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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3년말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59.6%(조합원 수 199천명)로 전

체 조합원수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치상으로 민간부문과

비교해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6배가 넘으며, 공공기관 업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노조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국내 노사정 문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였던 복수노조의

전면허용 문제가 2010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단락되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중앙공공기관 36개 기관에 복수노조가 있으며, 이중 11곳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 이후 만들어졌다.

당초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 중 하나는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을 촉

진시켜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재정집행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으나, 공공무문의 노조의 경우 노조의 관료화, 노조

와 사측간의 담합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대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노동조합으로서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위축될 위기에 있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선호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수노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공공부문의 노조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연구대상은 K공사로 지난 2000년 1월 농업관련 3개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통합 출범시 복수노조이었으나, 2002년에 단일노조로 통합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로는 먼저 복수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1)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2)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의 차이, 3)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

4)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5) 직무·직종별, 근로계

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도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복



수노조 선호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서 복수노조 설립 또는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경력

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K공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18.0 Package를 이용,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관분석, t-test 및 일원배치분석,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현행 노조의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 근로환경(권리)에 대

한 개인적인 성향, 영향의 크기로 판단할 경우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

인적인 성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B=0.348)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권

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B=0.226), 노조와의 이념적 차이(B=0.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민간부문의 신규노조 설립원인과는 유사하나, 한국노총이 조사한 민간부

문의 신규노조 설립 원인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복수노조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설노조의 설

립이나 노조원의 가입하는 등 현행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을 꺼

려하는 이유로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공공부문 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적 운영, 비효율

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

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조에 대한 기

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측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견제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복수노조, 선호도, 공공부문, 노조

학 번 : 2014-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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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조직률은 10.1%로 총조합원수는 1,720천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는 민간부문 노조조직률(공공기관 포함)은 8.9%, 교원부문 조직률은

18.8%, 공무원부문 조직률은 59.0%이고, 이중 공공기관 조직률은 59.6%

(조합원 수 187천명)로 전체 조합원수의 10.9%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민간부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높은 노조조직률

과 필수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 일반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 등으

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제반사항이 노조와

사측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공공부문은 공무원의 노

동3권 제한 등 노사관계의 재량이 관계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정부의 예

산편성 지침 및 집행지침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노조와 사측 간 교섭이

구속됨으로 인해 노조와 사측간 자율결정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현행

노조법 체계와 불가피하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말해, 공공부문(기

관)의 특성상 임금 인상률, 조직・정원 등과 같이 노조와 사측의 합의만

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높은 노조조직률과

그로 인한 노조의 높은 영향력, 대부분 시장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 시

장원리에 의한 노사 간 자율해결 유인이 적은 점, 주인-대리인 문제 등

으로 인한 노사 간 담합과 도덕적 해이, 단체교섭권과 경영권간의 불균

형으로 인한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개입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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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이는 감사원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

부문 사업영역의 민간개방 확대 등 다양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시행해왔

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정관계로 비화되고 헌법이 부

여한 근로 3권의 본질적 내용 침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공부문 노조와의

마찰을 빚어왔으며, 철도공사를 공공운수의 대규모 파업 등 몇 차례씩

큰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왔다.

한편, 2010년 노동계의 큰 정책 이슈였던 복수노조의 허용문제가 일

단락되었다.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됨

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

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기존 노조와 신설된 노조 중에 하

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우에

도 중앙공공기관 36개 기관에 복수노조가 있으며 11곳은 복수노조가 전

면적으로 허용된 이후 신규로 복수노조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의 취지는 노사관계 시장을 전면

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 설립된

단일 노조의 배타적․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켜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재정집행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자주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공

공기관의 경우 복수노조의 허용이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단결력 분산이라는 부작용도 일정 정

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하에서는

사측과의 교섭은 복수노조 중 대표권을 가진 하나의 노조만이 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섭권 확보를 위해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간 조직경쟁을 벌일 경우, 궁극적으로 기존 노조에서 타 노조로 조합원

들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조와 사측간 교섭권의 변동과 분산에 따

른 혼란으로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 역할이 저해될 위험성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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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그동안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었던 관료적 운영, 비효율적 운

영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부각된 가운데 이러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에 반기를 들기에는 그 정당성을 얻기 힘들어

졌으며, 이는 자칫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어용노

조화되어 노조로서의 기능을 상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발표1)에 따르면 복수노조 도입초기 예상되었던 혼란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점차 안정되는 추세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최근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사례가 증가2)하고, 분화된 제2노

조가 노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복

수노조 도입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분화현상은 비단 민간부문에서의 문제가 아니며, 전술

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경우 기존 노조의 노

조로서의 기능을 상실에 대한 불만 축적으로 결국에는 신규 노조의 설립

등 노노 갈등의 심화와 함께 공공부문 노조의 단결력 분산으로 자칫 공

공부문 노조의 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한국 노동운동의 한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

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는 노조의 분화에 대한 개괄적인 사유에 불과하며 실제적 복

수노조의 설립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세밀한 관찰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복수노조와 관련된 연구 중 복수노조 허

용 후 변화를 예상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복수

노조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문헌으로만 존재하며, 실증적인

연구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민간부문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1) 고용노동부 12.7.2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조 설립 추세는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관련 분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또한,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복수노조 전면허용 초기부터 지
속되어,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64%이며 독립노조로 설립되는 비
율은 85.6%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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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규율하고 있는 법 제도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

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복수노조 설립동기가 되는 복수

노조의 선호도 요인과 선호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노사가 공공복리와 노동기본권 보호간의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단체교섭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K공사의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 설립원인을 밝혀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노

노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K공사는 2000년 1월 1일, (구)농어촌진흥공사, (구)농지개량조합, (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단일기관으로 출범하였다.

3개 기관의 통합은 지난 70년대 중반 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98년 IMF 구제금융 요청이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

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각 부문별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농정부문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추진되었다. K공사의 일반현황은

<그림 1-1>과 같다.

K공사의 노조의 경우 기관 통합전에는 각자의 노조를 가지고 있었으

며, 통합이후에도 2002년 통합노조가 출범하기 전에는 기존의 복수노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급노조는 한국노총이며, 현재 조합원 수는

5,236명이다. K공사 노도조합에 대한 개요는 <표 1-1>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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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공사 조직도 및 인력현황

계
직급별 인력현황

임원 특정직 1급 2급 3급 4․5급 6급 7급

6,007 7 3 91 377 1,188 2,370 1,029 942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에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설립원인을 실증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복수노조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현행 노조의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

선의 차이, 현행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개선 기대치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을 저해하는 원인의 분석을 위해 복수노조 설립이 개인의

경력이나 조직생활, 성취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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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복수노조 설립원인 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와 견해를 바탕으로 연구문

제와 분석모형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책보고

서와 주요논문도 참고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백서」, 「사

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고용노동부)」공공조직에서 발간한 자

료 및 내부문서를 활용하였으며, 인터넷 뉴스 검색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을 기초로 작성된 설문내용3)을 통계적

방법으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정성적 방법으로 설문을

분석하여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K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는데

설문 표본의 선택은 대상직원의 성별, 연령, 근무지, 직종, 직급, 근속연

수를 통제하고 K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또한 설문의 내용은 기존의 문헌과 최근 현황분석 자료를 바탕

으로 예상되는 원인을 객관식으로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김영미, 2013)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춰 일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설
문결과의 해석과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문항이 추가되었다.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복수노조 도입 배경 및 의의

1. 복수노조의 의의

복수노조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으로,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할 경우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칭한다. 복수노조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고,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이념을 구현하며, 노사자치주의를 보장한

다는 관점에서 복수노조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조의 분화에 따른 단결력 저하, 조직문화 저해, 노사간 담

합, 단체협약 체결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복수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각 개별 노조들은 사측과의 교섭권 확보 등

조직력의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노조의 구성

원이 되는 근로자들은 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노조 또는 근로자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주적, 민주적 노조

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대상이 되는 복수의 노

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대외적 선명성과 대내

적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 노조에 대한 비난이나 비우호적 태도

로 인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

면도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하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즉 1사업(장) 1단체협약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복수노조 사

