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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재 복수노조체제하에 있는 공공기관중 노조통합 기

관과 노조 미통합 기관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

해 노조통합 추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위원장의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를 잠정적 독

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노조통합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

공단과 노조 미통합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최대유

사체계분석안을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대내외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3개 기관 모두 유사성이 발견되었고, 위원장의 의지에

있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해 상이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각 사례간 상이성을 보인 위원장의 의지를 노조통합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위의 비교분석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

조통합 추진에 있어서 위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노조통합 추진에 앞서 양 노조간의 주요 갈등양상 해소가 선행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실질적인 노조통합은 어느 한가지 요인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결

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통합함에 있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합후 발생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며, 노조통합을 통한 진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득권

을 내려놓는 등 조합원들의 의식 제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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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통합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현재 복수

노조체제하에 있는 공공기관중 노조 미통합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의 허용 이후 2012년 9월

까지 총 669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까지 240개의 복

수노조가 추가로 설립되었다.1) 이렇듯 폭발적인 노조설립 양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가 이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말해주는 의미는 복수노조제도가 그만큼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교섭권을 둘러싼 복수노조간의

갈등 및 사용자측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

한 노사간 갈등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당초 1997년 노조법의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2011년

까지 관련법 시행이 유예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에 있

다. 다수의 노조와 사용자와의 안정적인 교섭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둘러싼 다양한 노노

간, 노사간의 갈등 관계에 대한 전망2)이 나오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1) 노용진(2015),「복수노조 형성의 영향요인」,『산업관계연구』,제25권 제3호, pp.60
2) 김태기(2009),「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노동정책연구』,제9권 제2호,

pp.19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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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상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적 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

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교섭시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여야 한다. 교섭대표 노조는 대표 교섭권

을 가지고 사용자측과 협상을 임하게 되는데, 교섭권이라는 것은 노동조

합의 존립의 근본적인 이유이므로 이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

등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양상은 기업내에서 노조

를 달리하는 직원간의 갈등 유발이나 쟁위행위에 따른 기업생산성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복수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각 각의 노동자가 추구하는 이

념과 노선 그리고 근로조건 및 직종의 차이에 의해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의해 민

영화와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과 정부의 재정감축 확보의 목적으로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복수노조가 공존하게 된 경우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자의적이지는 않지

만 기관통합에 의한 복수노조제체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도 똑같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제도 시행 당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시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기도

하였지만 그와 반대의 사례도 나타났다. 바로 복수노조 간 통합사례인데,

이제 법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과 통합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복수노조의

판단에 의해 노조유지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노조통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유병홍, 2014)

2. 연구필요성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있어 복수노조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노조통합을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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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공공기관 복수노조

의 통합에 대해서는 양적연구를 할 만큼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

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통합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노조 미통합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공공

기관 노사관계에 있어서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이라는 시대적 제도변화에

의한 노조통합이라는 사회현상의 인과적 생성경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설

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노조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연구함으로서 향후 노조통합 추진시 발생하는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노조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통합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공공기관중

복수노조 미통합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의 규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 기관중 노조통

합 기관은 최근 5년 이내 통합을 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을 선

정하였다. 2개의 기관은 복수노조 발생시점은 각 각 다르지만 기관통합에

의해 복수노조가 이루어진 기관들이며,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통합

이 이루어 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통합 기관으로는 2009년 10월 1일 기관통합 이후 현재까지 복수

노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

택공사는 (구)대한주택공사와 (구)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기관으로 통합

이전에 (구)대한주택공사에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과 (구)

한국토지공사에서 출범한 ‘LH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복수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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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및

공공연맹, 공공노련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연구대상으로서 상

징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문헌조사 및 단순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문헌조사에서는 공공부문 복수노조와 관련된 각 종 법률, 관련 학위논문

과 학회지 논문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웹사이

트 등에서 복수노조 관련 발간물과 사례집,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

를 획득하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는 통합노조 내부의 각 종 공식·비공식 회의록 및 자료

집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노조통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노

동조합 집행부 및 사측 노무담당자들과 반구조화 된 면담을 진행할 것이

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 과제를 살펴보는 방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헌조사와 단순사례분석 이후 교차사례분석 기법중 최대유사체계분석

안을 통해 통합노조 기관과 미통합노조 기관과의 체계간 상이점을 도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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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공공기관 노사관계

1)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직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1987년 7월ㆍ8월ㆍ9월부터 시작된 노동자대투쟁 시기부터였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대학병원, 방송, 정부출연기관 등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당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설립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공공부문의 노동통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인사제도 및 경영진들의 권위주의적 정권과의 연

계 등이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 조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조직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노

광표, 2011)

2014년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조합원 수는 총 462천명으로 그 중 공무원이 184

천명, 교원이 60천명, 공공기관이 225천명이다. 그에 따른 노조조직률은

공무원이 61.6%, 교원이 14.5%, 공공기관이 59.2%으로 민간부문의

10.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기준 : 2014.12월말(전체* 노조현황은 2013.12월말),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공공부문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노조가입대상 17,981 1,092 299 414 379
조합원수 1,848 462 184 60 225
조직률 10.3 42.3 61.6 14.5 59.2

※ 출처 : 고용노동부(2015),「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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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중앙공공기관 316개중 유노조기관은 220개, 지방공공

기관 177개중 유노조기관은 93개이다. 공공기관의 총 조합원수는 224,510

명으로 중앙공공기관이 188,478명, 지방공기업이 36,032명으로 전체적으

로 59.2%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표 2-2>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공사 공단
출자ㆍ
출연

공공기관수 493 316 30 86 200 177 62 80 35

유노조기관 313 220 30 77 113 93 41 46 6

근로자수(A) 379,305 320,660 112,119 87,273 121,268 58,645 34,391 22,315 1,939

조합원수(B) 224,510 188,478 76,316 60,887 51,275 36,032 25,823 10,018 191

조직률(B/A) 5 9 .2 5 8 .8 6 8 .1 6 9 .8 4 2 .3 6 1 .4 7 5 .1 4 4 .9 9 .0

※출처 : 고용노동부(2015),「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먼저 한국노총 소

속 조합원 수는 90,550명,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수는 90,454명으로 양대

노총 가입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어느 상급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미가맹 조직의 조합원수는 43,506명이다.

