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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2011년 7월 1일을 기 으로 기업 단 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사

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한국에서의 복수노조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공정 표의무와 같은 련 법률의 시행은 향후 노사 계 반에

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특히 한국은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구체 인 교섭 표 선정 차와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세부 제

도에 해 노사가 첨 하게 립해왔다는 에서 향후 노사 계의 불안

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약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서의 복수노조에 한 연구는 이에 한 질 연구 해외사례연구에

그쳐 한국 복수노조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다.해외에서는 복수노조 시행된 국가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국가 간 제도 차이와 한국 노조의 고유한 특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맥락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 에 입각하여 복수노조의 시행

이 노사 계에서의 갈등 양상에 미친 향을 한국 맥락에서 실증 으

로 검증하 다.본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닌, 재 한

국에서의 복수노조가 노사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상을 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복수노조 기업의 황 한 함

께 분석하 다.

구체 으로 본고는 상력의 불균형 이론에 착안하여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사업체 패 의 복수노조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조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상호작용이 노사갈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배 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그 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오히려 노사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조직 상의

동일성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향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시행된 최 의 실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한 노조 세력 가설 검증 결과에 해 노조의 상 단체와

같은 한국 맥락에서 근함으로써 이론과 실을 충하고자 했다는

,그리고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교섭구조와 교섭방식 간의

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측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복수노조와

노사갈등 간 계를 밝혔다는 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의 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 기업의

최근 실태를 밝히고 기존의 질 연구에서 측한 방향과 실제 복수노조

하에서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사 을 지 했다는 에서 함의가 있다.

비록 표본의 수가 어 표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향후 복수노조 제도가 한국에서

정 으로 잘 운 되기 한 연구들의 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복수노조,노사갈등,노사 계, 상력의 불균

형,노조 편화,교섭구조,교섭창구단일화

학 번:2014-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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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2011년 7월 1일 이후 기업 수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노사 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2012년 1월 말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황 발표에 따르면 약 6개월 간 총 676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 고,이러한 노조의 증가 추세는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2015년까지

이어지고 있다.한국의 복수노조 지 법률이 결사의 자유에 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정부의 노사자치주의에 한 지지로

복수노조가 면 허용되었으나,교섭창구 단일화 유무와 구체 인 교섭

표 선정 차에 해 노사가 첨 하게 립해왔다는 에서 향후

노사 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복수노조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 표의무와 같은 련 법률의 시행은 향후 노사 계 반에 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이는 복수노조로 인해 단체교섭과

노사분규,노동조합-사용자-근로자 간 의사소통 이해 계 조정

과정에서 노사 계 구조가 더욱 복잡해져 노사 계 자체의 성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노용진,2015).특히 복수노조가 형성된

사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 참가자들로 인해 상 갈등 수 이

이 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복수노조에 한 연구는 이에 한 질 연구

해외사례연구에 그쳐 한국 복수노조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해외의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존재하나,단체교섭 노사를 둘러싼 제도 습이 상이하다는

측면이 존재한다.가령, 국의 경우 복수노조의 자발 인 개별교섭이

가능하나 미국과 캐나다는 배타 교섭만이 허용되어 조합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노조가 모든 근로자를 표하여 사측과 교섭에 임하게 된다.

한국은 사측의 동의가 있거나 외 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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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들이 교섭 표단일화를 통해 교섭 표를 형성해야 하는 제도

환경에 놓여 있다.뿐만 아니라 교섭 발생 수 을 의미하는 교섭구조

역시 미국 한국,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 차이가 존재한다.이러한

복수노조 허용 국가 간 제도 차이와 한국 노조의 고유한 특성은

한국 맥락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을 높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맥락에 입각하여 복수노조의 시행이

노사 계에서의 갈등 양상에 미친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닌, 재 한국에서의

복수노조가 노사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상을

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가설검증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기업의 황 한 함께 분석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이론 함의에 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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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복수노조 황과 선행연구

제 1 신설 노동조합의 특성 황

1.노조 설립 황

2015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국노동조합 조직 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말 노조조직률은 10.3%로 2013년도와 동일한

수 으로 유지되었으나 실제 조합원수는 년도 비 약 3.1%(5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복수노조 허용이후 조합원 수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조직 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경우 등록된

노동조합의 수는 5,177개 으며 증가폭은 1.1%(57개)이었던 반면

2013년에 들어서면서 등록된 노동조합의 수는 5,305개로 년도 비

2.5%(128개)가 증가,2014년의 경우 등록된 노동조합의 수가 5,445개로

년도 비 2.6%(140개)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 히 노조의 증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 단체별 노동조합 수는 2014년 기 한국노총이 44%(2,396개),

민주노총이 6.7%(336개), 미가맹 노조가 49.3%(2,683개)로 각각

3.6%(83개),2.8%(10개),5.8%(14개)의 증감률을 보 다.한편, 기업

노조를 선택한 노조의 비 은 2014년 말 기 체의 56.5%(1,077천

명)를 차지하여 년도 비(55.7%)다소 증가하 다.한국노총의 경우

기업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체의 53.3%(449,220명)을 차지하는 반면

민주노총의 경우 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81%(551,458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조직 황을 보면 조합원이 50명 미만의 노동조합은 체의

51.1%(2,753개)을 차지하나 조합원수는 2.5%(46,734명)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조합원 수가 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체의 4.4(236개)%에

불과하지만 조합원 수는 73%(1,390,47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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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 운동이 실행된 이래 기업 노조(산별·지역별·업종별)

조합원 수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나,신설된 복수 노조의 상 노조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2년 2월에 발표된 노동부의

복수노조 황 자료에 따르면 복수노조 상 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98개소(14.5%)에 불과하며,85.4%를 차지하는 부분의 복수노조가

상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양상을 보 다.이는 부분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기존노조가 상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과 상반된다.한편

산업별로는 택시와 버스를 포함한 운수업(47.6%)에서,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가 364개소(73.1%)로 가장 많은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2.복수노조 설립 원인

복수노조 련 선행연구들은 기존 노조에 한 경제 ·정치

불만으로 인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측하 다.실제 이강국

등(2006)에 따르면 조합원들을 상으로 실시한 복수노조 설립 사유에서

‘근로자간 경제 이해의 차이’가 체 응답의 36.2%, ‘조합원간

헤게모니 다툼’이 31.2%,‘조합 활동에 한 노선차이’가 2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에

설립된 신설복수노조의 조합원을 상으로 복수 노조 설립 원인을

조사한 결과,(임 단체 상 등)기존 의 노조 활동에 한 불만이

33.7%, 극 의견 개진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 미,2013).

실제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체 패 조사를 상으로 진행된 복수노조

형성의 향 요인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노조 가입 비율,

노조 조직률은 복수노조 형성에 부정 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노총

가맹, 업 경험,노조의 민주 운 , 기업 노조, 기업 단 교섭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용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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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행연구

부분의 국내 연구는 복수 노조 설립 이후 결과를 측하는 질

연구 황 조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복수노조 사업장을 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신설 복수노조를 상으로 진행한 질

연구는 복수노조의 실제 발생원인(김 미,2013),복수노조 시행이

노사 계에 미친 향(김종규,2013),그리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정

응 략의 문제 (최용일,2012),복수노조의 설립 원인(노용진,2015)에

한 연구 등이 있다. 그밖에 복수노조와 련된

제도들-교섭창구단일화, 공정 표의무, 부당행 제도-에 한

법성이나 정례,실질 의의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한편,최 주(2013)는 복수노조 하의 력 노사 계가 노사

양측에 미치는 향을 찰한 연구를 진행하 으나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별 성과의 기술 통계만을 비교분석 했다는 과 표본이 제조업에

한정되어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해외 복수노조 실증 연구는 실질 으로 복수노조 1개의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배타 표제를 채택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유럽, 그 에서도 특히 국에 집 되어 있으며 국가 별 비교

연구(Comparativeanalysis)도 높은 비 을 차지한다.유럽을 상으로

한 부분의 복수노조 연구는 다양한 산업 갈등 에서도 업에 미치는

향을 으로 검증하 다.구체 으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늘어날수록 업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bson,1997;Franzosi,1989;Ingram,Metcalf& Wadsworth,

1993(1),1993(2);Akkerman,2008;Jansen,2014).한편 실질 인 교섭

당사자의 수를 결정짓는 ‘교섭 방식(Bargainingarrangement)’이 성과에

더욱 요한 향을 미친다고 지 한 연구도 존재했다. 국의 복수노조

기업의 효율성에 한 연구에서는 매니 를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복수 노조의 존재’자체가 효율성에 미치는 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언 한 바 있다(Dobson,1997). 한 실제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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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기업에서 높은 임 ,낮은 재무성과(제조업),더 잦은 업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chin,StewartandReenen,1993).