업장인 경우 법에서 정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조합

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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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노조 제도의 연혁 및 법률적 배경4)

단일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칙 경과조치가 2011년 6월부로

만료되고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963년 4월 노동조합법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지 48년

만에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복수노조와 설립과 관련

된 관계 법률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복수노조 관련 노동법의 변화

4) 황치호, 복수노조 허용시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예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논문, 
2011, p8~16 참고

일시 법명 허용여부 내용

’53.3.8
노동조합법

(제정)
전면허용

제6조(노동조합 조직 가입의 제한) ‘근

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

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63.4.17 〃
사실상

금지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단서 ‘노동조합

의 결격요건’ 제5호 ‘조직이 기존 노동

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7.11.29 〃 전면금지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5호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97.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허용 및

유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단서조항 삭제,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

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01.3.28 〃
유보조항

연장

부칙 제5조 제1항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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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여 근로자 단결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대내적으로는 한 사업장 내에 비교적 다수의 노조전임자로

인해 사측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

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FTA를

체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도록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할 때 노사

관계 합리화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다만, 법 개정과정에서 개정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정된 법을 적용받게 될 사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전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

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본래의 취지가 과거 권위주

의 정권 하에서 있어 온 불합리한 복수노조 금지 법제를 폐지하는데 있

다. 그런데 복수 노조 허용의 의의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노

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단

결권 중 단결선택의 자유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기존 노조가 자신의 성

향과 맞지 않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 혹은 기존 노조가 스스

로 조직대상을 제한하여 노조활동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

’06.12.30 〃
추가적

유보연장

부칙 제5조 제1항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추가적

유보조항

연장

부칙 제7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경우

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11.7.1 〃 허용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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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원하는 노조를 선택하거나 아예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5)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계와 사측간의 평가는 매우 다르다.

먼저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교묘한 방법으로 기존 노조를 탄압하는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 사측 입장만을 유리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12.12월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 직원 6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서울시 투지기관 노동조건, 노사관계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가 복수노조 기관과 조합

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7월 전국 2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수노조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복수노조 시행 후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1%에 불과하다며 복수노조

가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13.1월부터 5월까

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조정사건도 42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접수된 515건보다 16.7% 줄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복수노조 시행 후 노노 갈등

이 심해졌다는 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2.4월 발간한 “복수노조 시

대 노사관계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생기고

나서 노노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기존 노조측에서는 35.9%, 신규

노조측에서는 57.4%로 전반적으로 볼 때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노노 갈

등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김상호,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개정 내용의 평가」 「노동법포럼(제5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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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수성

최근들어 기업내 경영전략에 노사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각종 매스컴의 경제란에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데

그 기업의 노사문화는 꼭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노사관계라는 것

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소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제도라고 하면 노사간의 원만하고 협동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의미하며, 좋은 노사관계는 그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좋은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안정이란 노사 간의 상호관계에

적절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노사간의 교섭과 절충이 합

리적으로 처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를 배경으로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토대로 사용자와 대등

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결정할 수 있도

록 노사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자치는 노사당사

자간에 힘의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근로조건이나 노사관계의 제반 준칙

등 양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국가나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유의사나 자기 책임 아래 상호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 즉, 노사자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6)

그러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과

는 다르게 국민-정부-공공기관로 이루어지는 다층적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해 노사자치주의에 일정 수준의 제한이 있고, 또한 노사관계를 단순히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로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노사

6) 노동리뷰 2011년 1월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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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주체인 공공기관 경영진과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다층

적인 주인-대리인 구조의 특성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양자 모두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계 때문에 양자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임인인 정부에 의하여 이것이

거부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위임인으로서 공공부문에 대하여 감시자

의 역할과 사용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감시자 또는 이익대변

자로서의 역할은 민간기업체에서의 주주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

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시장의 경쟁압력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로

서의 역할이 민간부문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

공부문 선진화 등 정부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해 개

입하거나 통제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결과 노사자치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림2-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다층적인 주인-대리인 관계구조

게다가 공공기관 노조가 상급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외부인인 상급노조

의 정책방향에 따라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거나 단체협약내용이 변경되기

도 한다. 결국 정부와 상급노조간에 정책노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공

기관 경영진과 근로자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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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근로자의 경우 대리인이라는 위치로 인

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협약

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들 대리인들의 담합에 의해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성과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우

선하는 단체협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주인 - 대리인 관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책임경영문제, 정치적 논리의 개입, 노사담합,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

의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비용 및 노무관리비용의 증

가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동운동의 중심축이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공기관 노

사관계의 양상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공공성을 띠는 재화

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한 사

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전국에 지사나 지점 등

지역별 거점 조직을 갖추는 등 대규모 기업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공기

관 노조들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은

높은 노조가입율로 인하여 노동쟁의 발생시 전국적 형태로 진행될 가능

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리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들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강제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

공기관 단체협약에 적용하도록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강제하

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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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제도적 변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은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인정이라는

법․제도적 변화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

용은 노조 설립 및 조합원수의 변화, 노사관계 성격 변화, 노동쟁의 발생

가능성 및 노사간의 역할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더구나 복수노조의 허용은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혜택을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공공기관 노사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0년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서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7~14%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

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는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 공공부문, 제조업

사업장, 기존 노조 미포함 직종이 많은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

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이성희, 2011).

이러한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

은데, 기존의 노 - 사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노사관계 갈등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설립

될 경우, 기존 노조와 다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

면 복수노조 설립이 노조 내의 노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노조제도가 정착이 되면 교섭단위는 기업

단위를 원칙으로 움직이게 되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의 노조활동은 기업단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단위를

벗어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와 상급단체 연대활동에 대한 유급 노조활동 인정범위가 줄어들면

서 기업단위 노조들간의 연대활동이나 노조간부들의 외부활동이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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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게 되면 노조활동은 기업내부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구성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조내의 노선 경쟁, 기업간 연대 약화

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등은 노조가 정치적 연대보다는 기업내부에 관심

을 집중시켜 실리 중심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다층적인 주인 - 대리인 구조를 가진 공공기관 노

사관계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째, 기업단위 복

수노조로 인하여 유급 전임자의 노조활동은 기업단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외부활동이 약화되어 상급단체에 의한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외부인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들 사이에 노선에 따른 경쟁구도가 발생하게 되어 공공

기관 노조의 단결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

영감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복수노조간의

경쟁구도는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복지향

상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수노조간의 선명성

경쟁은 노-사간, 노-노간의 교섭비용뿐만 아니라 복지향상을 위한 노무관

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이러한

변화들을 공공기관에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유형으

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타나게 될 지는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제도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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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공기관 복수노조의 설립현황

공공기관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서비스 제공의 독점적 지위로 인

해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

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어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중심축으로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1.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2012년 9월말 현재 288개 기관 중 1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기관은 205

개 기관, 노조가 없는 기관은 83개 기관이다. 총 근로자 수는 300,323천

명이고, 이중 조합원 수는 166,439명으로 노조가입률은 55.4%에 이른다.

<표 2-2>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구 분 기관수
근로자수

(A)

유노조
기관수

(노조수)

조합원수
(B)

가입률
(B/A)

계 288 300,323 205(254) 166,439 55.4

중앙
공공
기관

공기업 28 107,442 27(43) 73,266 68.2

준정부기관 83 85,376 71(88) 57,078 66.9

기타공공기관 177 107,505 107(123) 36,095 33.6

2012년 9월말 현재 공공기관의 노조수는 총 254개, 조합원 166,439명으

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75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15개이고 상급단

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수는 64개로 나타났다.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77,832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현황

구 분 합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입

중 앙
공공기관

노조수 254 75 115 - 64

조합원수
166,469
(100.0)

69,016
(41.5)

77,832
(46.8)

- 1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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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노조 현황

2011년 7월 복수노조 실시 후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조합 조직

률은 재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수노조 실시 직전 조직률은

9.8%였으나, 복수노조를 실시한지 7개월이 지난 2011년말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1%로 0.3%가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가 허용되기 전에는 25개 기관에서 59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였으나, ’12

년 11월말 현재에는 38개 기관에서 87개의 노조로 늘어나 법 개정 이후

13개 기관에서 28개의 노조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복수노조 신설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복수노조 시행에도 불구하

고 조합원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복수노조가 신규 조직화

보다는 주로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점을 알 수 있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12.3월 말 현재 중앙공공기

관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36곳이고 이들 기관에 모두 83개의 노조

가 설립돼 있는 상태다. 대한적십자는 노조가 5개나 존재해 복수노조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꼽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4개 노조가, 나

머지 기관에는 2~3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11.7월 이후에는 기술보증기금·대한석탄공사·한국마사회와 한국남동·서

부·중부발전 등 11개 기관에서 13개 노조(복수노조)가 새로 설립됐다. 국

민체육진흥공단·대한적십자사·도로교통공단·한국철도공사는 원래 복수노

조 사업장이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또 다른 신규노조가 각각 한 곳씩

설립됐다.