<표 2-3> 상급단체 가입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공공기관

(구성비)

224,510

(100.0)

90,550
(40.3)

90,454
(40.2)

43,506
(19.4)

※ 출처 : 고용노동부(2015),「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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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노사관계 특징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특징은 민간부분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소유 및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의 특징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노사관계는 민간부문과

는 그 양상을 달리하며, 그에 따른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성과 관련한 정부와의 관계이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있

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특

히, 임금과 근로조건 및 공공기관 운영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정부의 개

입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일차

적인 사용자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결정, 경영실적평가 등 법령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침을 제시하면 경영진은 따를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따

라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을 정부와 경영진중 어느 하나로 구분

짓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경영권은 정부와 기

관장 사이에서 나뉘어지며, 이러한 경영책임의 분산성은 공공부문 단체

교섭에서 ‘다면적 교섭(multilateral bargaining)’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일반 국민과의 관계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강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일반 국민이 여론에 미치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있어서 누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관계를 주도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공공

부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 사항들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

고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는 강한 사회성을 띤다.

셋째,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이다. 민간기업에서 소유자인

주주와 관리자인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공공부문에서도 소유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경영자 사이

에서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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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리인 문제는 민간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있어서는 복대리인 문제가 나타난다. 국민과 경영자 사이에 다수의 정부

기관과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주인-대리인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어3)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대리인에 대한 감

시와 견제가 어렵게 된다.

넷째, 정부의 선량한 사용자(good employer)로서의 역할이다. 공공부

문의 노사관계가 어떤한 형태로 정립되는냐는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 있

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4)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 노사관계에 안정을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공공기관의 노조조직률

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으며, 노동조합의 성향도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노

사관계로 나타난다.

다섯째, 공공기관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하여 노동3권에 대해 간접적으

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노사관

계에 있어서는 노동3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 각종 지침을 통한 규제에 의해 특히, 교섭권을 행사함

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은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그것의 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따른다.(노광표, 2011; 김인재, 2015)

2. 복수노조제도

1) 복수노조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복수노조제도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초기

1963년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기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3) 김준기(2014),「공기업 정책론」, 문우사, pp. 225
4) 김정한(2011),「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노동리뷰』, 2011년 1월호, p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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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목적으로 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금지하였다가, 1997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 설립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

되었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 설립을 한시적

으로 금지하고, 복수노조 허용 이후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섭

창구단일화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3차례 유예 이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노조법을 개정하였다.(김동선, 2011)

복수노조제도의 주요내용은 기업단위(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

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와 노조 선택의 폭

이 확대되었는데, 그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함께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보

장되고, 1사 1교섭의 원칙에 의해 노사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안

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노조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민주 노조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

유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

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이와 달리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노

사관계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노조 조직률의

증가, 조합원수의 변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양상 변화에 주목하였다.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예견된 변화는 첫째, 노조 조합

원 수와 노조 조직률의 증가이다. 기업단위 내에서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념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

함으로써 신규노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간 경쟁체제로 인한 노조활동과 단체교섭 및 쟁위행위

전반의 변화이다. 이전의 노사관계는 단일노조-단일교섭으로 일차적이

며, 안정적이었는데 이러한 노사관계의 틀이 깨지고 교섭대표 노조의 결

정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단체교섭 관행과 단체행동의 양상을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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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내 노사관계의 재편이다. 신규노조와 기존노조와의 경쟁과정

에서 노노간 노선경쟁이 불가피하고, 상급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전체 노

사관계의 역학구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성희 외, 2012)

2)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교섭

창구단일화다. 이는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다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구축을 위해 시행되었다. 단체교섭권은 단

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3권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존재

의 이유이기도 하며, 또한 단체교섭권이 확보되어야만 단체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자

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권에 부여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복

수노조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교섭권 확보를 위한 교첩창구단일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수많은 노노간 및 노사간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제도 허용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섭형태, 교섭비용과 교섭기간 등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노노 및 노사

갈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4 ; 민주노총

총서, 2012) 또한,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규 노조의

설립에 개입하거나 어용노조의 설립에 반하는 자에 대해 전직 조치를 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취급, 노조별 편의제공을 달리하는 차별적

대우 등 부당노동행위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이승길, 20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노조통합에 관한 연구

안정화(2002)는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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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와 향후 노동조합간 통합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해외의 노

동조합 통합사례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1999년에 통합된 영국의 금융산업 노조

인 유니피(UNIFI)의 사례를,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통합노조가 어떤 모

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993년 통합 당시 영국의 최대 규모의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였던 유니손(UNISON)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의 대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뤄

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호주노총(ACTU)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유니피(UNIFI)의 사례에서는 1990년대초 영국의 불황으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수 감소로 인한 재

정악화 등이 영국의 금융산업에 있어서 노조들간 통합의 필요성으로 대

두되었다. 그러나 오랜기간을 거쳐 형성된 노조들간 이데올로기의 차이

가 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새롭게 선출된 노조 지

도부의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서로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한 조직구조 형성 등 상호 협력적 역할이 노동조합이 통합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니손(UNISON)의 사례에서는 1970년대말 영국의 대처 정