이러한 해외의 연구 결과를 국내 복수노조 사업장에 바로 용할

경우 설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

한국과 달리 세계 그 어떠한 국가도 복수노조의 ‘지’에서 ‘허용’으로

제도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일반 으로 노조는 조직률이 높을수록

상력이 증가하여 유리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이미 단일 노조

문화가 자리 잡은 한국 기업에서는 기존 노조와의 노선 차이나 이로

인한 불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섭력의 감소를 감수하고 신설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낮다.반면 유럽에서는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노조가 형성되었다.따라서 복수노조로

인한 기업 내 변화양상 역시 한국과 유럽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을 쉽게

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럽 국가를 심으로 진행된 복수노조 연구는 부분

국가 수 에 해당한다는 한계 이 기존 연구에 의해 지 된 바

있다(Akkerman,2008). 컨 기존의 복수노조 연구는 하나 이상의

노조 연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단일 연맹이 존재하는 국가보다 더 많은

업이 발생하는 것을 밝혔다(RossandIrwin,1951;KorpiandShalev,

1979).그러나 실질 인 업을 시행하는 단 는 산업 혹은 기업 수 에

해당 한다. 한 한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실질 인 교섭의 결과가

부분 기업 수 에서 결정된다는 에서 기업별 수 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부분의 학자들이 단체 상의 행으로 발생하는 ‘업’에

미치는 향에 해 한정 으로 연구해왔으며 복수노조가 노사 계

반에 미치는 향에 한 해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 이 있다.이러한 상의 원인은 부분 으로 유럽 국가의 단체교섭

구조의 집 화(Centralization)에 기인한다. 컨 기업 교섭에서

업이 발생할 경우 기업별 수 에서의 상에 비해 막 한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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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업의 빈도수와 규모가 요한

이슈에 해당한다.반면 기업별 상이 주를 이루며 최근 산별 교섭이

몇몇 산업에 한정 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노사 계에 있어서

업이 갖는 향력은 집 화된 국가에 비해 한정 일 수 있다. 한

업만을 고려한 연구는 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악화된 노사 계와

이로 인한 양측의 비용을 놓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이 아닌 보다 근본 인 노사 간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노사 계의 개 양상은 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많은 실증연구에서 노사 계를

측정한 노사 계 풍토(IndustrialRelation Climate)가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침을 증명하고 있다는 에서 이러한

노사 계의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Belman, 1992; Gittell,

Nordenflycht,& Kochan,2004).복수노조 장에서의 노사 계에 한

해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Bryson(2005)은 국의 기업을

상으로 진행된 WorkplaceEmployeeRelations Survey(WERS98)를

통해 교섭방식이 노사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복수 노조가 증가할수록 2)개별 상(Separate

bargaining)을 진행할 때 노조 측의 노사 계 인식이 나빠짐을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사 계를 단일노조이거나 노조가 셋 이상일 경우 무노조

기업의 사용자에 비해 노사 계를 더욱 나쁘게 인식했으며 오히려

단일노조 교섭(Single-union bargaining)시 단일화 교섭(Joint

bargaining)일 때보다 노사 계를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국가별 제도 역사 차이

복수노조는 기업의 노사 간 역학 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노사 반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때 복수노조뿐만 아니라 노사 계에 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contextual factors)이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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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n, Mckersey, Katz의 략 선택 이론(Strategic Choice

Perspective)에 따르면 노사 계란 환경변화와 이에 한 각 행 자들이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해당한다(Kochan,McKersie,Katz,

1986).즉,노사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노사 행이

변화하게 된다.환경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략을 선택하게 되며,이에

따른 개별 주체의 역할과 망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국가들 간 제도 차이가 존재할 경우

복수노조가 기업에 래하는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컨

교섭구조가 집 화되어 있는지, 복수노조 기업에서 교섭방식을

자율 으로 선택 가능한지,교섭 단 분리를 허용하는 법률 기 이

어떠한지 등 노사를 둘러싼 제도 환경의 차이에 따라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략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실제 국가 수 에서

진행된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 경쟁과 업 간 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이 존재했다(RossandHartman,1960).노조

운동이 분리된 국가들 에서도 네덜란드는 북유럽에서의 일반 인

패턴과 다르게 낮은 업 발생률을 보 으며 랑스와 독일은 동일한

정치 ,종교 노조 분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노조 간

력 인 양상을 보인다면 자는 노조 간 립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비(非)일 인 연구 결과는 국가 간 다양한 제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의 상이한 제도 환경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실증 연구가 진행된 유럽 국가와 한국과의 두드러지는 제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먼 유럽과 한국 간에는 교섭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유럽은 기업 교섭이 다수를 차지하며 기업 노조 산하에

소속된 기업별 노조는 기업 상 결과에 하는 세부 교섭을

진행한다(Traxler,2008).구체 으로 노사 간 교섭은 단체교섭 수 에

따라 크게 다수사용자교섭과 단일사용자교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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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제외한 부분의 서유럽 국가가 다수사용자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다수사용자교섭은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

단일사용자교섭과는 달리 소수 혹은 다수의 사업장에 용되며 산별

교섭,산업간 교섭 등을 포함한다. 한 유럽의 일반 인 노동자 단체는

다수사용자노조라는 ,그리고 몇몇 부문에 해서만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며 한정 인 교섭을 진행한다는 에서 기업별 노조의 요도는

상 으로 낮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별 교섭이 주를 이루며 기업 교섭은 한정 인

산업에서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구체 으로 속,보건, 융

산업에서는 산별 교섭이,시내버스 업은 지역 수 ,항운 하역업은 국

수 의 통일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정주연,2009;이원희 & 김동원;

2013). 한 산별 교섭이 일어나는 산업 내에서 산별 교섭이 미치는

향력 역시 유럽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들의 측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희&김동원;2013).이러한 교섭 수 의 차이는 노사 간

상력의 본질 인 차이를 야기하여 복수노조의 형성 이후 노사 계의

변화 양상이 국가별로 다른 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교섭방식을 규제하는 법률 역시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다.

가령,캐나다와 미국은 인 선거를 거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노조가

상을 진행하는 배타 교섭제를 따른다(이철수,2005;노용진,2011).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의 복수노조 기업은 교섭 시 실질 으로 단일

노조가 존재하게 된다(Akkerman,2008).반면 유럽의 경우 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노조가 독립 으로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개별교섭도

함께 허용하고 있다. 한 유럽 연합 소속의 27개국 85%가 정치,

종교,직종에 따라 분류되는 노동조합 연맹(laborfederation)을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며 국 오스트리아,아일랜드,라트비아와 같이 하나의

노조 연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해당 연맹 하에서 여러 노조가

연 하여 존재하는 상을 쉽게 찰할 수 있다.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노동 환경을 갖췄으나 한국과 달리 자율 으로 교섭 표를 정하는



-10-

방식을 사용하며 기업 내 복수노조가 각각 조합원에 한 단체 교섭권을

갖는 복수조합 교섭 표제(Plural representation)를 실시하고

있다(김삼수,2010).

한편 교섭의 용 범 상에서도 세부 인 차이가 존재한다.

가령, 랑스는 자유교섭을 원칙으로 하나 임 과 근로시간에 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공동교섭을 법 으로 강제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교섭방식 자체를 노사자치에 맡기는 양상을 보인다. 한 랑스에서는

단체 약이 근로자 체에 용되지만 일본은 조합원에게만 용된다는

에서 단체 약의 용 범 의 차이 도 존재한다.

한국은 법 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 표를 정하고 사측과

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컨 앞서 언 한 국가들의

교섭 방식을 각 단계별로 찰할 수 있는 독특한 교섭 창구 단일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구체 으로 노사 간 자율 교섭 표조합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과반노조가 교섭 표가 되며,과반노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동교섭 표단을 구성하여 사측과 단체교섭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체와 노조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을 통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사측이

동의하거나 교섭단 가 분리되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이는 개별 혹은

교섭창구 단일화 어떤 교섭구조를 취할 것인지에 한 결정에 사측이

한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복수노조 도입 이 부터 진행된

논쟁을 미루어보아 사용자측은 개별교섭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게

소모되는 공동교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성희,2011),따라서

략 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될 때 사측 주도하의

개별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의 교섭방식을 규제하는 제도 특성에 해

최용일(2012)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정 응 략의 문제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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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으로 인한 사측의 개입이 노조의

교섭력을 하하고 어용노조를 육성하여 사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유도할 가능성을 높임을 경고한 바 있다.실제 그의 사례에 따르면

㈜센트랄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이 진행함으로써 제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센트랄노조를 이용하여 제1노조를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 으며 단체 상 이후 사측은 지회장과 지회 간부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기도 하 다. 이원희(2015)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별 상이

실질 인 사측의 분할통치(Divide-and-rule) 략의 일환일 수 있음을

지 한 바 있다.실제로 2011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 에 ‘노조 괴’를

의뢰, 어용노조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자 개별교섭을 진행하되

어용노조와는 빠르게 교섭을 진행한 반면 속노조와는 교섭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 다.사측의 재량에 의해 교섭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일부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인지,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에서는 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 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 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단 가 분리될

수 있다.김태령(2013)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을 객 으로 구별 지을

수 있는 요소-사업장 혹은 직종 단 -없이 노동조합의 범 를 상으로

교섭 단 를 분리 신청한 이스는 외 없이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를

통해 교섭단 분리는 외 으로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실제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교섭단 분리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 교섭단 분리 신청이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공공

행정 분야의 문화 술 근로자를 제외한 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 고용 계와 련, 학의 비정규직 교수집단을 제외한 제조업,

택시,공공행정,버스 분야의 분리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을 통해

한국의 교섭단 분리가 미국 캐나다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령,2013).이러한 교섭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은 국과 한국이 다양한 상 형태-개별 상과 단일화-가 동일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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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국가 간 노조가 형성된 역사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국을 포함한 유럽의 노조 결성은 직종별 노조(Craftunion)에서

출발하 고 따라서 오늘날 직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이성희, 2011; 배규식, 2011). 그러므로 각각의 복수노조가

표하는 조합원의 이해 계 근무조건이 뚜렷하게 달라 소속된

노조에 한 불만족이 존재할 경우 기업 내 동일한 조건의 안노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며,따라서 조합원 확보를 한 노조 간 경쟁

수 도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실제 1990년-2006년간 유럽의 산업

수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된 실증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 계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복수노조와 업 간 정 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kkerman,2008).즉,직종별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복수노조의 선명성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복수노조 간 경쟁이 업에 미치는 향도 낮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은 통 으로 기업별 일반 노조의 형태를

보인다(이성희,2011).따라서 국을 포함한 유럽의 노조에 비해 한국의

복수노조는 직종에 따른 노조 간 이질성이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성희(2011)는 2011년 법 시행 이후 약 삼 개월 간 한국의

복수노조 설립 황 분석을 통해 신설 노조는 양 노총에 가입된

노조에서 분화된 형태가 많음을 밝혔다.이는 한국의 복수노조 다수가

기존 노조에의 불만으로 인해 분화된 형태로 조합원을 서로 체하는

유형이며 기존의 노조 조합원과 다른 직종 혹은 고용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노조를 신설하는 비 은 낮을 것이라는 측과 동일한

맥락이다(이원희,2015).그러므로 한국 기업의 노동조합원은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른 노조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노조는 교섭 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따라서 한국 복수노조

기업에서는 교섭 과정에서 자원 동원을 한 노-노간 경쟁이 국에

비해 더욱 치열하게 나타나 노조 간 력을 약화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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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러한

노조의 제도 ·역사 차이에 기인한다.국가별 맥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기존 연구 결과를 한국 기업에 용할 경우 설명력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와

행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논의에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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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 배경

제 1 상 상력과 상력의 불균형

복수노조가 형성될 때 노조의 상 상력(RelativeBargaining

Power)이 변화하여 노사 간 상 양상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상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노조 세력의 변화는 상 인

교섭력이 변화로 이어지며,이러한 상 교섭력은 상의 양상

결과,더 나아가 상가 간 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상력의 균형(Power Balance in Negotiation)은 상의

결과나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annix and

Neale,1993).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력이 동등할 때 상에서

력 인 선택을 하고,따라서 더 많은 공동이익(Jointgain)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상 실증 연구들은 이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Alister, Bazerman, Fader, 1986;

McClintock,Messick,Kuhlman,andCampos,1973;SheposhandGallo,

1973).

