한 개념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조직의 성과창출을 목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

술, 태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업무와 관련한 성과를 창출할 목적

으로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체계적으로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한다.

2. 교육훈련의 목적과 중요성

교육훈련의 목적은 교육훈련에 참여한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이 형식적 학습활동에 그치고 실무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조직성과 창출, 직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효과가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학

습과정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나타난 직업훈련의 목적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취업자나 취업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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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

의욕을 고취하고 산업 및 기술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 빈곤율을 낮추

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주인중, 200

0) 임군진(2008)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경영자는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축적과 커뮤니케이션 원활

화를 통한 조직협력을 추구하고 근로자는 자기발전을 통한 동기유발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은 인재를 육성

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생산성 향상과 직무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하고,

개인은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조직과 개인자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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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교육훈련 중요성

구 분 기여측면 내 용

조 직

차 원

생산성

▪교육훈련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무실적

개선에 기여 : 능력 향상은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 서비

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높임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나 친절성 등 질적 수준을 높임

인사관리

▪이직이나 인사이동 등에 의해 생긴 빈자리에 대하여

내부인력의 신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사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

▪결원에 대한 인력지원이 항상 가능하도록 예비인력 확

보 가능

통제·조정

▪교육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다

른 사람과의 업무협조도 용이

개 인

차 원

직무

만족도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은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을 길러주어 근무의욕 고취

▪정규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어 성취감 향상

경력발전

▪전통적으로 교육훈련을 조직의 현재적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개인의 장기적인 생애목표 내

지는 경력목표 달성에도 기여 가능

▪교육훈련은 조직의 목표달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적 역할

자료 : 유민봉·임도빈(2007). 인사행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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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의 유형

교육훈련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통

상적으로는 교육훈련 대상자의 위치에 의한 분류, 교육훈련 대상에 의한

분류, 교육훈련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분류방법으로 원용되고 있다.(김진

영, 2011)

[표 2-2] 교육훈련 유형

구 분 세부유형 내 용

교육훈련

대상자

위치

신규채용

훈련

(기초적응

훈련)

▪새롭게 충원된 근로자가 직무에 투입되기 전에 직

무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초 훈련을 의미

▪통상 신규채용자들이 근무예정 기관의 목표, 사업

활동, 조직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와 조직규범, 근

무원칙 등의 인식 강화 목적

재직자훈련

▪신규 채용된 이후 정식 조직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개인에게 시행하는 훈련 즉 신규채용자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

교육훈련

대상

감독자훈련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계장이나 과장을 지칭하며,

부하의 직무수행을 지휘, 감독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감독자에게 인간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

시하는 교육훈련

관리자훈련

▪일반적으로 국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지칭하며, 막

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관리자가 자칫

무사안일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성과 총

괄성을 간과할 것에 대비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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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유형 내 용

교육훈련

목적

양성훈련

▪조직이 확보한 인적자원을 조직 수요적 가치자원

으로 개발, 전화시키는 훈련을 지칭, 이는 채용을 전

후하여 시행되는 각종 소양교육이나 직무관련 교육

훈련 해당

향상훈련

▪현재 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승진과 같이 조

직 내의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는 시기를 전후하여

시행하는 훈련

재훈련

▪조직성원들이 충원이 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연후 자원자체는 아직도 이용가치가 있으나, 충원 당

시 보유하였던 지식과 기술은 고갈상태에 이르렀거

나 혹은 노후화되어 버려서 활용하기 곤란할 때 이

를 보충해 주는 교육훈련

자료 : 김진영(2011). 교육훈련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은 조직의 생산성 증가, 직원 사기향

상, 감독자 역량 강화, 조직의 지속가능한 안정성 확보 등의 필요성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단순하게 근로자의 기능적 역량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개인의 직업관, 소속감, 사기증가

등의 태도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 직책을 담당하

는데 필요한 지식수준, 역량, 기능, 태도 등은 각 근로자 개인마다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교육훈련은 이러한 차이를 보완해주고 근로자가

조직과 직무에 더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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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하면서 기

계, 시설 등의 물적자원 보다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

해 개인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능력개발에 참여하고 기업은 교육훈련

을 통해 조직의 목적, 활동 등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교육훈련은 조직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

학교의 일반 이론적 교육보다는 기업친화, 직무숙련 등의 현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과 연관되는 교육훈련이 적극 장려

되고 활성화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업특성, 기업규모,

매출액, 노동조합 유무 등의 영향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장

수(1997)는 한신평의 기업재무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균임금, 근속연수,

남성비율 등이 교육훈련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

한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큰 대기업이 낮은 이직 가능성과 높은 투자여력

으로 인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교육훈련 투자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하

였다. 김동배·노용진(2002)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참여적 작업장혁신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교육훈련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참

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 교육훈련시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자체는 교육훈련 투자와 유의한 부(-)

의 관계가 있는 반면 상호협력적인 노사관계인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 투

자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안국(2001)은 기업 교육훈

련의 성과와 분배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신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

훈련이 생산성 및 기업효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은 기업이 영위하는 생산공정이 매우 단순하여 교육훈

련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교육훈련에 투자할 경우 매출과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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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효과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영진이 교육훈