권의 공공부문 개혁과 노조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한 교섭력 저하 등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노조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

성과 저임금 노동자 등 다양한 조합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 지

배구조로의 개선 노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노

조통합 자체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조합 구성원들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음

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조 상급단체의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노조통합이 추진된 호주노총

(ACTU)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호주노총은 임금 및 노동조건이라는 지

협적 주제보다 새로운 노조의 역할이라는 대의명분하에 능동적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간 이어져 왔던 불합리한 교섭 관행을 개선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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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조직구조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동조합 축소계획을 추진하였

다. 이에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노조설립 규모의 확대와 노조

통합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제도가 개정되었다. 호주노총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달리 노조통합이 중앙차원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2. 국내 공공기관 복수노조 통합에 관한 연구

권순미(2009)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통합에 대해 노조

내부적 요인 즉, 노조간부의 역할이 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인론적 관점에서 탐색단계-협상단계-승인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통합 탐색단계는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노조통합의 필요성을 느

끼게 되고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단계

인데, 그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의 통합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

적하였다. (구)전공노와 민공노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이라는

정치적 환경변화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양 노동

조합의 화합과 단결의 필요성을 공식적 확인하고, 또한 양 노조간 진행

되어온 각 각의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조직간 신뢰회복으로 인해 협상단

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협상단계는 노조간 통합 논의중에 야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인데, 상급단체 결정 및 집행부 구성방식에는 큰 이

견이 없었으나 통합노조의 명칭과 각 지부의 복수노조 해소 방안에 관해

서는 다소 진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노조 지도부의 의견조율능력이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은 승인단계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승인을 정당성을 확보

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당국의 통합노조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단계이다.

첫 번째로 조합원의 투표결과 통합찬성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두

번째 노조설립신고에 있어서는 기존의 해직자와 업무 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전공노는 결국 법외노조로 남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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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게 되었다.

전공노의 사례를 통해 노조통합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노조 지도부의

리더십과 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으며, 또한 노조간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정향(2014)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통합 합의결정 사례를 분석하

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개입이 노조의 조직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과 더불어 정부가 공공부

문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함으로써 나타난 건강

보험공단 내부의 주요 갈등 사항을 인력구조조정 문제, 퇴직금누진제 문

제, 자동승진 연한 및 직제개편 문제, 해고자복직 문제, 사회보험징수통

합공단 설립 문제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교

섭함에 있어서 사용자 및 정부에 대한 대응력 부재 및 투쟁의 한계가 드

러났음을 노조통합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9년 이후 조합원 가입률 급감과 함께 조합원의 고령화로

10년 이내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 예상에 따라 노조 간부들이 조직존립의

위기감을 인식하였고, 이로 인한 조직의 재정비와 실리적 이해를 취하기

위해 공동투쟁 및 공동교섭 진행하여 대사용자 대응 전략을 취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조합원들의 조직통합에 대한

열망이 노조통합에 있어서의 내부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통합은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된

조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향식 요구와 하향식 거

버넌스의 조화”가 잘 이루어 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사관

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병홍(2014)은 건강보험공단, 대한상의인력개발공단, 도로교통공단, 환

경공단 등 정부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합되어 발생한 복수노조 사례

에 대해 통합의 원인, 유형과 과정, 통합이후 조직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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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으며, 노조통합에 따른 실제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

한 다른 연구사례와 달리 상급단체가 노조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

을 하였으며,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4개의 사례에 대해 노조통합의 이유는 공통적으로 노조통합에 따른 대

상용자 교섭력 강화 등 통합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의 유형은 기관통합전의 조합원수와 조직적 특

성에 따라 병합이나 흡수통합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며,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노조 지도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지적

하였다. 또한 통합효과에 대해서는 4개의 사례 모두 노조통합 이후 일정

부분 조합원수 증가 및 교섭력 증대 등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과정에서 상급단체의 역할은 거의 찾

아보기 힘들만큼 제한적이였다고 평가하면서 단위노조에 대한 상급단체

의 전략적 개입이 부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복수노조가 대외내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

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노조통합은 장기간 복수노조 체재 유지로 인

해 기득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추진함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의 한계

기존의 연구는 주로 노조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 분석이 이

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인 노동조합 앞에 놓여진 정치,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노조통합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서술하면서, 노조가 통합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조 미통합 사례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노조간 통

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관계자들간에 비공식적 이루어지고, 논의과정에

서 통합이 무산된다 하더라고 외부적으로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

다. 하지만 노조통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균형적 시각을 보완하기 위

해서는 노조통합 사례뿐만 아니라 노조 미통합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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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미 노조통합이 완료된

사례에 대해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들을 도

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노조통합이 안되고 있는 사례와의 비교분석

을 통해 과연 어떠한 이유로 노조통합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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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 1 절 최대유사체계분석안

레이프하트는 비교분석이야말로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 및 통

계분석방법(statictical method)과 더불어 과학적 통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연구방법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자연과학연구와 달리 사회

과학연구에서는 변인 통제가 어려우며, 인간 행위에 있어서는 다양한 윤

리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험방법이 거의 적용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

서 사회과학연구는 대체로 통계분석방법과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방법이며, 단지 분석사례가

많고(통계분석), 적음(비교분석)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비교사회분석은 방법론적 차이에 따라 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교차사례분석이란 둘 이상의 국가나 사회체

계와 같은 공간적 단위들을 비교사례로서 선택한 후, 가설이 선택된 사

례 속에서 어느 정도 확증되는가의 여부를 종단적 횡단적으로 추적하는

분석유형을 지칭한다”. 그 중 최대유사체계분석안(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은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사례(체계)들

이야말로 가장 적정한 비교사례로 선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를 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정치사회현상이 각 각의 비교사례 속에서 서

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사례간 혹은 체계간 유사성은 그러

한 종속변인(현상)에 대한 독립변인(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로지

체계간의 상이성만이 독립변인(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

하고 있다.