<표 2-4> 복수노조제도 도입 전후 복수노조기관 현황
(단위:개)

구 분 ’11.6월말 ’12.3월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복수노조 계 25(55) 36(83) 12(27) 13(31) 11(25)

기존 복수노조 25(55) 25(59) 7(15) 12(29) 6(15)

단일→복수노조 11(24) 5(12) 1(2) 5(10)

*( )는 노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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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기관별 복수노조 조직 현황

연번 기관명 노조명
조합

원수

노조

설립일

1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노동조합 341 1989-05

국민체육진흥공단일반노동조합 660 2006-02

공공서비스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 150 2007-12

KSPO(케이스포) 노동조합 4 2011-12

2 국토연구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국토연구원지부 84 1988-02

국토연구원발전노동조합 9 2012-02

3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노동조합 1,100 2006-06

민주GKL노동조합 7 2011-08

4 기술보증기금
전국금융산업노조기술보증기금지부 631 1989-04

기술보증기금전문직노동조합 32 2011-07

5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 1,568 1954-07

대한석탄공사순광업소민주노동조합 25 2011-07

6 대한적십자사

부산적십자사노동조합 143 2001-09

서울지사노동조합 50 1998-07

대한적십자사노동조합 56 2005-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745 2001-12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19 2011-07

7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1,237 2010-09

도로교통공단상생노동조합 109 2012-02

8 한국남동발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58 2001-07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11 2011-07

남동발전노동조합 893 2011-10

9 한국마사회

공기업연맹한국마사회노동조합 655 1970-04

한국경마장노동조합 5 2011-07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동조합 33 2012-06

10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37 2001-07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819 2011-07

11 한국중부발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379 2001-07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1,007 2001-07

한국중부발전공공노동조합 5 2011-08

12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21,263 1945-11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711 2004-01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7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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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노조명
조합

원수

노조

설립일

13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91 2008-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노동조합 2 2011-08

14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지부

10 2006-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노동조합 2 2001-07

15
코레일네트웍
스(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네특웍스지부

27 2006-12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16 2012-05

16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 1885 1998-11

주택관리공단 새노동조합 2 2012-05

17
부산대학교
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부산대학교 지부

870 2012-06

양산부산대학교병원노동조합 391 2012-08

18
국립중앙의료
원

보건의료산업노조국립중앙의료원지부 225 2008-05

국립의료원노동조합 62 1962-11

19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보험지부 5680 1988-10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2970 1998-06

2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2892 1995-05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1598 1995-04

21 신용복지기금
전국금융산업노조신용보증기금지부 1343 1980-05

전국사무연대노조신용보증기금지부 60 2008-05

22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부

54 2000-09

정보통신산업진흥원노동조합 129 2009-04

23 코스콤
코스콤노동조합 427 1974-02

증권산업노조코스콤지부 55 2007-05

2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노동부유관리관노동조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지부

330 2000-02

전국평생교육노조 110 2006-04

25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지부

51 1994-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연구원노동조합

28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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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행연구 검토7)

1. 국내의 사례

복수노조와 관련된 연구에는 복수노조 전면 시행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를 예측하거나 노사간 전략적인 대응반안 등을 연구한 문헌들은 다수 존

재하나 정작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정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11) 연구에

서는 복수노조 전면 허용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

하기 위하여 노측과 사측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수노조 설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사업장특성, 노동조합특성, 노사관계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업장특성으로는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 공공부문/제조업 사업장,

기존 노조 미포함 직종이 많은 사업장에서 설립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노동조합 특성으로는 민주노총 소속, 산업별 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며, 노사관계특성으로는 노사관계가 투쟁적인 사업장, 노조 집행부

리더십이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8)

「복수노조 허용 시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예상」(황지호, 2011) 연구논

문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의식 조사를 위한 설문을 통하여 예상되는 복수

노조 설립의 이유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노조의 경우는 1)이념

적 차이, 2)직종별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무노조기업의 경우에는

1)직종별 필요성, 2)근로자의 의견개진 창구 부재가 높으며, 조합원의 경

우 1)이념노선의 차이, 2)직종별필요성이 설립이유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직종별 필요성을 이유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

이라는 의견은 모든 설문주체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념적 차이가 복

수노조 설립원인이라고 보는 비율은 조합원이 84%, 유노조기업의 인사

7) 김영미,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제25집 2013.4, p15-19참고
8) (이성희・김정한・조성재・손영우・권현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한

국노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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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65% 차지하여 조합원들이 이념차이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이

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9)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문형

남, 1999) 논문은 복수노조 발생배경과 원인을 ① 노동조합 내부적 문제,

② 노동조합의 이념상 분열, ③ 조합원 신분상의 이유, ④ 회사합병 등이

복수노조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에 연구된 것으로 최근

의 상황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의 실증

연구들과 유사한 것이다.10)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2004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복수

노조의 설립원인으로 ① 노·노 갈등, ② 외부세력 개입, ③ 사측 내부문

제, ④ 기타 원인(고충처리관련 불만 등) 으로 제시하였다.11) 이는 단어

상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상기의 논문들과 유사한 것이다. 덧붙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0년에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에 발표한 「2011

년 노사관계전망 보고서」에서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 인사·노무담

당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수노조가 설립되

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직무·직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신규

노조 설립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생산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들이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세력규합을 시도하

고,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노동운동 노선의 갈등(25%), 노동계 조직화 사업(13%) 등의 외부요인과

기타 임단협 교섭(9%) 등 교섭 성과물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5%)에서 패

한 후보군들의 조직화 움직임도 복수노조 설립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9) 황치호, 「복수노조 허용시 사업장 노사관계 변화예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논
문, 2011

10) 문형남,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법
학대학원, 1999, p19~23

11) 한국경영자총협회,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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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이전 연구와 달리 복수노조가 설립된 한국노총의 소속 단

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9월에 발표한 「복수노조관련 조

직지도 지침」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원인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

(35.8%)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다음으로 사측의 지배개입

(28.4%), 선거후유증(11.0%), 기업별노조 전환(10.1%), 초기업노조 가입

(8.3%), 직군을 달리한 노조(6.4%) 설립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복수노조 발생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

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1. 기존 노조의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조직 내부적인 문제, 2. 노조의 이념·노선의 차이, 3. 직무·직종

또는 별 차이, 4. 조합원의 신분상 차이, 5. 외부세력의 개입, 6. 사측 내

부문제(회사의 합병 등) 7. 기타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12)

2. 외국의 사례13)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측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

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노조 중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어느

노조와 체결해야하는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교섭을 해야한

다면 교섭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등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교섭 과정에서 노조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노 갈등으로 나타

날 수도 있으며 노조별 협약내용에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 문제로 그 적

용이 매우 어렵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자 개정을 더디게 하였던 원인이 바로 교섭권의 단

일화 문제로 사측에서는 다수 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

잡한 상황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권 부여 문제는 매우 민

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노조 설립의 자유를

12) 김영미,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제25집 2013.4, p19 참고
13)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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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으나 복수노조에 교섭단체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

리나라와 달리 다음에서 소개할 선진국들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징은 정부

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각 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경제적·문화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일

본의 복수노조 사례를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미국(배타적 교섭권제)14)

해외의 복수노조 제도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가 미국의 배

타적 교섭권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노동법은 사용주가 근로자 대표

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 현행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체계와 유사하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분리하여

노조 설립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단체교섭권은 대표 노조 또는 개인

한사람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다.