한 상 련 연구들은 상력이 동등할 경우 불균등할 경우에

비해 더욱 합의에 이르기 용이함을 증명해온 바 있다(Kim & Fragale,

2005).뿐만 아니라 상력이 균등할 때 더욱 결과에 한 만족도가

높고 빠른 합의에 이르며 반 가 고 경쟁 인 태도 발언의 수 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iker& Druckman,1996).즉, 상력이

유사할 경우 방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을 원활하게

진행함에 따라 상가들 간의 갈등 정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상력이 불균등(Power Imbalance in Negotiation)할 경우

공동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력이 강한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을 이끌어 일방이 더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

상가들은 자신의 이해 계를 지키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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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로 인해 통합 상(Integrative

Negotiation)을 고려하기 보다는 서로에 한 경쟁 인 자세를 취하고

분배 교섭(distributivebargaining)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Walton과 McKersie에 따르면 이러한 상가들의 서로에 한 태도는

양자 간 노사 계를 결정 짓는다는 (Walton and McKersie,1965;

184)에서 요한데,실제 통합 이익이 아닌 분배 이익을 얻기 한

술은 상가들 간의 계에 부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Walton

andMcKersie,1986).따라서 상력이 불균등할 경우 상력이 강한

일방에 의해 상가 간 갈등이 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데 구체 으로 상력이

불균등할 경우 강한 상력을 가진 상가가 상 방을 착취하는 양상을

보이며(Rubin& Brown,1975) 상에서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더욱

높이고(Reardon& Spekman,1994)합의로 이어질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awler,1992).

한 상력이 불균등한 상황은 상력이 약한 일방이 결정을 내리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상력이 동등한 경우에 비해 높은 질의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는 에서 더 통합 인 해결책을 통해 이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SondakandBazerman,1991;Pinkley,Neale

andBennett,1994).즉,선의가 아닌,단지 불리한 상황에서 수 가능한

결과물을 얻기 해서 통합 상을 모색해야 하는 셈이다.반면

상력이 강한 상 편은 굳이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통합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양보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필연 으로 상력이 약한 상가가 더 노력해서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 게 일방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통합 합의는 더 많은 시간,노력을 요구하며 더 높은 수 의 갈등을

발생시킨다(Pruitt,2013).따라서 상력이 불균등할 경우 상가 간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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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체교섭에서의 상력의 불균형

이러한 상에서의 논의를 노사 간 교섭에 용하면,복수노조가

발생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조 세력의 분리로 인해 사측에

한 노조의 상 상력이 약화되어 노사 간 상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측할 수 있다.이때 노조 측은 보다 나은 상결과를

얻기 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상력이 약화된 노조 측이 경험하는 상 과정 결과는

단일노조 을 경우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이 게 노조

측의 상력이 약화된 상황은 분할통치와 같은 사측에게 유리한 상

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한 환경을 래하여 상 노조의 사측에

한 불만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복수노조

환경에서는 상 으로 노조의 상력이 약화되어 상력 불균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게 된다.

한편 단순히 교섭에 계된 당사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특성이 노조의 상 상력에 향을 미쳐 노사

갈등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컨 복수노조 간 경쟁이 더욱 심하고

력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노조 간 상 인 상력이 사측에 비해 크게

하되어 노사 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Mishel(1986)은 상력에

한 연구를 노사 간 단체교섭 맥락에 용하여 노조의 교섭력을

결정짓는 구조 요인을 산업 수 에서 분석하 다. 자는 비록

제조업에 국한된 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산업에 용될 가능성

한 존재함을 언 하 다.그의 연구에서 기반이 되는 핵심은 노조의

교섭력이 노조가 효과 으로 ‘ 한, 호의 인(permissive) 경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다(Levinson,1966;

Craypo,1981,1986).결국 노조의 수는 노조의 교섭력을 결정짓는 요인

하나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호의 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노조의 능력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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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요소는 1) 련 노동력의 조직화(organization oftherelevant

workforce)2)경쟁 노조의 제거(eliminationofcompetingunionism)

3)충분한 수 의 교섭 집 화(achievementofasufficientlevelof

centralization in bargaining)가 있다.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노조의

상 상력이 강할 때 경쟁에서 임 을 쟁취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조건이 결여될 경우 불리한 상 결과를 얻게 된다.

제 3 상가 간 이념의 차이

이처럼 상력의 차이는 상의 결과 진행 양상,더 나아가

상가간 계에 요한 향력을 미친다.뿐만 아니라 상가들의

고유한 이념(ideology)의 차이 역시 실질 인 단체교섭의 진행

양상 교섭가들 간 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 교섭에서 이러한 상가들 간 이념의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인

원인은 노조의 상 단체 가맹 유무에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정주연(2009)은 단체교섭의 구조에 따라 노사의 심사 혹은 교섭

안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노사 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 하 다.구체 으로 분권화될 경우 기업 혹은 사업장 수 의

노조의 향력이 강해지는 반면 집 화 경향이 있을 경우 국가 혹은

산업 수 의 상 단체의 향력이 강해지게 된다.

자의 경우 노조는 기업 내부 사정을 기반으로 사측과 유사한 단

기 으로 교섭에 임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하고 용이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미가맹 노조는 외부 집단인 상 단체와 달리

기업 내부의 상황과 이해 계에 집 하여 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측과 목 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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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상 으로 사측과 유사하여 보다 실 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노사의 이념이 유사한 경우 력이 진되는 양상을

보인다(Walton and McKersie,1965). 컨 사측이 노동과 자본의

이해 계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조 원 그 자체를 력

과정에 있어서 요한 계자 역할로 인식하거나 노조가 사회 변화가

아닌 조합원을 표하는 것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이데올로기(Businessideology)’를 갖고 있을 경우 일방에 불리할 수

있는 제안들-이익 배분제나 비용 감 계획 등-교섭에서 비교 쉽게

통과되는 양상을 보 다.

반면 노조가 상 단체에 가입된 후자의 경우 기업의 내부 사정에

을 맞춰 교섭을 진행하는 사측과 기업 외부에 치한 상 단체의

향력이 강한 노조 간 의 차이가 커져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존 상 연구에 따르면 ‘사회 기조의 변화’와 ‘이윤의

배분’을 강조하는 성향의 상 노조는 경 에 을 맞춘 리

이데올로기(Managerialideology)를 가진 사측과 필연 으로 직 인

갈등을 빚게 된다(WaltonandMcKersie,1965:198).따라서 외부 조직의

이해 계가 개입될 경우 교섭에서 노사 갈등이 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이론 배경- 상력 이념의

차이-을 부분 한국의 노사 상이 발생하는 기업 수 에 용하여

복수노조 기업에서의 특정 요인들이 노사 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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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가설

제 1 노조 편화와 노사갈등

Craypo(1981,1986)는 련 노동력이 조직되어 있을 때 노조가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했다.여기서 련 노동력이란 한 공장·기업·산업 내

모든 노동자를 의미한다.즉,노조는 해당 단 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노조로 조직화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해진다.

이를 기업 수 에 용할 경우,기업 내 노조 조합원 비율이 높을 때

노조가 갖는 상력이 강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반 로 노조 편화(Labor Fragmentation)는 복수노조 기업 내

노조의 상력을 약화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편화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향을 미친다(Mishel,1986).그의 연구에 따르면

1)산업 내 노조의 수가 증가할 때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며 2)산업

내 가장 큰 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기업 수 에 용한다면 복수노조의 형성은 곧

기업 내 노조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복수노조의 증가는

노조의 편화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한다.이러한 기업 내 노조 수의

증가로 인해 노조의 상 인 교섭력이 약화되며 따라서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심화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원활한 상 진행이

어려워지며 사측이 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함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국의 복수노조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수가 증가할수록 업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bson,1997; Franzosi,1989; Ingram,

Metcalf& Wadsworth,1993(1),1993(2);Akkerman,2008;Jansen,

2014).따라서 기업 내 노조의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20-

가설1-가.기업 내 노조의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갈등이 악화될 것이다.

Mishel(1968)이 지 한 편화에 향을 미치는 두 번째 구조

요인은 ‘산업 내 가장 큰 노조의 조합원 비율’이다. 노조 가입률을 기업

수 에 용하면 ‘기업 내 제1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된다. 컨

복수노조의 수는 동일하더라도 제1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압도 인 경우

교섭 시 상 으로 상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단일 노조

기업과 교섭 양상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복수노조 지배 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노조 간 조합원 비율이

유사한 경우에 비해 상력의 하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은 상 으로

을 것이다.

한 지배 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자원 동원력(Resourcemobility)이

높아 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 사측에 한 요인으로

작용,여러 노조로 분리된 환경에서도 교섭을 비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실제 기존의 업 연구에 따르면 산업행동의

성공기 은 일반 으로 조합원 수의 향을 크게 받는데(Brittand

Galle,1972),복수노조가 다수 존재할 경우 이들 간 단체 상이나

업에서의 성공을 한 력 비용(Cooperationcosts)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단순 력도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Akkerman,2014).이때

지배 인 노조는 다른 노조와의 연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비교 더

많은 세력을 통해 독립 으로 상력을 행사할 수 있다.따라서

지배 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조 간 세력이 유사한 경우에 비해

상력의 감소 정도가 낮아져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상된다.