비교분석과정에서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을 적용할 경우 첫째, 연구대상

의 현상에 대해 그 안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사례들로 모집단을 구축해야

한다. 즉, 연구대상 현상의 모습이 연구사례들 속에서 동일한 양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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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면 차이법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

둘째,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사례 사이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이

도출될 수 있는 비교척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척도는 연구대

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정적 독립변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구성된 비교척도를 통해서 모집단중 유사성이 가장 많은

사례만을 연구표본으로 추출한다. 이는 비교분석의 근본적 취약점으로

알려진 문제중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결국 사례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확대해 갈 때 독립변인의 폭이 점점 축소됨으로써 설

명력이 뛰어난 주요 변인들만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연구표본으로 추출된 ‘유사성이 극대화’된 사례들 사이에 나타난

극소의 상이성을 찾아내어 이를 독립변인(원인)으로 간주한 통칙을 도출

해낸다. 물론 이렇게 도출된 통칙의 성립선행조건은 사례간 유사성의 범

주에 한정된다. 결국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은 구축된 사례간 유사성의 극

대화와 상이성의 극소화를 통해서 연구대상 현상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

는 독립변인들(원인)을 가능한 한 축소하려는데 그 목적을 있다고 할 수

있다.6)

<표 3-1>는 이러한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의 인과추론 방식을 나타낸 것

이다.

<표 3-1>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의 인과추론 방식

종속변수
잠정독립변수

Y' Y'' Y'''

X1 X1' X1' X1'

X2 X2' X2'' X2'''

X3 X3'' X3'' X3''

6) 김웅진외(2008),「비교사회연구방법론」,한울아카데미,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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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Y : 사례간 상이성 표출(Y' - Y'' - Y''')

○잠정독립변인 X1 (체계속성) : 사례간유사성표출(X1' - X1' - X1')

○잠정독립변인 X2 (체계속성) : 사례간상이성표출(X2' - X2'‘ - X2'’‘)

○ 잠정독립변인 X3 (체계속성) : 사례간유사성표출(X3'‘ - X3'‘ - X3'‘)

⇩

X2 → Y under X1, X3

X1, X3 라는 선행조건(체계간 유사성) 하에서

X2 → Y 의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성립된다.

※ 출처 : 김지희외(2003), 「비교지역연구전략:방법론적성찰」,인간사랑, pp.20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분석을

통해 노조통합 추진에 있어서 공통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변수 4가지를 설정하였다. 잠정적 독립변수로는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위원장의 의지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설정하였고, 이

러한 잠정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통합노조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과 미통합노조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들을 최대유

사분석체계안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게 된다. 분석된 결과는 우선 체계간

상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복수노조의 노조통합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으로서 밝혀질 것이다. 이외에도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을 통해 직접

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쟁점사항들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들이 복수노조

시대에 있어서 노조통합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정책점

함의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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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선행

연구분석

기관선정 구분
도로교통

공단

한국

환경공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분석결과

요인 A ○ ○ ×
사례간

상이성

요인 B ○ ○ ○
사례간

유사성

요인 C ○ ○ ○
사례간

유사성

요인 D ○ ○ ○
사례간

유사성

노조통합 주요인 도출

비교분석결과

노조통합 추진시

쟁점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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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기관 복수노조 통합사례 비교분석

제 1 절 도로교통공단 사례

1. 통합기관 및 노동조합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7)시키고자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또한 현재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관리 등 운전면허시험 관련 업

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 운전시험면허관리단과 기관통합

을 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특이한 점은 기관통합 논의가 나오기 이전까

지는 각 기관별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통합을 앞두고 노조가 설립되

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조의 설립배경을 통해 기관통합후 어떤 갈등양

상이 나타나고 이후 노조통합 과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노조의 설립배경을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1)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도로교통공단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2010년 10월 1일 도로교통

공단노동조합(아래에서는 도로교통공단노조라한다.)을 설립했다. 도로교

통공단은 경찰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하기가 내부 분위기상

쉽지 않았다. 그 전에도 몇 번의 노조설립 추진이 있었지만 실패가 반복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노조측에 따르면, 공단측에서 노조설립의 움직임이

보이면 관련자 몇 몇 사람을 승진시키는 방법을 통해 노조설립을 무마시

7)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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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왔다는 것이며, 노조설립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 직

원들은 ‘저 사람도 이제 승진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체념하는 분

위기가 팽배했었다고 한다.8)

노조 설립의 결정적인 이유는 기관통합전 2010년 11월 9일 운전면허시

험관리단의 이양을 앞두고 경찰청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무리한 조건

을 요구했으며, 공단측이 그 조건을 수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운전면

허시험관리단은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양

과정에서 이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경찰청이 이들의 3

직급 상향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그렇지 않

아도 10년 이상 진급이 안되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했었는데,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었다. 노조설립 당시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

었으며, 창립총회 당시 노동조합대표 6명과 직원 5명 총 11명으로 시작

한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 1,300명중 866명

이 노조 가입을 마쳤다.9)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해 9월에 선

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6명이 노조설립을 위해 한국노총 공공연맹

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창립총회도 공공연맹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노조의 특징은 타 기관과의 통합을 앞두고 기존 직원들의

상대적 처우불만 및 승진 적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합리함을 안고 기

습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노조설립후 폭발적으로 조합원수가 증가

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대다수(조직률 97%)가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서 단결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2)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노동조합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노동조합(아래에서는 운전면허본부노조라한다.)