련에 관심이 없거나 직원의 참여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 기업이 새

로운 사업으로 다각화하고자 신기술 도입이나 직무변화를 위해 교육훈련

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열망에 따라 활성화 될 수도 있다. 기업의 교육훈련 결정에 미치는 요인

은 기업마다 상황마다 무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

업의 교육훈련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 중 조직유형(공공부문, 민간부문)과 노동조합을 중점으로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공공부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부문의 정의

통상적으로 공공부문이라 함은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는 민간부문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부문을 말한다. 소유와 지

배구조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public employee)란 공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정책결정자, 기밀업무 종사자, 군대와 경찰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ILO 협약에서 공공부문은 정부가 고용주, 투자자,

규제자 등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하는 모든 부문을 의미한

다.(최영우, 2002) 노사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광조·이정봉(2007)은 공

공부문을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정의하였다. 노광조·이

정봉은 정부의 사용자 역할을 좁게 해석하면 공공부문은 정부기관에 한

정되며 그 소속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고, 정부

의 사용자 역할을 넓게 해석하면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공익사업까지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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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및 공공기관이 의사결정·집행에 참여하는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공공부문을 자원배분, 재분배, 규제 등과 관련한 정부 활

동으로 간주하거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연관된 정책적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정부 및 관료조직과 관련된 기관들은 공공부문에 포함되고

그 외 시장체제가 작동하는 영역은 민간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반

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사적영역인 시장과 반대되

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공(public)과 사(private)는 정부의 재정지원

및 통제를 받는 조직에 의해 생산, 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거나,

생산수단의 소유가 공적 또는 사적 여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공공부문

을 자원배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정하게 제약된 총자원의 배분과정에

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정부의 통제

와 개입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념을 규정하거나,

생산자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

는 주체 및 그와 관련된 영역으로 정의 할 수 있다.(정재하, 2005)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23조에

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해야 하며 공공필요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강조하고, 제126

조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경제적 자유권에 대하여 사회정의 및 평등의 가치를 보

장하기 위해 독점적인 경제활동과 공공성이 높은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

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표현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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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를 초월하여 공공재화를 제공하며, 공공성을 위해 경제규제와

조정활동을 하는 것을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이혜영·황기돈, 1999)

그 외 각종 법령에서도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개

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제1조에서는 국가행정사무의 체

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

를 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는 공공부문

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공공부문의 범위

공공부문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지만 국경을 초월한 경쟁적 세계화 추세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각국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효과성을 인지하고 공공부

문의 개념과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국

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

과 UN에서 제시한 공공부문의 분류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정재하, 200

5)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GFS(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지침에서

는 공공부문을 국가의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부정책이

정부조직에 의해서 달성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공기업

에서도 성과가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GSF는 공공부문을

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을 다시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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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을 정부조직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기업의 역할

과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GSF의 공공부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GSF 공공부문 범위

공공부문

(Public Sector)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공기업
(Public

Corporations)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금융공기업
(Financial

Public
Corporations)

비금융공기업
(Nonfinancial

Public
Corporation)

주정부
(State

Government)
화폐공기업
(Monetary

Public
Corporations)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비화폐공기업

(Nonmonetary
Public

Corporations)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UN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과

각 경제주체간의 경제 활동을 국제적인 분류체계 및 체계방식에 따라 계

정과 표로 작성된 통합 통계시스템이다. SNA에서 공공부문은 공공 당국

에 의해 통제를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각 기관들의 모든 경제적 활동

으로 정의된다. SNA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정부 부문에는 각종 공공 서비스(교육, 행정, 치안,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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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에 의해 통

제를 받는 사회보장기구와 비영리기관이 포함된다. 공기업 부문은 시장

에 참여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활동을 하는 시장기관이지만 정부가 지배

하고 통제하는 법인기업이 포함된다.

[그림 2-2] SNA 공공부문 범위

공공부문 (Public Sector)

중앙정부, 연방주정부, 지방정부

(Central, Federal state, regional level)

공공 당국의 통제를 받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Institutions controlled and mainly financed by public authority)

<비시장기관> <시장기관>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

정부

(Government

unit)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s)

비영리 및

비시장

(Non-profit and

non-market

institutions)기관

공기업 부문

(Public

corporation

sector)

자료: Messaous Hammouya, Statistics on Public Sector Employment :
Methodology, Structures and Trends, ILO, 1999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공부문은 협의적 의미에서 정부조직을 의미하지만

광의적 의미로는 정부조직 외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재정지원기

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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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

민간부문과 구분되는 공공부문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느냐에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조직이론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전

통적인 ‘일반적 조직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공공조직의 특수성 보다

는 조직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조직이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

겨왔다. 하지만 현대행정국가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확대,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공공예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Waldo(1980)는 공공과 민간의 분리가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

만 이러한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과 민간의 조

직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두 조직유형이 점차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측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심지어

미약한 경계마저도 허물어지는 추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은 법적, 제도적으로 구분되어지고 민간부문의 경영

논리를 그래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

에 대해 정우일(2005)은 조직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공공과 민간은 시장

의 부재, 공공재와 무인승차문제, 개인능력의 한계, 고객에 대한 평등성,

법적 규제, 조직구성원의 신분보장, 정책결정의 공개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Rainey(2003)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조직환경과 조직목표, 조