교섭단위는 전체 산업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

는 전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직무나 작업단

위에만 한정될 수도 있다. 교섭단위는 크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

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고용과 관련된 공통된 이해관계15)를

같이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해관계를 보이는 근로자 집단을 적정 교섭단

위로 인정한다.

일단 적정 교섭단위가 정해진 경우 배타적 교섭권을 어느 교섭단위

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

방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 결정 신청은 다수의 근

로자가 노조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노조를 단체

교섭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혹은 현재 교섭권을 배타적으로

14)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p12-15 참조
15)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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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는 노조(교섭단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해당 노조(교섭단

위)가 더 이상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배타적 교섭권 신청이 접수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배타적 교섭권

부여를 위한 선거가 노동위원회에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이 투표에서 과

반수 이상을 획득한 교섭단위가 배타적 교섭권을 확보하게 되며, 과반수

를 확보한 교섭단위가 없는 경우 득표순위 1, 2위만을 가지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 받게 된다.

배타적 교섭권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노동법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다. 배타적 교섭권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노동총연맹(AFL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은 배타적 조직권한을 노조의 운영 대원칙으로 삼

았는데 기본 취지는 직종 또는 산업은 단 하나의 노조에 의해 대표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AFL의 배타적 조직권한은 하부 조직간 불필요한 경

쟁을 배제하고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

며, 1935년 일부 수정을 거쳐 노동법에 포함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배타

적 교섭권 제도는 정부의 단시일적 성과물이 아닌 수십년간의 시행착오

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타적 교섭권 제도는 노조의 활동이 근로자의 기대에 못 미치

거나 불합리적일 경우 근로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배타적 교섭권을 박탈

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신규 정책개발이

나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근로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합

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나. 프랑스(비례대표제)16)

대표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함으로써 단결권과 교섭권을 분

리하는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표적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측은 이들 모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6)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p16-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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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특정 노조만을 상대로 교섭할 수 없으며, 소수 노조에 대한 교

섭회피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에

서 대표적 노조라고 함은 자주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노조의 대표성에

대해서 제3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대표성을 유지하나 대표성에 대

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해 노조는 스스로 노조의 대표성을 입증해야 한

다. 프랑스 노동법상 대표적 노조의 판정기준은 조합원수, 자주성, 재정

상태 등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독특한 점은 독일 점령기간의 애

국적 활동 경력 등 조합의 과거활동도 판정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대표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한국노

총, 기타 산업별 노조와 같이 프랑스 국내에서 그 대표성을 이미 인정받

은 전국총연합들17)에 가입한 노조는 대표적 노조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

조 신설 후 대표성을 인정받은 전국총연합에 소속되기만 하면 스스로 대

표성을 입증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대표적인 노조로 간주되게 된다.

프랑스에서 단체교섭은 2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산별수준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최소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근로조

건은 개별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즉 기업수준에서 정해진다. 프랑스 노

동법에서는 특정 노조가 사측에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측은 그 요구에

대해 타 노조에게 통보하고 일정기한 내에 복수노조 모두를 소집해야한

다.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에 참가를 원하는 대표적 노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단체교섭 방식은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사측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노조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귀결되

17) 프랑스 노동부장관은 CFDT(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TC(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FO(Force Ouvrière),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C(Confédération Française de l'Encadrement -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s) 등의 전국총연합단체를 대표성

이 있는 노조로 인정(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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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협약체결조건이 협상에 참여한 모든 노조간의 전

원일치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 조직률을 가진 다수 노조와의 합

의를 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는 점이다. 단체협약은 대표적 노조들 중

그 노조가 소수인 경우와 상관없이 특정된 하나의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도 체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 노동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이 규

정하고 있는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산업별

수준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상이한 조항을 기업 수준의 노사 협약에 반영

하려는 경우, 당 협약에 찬성하지 않는 노조로서 근로자 50% 이상의 지

지를 얻고 있는 노조는 이 협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은 무효가 된다. 프랑스 복수노조 제도의 협약거부권은 기업

수준 교섭에서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려는 입법 취지가 오용되어 사용자와

소수 노조와의 담합을 통해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복수노조 제도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동시최대

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단결권과 교섭권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교섭권과 교섭 주체의 복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 있

다.

다. 일본(자유교섭권 제도)18)

일본의 경우 노동법 체계는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헌법으로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노

조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된 노조는 자동적으로 교섭권을 부여 받는다.

사측은 합법적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 프

랑스와 마찬가지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사이에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으로 교섭시

18)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국노동연구원, 1998, p19-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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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섭과정의 통일이라는 완충장치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노동법의 경우 이런 장치조차 갖추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상의 결정

문제와 다수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가

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의 단체협약 관련 법률은 상당히 불확실하고 적용하기 애매한 부

분이 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만약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간에 체

결된 단체협약이 다를 경우 소속 노조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소속 노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글

나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위원회나 노동

법학자 들 사이에도 이에 대한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일본의 복수 노조제도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권 제도나 프랑스의

비례대표제같이 안정적인 단체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사관계가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사갈등이 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일

본의 기업 노조가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의 노조와 달리 대부분 유니언

숍이라는데서 찾을 수 있다. 노조가 유니언숍인 사업장에서 제2노조의

설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노조 형태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노조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유일

교섭권자 조항의 존재이다. 유일 교섭권자 조항이란 쉽게 말하면 사측은

제2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대신 노조는 상급노조에 단체교섭권

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서약인데, 이로써 노조는 경쟁적 노조의

설립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산별 연합과 교섭할 필요 없이 기업노조와

직접 교섭하면 되는 일종의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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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조합만의 특성을 덧붙이자면 일본에서는 1989년 우리나라로

보면 산별노조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 들이 하나로 통합되

었다.19) 따라서 기업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전국연합체의 지원을 받는 독

자적인 노조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일본 노동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노사관계가 복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아무

런 규칙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노조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3개 국가의 복수노조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

통점은 3개 국가 모두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사항 없

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문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먼저 미국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통

해 단결권은 모든 노조에게 부여하되 단체교섭권은 경우 배타적 교섭권

제를 통해 대표되는 노조 중 1개 노조에게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단결권은 모든 노조에게 있는 반면 단체

교섭권은 다수의 대표적 노조에게만 부여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일

본의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

적으로 노사간의 서약을 통해 복수노조 체제로의 이행을 금하고 있기 때

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9) 1989년 일본에서는 여러개로 분할되어 있던 전국총연합단체들이 일본노동조합총연합
(連合:렌고)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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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노조정책에 대한 만족도, 노조와의 이념적 차이, 직무․직종별 또는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 근로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

복수노조 설립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더불어 복수노

조 설립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요소

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

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 구 모 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

성(차이)에 대한 인식도

→

복수노조 선호도

․복수노조 설립이 개인경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or 부정적 영향)
→

통제변수

직급, 직종, 근속연수,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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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설립근거법 및 정부정책

에 상당부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나 복지

제도 개선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체교섭면에 있어서도

노조집행부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사측으로부터 받아내고 사측은

정부경영평가 기준 등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조집

행부와 사측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노조원 입장

에서는 노조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집행으로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설립방해요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노조

나 사측의 신규노조 설립에 대한 저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아

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 기존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복수노조 선

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의 크기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이다.

가설 1-3.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만족도)은 복수

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이다.

가설 1-4.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차이는 복수

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이다.

가설 1-5.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

도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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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복수노조 설립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가설 2-1.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

사배치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

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개인의 조직생활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조직내에서 개인적

인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

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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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수집 및 설문의 구성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K공기업에 재직중이고 3급직 이하의 직원

(2급부터는 노조원이 아님)을 대상으로 2015. 4월에 인트라넷 메신저를

통해 전자설문 방식(Google Docs)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17명(응답률

7.1%)20)이 설문에 답했다.