은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공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8) 참여와혁신(2010.12.6),「노동조합을 말하다: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9) 매일노동뉴스(2010.11.18),「[인터뷰]이종상 도로교통공단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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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후 정규직 전환 등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 16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설립하

였다. 이후 2010년 12월 20일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약 430여명

의 무기계약직 노조원들이 처우개선을 사유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노조 교육부장에 따르면 2010년말 당시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인건

비가 아니라 경찰청 사회사업비에 잡혀 있어서 업무 이관후 면허시험 응

시자 감소 등으로 공단 사업이 축소될 경우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의해 파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10) 이에 반

해 면허 시험장 측은 고용승계는 서면으로 보장된 상태이며, 정규직 전

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고, 이후 24일 오전 노사

간 별다른 합의사항 없이 파업은 종료되었다. 당시 상급단체는 미정인

상태였다.

운전면허본부노조는 도로교통공단노조와 마찬가지로 타 기관과의 통합

을 앞두고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

건에 불합리함을 안고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무기계

약직 420명중 400명이 조합에 가입을 마친 것으로 보아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도로교통공단상생노동조합

기관 통합이후 2012년 초 도로교통공단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경찰출신

의 직원들이 별도로 모여 2012년 2월 4일 강남면허시험장 기능시험교육

장에서 발기인 110명으로 발대식을 거행하여 도로교통공단상생노동조합

(아래에서는 상생노조라한다.)이 출범하였다. 그 해 3월 6일 운전면허본

부노조원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13일 운전면허본

부노조 대표자들과 통합회담을 걸쳐 통합을 결정하였다. 상급단체는 별

도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나 조합과 연대하여

비정규직 등 고용과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0) 매일신문(2010.12.24),「운전면허시험장 ‘민원정체’…무기계약직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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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갈등양상

도로교통공단의 양 노조간 주요 쟁점사항은 두 기관의 통합이전 노조설

립의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도로교통공단노조는 운전면허관리단

이양과정에서 경찰신분 직원의 민간인 전환과정에서의 직급상승 및 그에

따른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 처우가 저하된 것이 주요 쟁점이었으

며, 운전면허본부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두 노조의 조합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노조는 정규직과 일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

었지만, 운전면허본부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각의 노조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달라서 외부적으로 파

열음을 낼 정도로 노노간의 심각한 갈등은 존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관통합 이후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문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

환과 기존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반

적으로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과는 달리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측

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관련 문제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노사협의회가 잘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통합

전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었으며, 기존에도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문제

를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후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293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된 공공기관 295개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전환실적이었다. 2014년에는 공

단 최초로 노사협의회에 무기계약직 대표의 근로자위원이 참석해 노사협

의회에서 무기계약직을 대표해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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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단위 : 명)

주관부처 기관명 전환계획 전환실적 실적비율

미래창조과학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675 588 8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17 321 274%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216 293 136%

교육부 전북대학교병원 92 276 30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7 221 107%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4.14),「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

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재구성

3. 통합추진 경과

2011년 1월 1일 두 기관이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아 양 노조의 통합논

의가 비공식적으로 있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노조측에서 화합의 차원에

서 노조통합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운전면허본부노조측으로 전달하였지

만 당시 운전면허본부노조에서는 노조를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으로의 신분전환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

어 노조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만 오고갔으며, 통합논의는 무산되었다. 2012년 2월에 도로교통공단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운전면허관리단의 경찰신분이었던 직원들이 모여

상생노조를 설립하였고, 상생노조가 운전면허본부노조의 주요 사안이었

던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3월에 양 노조가 도로교통공단상생노동조합으로 단일화 되었다. 2013년

10월 중순에 도로교통공단노조와 상생노조는 노조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노동조합 통합을 위한

발전 합의서’를 채택하여 노조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4년 4

월에 양 노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외형적 통합11)을 결정하였다.

11) 통합규정 제정시 급진적인 통합보다는 각 노조의 규약을 가지고 일정기간



- 25 -

먼저 통합추진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

분이 바로 협의체 대표와 위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양 노조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협의체의 인원구성 비율이 틀려지면 의견조율에 소요되는 시간

이 많아지고 또 다른 분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교감을 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 대표는 양 노조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3 대 3 동수로 정하였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노조의 L

위원장의 임기는 최초 노조설립일인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였

는데 재선에 성공하여 2016년 9월까지였으며, 상생노조의 N위원장의 경

우 노조설립일인 2012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였다. 통합이 논의된 시

점에서는 이제 막 L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N위원

장은 임기가 2년 정도가 남은 상태였다. 따라서 위원장을 누구로 정할지

가 쉽지가 않았다. 초기에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양 위원장들의 노

조통합 의지가 확고하였고,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일단은 집행부의 분리운영과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노조통합 시점인 2014년 4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8일까지 3년간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조

합원들 판단으로 단일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통합규정을 제정하였다.