가설1-나.지배 인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기업이 그 지 아니한

기업에 비해 노사 갈등 수 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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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노조 간 경쟁과 노사갈등

경쟁노조의 존재는 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Craypo,1986).

가령, 상에서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각자의 상력은

사라지며 노조가 서로에게 행사할 수 있는 윕소 략(whipsaw

technique)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처럼 노조가 경쟁

계에 놓일 경우 노조 간 력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복수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Mishel(1986)은 ‘노-노간 경쟁’이 단순히 산업 내 노조가 편화되어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간주하 으나 실제 노조의 경쟁은 구체 으로

조직 상이 유사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에 유념해야

한다.실제 국의 기업을 상으로 진행된 WIRS( 국 사업장 노사

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오직 10%만이 노조 간

경쟁을 경험한 것으로 밝 졌으며(Millward and Stevens, 1986)

복수노조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노조 간 조직

상의 복(Overlappingmembership)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지 한

바 있다(Dobson,1997).

Horn& Wolinsky(1988)의 연구에 따르면 각 노조의 조합원 직무가

유사할 경우 업 시 체하기 용이해지며,따라서 사측의 분할통치

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Akkerman(2014)의 업 연구에

따르면 복수노조의 조합원 특성이 복(overlap)될 경우 업과 같은

산업 행동이 실패했을 때 조합원이 다른 노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즉,조직 상이 유사한 복수노조는 단체 상 시 조합원을

상으로 경쟁하는 계에 놓이게 된다.비록 노조 간 이해 계가

유사할 경우 력하는 것이 상에 유리하나 마치 정치 역에서의

연합과 같이 노조 간 연합 역시 연합이 기될 험이 있다는 에서

조율 비용이 발생한다(Alexlrod, 1970; De Swaan, 1973). 이러한

조율비용은 조직 상이 유사한 노조 간의 력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노조 간 경쟁이 존재할 경우 노조는 경쟁 노조의 성과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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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비교하고 그들보다 가능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조는 여러 항에 부딪칠 수

있다(RossandHartman,1960:65-66).

따라서 복수노조의 조합원 특성이 유사할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조 간 경쟁이 격화되고 력이 어려워지는 한편 사측에게 유리한

상 환경이 형성되어 노조의 상력이 하될 것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노조 측에게 불리한 상이 개될 가능성을 높여 노사

간 갈등을 래할 수 있다.

반면 노조의 조직 상이 상이하여 보완성을 띨 경우 체성이

낮아져 사측의 노조 간 경쟁 혹은 사측의 노조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보유한 조합원들의 특성이 다를 경우 각각의 노조가

표하는 근로자들의 이해 계의 차이 한 벌어져 소속된 노조에 한

불만이 존재하더라도 쉽게 다른 노조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노조 간 조합원의 이해 계가 동질 이지 않다면 복수노조 자체는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Metcalfetal.1993:9).따라서 노조의 조합원

특성이 상이할 경우 노조 간 경쟁이 완화되고 오히려 노사 양측의

잠재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노사갈등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조직 상의 복은 한국의 복수노조 기업에서 더욱 높은

확률로 찰될 것으로 상된다.복수노조가 미치는 부정 인 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상되는 제조업을 상으로 한 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7개의 사업체 에서 모든 근로자들 별로 개별 노조가 설립된

사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몇몇 역에서 노조의 조직 상이

복되는 곳은 7곳,모두 복되는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은 0곳으로

집계되었다(Dobson,1997).이러한 상의 원인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의 노조가 직종별 노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국의 일부 복수노조 연구는 이러한 국 노조의 특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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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 조합원 경쟁 수 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지 하 다(Dobson,

1997;Akkerman,2008).

반면 한국은 기업을 심으로 노조가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직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유럽과 달리 노조 간 체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이러한 경우 노조가 기업 내 부분의 직종을 포함하고 있어

한 측이 업에 돌입할 때 다른 노조가 체 근로를 함으로써 업의

향력을 상쇄할 수 있으며,따라서 노조의 실질 인 교섭에서의

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이성희,2011).물론 한국에서도 직종 혹은

고용 계에 따른 복수노조가 신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령

통 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생산직 노동자들을 조직 상으로 하는

노조가 많은 제조업에서는 기존 노조의 이해 계와 상반되는 비정규직

혹은 사무직 노조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한국의 기존 노조는

반 으로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을 미루어보아 산업 내 직종수가 다양하여 이질 인 양상을

보이더라도 국의 노조는 직종별로 분화되어 근본 으로 노조 간

경쟁이 노사 간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한국의 복수노조

기업에서는 조직 상의 복이 높은 확률로 찰될 가능성이 높아

노조의 조직 상이 노사갈등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가설2.복수노조의 조직 상이 복된 기업이 그 지 아니한 기업에

비해 노사갈등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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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교섭구조와 노사갈등

교섭이 발생하는 수 을 의미하는 교섭구조(BargainingStructure)는

노조의 상력과 상 결과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에 해당한다(Craypo,

1986). 일반 으로 노조는 산업별 교섭과 같은 교섭의

집 화(centralization)를 통해 상에서의 비 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mmons,1909;Ulman,1955).교섭구조는 크게 기업이

개별 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별교섭’과 여러 노조가

연 하여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산업별교섭’으로 분류할 수

있다.Mishel(1968)은 산업의 집 화 정도가 노조의 상력에 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이 가장 지배 인 산업에서 노조

상력의 상승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산업별교섭은

교섭 결과뿐만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더 나아가 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aRicaandRoman,2007;Ochel,

2005;Bryson and Wilkinson,2001;Ludsteck and Jacobebbinghaus,

2005;Plasman,Rusinek,Rycx,2007). 컨 간 수 의 산업별

교섭은 노사 계 안정에 기여하여 업을 감소(Ludsteck and

Jacobebbinghaus, 2005)시키는 한편 산별 교섭 수 이 노사 계

분 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ysonandWilkinson,2001).

이러한 연구들의 배경이 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분 교섭이 산업

국가 수 에서 발생하는 집 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한국의 경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업별 수 에서 교섭이 발생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부

산업에서 산업별교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별교섭이 한국 내 기업에

미치는 향이 해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이원희&김동원,

2013)에서 한국 기업의 교섭구조가 노사 갈등에 미치는 향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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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산업 내 기업별 규모 간 편차가 커 서구와 달리 사업자

단체와 노조연 가 함께 교섭에 임하는 산업 통일 교섭을 진행하기

실 으로 어렵다.사업자단체가 형성되기 힘든 이러한 환경에서

노조는 소속된 상 단체에 교섭을 임하여 개별 기업과 상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이를 ‘각선 교섭’이라 한다.최근 한국에서는

산업별교섭 자체가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노조가

산업별교섭을 포기하고 각선 교섭을 선택하는 등 산업별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성희,2001).

각선 교섭은 실질 인 교섭이 기업별 수 에서 발생하므로

유럽에서 주를 이루는 산별 통일 교섭보다 증가시키는 상력이

상 으로 작을 수 있다.그러나 각선 교섭은 해당 산업의 여러

사용자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와 산업별 노조가 상을 진행하는 통일

교섭에 비해 실질 인 교섭 참여자 수는 으나 여 히 기업별교섭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이는 상 노조가 신 교섭을 진행할 경우

미가맹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외부 이해 계가 개입되어

교섭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결국 기업별 교섭과

각선 교섭의 본질 인 차이는 외부 이해 계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노사 간 ‘이념의 차이’에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복수노조 기업 수 에 용하면 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에서 기업별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에 비해 노사갈등의

수 에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각선 교섭의 경우 기업의

내부 사정에 을 맞춰 교섭을 진행하는 사측과 기업 외부에 치한

상 단체의 향력이 강한 노조 간 의 차이가 커져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반면 기업별 교섭을 진행할 경우 노조는

기업 내부 사정을 기반으로 사측과 유사한 단 기 으로 교섭에 임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하고 용이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상 노조의 경우 미가맹 노조에 비해 투성(Militancy)이 높고

사측에 해 립 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훈 & 윤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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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는 역시 이러한 측을 강화한다. 투성이란 Kelly(1996)가

노조의 태도 성향을 분류한 것으로 온건성(Moderatism)의 반 되는

특성에 해당한다. 투성을 띠는 노조는 1) 부분 양보하지 않고 매우

공세 인 요구를 하며 2) 조합원을 동원하는 략을 사용하고 3)

단체교섭이나 독자 인 규제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며 4)빈번한 쟁의

을 가하며 행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5)사측에 한 인 이념을

갖는다.반면 온건한 노조의 경우 1)양보를 포함한 수용 가능한 수 의

요구를 하며 2)사용자나 법과 같은 타자에 의존하고 3)비(非)교섭

제도를 극 으로 활용하며 4)쟁의행 를 배제하고 5)노사의 계를

동반자 계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노조 운동노선은 상 단체별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으며

체 으로 민주노총이 높은 투성을,미가맹 노조가 온건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실제 이병훈과 윤정향(2006)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 투성에 한 향 요인을 검증한 결과 민주노총일 경우

한국노총에 비해,한국노총의 경우 미가맹 노조에 비해 노조 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경 운동노선은 노동자의 힘에 의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노사분규나 업과 같은 사측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가맹 노조보다 강경하고 투 인 노선에

해당하는 상 단체가 신 진행하는 각선 교섭은 노사갈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가설3-가. 각선 교섭을 진행한 기업이 기업별 교섭을 진행한 기업에

비해 노사 갈등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다.