2. 설문의 구성

설문문항은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김영미, 2013)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춰 일부 선택적으로 활

용하였으며, 설문결과의 해석과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일부 문항이 추가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공공부문 복수노조 설립

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4개의 문항과 복수노조 설립동기에 관한 5가지

요인별로 3~4가지 문항, 복수노조 설립을 꺼려하게 되는 3가지 요인별

각각 1문항씩 총 33개의 항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

에 의해 5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기타 설문대상 직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문항도 포함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설문문항 문항수

1.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4

2.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의 차이 3

3.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 3

4.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3

5. 복수노조 선호도 4

6.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개선 기대치 3

7.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도 3

8. 복수노조 설립(또는 노조원 가입)이 개인경력에 미치는 영향 3

9. 인적사항(인구통계적변수) 7

20) 설문대상 : 5,906명(3~7급 기준, 2014.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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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현재 K공사 노조에 가입된 직원21)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을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545명 중

응답오류 문항이 있는 설문을 제외하고 총 41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

용되었다.

설문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10, p<.05, p<.01에

서 검증하였다.

제2절에서는 기초통계분석으로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측정도구

의 타당성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각요인회전인 배리맥

스(Varimax)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고,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

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니면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립변수별로 종속변

수인 복수노조 선호도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검정방법

은 대상집단이 2개인 경우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분석)을 실하였다.

제4절에서는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복수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21) 노조원이 아닌 직원을 분별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에 노조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노조
원이 아닌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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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초통계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표본의 수는 417명이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

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 직원이 367명, 여성직원이 50명으로 비율상으로는

8.8:1.2로 이는 실제 K기관의 인적구성과 비슷한 분포이다. 응답자의 연

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고(140명, 33.6%), 30대(129명, 30.9%)

가 뒤를 이었으며, 30세 이하와 51세 이상은 각각 15.6(65명)%와 19.9(83

명)%가 설문에 응답 하였다. 노조 가입대상인 3급이하 직원들의 평균 연

령이 45.3세인 경우를 감안할 때 응답자의 연령분포도 적정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주된 근무지 형태에 분류할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03명(48.7%), 지역본부 97명(23.3%), 사업단 36명(8.6%), 지사 48

명(11.5%), 부설부서 33명(7.9%)22)로 나타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노

사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분포의 경우 행정직이 167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직이

126(30.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전직 63명(15.1%), 지질직 30명(7.2),

환경직 31명(7.5%)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산직도 설문대상에 있었으나 응

답자가 없었다. K기관의 경우 행정직과 토목직이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

하며, 기전직, 지질직, 환경직, 전산직 등은 소수 직종으로 직종분포의 경

우에도 적정 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의 경우 4급(192명, 46.0%), 3급(79명, 18.9%), 6급

(72명, 17.3%), 5급(37명, 8.9%), 7급(37명,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속

22) 2015. 1월 현재 현원 비율 : 본사 16.8%, 지역본부/사업단 24.2%, 지사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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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별 분포에서는 15년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45.8%)들이 가장 응답률

이 높았으며, 1년에서 5년미만 79명(18.9%),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이

78명(18.7%), 10년 이상 15년미만 근무한 직원이 39명(9.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17)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N=417)　

남성 367 88.0

여성 50 12.0

연령층별
(N=417)　
　
　

30세이하 65 15.6

31~40세이하 129 30.9

41~50세이하 140 33.6

51세이상 83 19.9

근무지별
(N=417)　
　
　
　

본사 203 48.7

지역본부 97 23.3

사업단 36 8.6

지사 48 11.5

부설부서 33 7.9

직종별
(N=417)　
　
　
　
　

행정직 167 40.0

토목직 126 30.2

기전직 63 15.1

지질직 30 7.2

환경직 31 7.5

전산직 - -

직급별
(N=417)　
　
　
　

3급 79 18.9

4급 192 46.0

5급 37 8.9

6급 72 17.3

7급 37 8.9

근속연수별
(N=417)
　
　
　

1년미만 30 7.2

1년~5년미만 79 18.9

5년~10년미만 78 18.7

10년~15년미만 39 9.4

15년이상 191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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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응답자 전체

의 46.1%가 “복수노조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상관없다”는

24.2%, “필요없다”는 29.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복수노조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 직원의 경우

49.0%가 “복수노조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50.0%가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여 남성 직원이 여성직원에 비해 복수노

조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는 41세~50세

미만 직원들의 58.6%, 51세 이상 직원들이 43.4%가 “복수노조가 필요하

다”라고 응답하여 연령대가 높은 직원들이 복수노조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별로는 본사의 경우 응답인원 203명 중 63.1%인 128명이 “복

수노조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설부서는 69.7%, 지역본부는

23.7%, 사업단 22.2%, 지사 20.8%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서단위별 근

무인원이 많은 부서에서 복수노조에 대해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종별로 살펴볼 경우 행정직 직원들이 64.1%로 복수노조에 대한 선호

도가 높은 반면 기술직의 경우 환경직(64.5%)을 제외하고는 토목직

(23.0%), 기전직(34.9%), 지질직(46.7%) 등 복수노조에 대한 선호도가 비

교적 낮았으며 대체로 “상관없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많았다.

직급별로는 3급직 직원들의 경우에 복수노조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

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72.2%로 직급별중에 가장 높았으며, 4급과 5급

직 직원들은 복수노조에 선호도가 균등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한 점은 역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직원들이 6급 직원들임에도 불구하

고 6급직 직원들 사이에서도 복수노조에 대한 선호도(62.5%)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별로 살펴볼 경우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의 경우 62.3.2%가 복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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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직

원의 경우 복수노조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복수노조

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연령층 별로는 41~50세, 직종별로는 행정직,

직급별로는 3급직 직원이 근속연수별로는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

이 복수노조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복수노조 도입필요성

구 분 필요없다 상관없다 필요하다

성별
(N=417)

남성 111 30.2 76 20.7 180 49.0

여성 13 26.0 25 50.0 12 24.0

연령층별
(N=417)

30세 이하 19 29.2 19 29.2 27 41.5

31~40세 이하 41 31.8 41 31.8 47 36.4

41~50세 이하 39 27.9 19 13.6 82 58.6

51세  이상 25 30.1 22 26.5 36 43.4

근무지별
(N=417)
　
　
　
　

본사 62 30.5 13 6.4 128 63.1

지역본부 37 38.1 37 38.1 23 23.7

사업단 8 22.2 20 55.6 8 22.2

지사 11 22.9 27 56.3 10 20.8

부설부서 6 18.2 4 12.1 23 69.7

직종별
(N=417)
　
　
　
　

행정직 42 25.1 18 10.8 107 64.1

토목직 49 38.9 48 38.1 29 23.0

기전직 16 25.4 25 39.7 22 34.9

지질직 7 23.3 9 30.0 14 46.7

환경직 10 32.3 1 3.2 20 64.5

직급별
(N=417)
　
　
　
　

3급 16 20.3 6 7.6 57 72.2

4급 64 33.3 73 38.0 55 28.6

5급 12 32.4 13 35.1 12 32.4

6급 20 27.8 7 9.7 45 62.5

7급 12 32.4 2 5.4 23 62.2

근속연수별
(N=417)
　
　
　
　

1년 미만 11 36.7 2 6.7 17 56.7

1년~5년 미만 29 36.7 23 29.1 27 34.2

5년~10년 미만 23 29.5 37 47.4 18 23.1

10년~15년 미만 14 35.9 14 35.9 11 28.2

15년  이상 47 24.6 25 13.1 119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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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가.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치는 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

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치 0.40이상을 기준으로 하

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3>에서와 같다. 표본의 적절성

을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Measure)의 표본적절성은

.861(기준 0.6이상)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에서도 구형

성 검증치 χ2=5696.164(p=0.000)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적합한 공통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측정항목들의 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

적재치 0.5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총 4개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누적 분산 77.855%로 전체 약 78%의 설명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1은 고유값 6.905, 분산 40.361%로 기존 노조정책에 대한 만

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묶였고, 요인2는 고유값 2.813, 분산 14.928%로 현

행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관한 문항으로, 요인3은 특수한 형태의

복수노조 필요성에 관한 문항이 한가지 요인(고유값 1.615, 분산 13.374)

으로 묶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 차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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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에 관련된 문항이 한가지

요인(고유값 1.124, 분산 9.192)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인을 분리하여 당초 분석하고자 하였던 5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복수노조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볼 것이며, 모든 문항은 채택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4-3>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분석

