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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복수노조제도

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미친 영향을 예측하였다. 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와

다른 새로운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그간 정

규직 중심의 조직화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노조를 꾸려 집합적인 목소

리를 내게 할 정치적 기회요소로 기능했을 것이다. 한편,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률이 상승했을지라도, 고용유형별 노조 효과성에 따라 각 고용유형별 노조 조직률 추

이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고용 노조는 복수노조체제에서 더 높은 노조

효과성을 보임으로써 추후의 조직률도 높게 유지될 것이다. 반면 간접고용 노조는 복수노

조제도하에서 낮은 노조 효과성을 보임으로써 그 조직률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복수노조제도는 기존에 노동조합 체제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

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면서도, 간접고용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에게 더 유리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와 노사관계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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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왔고, 현재까지도 비정규

직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더 많은 사

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임시・일용노동자의 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효래, 2010).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전체 임금 노동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비정규직 조직률은 2% 정도에

머물러 그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03년부터 자주 보도되

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 고공농성 사건들로 비정규직 집단의 열악한 노동조건

이 이슈화되면서, 이들의 노동 현실 개선방안으로써 비정규직 사회 세력화 및 조직화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왔다(조효래, 2010).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도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비정규직의 조직화 운동은 안정된 노사관계의 틀

밖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프레임을 통해 2011

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 복수노조제도가 비정규직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았다. ‘1사업장 1노조’라는 단일노조체제와 달리 복수노조제도는 2명의 조합원만으로도

기존 노조와 다른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업원들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게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노조를 꾸려 집

합적인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내게 할 정치적 기회요소로 기능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한편 복수노조제도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조직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향후까지 그 조직률

이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

규직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노조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같은 비정규

직 집단 내에서도 고용형태(직접고용, 간접고용)에 따라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노조 효과

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고용형태별 조직률 추이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한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한 노

동조합에 비해 복수노조체제에서 더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동원할 수 있

는 자원의 양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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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조합보다 더 높은 노조 효과성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복수노조제도는 그간 노조 결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단기간에 제고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나, 그 조직률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에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집단 중심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각을 확장시

켜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 집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집단의 사회

세력화 추이와 교섭력은 벌어지게 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복

수노조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약한 교섭환경에 노출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며 마무리된다.

Ⅱ.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선행연구

어느 정도 제도화된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조

합은 현실의 법 제도 속에서 여전히 “이단아”로 낙인찍히며 수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

(진숙경, 2007).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조

가 조직화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었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제한적인 소수의 사례연

구에 머물러왔다(김성국, 손기영 & 김민정, 2004; 손정순, 2004; 정이환, 2000; 정이

환, 2003; 이보경, 20005; 김명룡, 2004).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의 사례

연구들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무엇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되는지 그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정이환(2000)은 90년대에 조직된 세 비정규 노동자 집

단들을 택하여 조합운동의 발흥, 조합운동의 확산, 및 조합의 안정화라는 세 시기를 단계

별로 살펴보고, 사회운동이론 관점에 따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성공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합운동 발흥시기에는 운동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등 자원의 동원

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혔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비정규

직운동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동의 확산시기에는 비정규직 조합

원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망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안정화

시기에는 안정적인 자원수급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운동주체의 전략과 노동자 집단의 시

장적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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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06년에 한국노동연구원 주도로 비정규직노조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은수

미, 2007)가 실시되면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노조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었

고(진숙경, 2007), 이때부터 비정규직 노조 전체에 대한 가설수립 및 실증 분석이 이뤄질

수 있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이뤄진 연구들은 효과적인 비정규직 조합운동의

선행요인이나 다양한 비정규직 조직화 방식의 선행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뤘다. 전

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진숙경의 연구(2007)가 있다. 진숙경(2007)은 조합의 성과측면을

강조하는 목표모델과 조합의 생존측면을 강조하는 시스템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비정규직

노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상황, 노조 구성원, 노조조직, 교섭 과정의 특징)을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직무 중요도나 숙련도, 노조 참여도 같은 조직 내

부적 요소가 노조 효과성의 중요한 조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정규 노사관계에 우호적인