직구조와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환

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존재여부이다. 공공조직은 시장메커니즘

의 영향보다는 법적 규제, 정치적 상황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둘째,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다양하며 이에

따라 공공조직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조직은 민



- 32 -

간조직에 비해 더 많은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위해 사

회적,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직유형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간부문의 경영관리,

운영에 관한 방법이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공공부문은 시

장메커니즘 영향보다는 외부 정치적 영향 및 법적 제약이 크며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시 각 부문

의 노동조합의 운영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육훈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긍정적 영향

과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노사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

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투쟁과 분배에 집중하는 전통적 노동조합 정책은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

과 참여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sterman(1995), 정승국(2006), 김동

배·노용진(2002), 이호창(2000), 홍장표·류장수(1999) 등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기업조직과 기술, 훈련관의 관계를 실험한 Osterman(1995)은 미국기업

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실증분석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일수록 직원들에게 훈련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기업의 교

육훈련과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정승국(2006)은 노동조합과 교육훈련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국노동연

구원의 3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서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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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과 교육훈련시간과는 부(-)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비제조업인 서

비스산업에서는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서비스업에서

는 최근 들어 개인의 업적과 역량 요소들이 강조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의 더 높은 처우를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동배·노용진(2002)은 노사파트너십의 정도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와

관계에 주목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참여적 작업장혁신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존재 자체는 교

육훈련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정보공유

와 협력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

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김동배·노용진(2002)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분배투쟁 위주의 대립적 관계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노동조합은 조직 존립을 위해서라도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호창(2000)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의 숙련형성을 투자보다는 비

용적 시각으로 조망하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금기시하며 기계적인 노동

만을 강요하여 저숙련체제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였다. 숙련형성

이 아닌 비용중심의 경쟁전략을 추구한 결과 ‘저투자 → 저훈련 → 저임

금 → 저생산성·저품질 → 저가격’이라는 저숙련균형의 악순환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뢰에 기반한 노

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공동으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발

전시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장표·류장수(1999)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 숙련형성에 관한 이해를

위해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숙련형성 시스템을 비교 연

구하였는데 한국의 숙련형성시스템이 일본에 비해 비체계적이며 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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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저숙련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장표·류장수(1999)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숙련형성 의사결정에 참여여부가 숙련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참여는 현장 작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조은상 · 노용진(2006)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유

한양행의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활성화된 인적자원개발은 종업원

과 고용주간의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신뢰와 협조관계, 정착화된 고용안

정 및 내부노동시장, 인간중심의 인사관리에 기초한다. 상호신뢰와 협조

관계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노동조

합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김안국(2001)은 기업 교육훈련과 생산성 및 기업효율과의 관계를 분석

하여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공식적·비공식적 교육훈련과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훈련 활동이 직접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이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보다도 더 적

게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은 종업원의 숙련제고를 위한 승진제도, 종업원 참여제도, 업종 공동의

교육훈련제도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직무능력이 높은 사

람에게 더 많은 교육훈련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종업원과 저숙련자들

에게도 참여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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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노사관계, 노동자 숙련형성과 기업 교육훈련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매출액, 기업규모, 조직연령

및 직원 근속기간, 노사관계 등이 있다. 기업의 높은 매출액은 투자 여력

을 높여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

업규모, 조직연령, 근속기간 등이 높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된다면

앞서 살펴본 유한양행의 사례처럼 교육훈련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노사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경영자

는 비용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조망하게 되며

노동자는 안정적 근속환경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노동조합과 교육훈련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뚜렷한 방

향성 없이 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민간과 공공부분의 경영환경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국내 전체사업장, 민

간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공공부문에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과 민

간의 조직유형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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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조절변수

조직유형

(공공, 민간)

독립변수 종속변수

노동조합,

노사관계
교육훈련

통제변수 매출액, 기업규모, 근속기간

제 2 절 연구가설

류장수(1997)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표시된 교육훈

련투자비를 합해서 교육훈련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과 교육훈

련투자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까

지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이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안정이며 근

로자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

은 것에서 기인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승국(2006)의 노동조

합과 교육훈련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교육훈련시간

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제조업인 서비스산업에서는 정(+)의 유

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직원의 경쟁력이 서비

스 품질과 직결되기에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가 직원 교육훈련에 적극적

인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기업 교육훈련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양 변수간 영향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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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체내 단일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에 따른 교육훈련

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복수노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용일(2012)은 현

재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복수노조가 각자의 영향력

을 높여 교섭권을 확보하고자 경쟁적 노조관계가 형성되어 노노갈등의

원인이 되고 경영자측은 교섭력 강화를 위해 어용노조 설립을 노사대응

전략으로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여부, 복수노조일 경우를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교

육훈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한다.