1 2 3 4

A2 복지수준개선도 .926 -.024 .049 .228

A1 단체협약 만족도 .910 .058 .002 .206

A4 고용 안전성 개선도 .906 .145 .096 .160

A3 임금수준 개선도 .891 .132 .071 .133

B2 노동운동 수준의 적정성 .642 .396 .342 -.018

C1 의사소통방식의 합리성 -.572 .324 .100 .045

C2 노조운영방식의 투명성 .068 .850 -.052 .169

C3 의사결정의 민주성 .419 .734 .187 -.011

F2 직종별 복수노조설립 필요성 -.104 -.294 .834 .153

F3 근로계약형태별 복수노조설립 필요성 .200 .305 .800 -.314

F1 직무별 복수노조설립 필요성 .210 .373 .750 -.278

B1 노조와의 정치적 성향 일치성 .276 -.655 -.143 .511

B3 노조의 정책방향에 동의정도 -.005 .092 -.123 .796

D3 개인적 권리개선을 위한 노조참여 -.846 -.239 -.113 .262

D1 현행 근로환경, 복지수준 만족도 -.833 -.067 -.080 .215

D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개인의사 피력 -.811 -.053 -.069 .305

Eigen-value 6.905 2.813 1.615 1.124

분산설명 40.361 14.928 13.374 9.192

KMO/Bartlett
검정

KMO 표본적합도 .861

Bartlett의단위행력검정(p) 5696.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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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요인분석 후 추출된 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응답

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신뢰도

척도 계산값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로 판단하며, 통상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4-4>과 같으며 Cronbach α값은 -.006 ~ 0.961로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와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의 신뢰도 값이 각각 -.006와 0.416으로로 통상의 기준치인 0.6

에 미치지 못하나 신뢰수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며 항목수를 그대로 두

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모든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4-4>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항목 Cronbach
 α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A1, A2, A3, A4 .961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의 차이 B1, B2, B3 -.006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 C1, C2, C3 .416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욕구)
D1, D2, D3 .908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F1, F2, F3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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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한 변수가 변화

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상관관계 

계    수
±0.9이상

±0.7∼

±0.9

±0.4∼

±0.7

±0.2∼

±0.4
±0.2미만

상관관계

정    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

높은

상관관계

다소 높은

상관관계

낮은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변수는 유의수준 5% 범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

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조와

의 이념적 차이와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MA1 MB1 MC1 MD1 MF1 MKE

MA1

(정책결과 만족도)

r 1

p

MB1

(이념적 차이)

r .653 1

p .000

MC1

(운영방식 합리성)

r .104 -.070 1

p .033 .154

MD1

(개인적 성향)

r -.773 -.353 -.120 1

p .000 .000 .014

MF1

(형태복 별수노조)

r .173 -.031 .282 -.325 1

p .000 .534 .000 .000

MKE

(복수노조 필요성)

r -.447 -.213 -.032 .431 .375 1

p .000 .000 .514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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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이번 절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독

립변수인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노조와의 이념·노선

의 차이,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

인 성향(욕구),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치,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

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복수노조 선호도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성별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 방법

인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연령이나, 근무지, 직종, 직급,

근속연수 등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Dunnett의 T3의 사후분석 검정결과

를 통해 차이가 나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 노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 노조 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살

펴보면 연령층별을 제와하고 성별, 근무지별, 직종별, 직급별, 근속연수별

등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t=-3.054,

p=0.00)은 남성이 2.157점으로 여성보다 현행 노조의 정책결과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별(F=6.678, p=0.00)로는 사업단

직원들의 만족도가 2.722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F=6.089, p=0.00)로는 토목직 직원들이 2.633점, 직급별

(F=5.166, p=0.00)로는 5급직 직원들이 2.689점으로 현행 노조 정책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별(F=4.346, p=0.00)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2.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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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현행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367 2.157 1.250
-3.054 0.00

여성 50 2.575 0.852

연령층별
　
　
　

30세 이하 65 2.065 1.050

1.634 0.18
31~40세 이하 129 2.337 1.127

41~50세 이하 140 2.077 1.335

51세 이상 83 2.334 1.242

근무지별
　
　
　
　

본사 203 2.010 1.367

6.678 0.00

지역본부 97 2.552 1.071

사업단 36 2.722 0.847

지사 48 2.297 0.699

부설부서 33 1.712 1.139

직종별
　
　
　

행정직 167 1.963 1.293

6.089 0.00

토목직 126 2.633 1.006

기전직 63 2.127 1.095

지질직 30 2.108 1.201

환경직 31 2.048 1.413

직급별
　
　
　
　

3급 79 1.756 1.301

5.166 0.00

4급 192 2.349 0.998

5급 37 2.689 1.079

6급 72 2.122 1.420

7급 37 2.115 1.470

근속연수별

　
　
　
　

1년 미만 30 2.225 1.431

4.346 0.00

1년~5년 미만 79 2.225 1.022

5년~10년 미만 78 2.442 0.969

10년~15년 미만 39 2.750 1.061

15년 이상 191 1.990 1.326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를 살펴보

면 성별과 근무지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성별(F=2.094, p=0.037)로는 남성 직원들이 2.864점으로 여성직원(2.7점)들

에 비해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근무지별로는 지역본부 직원들이 2.907점으로 본사 직원들이

2.905점, 사업단 2.824점, 부설부서 2.848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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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 노조와 이념적 차이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 노조의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차이

를 살펴보면 성별부터 근속연수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 먼저 성별(t=-2.782, p=0.00)은 여성이 2.302점으로 남성보다 현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367 2.864 0.514
2.094 0.037

여성 50 2.700 0.556

연령층별
　
　
　

30세 이하 65 2.785 0.480

1.048 0.371
31~40세 이하 129 2.804 0.555

41~50세 이하 140 2.895 0.466

51세 이상 83 2.867 0.580

근무지별
　
　
　
　

본사 203 2.905 0.488

7.632 0.000

지역본부 97 2.907 0.518

사업단 36 2.824 0.555

지사 48 2.472 0.549

부설부서 33 2.848 0.442

직종별
　
　
　

행정직 167 2.860 0.476

1.277 0.278

토목직 126 2.836 0.568

기전직 63 2.815 0.528

지질직 30 2.700 0.609

환경직 31 2.989 0.426

직급별
　
　
　
　

3급 79 2.827 0.486

1.309 0.266

4급 192 2.818 0.483

5급 37 2.748 0.705

6급 72 2.935 0.512

7급 37 2.937 0.576

근속연수별

　
　
　
　

1년 미만 30 3.011 0.433

1.849 0.119

1년~5년 미만 79 2.751 0.519

5년~10년 미만 78 2.786 0.529

10년~15년 미만 39 2.863 0.674

15년 이상 191 2.876 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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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운영방식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령층별(F=2.902,

p=0.035)로는 31세~40세 이하 직원들이 2.4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별(F=22.392, p=0.00)로는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2.602점, 직종별(F=10.382, p=0.00)로는 토목직 직원들이 2.542점, 직급별

(F=29.761, p=0.00)로는 5급직 직원들이 2.577점으로 현행 노조의 운영방

식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별(F=15.581, p=0.00)로

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2.59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367 2.302 0.473
-2.782 0.007

여성 50 2.553 0.616

연령층별
　
　
　

30세 이하 65 2.364 0.488

2.902 0.035
31~40세 이하 129 2.401 0.474

41~50세 이하 140 2.233 0.452

51세 이상 83 2.365 0.590

근무지별
　
　
　
　

본사 203 2.141 0.340

22.392 0.000

지역본부 97 2.560 0.448

사업단 36 2.602 0.585

지사 48 2.569 0.698

부설부서 33 2.192 0.479

직종별
　
　
　

행정직 167 2.210 0.421

10.382 0.000

토목직 126 2.542 0.554

기전직 63 2.312 0.521

지질직 30 2.378 0.477

환경직 31 2.129 0.281

직급별
　
　
　
　

3급 79 2.046 0.249

29.761 0.000

4급 192 2.538 0.554

5급 37 2.577 0.462

6급 72 2.088 0.296

7급 37 2.099 0.271

근속연수별

　
　
　
　