집행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논의시 양 노조가 기존에 운영하였던

방식대로 분리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할당

또한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집행부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가지 특별한 점은 통

합추진구성 이후 노조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노조통합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사무실에서 각 각의 업무를 보는 것

과는 달리 하나의 노조 사무실에 위원장실만 분리를 시켜놓고 양 노조의

집행부는 하나의 사무공간에서 같이 업무를 보았다. 양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노조 사무실의 통합운영을 제일 우

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양 노조 집행부가

운영후 2016년 1월에 회계통합을 거쳐 실질적인 통합하자고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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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조통합 추진과

정에서 있어서 이 점을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상급단체 결정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노조는 설립 당시 한국노총 공

공연맹에 가입을 했었고, 상생노조는 설립 당시에는 별도로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연맹에 가입을 하였다. 통

합논의 과정에서 양 노조 모두 상급단체 결정은 큰 쟁점사항이 아니였

다. 그 이유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안들에 비하면 큰 비

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며, 향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상급단체

를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단일화 하였다.

도로교통공단노조와 상생노조는 통합논의 당시 일시적 통합방식을 취하

지는 않았다. 먼저 외형상 통합을 통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후 최종적

인 화학적 통합을 위한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자고 상호간 합의하였

다. 하지만 외형적 통합은 2013년 10월 양 노조가 통합을 위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한 이후 노조통합이 이뤄진 2014년 4월까

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진행되었다. 이후 양 노조는 통합노조 규

약에 따라 기존 양 노조 자치권을 인정하여 양 위원장 체제를 그대로 유

지하고 각 각 별도의 회계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오다가 2016년 1월 20일

자로 회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은 노조통합을 이루었다.

4. 통합의 주요 원인 검토

1) 조합원수 추세

기관통합 이후 2011년말 도로교통공단노조 조합원수는 약 1,200명 이

었으며, 운전면허본부노조의 조합원수는 약 390명이었다. 2012년 2월 상

생노조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도로교통공단노조에서 350여명이 탈퇴한 후

운전면허본부노조와의 통합으로 상생노조의 조합원수는 840명이 되었다.

통합논의가 시작된 당시의 조합원수는 각 각 도로교통공단노조가 약



- 27 -

1,000명, 상생노조가 약 900명이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

단의 경우 노조설립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경찰청 소속이라는 조직분

위기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의해 노조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노조설립 이후 조합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12)된 정황 등

을 볼 때 노조 조직률에 대한 감소 변화는 없었다. 상생노조 또한 2012년

운전면허본부노조와의 통합이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노조통합의 이유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수 감소 추세는 없었다. 또한 노사관계자들도 노조통

합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원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 4-2> 양 노조 조합원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1,204명 914명 1,025명 1,145명

운전면허본부노동조합 386명
840명 914명 958명

상생노동조합 -

※ 출처 : 노조자료 재구성

2) 교섭권 문제

양 노조는 기관통합 초기인 2011년에는 개별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2011년 7월 1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본부

노조가 근로조건이 다름13)을 사유로 하여 서울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8월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또 한 번 기각되어 결국 도로교통공단노조가 과반노조로써 교섭대표노조

가 되었다. 비록 도로교통공단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써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2012년 교섭에서는 양 노조가 의견조율을 통해 상생노조의 요

12) 노조설립 한 달만에 약 860명의 조합원이 가입
13) 조합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단노조와는 근로조건이 다름을

사유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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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교섭이 이뤄어졌다. 2013년 10월에는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양 노조 교섭위원을 5 대 5 동수로 하여 공동교

섭대표단을 구성하였다. 비록 기관통합 초기에는 상생노조가 교섭권을

상실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으며, 2013년의 공동교섭대표

단 구성시 조합원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을 동수로 구

성한 것은 다수노조인 도로교통공단노조가 과반노조의 지위에 크게 연연

하지 않고 상대노조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사측에 대한 교섭력 제고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기관통합후 최초 교섭창구단

일화 이후부터는 교섭권을 둘러싼 큰 갈등은 없었으므로 교섭력이 저하

된 상황은 아니였으며, 오히려 공동교섭으로 교섭력이 증대되었다고 언

급하였다. 그리고 2013년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발표로 인해 양 노

조는 교섭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3) 위원장 의지

2013년 10월경 양 노조가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당

시 직렬 및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양 조합원의 대부분은

반발하였고, 지부장 및 대의원들도 양 노조에 대한 동질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반대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후폭풍에 대한 심

각성을 양 노조 위원장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는 지부장, 대의원,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

한 통합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시간면제시간 할당 등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노조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대 노조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 요구논리를 펼치

기 보다는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적 관점에서 분쟁

과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추진 과정을 이끌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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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내외 환경변화

도로교통공단노조와 상생노조가 최초로 통합을 논의한 당시 공단 내부

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었다. 하지

만 2013년 8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석상에서 “비정상적

인 관행의 정상화”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

시하였다.14) 공공기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공공노련, 공공운수 및 한국

노총, 민주노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과 유사한 공

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후 기획

재정부는 그해 12월 11일 언론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5)을 발표하였는

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배경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이를 정상화 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각 종 성명서를 쏟아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했

었다. 도로교통공단의 양 노조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추

진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양 노조 모두 공감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경

우 이미 2012년에 노조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었지

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사안이 결정적이 계기가 되어 노조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제 2 절 한국환경공단 사례

1. 통합기관 및 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기후·대기, 물·토양, 폐

14) 머니투데이(2013.8.20),「박근혜식 과거 청산, 대대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2.11),「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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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산업지원 등 환경 전 분야에서 국가의 환

경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종합환경서비스기관

이다.16) 한국환경공단도 도로교통공단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구)환경관리공단과

(구)환경자원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구)환경관리공단은 수

질개선 및 공공환경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단내에는

(구)환경관리공단노동조합(1996.7.8 설립)(아래에서는 환경공단노조라한

다.)이 존재했었는데 2007년 5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를 변경하고,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으로 정하였다. (구)한국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정책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사내

의 (구)한국환경자원공사노동조합은 최초 (구)한국자원재생공사노동조합

(1988.7.10)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2004년 7월 1일 부로 공사의 기관명