가설 1. 노동조합은 기업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경우 직원 교육훈련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동일 기업체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 할수록 직원

교육훈련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양행의 사례를 통해 분

석한 조은상 · 노용진(2006)은 사측과 공존하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형성

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숙련도 향상이 성과개선이나

임금 향상 등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적극적이게 되며 사측 역

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훈

련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가족주의적 경영과 인사

관리로 인해 직원의 평생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도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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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

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와 교육훈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2. 노사관계는 기업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노동조합 성향이 우호적일수록 교육훈련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노사관계가 협조적일수록 교육훈련비가 증가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대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

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용자 역할을 하며 시장 메커니즘 영향

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앞서 살

펴본 유한양생의 사례처럼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조직 내 근로자의 숙련

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훈련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부문은 노사간 임금협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 복리후생의 협상 대

안으로써 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고 추정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속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써 조직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직원은

근무의욕 및 직무 동기부여, 경력개발에 기여하여 양자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노동조합이 기업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

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3-1. 노동조합 유무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유

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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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복수노조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사

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노사 협동적 관계형

성을 위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전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노동조합 결성여부’와 ‘복수노조’

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2. 노사관계

노동조합은 설립유무에 따른 존재 자체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전통적으

로 고용, 임금 등에 대한 투쟁 일변도의 성향인지, 노사관계가 대립적 또

는 우호적인지에 따라 기업 교육훈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다. 김동배·노용진(2002)은 정보공유, 노사관계분위기를 통해 노사파트

너십의 정도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존

재 자체는 교육훈련투자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정보공

유와 협력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

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와 교육훈련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체패널조사의 ‘현 집행부의 노조성향’과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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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사관계’ 설문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3. 교육훈련

교육훈련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속변수로써 교육훈련 측정 기준

을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정하였다. Whitfield(2000)는 1년간 근로자가 받

은 훈련일수,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 비율, 훈련시간을 통해 훈련의 정도

를 측정하였고, Knoke and Kalleberg(1994)은 공식적 훈련여부, 훈련비,

참가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류장수(1997)는 교육훈련 정도를

재무제표에 표시된 교육훈련투자비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종속변수를 ‘사업장에서 소요된 전체 교육훈련비’

로 설정한다. 다만 분석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교육훈련비는 사업장 규모,

매출액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한다.

4. 조직유형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증적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

동조합이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

부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조직유형은 패널

데이터의 ‘사업장 구분’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의 통제방법을 참조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출액, 기업규모, 근속기간으로 한다. 매출

액은 기업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한 수치이며, 기업규

모는 전체 근로자수, 근속기간은 정규직 직종의 평균 근속기간(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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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기술적 통계분석

2011년 사업체패널데이터 설문조사에는 일반사업장 1,558개, 전기가스수

도업 18개, 금융보험업 48개, 통신업 29개, 공공기관 117개가 참여하여 1,

770개 사업체가 응답하였다. 이중 민간부문이 1,653개(93.4%), 공공부문

117개(6.6%)로 나타났다.

[표 4-1] 사업체 응답업체 분포

구 분 사업체수(개) 비율(%)

민간부문

일반사업장 1,558 88.0

전기가스수도업 18 1.0

금융보험업 48 2.7

통신업 29 1.6

공공부문 공공기관 117 6.6

총 계 1,770 100.0

사업체패널조사에 참여한 1,770개 사업체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1.096개(61.9%), 설립된 경우가 666개(37.6%), 설립되었으나 활동

을 하지 않은 휴먼노조인 경우가 8개(0.5%)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하지 않은 휴먼노조를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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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노동조합 결성

노조결성 여부 사업체수(개) 비율(%)

없 다 1,096 61.9

있 다 666 37.6

휴먼노조 8 0.5

총 계 1,770 100.0

사업체별 노동조합 설립 현황은 노동조합이 1개일 경우가 591개

(88.7%), 2개일 경우가 66개(9.9%), 3개일 경우가 8개(1.2%), 4개 이상일

경우가 1개(0.2%)이다. 노동조합이 1개인 단수노조인 경우가 88.7%로 그

렇지 않은 복수노조인 경우 11.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4-3]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수　 사업체수(개) 비율(%)

1개 591 88.7

2개 66 9.9

3개 8 1.2

4개 이상 1 0.2

총계 666 100.0

노동조합의 성향은 전투적인 경우가 12개(1.8%), 약간 전투적인 경우가

169개(25.4%), 약간 비전투적인 경우가 454개(68.2%), 비전투적인 경우가

31개(4.7%)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성향이 비전투적인 경우(72.8%)가 전

투적인 경우(27.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측의 경영에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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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노동조합 성향

노조성향 사업체수(개) 비율(%)

전투적 12 1.8

약간 전투적 169 25.4

약간 비전투적 454 68.2

비전투적 31 4.7

총계 666 100.0

사업체패널조사에 응답한 사업체의 노사관계는 매우 나쁜 경우가 3개

(0.2%), 나쁜 경우가 18개(1.0%), 보통인 경우가 657개(37.1%), 좋은 경

우가 902개(51.0%), 매우 좋은 경우가 190개(10.7%)이다. 노사관계가 보

통인 경우를 제외하면 좋은 경우(61.7%)가 나쁜 경우(1.2%)보다 월등히

높아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노사관계

노사관계 사업체수(개) 비율(%)