1년 미만 30 2.111 0.202

15.581 0.000

1년~5년 미만 79 2.460 0.463

5년~10년 미만 78 2.543 0.551

10년~15년 미만 39 2.590 0.564

15년 이상 191 2.17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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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욕구)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존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

향(욕구)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

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t=7.009, p=0.00)은 남성이 3.272점으로 여성보

다 근로환경(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F=5.599, p=0.00)로는 41~50세 이하 직원들이 3.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별(F=16.44, p=0.00)로는 인재개발원, 농어촌 연구원 등 부

설부서 직원들이 3.717점, 직종별(F=11.606, p=0.00)로는 행정직 직원들이

3.511점, 직급별(F=17.852, p=0.00)로는 3급직 직원들이 3.692점으로 근로

환경(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

수별(F=11.974, p=0.00)로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3.501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367 3.272 0.981
7.009 0.000

여성 50 2.713 0.431

연령층별
　
　
　

30세 이하 65 3.097 0.903

5.599 0.001
31~40세 이하 129 3.031 0.859

41~50세 이하 140 3.464 0.971

51세 이상 83 3.120 1.005

근무지별
　
　
　
　

본사 203 3.458 1.027

16.440 0.000

지역본부 97 2.921 0.678

사업단 36 2.907 0.823

지사 48 2.576 0.640

부설부서 33 3.717 0.854

직종별
　
　
　

행정직 167 3.511 0.993

11.606 0.000

토목직 126 2.794 0.599

기전직 63 3.190 1.043

지질직 30 3.100 0.935

환경직 31 3.355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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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직종․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살펴보면 성별부터 근속연수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t=-6.496, p=0.00)은 여성이 3.133점으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F=11.437, p=0.00)로는 30세

이하 직원들이 2.9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별(F=46.537, p=0.00)로는 지사직원들이 3.229점, 직종별

(F=36.108, p=0.00)로는 토목직 직원들이 3.214점, 직급별(F=64.386,

p=0.00)로는 5급직 직원들이 3.126점, 근속연수별(F=27.636, p=0.00)로는

5년~10년 미만 근무한 직원들이 3.026점으로으로 직무․직종별, 근로계

약 형태별 특수성에 따른 복수노조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 표4-10 > 직무․직종별․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

직급별
　
　
　
　

3급 79 3.692 1.021

17.852 0.000

4급 192 2.859 0.705

5급 37 2.982 0.805

6급 72 3.523 1.058

7급 37 3.559 1.063

근속연수별

　
　
　
　

1년 미만 30 3.433 0.983

11.974 0.000

1년~5년 미만 79 2.911 0.847

5년~10년 미만 78 2.855 0.657

10년~15년 미만 39 2.872 0.682

15년 이상 191 3.501 1.029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367 2.466 0.919
-6.496 0.000

여성 50 3.13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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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별
　
　
　

30세 이하 65 2.908 0.946

11.437 0.000
31~40세 이하 129 2.705 0.904

41~50세 이하 140 2.219 0.816

51세 이상 83 2.566 0.910

근무지별
　
　
　
　

본사 203 2.036 0.745

46.537 0.000

지역본부 97 3.034 0.726

사업단 36 3.065 0.449

지사 48 3.229 0.851

부설부서 33 2.687 1.070

직종별
　
　
　

행정직 167 2.116 0.779

36.108 0.000

토목직 126 3.214 0.742

기전직 63 2.577 0.926

지질직 30 2.333 0.672

환경직 31 2.290 0.872

직급별
　
　
　
　

3급 79 1.916 0.670

64.386 0.000

4급 192 3.047 0.768

5급 37 3.126 0.924

6급 72 1.940 0.566

7급 37 1.892 0.614

근속연수별

　
　
　
　

1년 미만 30 2.056 0.738

27.636 0.000

1년~5년 미만 79 3.013 0.925

5년~10년 미만 78 3.026 0.765

10년~15년 미만 39 2.872 0.633

15년 이상 191 2.16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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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의 검증

이절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먼저 각 독립변수가 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파악하고 다음에 신설노조의 설립이나 가입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력

에 미치는 영향 요인별로 복수노조를 선호하지 않는 영향 정도에 대해

서 분석할 것이다. 각각의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1. 복수노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존 노조 정책에 만족도, 노

조와의 이념적 차이, 노조의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근로환경에 대한 개

인적인 성향(욕구),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치, 직무·직종별, 근로계

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도 등을 독립변수로, 복수노조 선호

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2>에 정리되어 있으며, 회귀모형은 수정된

R2=0.515으로 5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중공

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

며, 공차한계값 또는 VIF(분산팽창계수)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공차한계

값은 0.1이상, VIF 값은 10이하 일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데 분석결과 공차한계값은 0.223~0.926, VIF 값은 1.08~4.48로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설 1-1 <기존 노조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복수노조 선

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

의확률 0.000으로 기존 노조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복수노조 선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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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노조정책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현행 노조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으로 복수노조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설 1-2 <노조와의 이념·노선 차이의 크기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0.008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가 기존 노조

의 정치적 성향이나 노동운동 수준, 정책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수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역방향으로 움직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만족도)은 복수

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확률이 0.08으로 노조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복수노조 선

호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

에서 의사소통의 노력이나, 조합원의 의견수렴방식, 노조의 운동성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수록 단일노조보다는 복수노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4 <근로환경에(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은 복수노

조 선호도와 정(+)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는 복

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5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

도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정결

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

별 특수성에 따른 노조설립의 필요성은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별이나 직종별(행정,토목,기전,환경)

또는 근로계약(정규직, 비정규직) 형태별 노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복수노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1 -

<표 4-11>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eta t p F
(p)

　R2

(adjR2)

상수 1.690 .228 　 7.397 .000

41.168
(0.000)

.528
(.515)

독
립
변
수

노조정책
만족도 -.127 .031 -.297 -4.110 .000

이념적
차이 .131 .049 .132 2.653 .008

운영방식
합리성 -.103 .038 -.099 -2.686 .008

노조활동
참여의사 .226 .033 .413 6.827 .000

노조의
특수성 .348 .023 .615 14.840 .000

통
제
변
수

성별 -.148 .058 -.093 -2.535 .012

연령대 -.009 .023 -.018 -.401 .689

근무지 .010 .015 .025 .653 .514

직종 -.004 .015 -.008 -.235 .815

직급 .008 .016 .019 .521 .602

근속연수 .013 .017 .036 .785 .433

2. 노조 선호도에 반하는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이나 신설 복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조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인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변수로, 복수노조 선

호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복수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존 노조를 탙퇴하여 신규 노조에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경력 즉 경력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의견과 개인의 조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유의수준 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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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p)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4-13>에 정리되어 있으며 회귀모형은 수정된

R2=0.316으로 3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공

차한계값은 0.497~0.928, VIF 값은 1.078~2.012로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12> 복수노조 선호도 저해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eta t p
F
(p)

　R2
(adjR2)

상수 2.160 .168 　 12.892 .000

22.32
(.000)

.33
(.316)

독립
변수

개인경력 .274 .032 .456 8.692 .000

조직생활 .055 .034 .093 1.611 .108

성취감 .044 .040 .053 1.103 .271

종속
변수

성별 -.227 .068 -.143 -3.340 .001

연령대 -.050 .027 -.093 -1.806 .072

근무지 .042 .017 .107 2.447 .015

직종 -.002 .018 -.004 -.091 .927

직급 -.015 .018 -.037 -.852 .395

근속연수 .023 .020 .061 1.154 .249

가설 2-1 <복수노조의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치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는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 0.000

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

치에 미치는 영향은 복수노조 선호도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가설 2-2 <복수노조의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조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는 정(+)의 관계

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 0.108로 유의

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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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하는 것이 조직내에서

개인적인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부정적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0.271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의 검정결과는 <표 4-14>과 같다.

<표 4-13>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번호
가설 내용 결 과

1-1
현행 노조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복수노조 선

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1-2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의 크기는 복수노조 선

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1-3
노조의 운영방식 합리성에 인식(만족도)은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1-4
근로환경에(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차이

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1-5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

식도는 복수노조 선호도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

이다.