법제도적 환경,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같은 조직 외부적 요소도 비정규직 노조의 효과성에

중요한 조건으로 밝혀졌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상범과 임상훈의 연구(2003)가 있

다. 이들은 고용형태, 기업규모, 종업원 숙련도에 따라 비정규직 내에서도 다양한 조직화

방식(기업별노조, 직종별노조, 산업별노조, 일반노조)이 있다는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가

설 분석 결과, 대기업에 직접고용 고숙련 비정규직은 주로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는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은 직종별 노조로

조직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숙련도가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별노조로 조직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

며, 이를 적절하게 대변하기 위한 조직 형태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운동 및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편이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사업장 수

준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밝혀왔고, 보다 상위적인 요소, 예

컨대 법제도적 변화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도입되고 시행된 복수노조제도가 다양한 비

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및 이해대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기로 했다. 복수 노

조제도는 단 2명의 조합원만으로도 기존 노조와 다른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

을 노동자들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독자노조를 꾸려 집합적인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내게 할 정치적 토

양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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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연구의 설계

앞서 언급했듯이 2006년부터는 제한적인 사례연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체

를 모집단으로 삼고,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늘어났

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본 글도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반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실태에 관

한 논의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1년 7월에 발의된 복수노조제도가 비정규직 조직률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 위해 Macadam(1992)의 정치적 기회 구조라는 개념을 가져왔

다. 정치적 기회 구조 논의에 의하면, 집합적 운동이 촉발되는 시점과 형태가 정치적 체제

의 특성에 의해 구조화된다. 여기서 정치적 기회란 국가나 정치 체제의 제도적 구조, 사회

문화, 비공식적 권력 구조의 변화, 사회운동 반대자 및 동맹자 집단의 행동 등을 포괄하는

개님이다(조효래, 2010). 이 개념은 주로 제도적 행위자와 비제도적 행위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명할 때 활용되곤 한다(조효래, 2000).

정치적 기회 구조의 논의를 확장시키면 제도적 정치권력이 여러 행위자들에게 공유될수

록 집합행동이 발생하기가 더 유리해진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는 권력이 분화 및 공유될

수록, 기존에 제도적 영역 밖에 위치했던 사회운동이 새로운 제도적 체제에 접근하기가 용

이해진다는 특성에서 기인된다(Della Porta, 1999, 196-202).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여

본 글은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복수노조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복수노조제도는 기존 단일노조체제에서 이해대변 창구

를 찾지 못했던 다양한 근로자 집단에게 새로운 노조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 노조들과

경쟁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권력의 분화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복수노조제도는 기존 단일 노조 체제에서 소외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운동을

촉발하는 제도적 토양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노조활동

에 참여하고, 조직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함으로써, 그 조직률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과 비용이 크다. 따라

서 본 글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노조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그 노조효과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차후의 노조활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것은 시간에 따른 비정규직

조직률 추이에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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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얼개를 바탕으로 본 글은 복수노조제도가 발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복수노

조 시행 전, 시행 직후, 그 이후의 시기의 비정규직 조직률 추이를 예측하여 정리해보았다.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에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조직률 수준이 낮겠

지만,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주변 노동자의 조직화를 촉발하는 정치적 기회 요소로 작용

하여 비정규직 조직률을 단기간에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효과성 정도

를 다르게 인지할 것이며, 이는 향후 그들이 노조 활동을 지속할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추후의 조직률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전과 후의 비정규직 조직률에 대한 예측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Ⅳ 복수노조 시행 전후의 비정규직 조직률

1. 복수노조 시행 전 비정규직 조직률

민주노총이 1999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

정도가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전체 비정규직 집단을 오롯이 대변할 수야 없겠지만,

이 설문조사의 의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의 보호와 대변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여준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수요는 잘

채워지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2000

년대 초반의 비정규직 조직률이 매우 낮게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전에는 비정규직 조직률이 4~5% 대로 유지되었으나 금융위기 직후의 비정

규직 조직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2009년에는 2.5%, 2010년에는 2.8%를 기록했

다. 이 수치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접고용(한시적 근로)의 조직률은 금융위기 직전

에 7.3%이었으나, 2009년에는 3.5%, 2010년에는 4.1%로 급격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간접고용(비전형 근로) 조직률도 금융 위기 직전에 2.4%에 머물렀지만 2009년

에는 1.5%, 2010년에는 1.8%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더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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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합적인 수단이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복수노조제도는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

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정규

직 노동조합들도 복수노조제도체제에 대비하여 같은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포용하

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랫부분에서 상술

하겠다.