이 (구)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됨으로써 노동조합 명칭도 (구)한국환경

자원공사노조(아래에서는 자원공사노조라한다.)로 변경하였다. 상급단체

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이었으며, 조합원은 공사 업무특성상 대부분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주요 갈등 양상

한국환경공단의 기관통합 이후 노사간의 갈등 양상은 기관통합 이전부

터 예고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이 통합되기 1년전인 2009

년 초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조직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

였는데 용역결과 최종보고서에는 직급부여문제, 보수체계 및 재원부족문

제 해소 방안 등이 도출될 예정이었다.17) 하지만 용역기간은 5개월에 불

과하였으며, 수십년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양 기관의

현안 사항중 특히 직원들의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민감함 임금․승진에

대해 짧은 기간안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또

16)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kr/)
17) ㈜환경일보(2009.2.6),「한국환경공단 조직 밑그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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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통합에 따른 (구)환경자원공사의 주요사업인 영농폐기물 관련 사

업의 아웃소싱이 예견되어 있어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

기된 상태였다.

기관통합 이후 양 노조의 주요 갈등 사항중 하나는 직급체계 조정이었

다. 기관통합 이전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해 통일된 직급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을 운영해야 했는데 당

시 (구)환경자원공사는 5직급체계로 운영하였으며, (구)환경관리공단은 6

직급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과정에

서 양 노조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통합공단 출

범을 위한 설립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다. 직급조정

은 총 경력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을 선정하여 경력 및 개인능력 평가를

통해 이뤄졌는데, 직급조정 대상 140여명 중 70%에 해당하는 97명에 대

해 1직급 하향조정이 이루어 졌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직급 체계를 운영

하고 있었던 (구)환경자원공사 직원들이었다.

<표 4-3> 직급조정 결과

구분 직급조정인원 비고

합계 97명
(구)환경자원공사 : 94명

(구)환경관리공단 : 3명

1급 3명
(구)환경자원공사 : 2명
(구)환경관리공단 : 1명

2급 10명 (구)환경자원공사 : 10명

3급 28명 (구)환경자원공사 : 28명

4급 56명
(구)환경자원공사 : 54명
(구)환경관리공단 : 2명

※ 출처 : 김상석(2015),「통합 공공기관의 조직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

이와 관련해서는 (구)환경관리공단은 신입사원이 6급부터 시작하고

(구)환경자원공사는 5급부터 시작했다. 또한 승진소요 기간도 (구)환경관

리공단이 더 길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급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구)환경

자원공사 출신 직원의 직급강등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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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해 자원공사노조의 반대는 극심했으며, 출신별 직원들간의 갈

등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또 다른 갈등 사항중 하나는 보수체계 일원화였다. 직급체계는 경력

재산정후 직급강등을 통해 조정은 하였지만 보수체계는 여전히 이원화

되어 있어서 기관통합 후 동일직급이라고 하더라고 급여 수준이 달라 문

제가 발생하였다. 사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통합에 대해 환경공단

노조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통합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공사노조에서는 인건비 등의 상승과 경쟁

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통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당시에는 통

합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발주한

통합관련 용역과정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

고 짧은 용역기간안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기관이 통합된 것이 화근이라고 전했다.

결국 기관통합 이후에도 예전에 적용받던 임금테이블을 그대로 적용함

으로써 (구)환경관리공단의 평균임금은 49백만원, (구)환경자원공사의 평

균임금은 39백만원으로 약 20%의 격차가 나타났다.18) 이에 따라 통합공

단 신입직원의 임금이 (구)환경관리공단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구)환

경자원공사의 3년차 직원보다 많이 받는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 IMF 당시 (구)환공관

리공단측은 운영직 일부가 퇴직을 하였지만, (구)환경자원공사에서는 인

력구조조정 대신에 임금을 반납하더라도 기존의 운영직을 그대로 안고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결과라고 노조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보수체계 일원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

어 오다가, 2011년말 총인건비(5.5%)의 범위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에 따라 출신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고 또한 간부직(2급이상) 및 (구)

환경관리공단 직원의 추가분담으로 (구)환경자원공사 3급이하 일반직 직

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임금격차가 약 4%정도(약 20% → 16%) 해소되었

18)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11.12.29),「한국환경공단, 노사 양보로 임금협약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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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격차는 존재했었고, 이후 양 노조위원장의 대외

노력으로 20억의 임금격차 해소재원을 배정받아 2013년에 임금체계를 일

원화하였다. 19)

<표 4-4> 임금격차 해소 결과

구분 (구)환경관리공단 (구)환경자원공사 격차

평균임금수준
(`10년 Alio 기준)

49,218천원
(100%)

39,201천원
(80%)

10,017천원
(20%)

처우
개선비
차등

1인당
평균
인상액

2,077천원 3,341천원 -

조정후 임금수준
51,295천원
(100%)

42,542천원
(83%, 전체
감3%)

8,753천원
*3∼6급의 경우
84% 수준 해소
(감4%)

마지막 대표적 갈등 사항은 구조조정 문제였다. MB정부의 ‘공공기관 선

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배경이 기능조정과 통폐합을 통한 공공기관의 경

영효율성의 제고였기 때문에 통합기관에서는 기능조정 내용에 따라 각

기관 인력조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의 경우에는 (구)환경자원공사가 담당하던 영농폐기물 관련사업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전체인원 2,165명중 350명(△16.2%)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2010년 1월초 양 기관 통합이후 자원공사노조는 “정부가 일

방적으로 환경자원공사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한다”고 주장하

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등 저지투쟁에 나섰

다.20) 결국 2010년 영농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해 자연감소 인원 등을 활