채택

2-1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치에 미치는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2-2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개인의 조직생활

에 미치는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2-3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에 가입이 조직내에서 개인

적인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과 복수노조 선호도와 부(-)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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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7월부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복

수노조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12년 이후 복수노조의 증

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수노

조 도입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정

작 복수노조가 도입된 배경이나 동기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이러한 연구가 대부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1.1. 3개기관이 통합 후 복수노조 체제에서

단일노조로 전환된 K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기초로 복수

노조의 선호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에서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설립동기와 설립저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 시대에 공공기

관의 노동조합이 노노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조와 조합원간의 유대를 강화

하여 공공복리와 노동기본권 보호간의 균형점을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

해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 빈도분석 결과 남성 직원의 경우 복수노조가 필요하

다는 응답자가 49.0%로 여성 직원에 비해 복수노조 도입에 높은 선호를

나타냈다. 연령층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의 직원들이 58.6%로 복수

노조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근무지별로는 부설부서 직원(69.7)

들이, 직종별로는 행정직(64.1)과 환경직(64.5) 직원들이, 직급별로는 3급

직 직원들(72.2%)이 복수노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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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독립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 정

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부설부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노조와의 이념·노선적 차이 분석에서는 지역본부 직원들

의 점수가 가장 높아 대체로 노조의 이념노선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되

며, 지역본부의 하위조직인 지사직원들의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아 노조와

의 이념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근무지별로 사업단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급별로 3급직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구) 차이와 복수 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치 차이 분석에

서는 부설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지

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5가지 독립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직무 직종별

또는 근로계약 형태별 노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

(B=0.348)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욕

구)(B=0.226), 노조와의 이념적 차이(B=0.13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

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조사한 신규노조 설립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무·직종별 차이”와는 같은 결과이며, 같은 해 한국노총이 조

사한 신규노조 설립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넷째, 복수노조를 선호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설노조의 설

립이나 노조원의 가입하는 등 현행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을 꺼

려하는 이유로 복수노조 설립이나 노조원으로의 가입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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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동안 복수노조와 관련된 연구는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나 대응전략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었으며, 복수노조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는 민간부문에 한정되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

에서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복수

노조 발생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공공부문 노조가 노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적 운영,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

여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조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기대치가 복수노조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된 것에는 현행 노조에 개선의 가능성이나 미래에 대

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노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에 관

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소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 정책활

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측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견제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사기

업과 달리 주인-대리인 구조로 되어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경우 복수노조의 연착륙을

속단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현황분석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정착과정

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의 선호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 공공

기관, 노동조합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

들을 알 수 있었다.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원인들에 대하여 평소에 관리

하고 대응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노사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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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할 때 복수노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복수

노조 선호도에 방해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설문문항에 대해 이론적인 토

대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수노조 선호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

지 못하고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연구를 진행한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복수노조 선호도에 있어 기존 노조에 대한 만족

도, 이념적 차이 등은 중요한 요소이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변수이기도 하다.

셋째,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은 정부와

사측, 노조(집행부),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조와 조

합원사이의 관계에서만 복수노조의 설립원인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사례와 표본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부와 사측의

역할 등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검정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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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ference for 
multiple union in public sector

BAK, YEONG SUN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on density in the public sector at end-2013 accounted for 
11.6% to 59.6%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membership 
number 199 thousand), which when compared with the private 
sector union density were numerically more than 6 times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Given the public nature of public 
institutions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in the public servic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it can be seen that the axis of the 
country constitute a large labor.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key points of the national 
tripartite meantime, the problem was the front matter of allowing 
multiple unions were solv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2010 law. 
For the public sector, the central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re multiple unions at 36, double 11 places were 
made after the front has allowed multiple unions.

   One of the original purposes of multiple unions are allowed, ㅈ
were to promote healthy competition between the unions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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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unions or financial execution, 
etc. are made in a democratic and transparent. But, In the case 
of unions in the public sector unions bureaucratized, and the 
limits to such collusion between the union and the corporation 
side, by not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 workers' movement 
against the government's public sector reforms liable without 
losing its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trade unions there will 
shrink in the crisis.

   This study by identifying the causes that are experiencing 
multiple unions through the analysis of multiple unions 
preference, it is an object to provide a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ooking at the issue of union brought the 
meantime, the public sector. The object of the study is K 
Corporation which was integrated into single the Corporation in 
the threee agriculture-related Corporatoins at January 2000. The 
union was multiple union when the integrated Corportaion 
launched but it integrated into single union in 2002.

   Variable is set to 1 in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multiple union 
preferences)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current labor 
policy activities, 2) differences in ideology, and the route of the 
existing labor unions, and 3) the current union rationality of the 
operations, and 4) personal preference (desire for the working 
environment (right)), 5) improved expectations for multiple unions 
established and 6) were set up job, occupation, percep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by Type particularity (differen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to plural unions preference.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may hinder the 
establishment of multiple unions join the union or multiple 
unions that were established by setting the impact on individual 
careers as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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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rvey was conducted subject to K public Corportaion 
employe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SPSS 18.0 Packag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members batch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multiple union preference 
satisfaction with the policy outcomes of the current union, the 
union of rationality operations, and expectations about personal 
inclination, multiple unions established for the working 
environment (right), the size of the impac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multiple unions 
established in the case (B = 0.268) was found, the union of 
rationality operations a second (B = 0.257), personal propensity 
for working conditions (right) (desire) (B = 0.203) it was in the 
order. It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ment of new 
trade unions caused the review of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and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rivate 
sector surveyed in previous studies.

  Taken together with the contents of the front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public sector unions are bureaucratic operations 
to the existing role and functions as a trade union, to move 
away from inefficient operations enable communication with 
members and staff unions giving open the way to participate 
actively in activities that get the raise the bar for the union. In 
the case of checks on the destination side even care than with 
the labor unions through cooperative will need to prepare the 
way for the win.

keywords : multiple unions, preference, 
Student Number : 2014-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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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기업정책학을 전공하

고 있으며, 현재 “공기업에서 복수노조 설립동기에 관

한 연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정보취

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

입니다.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정답 또는 옳고 그름이 없으

며, 본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누락되

는 항목 없이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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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노조의 정책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관련 설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사 단체협약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조활동으로 복지제도가 개선됐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조활동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조활동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현행 노조와의 이념·노선의 차이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조와 정치적 성향이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노조의 노동운동 수준이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노조의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행 노조의 운영방식의 합리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항목에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비용집행 등 노조운영방식이 투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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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환경(권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해당

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근로환경이나 복지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조에 개인

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적인 권리 개선을 위해 노

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복수노조 제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개선 기대치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수노조 설립이 조합원의 이익증대

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수노조 설립이 현행 노조운영 방

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복수노조 설립이 현행 노사관계 개

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사에 복수노조 도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노조통합 이전 복수노조가 더 낫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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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직종별, 근로계약 형태별 특수성(차이)에 대한 인식도와 관

련된 설문입니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무별 특성에 따른 복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종별 특성에 따른 복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근로계약(정규직, 비정규직) 형태별 특

성에 따른 복수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복수노조 설립(또는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경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설문문항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규노조 설립이나 신규노조에 노조원으

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의 승진 및 인사배

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신규노조 설립이나 신규노조에 노조원으

로 가입하는 것이 개인의 조직생활(직원

간 유대관계,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신규노조 설립이나 신규노조에 노조원으

로 가입하는 것이 조직내에서의 개인적인

성취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노조원 여부 ① 노조원 ② 비노조원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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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① 30세이하 ② 31∼40세이하 ③ 41세~50세 이하 ④ 51세 이상

4) 근무지 ① 본사 ② 지역본부 ③ 지사 ④ 사업단 ⑤ 부설부서

5) 직종 ① 행정직 ② 토목직 ③ 기전직 ④ 지질직 ⑤ 환경직 ⑤ 전산직

6) 직급 ① 3급 ② 4급 ③ 5급 ④ 6급 ⑤ 7급 ⑥ 계약직

7) 근속년수 ① 1년미만 ② 1년～5년미만 ③ 5년～10년미만 ④

10～15년미만

⑤ 15년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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