교섭구조가 기업 외부,즉 ‘기업 수 에서 교섭이 발생하는지’를

가리킨다면 교섭방식(Bargaining Arrangement)은 기업 내부의 교섭

양상을 결정짓는 요소에 해당한다.한국은 단일화를 통한 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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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한 기업의 노조는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의 노조와 상 인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은 기업 내 갈등 양상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앞서 언 했던 기존의 유럽에서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도 단순한

복수노조의 수가 아닌 교섭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 을 지 한 바

있다(Akkerman, 2008). 그러나 기존의 해외에서 진행된 복수노조

연구들은 교섭 방식(Mishel,1968)혹은 교섭구조(Machinetal.1993)를

고려하지 못 했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섭구조와 더불어 교섭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먼 단일화는 노조의 상 인 상력을 증가시킨다. 기존의

복수노조 연구들은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표 노조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표하여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므로 노조의

실제 상력은 단수 노조일 경우와 유사하며 상 양상은 단일 노조가

사측과 1:1로 교섭하는 모습에 가까울 것으로 측한 바 있다(Metcalf,

1993).반면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단일화를 시행했을 경우에 비해

노조가 분리되어 상력이 하되고 이로 인해 노사 간 상력의

불균형이 심화,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실제

국의 기업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개별교섭 시 재무성과가

하락하고 임 수 업 경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hin

etal.1993).

두 번째로 단일화는 노조교섭 표를 형성함으로써 상 인

상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가들 간 이해와 소통을 증가시킨다.

Gregor(1994)는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복수 노조 양측에 통일된 정보가

달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재 상황과 미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노조 측이 보다 교섭에서 실 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을 반 세력(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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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어들게 된다. 한 복수노조가 연합하여

함께 교섭에 임하게 됨으로써 교섭의 결과가 양측 노조에 미치는 향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식 가능하며 노조 간

화합(Harmonization)이 형성,이해 계의 조율 한 용이해진다.

반면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단일 교섭(Single-tablebargaining)에

비해 교섭에 참가하는 실질 인 조합원 수가 증가하여 노조의 상

상력이 감소하고,이는 사측이 분할 통치를 활용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Dobson,1997). 한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일방의 교섭

결과에 따라 사측이 달하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임 교섭

상 한 달라진다.즉,노조는 서로의 교섭 결과를 두고 ‘경쟁 계’에

놓이게 되며 상 노조에 비해 더 나은 상 결과를 얻기 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교섭의 지연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개별 으로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노조와의

교류 정도가 상 으로 하되어 교섭에서 상 노조를 고려한

실 인 포지션을 취하기 어려워진다.이러한 을 미루어보아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개별교섭에 비해 노사갈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개별교섭에 비해 상 으로 노사 갈등이

완화되는 측면은 존재한다.그러나 각선 교섭을 시행하는 기업에서

교섭 창구의 단일화가 진행될 경우 교섭 표로서 향상된 상력을

바탕으로 상 노조의 강경한 입장이 두각을 보이게 되며,이로 인해

노사는 상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반면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비록 제1노조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사측과 우선 으로

교섭을 완료하고 비교 정 인 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제2노조의 존재가 제1노조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즉,상

노조의 이념을 우선시하여 기업의 개별 이익을 상 으로 변하기

어려운 제 1노조에 있어 압박으로 작용,실제 반 인 노사갈등 수 은

완화되는 것이다.따라서 한국의 복수노조 기업에서는 각선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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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미치는 부정 향이 단일화를 진행한 경우 강화될 것으로

상된다.

가설3-나. 각선 교섭이 노사 갈등에 미치는 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한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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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방법

제 1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사업체 패 (WPS)자료를

활용하 다.사업체 패 은 2002년부터 조사되었으며 2003년에 처음 1차

연도 자료가 공개된 이래 2년마다 수집되는 패 자료에 해당하며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7월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료가

수집되었다.2012년에 조사된 WPS2011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수집된 자료로 표본수가 분석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단,보다 최신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체 패 2013(WPS2013)

베타 자료를 활용하 다.WPS2013은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문

119개의 사업장을 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인사담당자,

노무담당자,근로자 표를 상으로 하는 3가지 종류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한편 복수노조 형성 이 기업의 특성을 측정한 일부

항목을 분석에 투입하기 해 사업체 패 2009(WPS2009)자료를 일부

사용하 다.본 연구는 노조와 사측의 갈등에 한 분석을 목 으로

하는 바 분석 상을 유노조 사업장으로 제한하 다. 한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복수노조 환경에서 노사갈등을 악화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표본을 유노조 기업 복수노조 사업장 사례로 제한하 다.

제 2 변수

1.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노조 편화,조직

상,교섭구조,교섭방식이 있으며 모두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객

지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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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편화 선행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편화를 산업 내

노동조합의 수와 가장 큰 노조의 조합원 비율로 측정하 다(Mishel,

1986).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 의 편화를 측정하기 해 1)노조의

수와 2)제1노조의 비율을 3개 구간으로 나 더미 변수를 생성하 다.

구체 으로 1)사업체 내 존하는 복수노조의 수와 2)제1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업 내 존재하는 모든 노조들의 총 조합원수로 나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 다. 이때 후자의 경우 ‘지배 인 노조’의

인 기 이 되는 조합원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조의

조합원 비율은 구간별 노조의 상력(해당 연구에서는 보상의 로그

값으로 측정)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구체 으로 조합원

비율의 세 구간별(40%-60%,60%-80%,80%-100%)로 기울기가

감소하는 비선형 계가 나타났다(Bryson,2005). 한 교섭결과가

용되는 조합원의 비율(Bargainingcoverage)이 80-99%일 경우 0%일

경우에 비해 노사 계가 나쁘게 나타나 조합원 비율 수치가 아닌

구간별 노사 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노조의 비율이 80%이상인 경우’,‘60%이상 80%

미만인 경우’,‘60%미만인 경우’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제1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과 ‘60%미만인 경우’를

분석에 투입하 다.

조직 상 WPS2007과 WPS2009에서 조직 상이 상이한지를 설문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이후 해당 항목은 사업체 패 에서

조사되지 않았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리변수(proxy)를 사용하여

복수노조의 조직 상이 같은 경우를 측정하 다. 부분의 기존

복수노조 연구 역시 조직 상(혹은 조합원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리변수를 사용한 바 있다.일례로 Akkerman(2008)은 조직 특성의

유사성(homogeneity)을 Gini-Hirschman index 산업 내 직종 수를

표 화한 수치로 측정하 다.한편 사업체 패 에서는 조합원들의

정치 혹은 종교 신념은 명확히 측정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 상의 동질성 기 으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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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종 유사성’을 선택하 다.구체 으로 ‘복수 노조에 가입된 가장

많은 직종이 동일한 경우’를 ‘1’로,‘그 지 아니한 경우’를 ‘0’으로

변수화한 후 자를 분석에 투입하 다.

교섭구조 기존 산업 국가 수 의 연구에서 교섭구조는 다양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컨 ‘기업 수 의 단일 노조/기업 내 모든

노조/다수사업자와의 상’(Mishel,1986)혹은 ‘지부 노조의 자율성을

측정한 노조 분권화 정도’(Jansen, 2014) 등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의 임 약 개정을 한 제1노조의 교섭구조에 해

‘기업별 교섭’으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각선 교섭(개별 기업

사용자와 산별노조와 같은 기업 단 노조 간 교섭)’으로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여 교섭구조 변수를 생성하 다.

교섭방식 한편 교섭 방식은 실질 인 교섭 집단의 수(Ingram,

Metcalf,Wadsworth,1993(1),1993(2);Forth and Millward,2002)로

측정하거나 단일화(single-table bargaining)와 개별교섭(separate

bargaining)으로 분류하여 측정하 다(Mishel,1986).본 연구에서는

2013년 단체교섭(임 약 단체 약 개정을 한 교섭)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발생’했을 경우 ‘1’로,‘그 지 아니한

기업’은 ‘0’으로 코딩하여 단일화를 측정하 다.조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각 변수의 평균값을 제한 두 값의 곱셈 항을 활용하는 Aiken과

West(1991)의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 항과 주효과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낮출 수 있으며 잠재 다 공선성 가능성을 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각선 교섭’과 ‘단일화’변수는 모두 평균

심화한 후 곱하여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 다.

2.종속변수

사업체 패 에 포함된 ‘사측이 응답한 6개의 노사 계 설문 항목’을

활용하 다.구체 으로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상은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분 기에서 이루어진다’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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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근로조건의 요한 변화는 부분 노사가 공동으로

의한다’ ‘노사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툰다’ ‘노사는 서로

이다’의 6개 항목은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 은 ‘ 그 지

않다’,5 은 ‘매우 그 다’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는 해당 6개 항목을 ‘노사 계 분 기(IndustrialRelation

climate)로 간주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투입하거나(류성민,2010) 자의

5개 항목만을 임의로 분석에 포함하 다(박경원,2015).본 연구에서는

상가들의 력과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기반으로

본격 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사 계를 측정한 6개 항목이 2요인

모형에 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이때 마지막 2개 항목은 역코딩한 항목을

사용하 다.2요인 모형은 자의 4개 항목이 첫 번째 요인,마지막 2개

항목이 두 번째 요인에 부하될 것으로 추정한 모형이다.

먼 선행 연구에서 간주한 바와 같이 1요인 모형을 설정한 결과

역코딩한 2개 항목의 표 화된 요인계수가 0.5미만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이제곱값은 634.712,

GFI(goodness-of-fit index)=0.824, NFI(normed fit index)=0.776,

CFI(comparativefitindex)=0.774,RMSEA(rootmeansquarederrorof

approximation)=0.324로 나타났다.CFI와 NFI가 모두 0.9보다 작으며

RMSEA역시 0보다 상당히 큰 수치로 나타나 합도가 낮다고 단할

수 있다.