매우 나쁨 3 0.2

나쁨 18 1.0

보통 657 37.1

좋음 902 51.0

매우 좋음 190 10.7

총계 1,770 100.0

패널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작년 한해 소요된 전체 교육훈련비를 살펴

보면 1,770개 응답업체가 최소 1만원에서부터 최대 5백억원을 지출하였

고 업체당 평균 16,071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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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교육훈련비

구 분
응답사업체수

(개)

최소값

(만원)

최대값

(만원)

평균

(만원)

교육훈련비 1,770 1 5,000,000 16,070.9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체패널데이터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각 변수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 분 변수명 분석결과

독립변수

노동조합 유무
있다(37.6%), 없다(61.9%), 휴먼노조

(0.5%)

복수노조
1개(88.7%), 2개(9.9%), 3개(1.2%), 4개

이상(0.2%)

노동조합 성향
전투적(1.8%), 약간 전투적(25.4%), 약

간 비전투적(68.2%), 비전투적(4.7%)

노사관계
매우 나쁨(0.2%), 나쁨(1.0%), 보통

(37.1%), 좋음(51.0%), 매우좋음(10.7%)

종속변수 교육훈련비
최소값 : 1, 최대값 : 5,000,000, 평균 :

16,071, 표준편차 : 142,845

조절변수 조직유형 민간(93.4%), 공공(6.6%)

통제변수

매출액
최소값 : 0, 최대값 : 50,201,326, 평균 :

944,630, 표준편차 : 3,677,404

기업규모
최소값 : 6, 최대값 : 15,036, 평균 :

394, 표준편차 : 920

근속기간
최소값 : 0.75, 최대값 : 99,998, 평균 :

1,450, 표준편차 : 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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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분석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중에 더미화된 노동조합 유무를 검정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

[표 4-8]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평균비교

변수
노조

유무
N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교육

훈련비

유 585 8.0350 2.34356

11.551 0.000

무 829 6.6308 2.11396

*p＜0.0 5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교육훈련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양 집단 간 평균비교를 한 결과, 먼저 등분산

F값이 10.582, F값의 유의확률이 0.001로 나타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

았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값을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11.551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육훈련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

고 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통계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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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인과관계가 아

니라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에 가

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훈련비와 복수노조,

노조성향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수

가 증가하거나 노동조합의 성향이 우호적일수록 교육훈련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매출액, 기업규모, 근속기간과 종속변수

인 교육훈련비간의 상관계를 살펴보면 매출액과 기업규모는 유의미한 수

준(p＜0.01)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의 근속기간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이 높아질수록 교육훈련을 감소시키는 방

향이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공공과 민간을 구분한 조직유형 역시 교육훈

련비와 유의미한(p＜0.01)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영향은

이후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성향이 우호적일 수록 교육훈련비를 감소시키는 상관관계는

당초 예상했던 가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기에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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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구 분 1 2 3 4 5 6 7 8

1.매출액
상관계수 1

유의수준 　

N 1481

2.기업규모
상관계수 .402** 1

유의수준 .000 　

N 1481 1770

3.근속기간
상관계수 .061

*
.031 1

유의수준 .019 .187 　

N 1481 1770 1770

4.복수노조
상관계수 -.017 .083* -.019 1

유의수준 .680 .032 .631 　

N 558 666 666 666

5.노조성향
상관계수 -.047 -.053 .042 -.087* 1

유의수준 .268 .176 .283 .025 　

N 558 666 666 666 666

6.노사관계
상관계수 .087** .005 .000 -.204** .324** 1

유의수준 .001 .820 .997 .000 .000 　

N 1481 1770 1770 666 666 1770

7.조직유형
상관계수 .043 .111** .009 .077* -.026 .016 1

유의수준 .101 .000 .699 .047 .496 .490 　

N 1481 1770 1770 666 666 1770 1770

8.교육훈련비
상관계수 .529

**
.382

**
-.016 -.040 -.061 .051 .175

**
1

유의수준 .000 .000 .542 .330 .139 .055 .000 　

N 1203 1420 1420 585 585 1420 1420 1420

*p＜0.0 5(양쪽) **p＜0.01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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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1. 가설검증 방향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변수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노동조합 유무,

복수노조, 노조성향, 노사관계가 종속변수인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

다.

[그림 4-1] 회귀식

다중회귀분석:

E1 = β0 + β1(노동조합 유무) + β2(복수노조) + β3(노조성향) + β4

(노사관계) + β5(조직유형) + β6(매출액) + β7(기업규모) + β8

(근속기간) + ε

조절회귀분석:

E2 = β0 + β1(노동조합 유무) + β2(조직유형) + β3 (노동조합 유무와

조직유형 상호작용항) + β4(매출액) + β5(기업규모) + β6(근속

기간) + ε

E3 = β0 + β1(복수노조) + β2(조직유형) +β3(복수노조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항) + β4(매출액) + β5(기업규모) + β6(근속기간) + ε

E1은 가설1과 가설2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다중회

귀식이며 E2, E3는 가설3의 조직유형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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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유무, 복수노조와 조직유형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적용한 조절회귀식이다.

2.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검증

먼저 노동조합과 교육훈련비 변수간의 E1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다

음표와 같다. 노동조합 독립변수와 교육훈련비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509의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R² = 0.260(26.0%)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노동조합 유무, 복수노조, 노조성향, 노사

관계가 종속변수인 교육훈련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의미한다.