2.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의 비정규직 조직률

복수노조제도가 발의된 이후 비정규직 조직률은 직접고용집단과 간접고용집단 모두에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직접고용 비정규직 조직률은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이후 두 가지 경로로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기존부터 조직되었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같은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들을 자신의 노조로 유인함으로써. 비정규직 조직률이 제고되었

을 것이다. Carvino(2000)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완전포용(Perfect inclusion), 부분 포용

(Partial inclusion), 배제(Exclusion) 유형이 있다. 완전 포용은 비정규직에게 노조 가

입 자격을 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를 동일하게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을 의미한다. 부분포용은 비정규직에게 노조 가입자격을 주되, 정규직 조

합원의 이해를 비정규직 조합원의 이해보다 우선시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을 지칭한다. 마지

막으로 배제 전략은 비정규직에게 노조가입자격도 주지 않고,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을 의미한다. Cervino는 비록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

대해 배제전략을 도입하는 추세이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면 그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포용하

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Cervino의 주장을 본 연구맥락에 적용해보면, 노동조합이 비

정규직을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복수노조체제에서 더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는데, 이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과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노조 간 경쟁에서 기인된다. 사업장에 조직된 모든 복수노조에게 사용자와의 교

섭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복수노조체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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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기조는 소위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위로 선 자율적 단일화 후 과반수 노조 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0). 이를

상술하면, 사업장 단위에서 둘 이상의 노조가 병존할 경우, 1) 먼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

동조합과 사용자가 개별적 교섭을 진행하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2) 노사 노

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를 협의할 수 있으며,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3) 사업장 단위의 전체 조합원을 과반수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4)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런

데 현실적으로 노사합의나 노조 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는 쉽지 않기 때문

에, 이 절차에서 핵심요소는 사업장 내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동조합이 있는

지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김태령, 2013). 따라서 같은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들은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이

전에 조직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조직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보다 복수노조제

도와 창구단일화제도를 더 빠르게 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수의 노조가 병존

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노조만이 조직된 사업장에 비해 조합원 가입 자격의

범위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진호, 2011). 이는 복수노조체제가 비정규직을 더

포용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됨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이 기존의 정

규직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독자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조직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창구단일화 제도와 함께 수행되는 교섭단위분리제도의 혜택을 기대하는 비정규직 집단에

서 이러한 독자노조 설립의 행보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병존하는 복수노조일지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

동위원회가 각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0). 이러

한 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지위를 결코 확보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박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김태령, 2013). 따라서 기존의 노동

조합과 독립적으로 사업자와 분리교섭하기를 원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자체적으로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조직률 제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률은 하나의 경로, 즉 자체적인 노동조합 설립으로써만 증

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고용의 경우 수행하는 업무나 고용조건이 정규직 노동자와는



한 혜 민  163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 노조에 편입하기보다는 독자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입

장을 대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파견노동자 조직화를 연구한 NAFFE(2000)도 외부

노동시장에서 고용된 파견 노동자들은 독자노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권리주장을 통해서

만 임금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집단과 간접고용 비정규

직 집단의 조직률은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비정규직 고용유형별 노조효과성(union effectiveness)

이 부분에서는 복수노조체제하에서 고용유형별로 노조효과성을 살펴본다. 비정규직 노조

의 경우 노조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 특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한 시기의 노조효

과성이 그 이후 시기의 노조 조직률 추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수가 되며(Fiotiro et

al., 1995),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노조 효과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정이환, 2003).