반면 역코딩한 2개 항목을 별도의 요인에 재시킨 2요인 모형의

경우 체로 모든 표 화된 요인 부하량이 0.7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단할 수 있었다. 한 카이제곱 값은

17.070,GFI=0.992,NFI=0.994,CFI=0.997,RMSEA=0.041로 나타나 2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에 비해 높은 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2요인 모형은 1요인모형보다 설명된 분산의 비율이 19.37%가량

더 높게 나타나 2요인 모형이 더욱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의 4개 항목은 ‘노사 력’에,후자의 2개 항목은 ‘노사 갈등’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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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간주할 때 ‘노사 력’요인은 크론바흐 알 가 0.882,‘노사

갈등’은 0.947로 나타나 높은 수 의 구성 타당도(constructvalidity)가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 항목을 1개

요인에 부하한다고 간주한 선행 연구의 방법이 합하지 않다고 단,

노사 갈등 요인에 해당하는 ‘노사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툰다’와

‘노사는 서로 이다’의 두 개 항목을 역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 ‘노사 갈등’을 형성하 다.

3.통제변수

노사 갈등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선행 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노사 계의 우호 인 정도를 측정한 노사 계 분 기(Industrial

relationclimate)와 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참고하여 통제

변수를 설정하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Bryson,2005;Payneand

Mansfield, 1973; 김정우&송민수, 2015), 사업장 연한(Ross and

Hartman,1960;Bryson,2005),공공기 /민간기 (Bryson,2005;하재룡,

2000),산업(Bryson, 2005; Kaufman, 1981; 조성재,2010)에 따라

노사 계 분 기와 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산업

더미의 경우 기본 으로 노사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업’이 ‘1’의 값을 갖는

공공부문 더미변수를 생성하 다.그리고 HR 행 훈련이 노사

양측이 응답한 노사 계 분 기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DastmalchianandBlyton,1992)을 기반으로 ‘1인당 연간

공식 훈련 시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으며 근로자 수(조직 규모)와

사업장 연한,1인당 연간 공식 훈련 시간은 로그 변환하 다.

한 경쟁 정도와 시장 환경 변화도 노사 계 분 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이 면&이주형,2014;Dastmalchian,2009)

‘주된 제품의 국내시장 경쟁 정도’와 ‘주된 제품의 국내외 시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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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항목을 분석에 투입하 다.국내시장

경쟁 정도는 ‘경쟁이 매우 심하다’를 1 으로,수요 변화는 ‘시장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를 1 으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형성 이 의 반 노사 계가 재의

노사갈등 수 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표본 기업의 복수노조 형성

이 반 노사 계를 통제하 다.2014년 기 복수노조가 형성된

것으로 기록된 85개 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이 (즉,단일 노조가 존재할

때) 반 노사 계를 측정한 설문 항목을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할

경우 복수노조 형성 이후 변화된 노사갈등의 수 을 찰하는 것이

가능하다.구체 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이 인 ‘2009년에

측정된 반 인 노사 계 ’설문 항목을 이용하 으며,해당 항목은

1 을 ‘매우 나쁘다’,5 을 ‘매우 좋다’로 측정하 다.

제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을 통해 복수노조 환경에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목록별

제거(List-wise Deletion)를 시행할 경우 표본 수가 45개로 크게

감소하므로 응별 제거(Pair-wise Deletion)를 실시하여 결측치를

제거하 다. 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재 복수노조의 상황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 다.본 연구의 가설은 모든 변수가 동시에 투입되는

완 모형이 분석에 합하나 각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노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분석한 후 결과표에 제시하여 개별 복수노조

요인들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향을 함께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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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결과

제 1 복수노조 황

WPS2013의 경우 유노조 기업은 총 1109개,유노조 기업은 666개로

조사되었다.이상치를 제외한 후 단일노조 기업은 580개소,복수노조가

형성된 기업은 85개가 존재했다.<표 1>에 따르면 복수노조 기업

에서는 2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이 약 95.3%(81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면 3개 이상 존재하는 기업은 약 5.88%(5개)를 차지하여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공존하는 사업장은 소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노조 수 황

노조 수
빈도

비율

0(무노조)
1109

62.5%

1
580

32.7%

2
81

4.6%

3
3

0.2%

4개 이상
2

0.1%

체
1775

100%

한편 <표 2>에 따르면 산업별 복수노조 황은 다음과 같다.3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82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산업에 따른 분포는 2012년

복수노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운송업에서 복수노조의 37.6%(32개)가 설립되어 가장 많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운수업 육상 운송 이 라인

운송업(표 산업분류 9차 기 )에서 35.87%(29개)의 복수노조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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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 다.제조업의 경우 복수노조 14.63%(12개)가 해당

산업으로 분류되어 운수업의 뒤를 이었다.제조업에서는 운송업과 달리

식료품,섬유(의복제외),화학,고무 라스틱 자부품 통신장비,

기계 장비,자동차 트 일러 등 다양한 하 분야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사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9.76%(8개)로 뒤를 이었다.

<표 2>산업에 따른 복수노조 황

복수노조 수
체

2 3 4

산업

운수업
30 0 2 32

36.6% 0.0% 2.4% 39.0%

제조업
12 0 0 12

14.6% 0.0% 0.0% 14.6%

교육 서비스업
8 0 0 8

9.8% 0.0% 0.0% 9.8%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8 0 0 8

9.8% 0.0% 0.0% 9.8%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4 0 0 4

4.9% 0.0% 0.0% 4.9%

숙박 음식 업
3 0 0 3

3.7% 0.0% 0.0% 3.7%

융 보험업
3 1 0 4

3.7% 1.2% 0.0% 4.9%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3 0 0 3

3.7% 0.0% 0.0% 3.7%

기, 가스

수도 사업

2 0 0 2

2.4% 0.0% 0.0% 2.4%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2 0 0 2

2.4% 0.0% 0.0% 2.4%

회 단체,수리

기타 서비스업

2 0 0 2

2.4% 0.0% 0.0% 2.4%

도매 소매업
1 0 0 1

1.2% 0.0% 0.0% 1.2%

건설업
0 1 0 1

0.0% 1.2% 0.0% 1.2%

체
78 2 2 82

95.1% 2.4%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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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에 따른 복수노조 황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근로자 수가 300명을 과하는 사업체에서 복수노조의 55.29%(47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복수노조를 상으로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에서 복수노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노조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모두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존재하는 사업체 다는 역시 이러한

측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인

사업체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는 20%(17개),100명 과 200명

이하인 경우는 16.5%(14개), 200명 과 300명 이하인 경우는

8.2%(7개)로 나타났다.

<표 3>근로자 수에 따른 복수노조 황

복수노조 수
체

　 　 2 3 4

근로자

수

100명 이하
17 0 0 17

20.0% 0.0% 0.0% 20.0%

100명 과

200명 이하

14 0 0 14

16.5% 0.0% 0.0% 16.5%

200명 과

300명 이하

7 0 0 7

8.2% 0.0% 0.0% 8.2%

300명 과
42 3 2 47

49.4% 3.5% 2.4% 55.3%

체
80 3 2 85

94.1% 3.5% 2.4% 100.0%

1.상 단체 분포

재 조사된 기업의 2014년 복수노조 상 단체 황은 다음과 같다.

<표 4>에 따르면 제2노조의 상 노조가 기록되지 않은 2개의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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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기타’응답을 제외한 총 복수노조 기업의 수는 78개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제1노조의 경우 국민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하나의

상 단체에 가맹된 기업이 총 79.49%(62개)에 달하는 반면 미가맹

노조인 경우는 20.51%(16개)에 그쳤다.구체 으로 한국노총에 가맹된

제1노조가 58.97%(46개)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으며 미가맹이

20.51%(16개),민주노총이 17.95%(14개)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국민노총에 가맹된 제1노조는 2.56%(2개)로 매우 작은 비 을 차지했다.

반면 제2노조의 경우 민주노총이 37.18%(29개)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으나 제1노조와 달리 한국노총과 미가맹 노조의 비율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한편 제2노조가 미가맹 노조인 사업체는

30.77%(24개)를 차지해 제1노조가 미가맹인 사업체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수를 보 다.

<표 4>상 단체에 따른 복수노조 황

제2노조 상 단체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제1노조

상 단체

한국노총
15 17 1 13 46

19.23% 21.79% 1.28% 16.67% 58.97%

민주노총
5 2 1 6 14

6.41% 2.56% 1.28% 7.69% 17.95%

국민노총
0 1 1 0 2

0.00% 1.28% 1.28% 0.00% 2.56%

미가맹
1 9 1 5 16

1.28% 11.54% 1.28% 6.41% 20.51%

체
21 29 4 24 78

26.92% 37.18% 5.13% 30.77% 100.00%

2.상 노조 세력의 변화

실제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 기업으로 변화한 기업의 제1노조 세력

변화를 분석하기 해 85개의 복수노조 기업 WPS2013에서 처음으로

측정되어 이 상 노조를 악할 수 없는 2개의 사업장과 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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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었으나 복수노조 시행 이후(2012년 시행된 조사) 복수노조가

동시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된 4개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79개

기업의 제1노조 상 단체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 2014년에 조사된 복수노조의 상 노조와 해당

기업의 2010년 제1노조 상 단체를 변수화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제1노조 혹은 제2노조 하나 이상을 기타로 응답한 5개의 경우 소속

노총을 알 수 없어 빈도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74개의 표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2014년의 상 단체에 따른 복수노조 황을 요약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상 단체에 따른 2014년 복수노조 황(동시 설립 제외)

　
제2노조 상 단체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제1노조

상 단체

한국노총
13 16 1 13 43

17.57% 21.62% 1.35% 17.57% 58.11%

민주노총
5 2 1 6 14

6.76% 2.70% 1.35% 8.11% 18.92%

국민노총
0 1 1 0 2

0.00% 1.35% 1.35% 0.00% 2.70%

미가맹
1 8 1 5 15

1.35% 10.81% 1.35% 6.76% 20.27%

체
19 27 4 24 74

25.68% 36.49% 5.41% 32.43% 100.00%

1)2010년 제1노조가 한국노총으로 조사된 경우

<표 6>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이 제1노조가 한국노총으로

기록된 기업은 48.65%(36개)로 체 74개 복수노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복수노조가 형성된 이후 한국노총이 제1노조 신분을 유지한

경우는 그 86.11%(31개)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신설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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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주장한 기존 연구의 측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가맹 노조가 제2노조인 경우는