Durbin-Watson는 1.929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분산분석의 F값은 77.170, 유의수준은 0.000(p

＜0.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중회

귀분석에서 중요한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

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노동조합 유무 0.844, 복수노조 0.969, 노조성향

0.950, 노사관계 0.937으로 공차한계값이 0.1이하로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된다.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된 가설 1은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조합의 있을 경우 교

육훈련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1은 유의수준 0.000(p＜0.05)에서 t값

이 4.299로 나타나 채택되었었다. 점진적으로 기업 내 연공서열 문화가 약

화되고 성과주의 평가제도가 확대되면서 노동조합, 근로자 모두가 교육훈

련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노동조합들도 임금, 고용 등 전통적 노동운

동 관심사와 더불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복수노조일 경우 교육훈련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유의수준

0.043(p＜0.05)에서 t값이 -2.037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복수노조가 노동자

의 자유로운 단결권 확보와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난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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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힘을 분산하고 협상 동력을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적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

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동조합 성향이 우호적일 수록 교육훈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1

과 노사관계가 협조적일 수록 교육훈련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범적인 노사관계로 손꼽

히는 유한양행의 사례를 분석한 선행연구, 노사파트너십 정도와 교육훈련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등에서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노사관

계 일수록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노동조합 성향, 노사관계 형태가 기업 교육훈련투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기업별 경영현황 전체를 설문

조사한 패널데이터의 한계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기업별

노사관계에 집중한 추가조사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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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E1 다중회귀분석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3.900 .524 　 7.446 .000 　 　

매출액 .324 .023 .321 13.854 .000 .781 1.280

기업규모 .000 .000 .198 8.775 .000 .823 1.216

근속기간 .000 .000 -.042 -2.028 .043 .995 1.005

조직유형 .978 .176 .117 5.549 .000 .945 1.058

노동조합유무 .412 .096 .096 4.299 .000 .844 1.185

복수노조 -.378 .185 -.042 -2.037 .042 .969 1.032

노조성향 -.133 .127 -.022 -1.049 .294 .950 1.053

노사관계 .036 .066 .012 .544 .586 .937 1.068

종속 변수: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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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과 민간 조직유형이 미치는 영향 검증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의 조절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E2, E3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조절효과 분석은 단계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마지막 단계에

서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설명력(R²)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 조절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가설3-1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E2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

였다.Ⅰ는 통제변수인 매출액, 기업규모, 근속기간과 종속변수인 교육훈련

간의 회귀분석이며, Ⅱ는 Ⅰ에 노동조합 유무를 추가, Ⅲ는 Ⅱ에 조직유형

을 추가, Ⅳ는 모든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상호

작용항을 추가한 마지막 Ⅳ단계에서 R²의 변화량이 유의수준하에서 증가

하였는가를 살펴보면, Ⅰ는 23.2%, Ⅱ는 24.5%, Ⅲ는 25.7%, Ⅳ는 26.0%

로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마지막 Ⅳ단계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016(p＜0.05)으로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유무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민간부문의 노동조합보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협상 개입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 증

가를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진 입장에서도 장기근속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

련투자를 조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설3-2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E3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Ⅰ는 통제변수인 매출액, 기업규모, 근속기간과 종속변수인

교육훈련간의 회귀분석이며, Ⅱ는 Ⅰ에 복수노조를 추가, Ⅲ는 Ⅱ에 조직

유형을 추가, Ⅳ는 모든 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결과이다.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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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추가한 Ⅳ단계에서 R²의 변화량 변화를 살펴보면, Ⅰ는 23.2%, Ⅱ는

23.3%, Ⅲ는 25.1%, Ⅳ는 25.4%로 점차 증가하였다. 마지막 Ⅳ단계의 유

의확률 F변화량은 0.013(p＜0.05)으로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노조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공과 민간

의 조직유형이 조절작용을 한다고 분석된다. 공공부문의 복수노조는 각자

의 교섭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경쟁하기 보다는 소속 노조원의 다양

한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개입에 따라 노사간 직접적 단체교섭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이 침해되

지 않도록 정부와 사측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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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E2 조절회귀분석

변수

Ⅰ Ⅱ Ⅲ Ⅳ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상수)
3.108

(12.461)
.000

3.294

(13.191)
.000

3.201

(12.893)
.000

3.224

(12.992)
.000

매출액
.354

(15.485)
.000

.321

(13.666)
.000

.328

(14.057)
.000

.327

(14.063)
.000

기업규모
.000

(9.744)
.000

.000

(9.047)
.000

.000

(8.659)
.000

.000

(8.543)
.000

근속기간
-6.981

(-1.861)
.063

-7.506

(-2.016)
.044

-7.521

(-2.037)
.042

-7.621

(-2.067)
.039

노동조합유무 　
.518

(5.471)
.000

.414

(4.325)
.000

.366

(3.741)
.000

조직유형 　 　 　
.961

(5.463)
.000

.254

(.742)
.458

노조유무×

조직유형
　 　 　 　 　

.969

(2.402)
.016

F 177.766 142.993 122.232 103.097

R² 0.232 0.245 0.257 0.260

종속 변수: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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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E3 조절회귀분석