노조효과성의 차원(dimension)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며, 학자들의 연

구의도에 따라 측정되는 노조 효과성 측면은 달라졌다(Cameron & Whetten,1983). 이

처럼 노조효과성의 정의가 통일되지 못했던 이유는, 실제 노조 조직의 목표는 단일하지 않

고 여러 가지 복잡한 차원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진숙경, 2007).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 정리한 본 글에서는 노조효과성을 노동조합의 경제적 성과 달성

정도, 즉 “노조가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대변했는가.”(진숙경,

2007)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특히 노조의 경제적 성과에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정이환(2000)의 사례연구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정이환

은 재능교육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와 서울시 계약직 노동자, 대구 건설 일용 노동자가 조

직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여부가 이후 비정규직 노조 활동의 안정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비정규

직 노조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합원

들은 자발적 참여를 대폭 줄이게 되어 노조의 향후 활동 전망을 매우 불투명해지기 때문이

었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체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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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서 노조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고용 조합원의 경우 간접고용 조합원들보다 사업장 수준에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여, 조직적 성과를 내기가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의 교섭력은 조

합원의 참여수준과 비례한다(Clark, 2000; Levesque & Murray, 2002; Gallagher

& Strauss, 1991). 이처럼 단결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의 차이는, 이전의 단일

노초체제에서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왔는지에 의해

관성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나 무기 계

약직으로 전환되는 데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 내부 고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었던 경향을 보였다(우상범・임상훈, 2013). 반면, 간접

고용 비정규직들은 기업 외부 고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관

심이 많았으므로, 초기업별 노조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우상범・임상훈, 2013).

그런데 복수노조체제에서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은 기업별 노조로 국한된다. 따라서 이

전부터 기업별 수준에서 조직화 되어온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복수노조체제 이후에도 조합

원들의 단결된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새롭게 설립된 기업별 노조가 이전의 초기업별 조직화 경향과 배치되어 도리어

노조 파편화 및 조합원 단결력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단결된 참

여를 잘 이끌어 낼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보다 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교섭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보다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정

규직 노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유리하기 하므로, 더 높은 노조 효과성을 보일 것이다. 이

미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정규직 노조나 외

부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함이 입증된 바 있다(e.g., Levesque & Murray,

2002).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사용자가 공유하며, 수행하는

업무도 정규직과 유사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상호 이해가 높은 편이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서 정규직 노조의 파업 영향력을 줄이는 등

정규직 노조 활동의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는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포섭하거나 함께 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인센티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간접고용의 경우 수행하는 업무나 고용조건이 정규직과 매우 다른 경우가 많고, ‘원

청의 사용자성 거부’라는 복잡한 문제도 개입되어 있어(진숙경 & 김동원, 2007)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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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이들을 지원하고 포용할 인센티브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간접고용 노조에 비해 직접고용 노조는 ‘교섭단위분리제도’을 적용을 받아 사용자

와 독자적인 교섭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직적 성과를 내기가 더 유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섭단위분리제도는 창구단일화과정에서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의 차이가 있을 때, 분리교섭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특정 유형의 조합원으

로만 구성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문제를 완충할 열쇠가 된다. 따라서 직접고용 비

정규직 노조의 경우, 이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조합원들의 특수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거부’ 문제로

인해 애초부터 분리교섭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체 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된다고 해도, 그들이 과반수 노조가 되

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독자적 교섭권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추후의 비정규직 조직률

앞서 설명된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노조 효과성은 추후의 각 고용유형별 조직률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직접 고용의 경우, 복수노조체제하에서 비교적 높은

성과적 측면의 노조 효과성’을 바탕으로 그 조직률 추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지 않

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 반면 간접 고용의 경우, 복수노

조 체제하에서 낮은 조직 효과성의 영향으로 그 조직률 추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조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

했을 때,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률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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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글에서는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이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적으로 설명해보았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이후 직접 고용과 간접고용 집단에서 조직률은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집단별 조직률 추이는 달라질

것이다. 즉, 사업장 내 입지나 복수노조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기가 더 유리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반면, 사업장 내 입지나 복수노조 제도

의 이점 활용하기가 더 불리했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시간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다.