38.89%(14개)로 나타나 제2노조가 한국노총 혹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경우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6>과거 한국노총 가맹 기업의 상 단체에 따른 복수노조 황

　 　 제2노조 상 단체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제1노조

상 단체

한국노총
9 9 1 12 31

25.00% 25.00% 2.78% 33.33% 86.11%

민주노총
0 0 0 1 1

0.00% 0.00% 0.00% 2.78% 2.78%

국민노총
0 0 1 0 1

0.00% 0.00% 2.78% 0.00% 2.78%

미가맹
1 1 0 1 3

2.78% 2.78% 0.00% 2.78% 8.33%

체
10 10 2 14 36

27.78% 27.78% 5.56% 38.89% 100.00%

2)2010년 제1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나타난 경우

<표 7>에 따르면 단일노조 을 당시 민주노조에 가맹되어 있었던

기업은 체 표본 35.14%(26개)를 차지했다.그 기존 세력이

제1노조를 유지한 기업이 46.15%(12개)를 차지하 으나 신설된

한국노총,국민노총,혹은 미가맹 노조에 의해 세력이 역 된 경우가

53.85%(14개)를 차지해 제1노조가 한국 노총이었던 기업에 비해 세력

변화가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복수노조 형성 이 에는 제1노조가,

형성 이후에는 제2노조가 민주노총에 가맹된 사업체가 총

46.15%(12개)를 차지하여 민주노총에 가맹되었던 노조는 복수노조의

형성 이후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기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맹된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정치 혹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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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반발한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복수노조가 형성된 이후 제1노조의 상 노조가 변화한 사업체의

경우 한국노총이 30.77%(8개),미가맹이 19.23%(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 온건한 노조가 제1노조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7>과거 민주노총 가맹 기업의 상 단체에 따른 복수노조 황

제2노조 상 단체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제1노조

상 단체

한국노총
2 5 0 1 8

7.69% 19.23% 0.00% 3.85% 30.77%

민주노총
4 2 1 5 12

15.38% 7.69% 3.85% 19.23% 46.15%

국민노총
0 1 0 0 1

0.00% 3.85% 0.00% 0.00% 3.85%

미가맹
0 4 0 1 5

0.00% 15.38% 0.00% 3.85% 19.23%

체
6 12 1 7 26

23.08% 46.15% 3.85% 26.92% 100.00%

3)2010년 제1노조가 미가맹으로 나타난 경우

<표 8>에 따르면 2010년 이 미가맹 단일노조가 형성된 기업은

16.22%(12개)로 상 단체에 가맹된 단일노조보다 낮은 비 을

차지하 다.한편 복수노조 형성 이후 미가맹 노조가 제1노조 신분을

유지한 경우는 58.33%(7개)로 세력이 역 된 경우가 41.67%(5개)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제1노조가

미가맹 노조일 경우 한국노총 산하 단일노조와 유사하게 복수노조 형성

시 제1노조의 지 가 유지될 경향이 높다고 단할 수 있겠다.한편

제2노조 세력이 미가맹인 경우는 25%(3개)에 불과하며 이마 도

제1노조 역시 미가맹일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 복수노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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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교섭방식 황

교섭방식 빈도 비율

단일화
52

62.65%

개별교섭
31

37.35%

체
83

100%

상 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41.67%(5개),제1노조가 미가맹-제2노조는

상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25%(3개)로 나타났다.

<표 8>과거 미가맹 노조 던 기업의 상 단체에 따른 복수노조 황

　 　 제2노조 상 단체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제1노조

상 단체

한국노총
2 2 0 0 4

16.67% 16.67% 0.00% 0.00% 33.33%

민주노총
1 0 0 0 1

8.33% 0.00% 0.00% 0.00% 8.33%

미가맹
0 3 1 3 7

0.00% 25.00% 8.33% 25.00% 58.33%

체
3 5 1 3 12

25.00% 41.67% 8.33% 25.00% 100.00%

3.교섭방식과 교섭구조 황

<표 9>에 따르면 결측치를 제외한 복수노조의 교섭 방식은 단일화를

진행한 기업이 62.65%(52개)를 차지하여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복수노조 기업은 부분의 기업이 단일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상과는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기업도

37.35%(31개)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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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구조는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2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63개의 복수노조 기업 기업별 교섭에 응한 기업이 68.25%(43개)로

각선 교섭에 응한 31.75%(20개)의 기업보다 약 2배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한국의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기업별

교섭이 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교섭구조 황

교섭구조 빈도 비율

기업별교섭
43

68.25%

각선 교섭
20

31.75%

체
63.0

100%

마지막으로 상 노조에 따른 교섭 구조의 실행 황을 살펴보기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24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61개의 복수노조

상 노조에 따른 교섭 구조는 <표 11>과 같다.구체 으로 상 노조 별

교섭구조는 모두 기업별교섭이 각선 교섭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상 노조의 가맹 유무와 상 없이

부분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기업별교섭을 시행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표 11>상 노조에 따른 교섭구조

　
　

　

제1노조 상 노조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미가맹

교섭구조

기업별

교섭

24 9 1 8 42

39.3% 14.8% 1.6% 13.1% 68.9%

각선

교섭

13 5 0 1 19

21.3% 8.2% 0.0% 1.6% 31.1%

체
37 14 1 9 61

60.7% 23.0% 1.6%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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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가설 검증

<표 12>은 변수들 간의 상 계와 평균 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해 변수들의 VIF지수를

확인한 결과 분석에 투입된 모든 변수가 5를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된다.<표 13>은 가설을 검증하기 해

노사갈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시행한 결과이다.

가설1-가는 노조 편화에 한 가설로 노조의 수가 노사갈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부정 (-) 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2:β =–.265,p<.1).

따라서 가설 1-가는 지지되었다.반면 하나의 노조 편화에 한

가설1-나의 경우 측한 바와 달리 제1노조비율(60%이상 80%미만)

변수와 노사갈등 간 양(+)의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2:β =.341,p< .05).이는 제1노조의 조합원 비율이

80%이상인 기업에서 60%이상 80%미만인 기업에 비해 노사갈등이 더욱

나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1노조의 비율이 60%이하인 경우는

노사갈등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모형12:β =.225,

n.s.).따라서 가설1-나는 기각되었다.

가설2는 조직 상에 한 가설로 노조의 조직 상이 복되는

기업에서 그 지 아니한 기업에 비해 노사갈등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는 측이었다.분석 결과 조직 상의 복과 노사갈등 간

계의 방향성은 부정 (-)이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2:β =–.198,p=.102,n.s.).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가설3-가와 가설3-나는 교섭방식이 교섭구조와 노사갈등 간의 계를

조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한 가설이다.교섭방식,교섭구조,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가 투입될 경우 교섭

구조(모형12:β =.105,n.s.)는 종속변수인 노사갈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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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에 비해 노사갈등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가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상호작용 항은 노사갈등에 부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2:β =–.415,p<.01).상호작용

효과를 시각 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섭 구조와 교섭 방식으로 인한 교차 상호작용 효과(Crossover

interaction effect)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구체 으로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에 따른 4가지 경우의 수 에서 단일화를 통해 기업별교섭을

진행하는 기업에서 가장 노사갈등 수 이 낮게 나타났다.교섭구조와

교섭방식 자체는 노사갈등에 직 인 향도 주지 못했으나 단일화를

진행한 경우 각선 교섭을 시행할 때 기업별 교섭보다 노사갈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개별교섭을 진행할 경우 교섭구조가

노사 갈등에 미치는 향력이 완화되어 오히려 기업별교섭을 진행할 때

각선 교섭에 비해 노사갈등 수 이 다소 나빠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3-나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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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기술통계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노사 갈등 3.74 0.83 1.00 　 　 　 　 　 　 　 　 　 　 　 　 　 　 　

2.시장 경쟁 2.40 0.99 .00 1.00 　 　 　 　 　 　 　 　 　 　 　 　 　 　

3.수요 변화 2.99 0.87 -.35*** -.06 1.00 　 　 　 　 　 　 　 　 　 　 　 　 　

4.근로자수 5.94 1.34 .27*** .00 -.21** 1.00 　 　 　 　 　 　 　 　 　 　 　 　

5.교육 시간 2.69 1.09 -.10 .20** -.21** .27*** 1.00 　 　 　 　 　 　 　 　 　 　 　

6.사업장연한 3.44 0.54 -.27*** -.18** .35*** -.02 -.41*** 1.00 　 　 　 　 　 　 　 　 　

7.공공부문 0.22 0.42 .19** .36*** -.22** .46*** .37*** -.19** 1.00 　 　 　 　 　 　 　 　 　

8.산업(제조업) 0.14 0.35 .15 -.20** -.15* -.07 -.07 -.12 -.22** 1.00 　 　 　 　 　 　 　 　

9.이 노사 계 2.22 0.60 -.27** -.09 .04 -.14 -.03 .10 -.20** 0.04 1.00 　 　 　 　 　 　 　

10.노조 수 0.94 0.35 .00 .25** -.19** .21** .09 -.03 .20** -.10 -.14 1.00 　 　 　 　 　 　

11.제1노조비율
(60%이상
80%미만)

0.41 0.50 .225** -.01 -.34*** .01 .18* -.23** .16* .15 .09 .08 1.00 　 　 　 　

12.제1노조비율
(60%미만)

0.13 0.34 -.03 -.05 .17* -.09 -.01 -.01 -.04 -.16* -.08 .11 -.33*** 1.00 　 　 　 　

13.조직 상 복 0.81 0.39 -.28*** .01 .10 -.14* .00 -.03 -.18* -.15* .30*** -.15* -.12 .01 1.00 　 　 　

14.단일화 0.00 0.49 -.19** .04 .24** .03 .09 .21** .12 -.11 -.10 .09 -.35*** .16* -.15* 1.00 　 　

15.각선 교섭 0.01 0.46 -.16 -.03 .15 .00 .00 -.18* -.20* -.03 .23** -.10 .08 .06 .22** -.23** 1.00 　