변수

Ⅰ Ⅱ Ⅲ Ⅳ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베타
(t값)

유의수준

(상수)
3.108

(12.461)
.000

3.485

(10.449)
.000

3.501

(10.622)
.000

3.716

(10.922)
.000

매출액
.354

(15.485)
.000

.352

(15.385)
.000

.352

(15.564)
.000

.348

(15.367)
.000

기업규모
.000

(9.744)
.000

.001

(9.857)
.000

.000

(9.281)
.000

.000

(8.945)
.000

근속기간
-6.981

(-1.861)
.063

-7.069

(-1.885)
.060

-7.230

(-1.951)
.051

-7.544

(-2.037)
.042

복수노조
-.317

(-1.700)
.089

-.386

(-2.094)
.036

-.532

(-2.752)
.006

조직유형
1.133

(6.531)
.000

.496

(1.607)
.108

복수노조×

조직유형

.703

(2.492)
.013

F 177.766 134.190 118.415 100.005

R² 0.232 0.233 0.251 0.254

종속 변수: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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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경제환경 변화가 빨라지고 지식기반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하

고 근로자는 높아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경쟁

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위기 속에서 교육훈련은 노동조합에게 ‘안정적인 고

용창출’과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부

각되고 있다. 이미 유럽 선진국들의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노동운동의

주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노사협의사항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

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민간

부문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의도하

는 방향을 밝히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대상과 실증적 연구방법

을 서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노동조합, 교육훈련, 공공부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모형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각 변수들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제4장 실증연구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인 사업체패널데

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기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을 경우 직원 교육훈련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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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가할 것이다.’는 실증분석 결과,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기업의 교

육훈련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점차 기업

내 연공적 요소가 약화되고 성과주의 업적 및 개인역량 평가가 확대되면

서 노동조합과 조직원 모두가 교육훈련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받아

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들도 임금, 고

용안정 등 전통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 직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1-2 ‘동일 기업체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 할수록 직원 교

육훈련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복수노조일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하

나는 자유로운 단결권 확보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

하고 다양한 권익과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힘을 분산하여 협상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부정적 평가이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계의 부정적 평가

와 같이 복수노조일 경우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교육훈

련투자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기

업 내 다양한 권익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관련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 제29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

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

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

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기

에 기업내 복수로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은 조직형태와 조직대상 중복 여

부와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복수노조 난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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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단일화 강행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들은 대표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기에 되고 이는

노노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교섭창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도 있어 사측에 절대적으로 유리

한 제도이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수록 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투

자를 늘이게 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유한양행의

사례를 분석한 조은상·노용진(2006)도 사측과 공존하는 안정적 노사관계

를 형성한 노동조합은 성과개선,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교육훈련에 적극

적이며 사측 역시 교육훈련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기에 교육훈련에 긍정

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동배·노용진(2002) 역시 노사파트너십의 정

도와 교육훈련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와 협력적인 노사관

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설 2-1 ‘노동조합 성향’, 가설 2-2 ‘노사관계 형

태’가 기업 교육훈련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

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 3-1 ‘‘노동조합 유무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유형

이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의 실증분석 결과, 노동조합 유무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정(+)의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있어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간부문보다 직원 교육훈련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임금인상,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공공기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노사협상 시 임금

및 복리후생의 대안으로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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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근속하고 있는 소속직원

들을 교육훈련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직자 양성훈련, 역량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교육훈련 투자에 우호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3-2 ‘복수노조가 교육훈련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직유형이 조

절작용을 할 것이다.’의 실증분석 결과, 복수노조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5)에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두

변수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1-2의 결과와 반대로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체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가 증가할수

록 직원의 교육훈련 투자가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 노조 각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

해 경쟁적 노조관계가 형성되어 사측에 대한 노조의 협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조직내 다양한 권익을 옹호하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

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매년 정부가 공공기관 예

산 편성 지침을 통해 임금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기관장 선임・해임 등 각 기관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노사간 단체교섭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단일교섭권 쟁취를 위한 상호경쟁을 하기 보

다는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고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측에

대한 정치적,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책적으로 기관통합이 진

행되어 전혀 다른 조직문화에서 생성된 노동조합들이 공존하게 된다. 이

경우 통합기관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보전하고

소속 노조원의 인사, 임금, 복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상호견제·협력

이 촉진되어 사측에 대한 협상력 증폭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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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복수노조가 기업 교육훈련 투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노동조

합이 민간부문 보다 직원 교육훈련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훈련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

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1980~90년대 경제개발시대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보호라는 목표 하에 파업, 정치활동 등 극단

적이고 대립적 노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위

기를 경험하면서 대립적 노조활동보다는 노조원의 안정과 발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현재 노동조합들은 사회, 경제적 외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내부적 고민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노력의 일환으로 아직 미약하지만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고 임

금, 복지와 더불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은 장기적으로 기

업과 사회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며 이미 노동운동 선진국

에서는 사회적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역시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직원의 교육훈련

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고, 기업과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교육훈련의 제도적 보완과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적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와

의 교섭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길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의 중복교섭에 따른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훼

손, 노동조합간 과도한 경쟁 및 분열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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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설립규제는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최