향후에 진행될 실증 연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복수노조제도는 그간 사용자

나 정규직 노조의 방해 공작으로 조합 결성 시도 자체가 좌절되곤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고된 조직

률을 유지하는 과제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집단 중심에서만 가능하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회 세력화 정도 및 교섭력의 차이는 벌

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고용환경에 노출된 간

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을 더하고

싶다. 일례로 법학자인 이승욱(2015)는 복수노조제도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평가할 때

“건설 산업과 항만 운송 산업과 같이 상용근로가 아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업종에서는 사

업장을 교섭단위로 한정하는 교섭대표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복수의 사용자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 교섭 단위 제도를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에 초기업단위로 조

직되었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별 교섭구조를 유도하는 복수노조체제에서

그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이며, 향후에 그러면 보완책들이 더 마련된다면 보

다 성숙한 노조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혜 민  167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0.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

김명룡. 2004. 비정규직 근로자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국, 손기영, & 김민정. 2004.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산업관계연구 , 14(1): 45-62.

김태령. 2013. 복수노조 교섭단위분리 제도 시행의 실태와 평가. 노동연구 , 25:

85-118.

손정순. 2004. 이중의 고용-파견노동과 사내하청노동. 아세아연구 , 7, 37-65.

우상범 & 임상훈. 2013. 비정규직 이해와 노조 조직화 방식의 다양성 연구. 사회과

학연구 , 29(3): 209-236.

윤진호. 2011. 쟁점과 대안: 노동포럼; 일본의 기업별 복수노조 운영 실태와 그 시사

점: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사회 , 157: 61-92.

은수미. 2007.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1) , 한국노동연구원.

이보경. 2004. 정규・비정규 노동자간 연대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연구-금호타이어정

규・비정규 노동자간 연대 사례.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승욱. 2015.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3년의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 노동법포럼 ,

14: 1-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 비정규 노동자 차별철폐 및 조직화 방안(정책토론

회 자료집) .

정이환. 2000. 주변 노동자의 동원화・조직화. 한국사회학 , 34(Win): 981-1006.

정이환. 2003. 분단노동시장과 연대-정규ㆍ비정규 노동자간 연대의 연구. 경제와 사

회 , 59: 161-192.

조효래. 2010. 노동조합 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진숙경. 2007. 비정규직노조 효과성의 결정 요인. 2007년 한국노사관계 동계학술대회.

진숙경 & 김동원. 2007.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노동정책연구 , 7(1): 23-71.



168 勞使關係硏究, 제28권

진숙경. 2012. 정규직노조의 지원활동이 비정규직노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

22(3): 53-85.

한국노동연구원. 2010. 비정규직 노동통계 .

Cameron, K. S., & Whetten, D. A. 1983.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e model

or severa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multiple models :

1-24.

Cervino, E. 2000. Trade union strategies towards atypical workers. Unpublished

paper.

Clark, P. F. 2013. Building more effective un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Emsellem, M., & Ruckelshaus, C. 2000. Organizing for workplace equity: model

state legislation for “nonstandard” workers. Natl. Employ. Law Proj. Rep.

Fiorito, J., Jarley, P., & Delaney, J. T. 1995. National union effectiveness in

organizing: Measures and influences. Industrial & La bor Relations Review ,

48(4): 613-635.

Gallagher, D. G., & Strauss, G. (1991). Union membership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Lévesque, C., & Murray, G. 2002. Local versus Global Activating Local Union

Power in the Global Economy. Labor Studies Journal , 27(3): 39-65.

McAdam, D., McCarthy, J. D., & Zald, M. N. 199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FFE 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역. 2000. 차별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미국 노동상황과 미정규 노동자 운동의 동향.

NAFFE 보고서 .

Porta, D. 2005. Making the polis: social forums and democracy in the global

justice movement,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10(1), 73-94.



한 혜 민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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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 concept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ulti-union legalization on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By

empowering employees to freely establish a new union, the multi-union

institution would function as a foothold through which irregular workers can

represent their collective interests.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at future

trends of irregular workers’ unionization would be differ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 of irregular workers. Specifically, it predicts that irregular

unions with directly employed workers would show the higher union

effectiveness compared to that of unions with indirectly employed workers, and

that differences in union effectiveness will be reflected in the distinct patterns of

future unionization rates. Consequently, even if multi-union legalization would

function as a springboard that raises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it

would offer more favorable environments to directly employed irregular workers

rather than indirectly employed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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