16.단일화
* 각선 교섭

-.04 0.22 -.28** .00 .08 -.20 -.26** .19* -.31** .03 .14 -.15 .05 .13 -.09 .22* .10 1.00

주: 1)*p<0.10,**p<0.05,***p<0.01수 에서 유의(단측 검정)2)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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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복수노조 요인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장 경쟁 -0.025 0.042 -0.018 -0.019 0.01 0.049 0.054 0.151 -0.013 0.024 0.058 0.164

수요 변화 -0.218* -0.209* -0.209* -0.161 -0.195 -0.207 -0.157 -0.212 -0.151 -0.188 -0.155 -0.215

근로자수 0.249** 0.309** 0.244** 0.276* 0.265* 0.303* 0.352 0.379 0.266 0.251 0.339** 0.364**

교육 시간 -0.369*** -0.387*** -0.363*** -0.358** -0.402** -0.38** -0.392 -0.491 -0.347 -0.396 -0.379** -0.48***

사업장연한 -0.301** -0.259** -0.317** -0.329* -0.313* -0.275* -0.31 -0.269 -0.335 -0.317 -0.315* -0.273*

공공부문 0.101 0.059 0.071 0.075 0.015 0.034 0.01 -0.135 0.051 -0.024 -0.002 -0.164

산업(제조업) 0.125 0.109 0.095 0.114 0.114 0.081 0.098 0.089 0.084 0.076 0.074 0.055

이 노사 계 -0.19* -0.22 -0.144 -0.163 -0.144 -0.176 -0.18 -0.155 -0.123 -0.09 -0.144 -0.104

노조 편화
　

　 　
　

　 　 　 　
　 　

　

노조 수
　

-0.151 　
　

　 -0.164 -0.158 -0.246
　 　

-0.167 -0.265*

제1노조비율
(60%이상 80%미만)

　
0.206* 　

　
　 0.186 0.227 0.369

　
　 0.198 0.341**

제1노조비율
(60%미만) 　 0.177 　 　 　 0.111 0.137 0.228 　 　 0.129 0.225

조직 상 　 　 　
　

　 　 　 　
　 　

　
조직 상 복

　 　 -0.164 　 　 -0.157 　 　 -0.166 -0.208 -0.146 -0.198

교섭 구조 　 　 　
　

　
　

　 　 　 　 　

단일화 　 　 　 -0.102 -0.03
　

-0.039 0.124 -0.122 -0.043 -0.063 0.105

각선 교섭 　 　 　 -0.157 -0.127
　

-0.189 -0.158 -0.142 -0.104 -0.174 -0.135

단일화* 각선교섭 　 　 　 　 -0.218 　 　 -0.384 　 -0.255 　
-0.415**

*

R² 0.348*** 0.393*** 0.370*** .371** 0.407** 0.413** 0.420* 0.513** 0.394** 0.441** 0.437* 0.544***

Adj.R² 0.265*** 0.282*** 0.279*** 0.210** 0.235** 0.223** 0.211* 0.319** 0.218** 0.260** 0.212* 0.343***

주:1)*p<0.10,**p<0.05,***p<0.01수 에서 유의(양측 검정)2)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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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노사갈등에 한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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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 연구 요약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먼 복수노조

기업에서 노조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가는 지지되었다. 한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상호작용이

노사갈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나가

지지되었다.구체 으로 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노조가 단일화를 통해

교섭 표를 형성할 경우 노사갈등이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반면 지배 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그 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노사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1-나는 기각되었다.이러한 결과의

부분 원인은 복수노조의 상 노조 황과 같은 한국의 복수노조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된다. 컨 한국에서는 제1노조가

상 노조에 가맹된 반면 제2노조는 미가맹 노조로 분화된 사업장이

제1노조가 미가맹,제2노조가 상 노조 가맹 노조인 사업장보다 많을

것으로 상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측과는 달리 제1노조의 세력이 약해져 제2노조의 세력과 유사해질수록

사측에 우호 태도를 취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제2노조의 세력이

강해짐으로써 제1노조를 견제,노사 간 충돌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 한 상력 이론은 이러한 한국 인 맥락을 배제한,노조 간

상 노조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어 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따라서 이러한 한국 노조의 특성이 노사갈등에

향을 미쳐 제1노조의 세력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조직 상의 복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향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가설2가 기각되었는데,이러한 결과는 직종이 아닌 다른

역에서의 동질성이 노조 간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컨 조직 상 복의 기 에는 조합원의 정치 ,경제 ,

종교 이해 계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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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선 교섭 유무 역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아 가설3-가는 기각되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교섭구조 교섭방식이 노사 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럽에서의 측과 달리 한국의 사업체에서는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이

복합 으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단일화를 통해 노조 측의 상력이 집 되어 노사 계가 정 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측한 기존의 해외 연구와 달리 한국의

복수노조에서는 단일화가 독립 으로 노사갈등 수 을 약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한국의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시행된 최 의 실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특히 교섭의 양상과 결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상력을 기반으로 가설을 개하되 한국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실에의 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검증하 다는 에서 요하다.

기존의 국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국가나 산업 수 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부분이었으며 해당 국가와 한국은 제도 역사 차원에서

한 차이가 존재하여 바로 용할 경우 설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본고는 이러한 실에서의 모습-실제 업의 시행 교섭

결과의 결정은 기업 수 에서 발생한다는 등-을 반 하여 기존의

논의를 기업 수 에 용함으로써 설명력을 높 다.

한 노조 세력 가설 검증 결과에 해 노조의 상 단체와 같은

한국 맥락에서 근함으로써 이론과 실을 충하고자 했다는 ,

그리고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교섭구조와 교섭방식 간의

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측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복수노조와

노사갈등 계를 밝혔다는 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더 나아가

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기업 단일화를 통해 교섭 표를 형성한

사업체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행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효율성을 향상하기 해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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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교섭 노사갈등을 래,기업에 악 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의 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 기업의

최근 실태를 밝히고 기존의 질 연구에서 측한 방향과 실제 복수노조

하에서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사 을 지 했다는 에서 함의가 있다. 컨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에서 측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가 형성된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지 가 변화하는 경우는 비교 소수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제1노조의 세력 유지는 기존노조의 상 노조 유형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구체 으로 한국노총이

단일노조로 존재했던 기업에서는 기존 노조가 제1노조로서의 세력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이 단일노조 던 기업에서는 복수노조 형성 이후

세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반면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질 연구에서 부분의 한국 복수노조 기업이

제도상 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임할 것으로 상했으나 실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이 37.3%(31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사측이 재량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이 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향후 소수 노조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장기 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비민주 인 요소를 제거하여

안정 인 노사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미흡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비록 표본의 수가 어 표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향후 복수노조 제도가

한국에서 정 으로 잘 운 되기 한 연구들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제 3 한계 향후 연구 과제

한편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먼 분석에 활용된 패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복수노조 표본이 80여개로 상당히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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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존재한다.이로 인해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 노사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화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컨 단일화를 진행한 기업들 실제로 교섭 표가 선발된 방식에

따라 노사 갈등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연구자들은 이후 자료를

풍부하게 갖춰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여러 제도 요인이나

기업의 특성이 복수노조의 갈등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세부 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장기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복수노조 장의 변화 양상을 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복수노조의 형성으로 인한 조직 내 특성들이

노사 간 갈등 양상에 미치는 향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질 인 기업 성과 변수와의 계성을 탐구하지 않았다. 물론

노사 계의 악화가 재무 성과를 하하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복수노조 하에서의 노조 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과 성과변수

간 연 성을 추론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으로 복수

노조로 인해 객 성과 지표가 변화하는지,그리고 복수노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직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조작

정의를 내린 변수들이 직 으로 해당 상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조직 상을 측정하는 변수로 양

노조에 가장 많이 가입된 직종이 동일한 경우를 측정하여 사용하 다.

향후 정확히 조직 상을 조사하여 실제 노사 계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직종뿐만

아니라 종교 혹은 정치 등 노조 간 동질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 으로 조직 상의

복을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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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unionorganizationsand

Labor-ManagementConflict

JiyoungKim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Faced with multi-unionism,researchers have soughtto identify

somefactorsthatcouldhaveinfluenceonindustrialrelations.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multi-unionism in Korea and critic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 aspect of

institutionalenvironmentraise awareness ofthe need to explore

multi-unionism issueincontextofKorea.

According to the bargaining power literature, power balance

between partie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more favorable and

mutually satisfying outcomes, faster resolutions and less

disagreements.On the other hand,parties in asymmetric power

positions experience increasing hostile tactics and unacceptable

outcomeforweakerone,whichexacerbatesthelevelofconflictand

evendestroystherelationshipbetweenthem.

By applying power-imbalancetheory in negotiation to collective

bargaining,severalfactorsundermulti-unionsettingsareexpectedto

changeimportantaspectsoflaborandmanagement.Specificall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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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oflabor-managementconflictofcompaniesinKoreawouldbe

stronglyinfluencedbythosemulti-unionism factorswhichalterthe

levelofpowerasymmetryundercollectivebargainingsettings.

Using WPS 2009and 2013dataset,Iexaminetherelationship

betweenthosefactorsweakeningpowerofunionsandconsequently,

changingtheleveloflabor-managementconflict.AsIexpected,the

numberofunionsincreasesthelevelofconflictbetweenlaborand

management.Theresultsalsoprovidesupportformoderatingeffect

ofbargaining arrangement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gaining

structureandlabor-unionconflict.

Thisstudycontributestothemulti-unionism literatureinKoreaby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telements

decreasing relative power ofunion and the levelofconflictat

enterprise level.Furthermore,repor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multi-unionism inKoreanotonlyprovidesfundamentalinformation

forfuture researchers,butalso implies controversialissues about

relatedsystem,suchastheruleofsinglebargainingunit.

Keyword : Multi-unionism, Labor-Management

Conflict,IndustrialRelations,PowerImbalancein

Negotiation, Labor Fragmentation, Collective

BargainingStructure,SingleBargainingChannel

StudentNumber :2014-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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