소화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은 각자의

구성원, 형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특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

을 무시하고 행정적 편의와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

한 강행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간의 교섭권 확보 경쟁과 노노갈등이 촉발

되고 사측의 협상력 우위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을

보완하여 노동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 및 자주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원들의 교육훈련에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정부

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서 기관 각자의 노사교섭의 의미가 퇴색되고 직

원 교육훈련투자가 교섭의 대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실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

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럽 등 노

동운동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노사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하고 노사

분쟁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귀결되었다. 이러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경

영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약하는 것만이 최선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과 노사관계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공공부

문의 교섭자유화가 혹여나 불필요한 노사간의 갈등을 촉발하여 국민들에

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중단과 같은 상황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과 노조와의 단체협상 활성화가 공공부문 임금인상 증가 속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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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이유로 우

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자유로운 노사협상과 동시에 국민 대중의 공익추구에도 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해결의 핵심적 요소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

영개입을 축소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기본권

을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가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분쟁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도 노사가

연공형이 아닌 직무형, 성과형 임금체계를 적극 도입하면서 동시에 이와

연동된 인사고과 및 승진체계 등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의 전환. 배치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직과 전직에 대비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제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 부문의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

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간의 형평성, 효율적 인사관리체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실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비교평가 시스

템을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관경영에 지속적으로 반

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사업체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노동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

사업체의 인사, 노무,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며 설문에 참

여한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어떤 기관이 조사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패널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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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현황과 사례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범위에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노동3권이 일

정부분 제약되는 정부기관(공무원)을 제외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노사관

계가 형성될수록 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투자를 늘이게 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성향, 노

사관계 형태가 기업 교육훈련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노동조합과 교육훈련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영역 확장을 위해서

동일한 기업들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분석

결과의 동태적 특성과 타당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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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training in the rapidly-changing management environment

has emerged as a great tool to achieve the ‘stable job creation’ and

the ‘working condition maintaining and improvement,’ yet Koreans

have shown higher interest in the traditional labor activities such as

wage, benefits, and employment stability rather than educational

training. To concern such reality, a variety of previous stud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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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Korean labor union and the influence of the labor union on

employee competency, but the results have appeared to be mixed, and

the limitation in those studies that neglect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labor union by proceeding the discussions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vate division and the

public division. Therefore,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Korean labor union on educational training by utilizing

corporate panel dat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division labor

union that previous research have never focused.

The influence of the labor union on educational training for employees

first revealed that, when a labor union existed, the corporate’s

educational training expens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t is

considered that, as the corporate’s internal long contribution was

weakened and the performance-based outcome and individual

competency assessment were weighted, both the labor union and

employees began to view education training as their interest issue. In

contrast, it was appeared that, when the number of labor unions

increased in the same corporate, the competitive union relations were

formed among the labor unions, became the element of the union to

union conflict, and decreased the corporate’s negotiability, so the

corporate’s educational training expense decreased significantly.

Realistically multiple labor unions are viewed that they can be used as

the toll weakening the association of labor unions rather than

guaranteeing various benefits for the members of labor unions in the

corporate.

Previous research had the commonality that, as the stable and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was created, the corporate expanded the educational training



- 69 -

investment for its employees. However, this study was unable to fi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s and the types of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relations. Future studies should

reexamin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relation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with

additional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al types on the variable relation between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labor union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expense revealed that the public-division labor union is highly

influential on the educational training. This difference implies the

possibility of the public division labor union has been using the

educational training investment strategically as the alternatives of

wage and benefits at the negotiation between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in the reality that the government controls the

management issues of public organizations. Also, this study interpreted

that, providing the educational training to the employees of the public

organizations that have the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and

management relations with the legal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can

enhance the organization competitiveness, so the public organizations

are favorable to the educational training invest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ontrolling functions of the private and public-division

types of organization i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bor unions and the educational training expense showed that the

multiple labor unions of public division increased the corporate’s

educational training expense significantly.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the multiple labor unions of public division have forme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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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and cooperative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relationship and maintained the negotiability toward the corporate than

the private division, and shown much higher interest in the educational

training for employees than the private division.

keywords : labor union, multiple labor unions, employee and

corporate management relations, educational training, public

division, private division

Student Number : 2014-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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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1년 사업체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구분 문항코드 설문문항

노동조합

유무
M001

 귀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있지만,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노조 상

태이다

복수노조 M213

 귀 사업장에는 몇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합법.불법이나 사측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실

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이상

노조성향 M204

 귀 사업장에서 현 노조집행부의 노사관계 정

책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 사측의 경영권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전투

적이다.

2) 사측의 경영권을 인정하지만, 조금이라도 노

동조합과 근로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3) 사측의 경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4)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측에 협조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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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코드 설문문항

노사관계 A310

 귀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어떠합니

까?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산업특성 SEP

 귀 사업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1) 일반사업장

2) 전기가스수도업

3) 금융보험업

4) 통신업

5) 공공부문

교육

훈련비
E124 사업장에서 작년 한해 소요된 전체 교육훈련비

매출액 FP101 당기 매출액

기업규모 EP002 작년 전체 근로자수

근속기간 D128 정규직 직종의 평균 근속 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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