용하여 163명의 정원감축을 시행하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직원들

19)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2011.12.29),「한국환경공단, 노사 양보로 임금협약

극적 타결」
20) 매일노동뉴스(2010.1.6),「환경자원공사노조, 천막농성 릴레이집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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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노

조의 공동대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원래 영농

폐기물 관련 사업은 (구)환경자원공사에서 담당하던 주요사업이었으며,

기능직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기관통합 이후에도 기관별 교차 근

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

공사노조에 비해 일반직이 조합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공단노

조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이슈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후 2011년에 다시

한 번 영농폐기물 처리관련 민영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 대상

이 (구)환경자원공사 출신 직원이였다. 2011년 말까지 169명의 정원감축

이 예상되었으며, 자원공사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결국 퇴직자의

전직 등을 통해 관련 업무의 민간이양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에는 환공

공단노조에서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고용안정위원회의 구

성방안 등 교섭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21)

3. 통합추진 경과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는 다른 통합기관의 노조통합 사례와 같이 단일 노

조로의 통합은 아니며, 소산별 노조인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각기

다른 지부로 가입한 형태이다. 이에 대해 유병홍(2015)은 산별형식의 하

나의 노조에 각 각의 지부형태로써 같은 노선을 걸으며 함께 교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노조통합으로 볼 수 있으며, 복수노조가

다양한 형태로 노조통합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이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도 산별전환에 대해 노조통합의 가시적인 진전이 있

었다22)고 평가하였으며, 노조측도 환노연의 산별전환을 “낮은 단계의 노

조통합”이라고 해석23)하였다.

2010년 기관통합전 환경공단노조가 자원공사노조와 노조통합에 대한 논

의를 제안하였지만, 자원공사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환경공단노조의

21) 김상석(2015),「통합 공공기관의 조직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연구」
22) 기획재정부(2012),「정부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3) 환경노보 제24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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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며, 자원공사노조의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으로 상

급단체가 서로 달랐으며, 당시 조합원수가 자원공사노조가 700여명, 환경

공단노조 조합원수가 800여명으로 조합원수도 비슷했으며, 자원공사 노

조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기능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합노조가 출

범하면 기능직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힘들거라 판단을 하였다고 말

했다. 이에 따라 통합논의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 후 2012년 8월부터 환노연(환경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 소속의

4개의 노동조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환경공단노조, 자원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에 의해 산별노조로의 전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환노연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협의체로서 환경관련 현안사

항과 환경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정부·국회 협의 등을 수행해

왔었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연봉제 등 노사관계 지배개입, 예산배정을

통한 산하기관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대정부·대국회에 대해 교섭력을 확

보하고, 환경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수준 개선을 위해 단순한 협의

체의 개념을 뛰어넘어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산별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중 환경공단노조

의 주요현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등 주요사업의 민영화 확대에 대한 대

응이었으며, 자원공사노조는 공단내에서의 임금격차 해소와 교섭권 관련

(대표교섭권 상실) 문제였다.

2013년 1월초 양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직형태의

변경(산별전환)과 산별노조 규약의 제정에 대한 의결사항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지만, 상급단체 결정(민주노총 공공운수/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보류24)되었다. 환경부유관기관노조가 출범하기 이

전 환경공단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의 한국환경공단지부였으며, 자원

공사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소속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해당 상급단

체를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급단체의 결정은 두 기관만의

24) 상급단체는 4개의 노조중 조직형태 변경이 가결된 단위노조 투표자수 합계

의 2/3이상 찬성여부에 따라 결정(한국노총/민주노총)하기로 하였는데 수도권매

립지노조를 제외한 3개 단위노조중 구)환경관리공단노조의 민주노총 결정의 영

향으로 인해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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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환노연(환경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의 산별건설 추진

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 및 재정문제와 더불어 주요 쟁점사항중 하나였

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공사노조를 제외한 조직형태 변경이 가결된 3개의

노조를 대상으로 상급단체 결정이 유예된 상태에서 2013년 4월 3일 환경

부유관기관노동조합이 출범을 하였고, 상급단체는 이후 2013년 9월에 최

종적으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결정되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짧은 기간내에

1차적으로 환경부유관기관노조의 각 각 지부형태로 낮은 의미의 통합이

실현되었다. 이제 지부통합이라는 실질적인 통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양 노조의 공식적인 노조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노조관계자는 “공

단 통합 초기에 비해 갈등양상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공동교섭 등을 통

해 노노간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기관 통합 5년차로

직원들간의 정서적 교류도 많이 이뤄진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설득 과정을 포함해서 차차 준비할게 많은 것 같다”

라고 언급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환경공단노조의 설문에 따르며, 노조

통합 시기에 대해 조합원의 30% 정도가 2∼3년이내가 적절하다고 답변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점진적인 통합방식

을 예상할 수 있다.

4. 통합의 주요 원인 검토

1) 조합원수 추세

양 기관의 통합당시 환경공단노조의 조합원수는 880여명이었으며, 자

원공사노조의 조합원수는 약 720명으로 힘의 균형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공단노조 조합원수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반면 자원공사노조 조합원은 그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

세였다. 그 이유는 양 기관의 상이한 보수체계 때문이었는데, 기관 통합

이후 신입직원들은 (구)환경관리공단의 임금테이블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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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대부분의 신입직원들은 환경공단노조의 가입으로 이어졌다.

양 노조에서는 신입사원 유치 과정에서 특별한 갈등은 없었으며, 되도록

신입사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 노조 모두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조합원의 감소로 현격한 조직률 저하는 전혀 없으며, 결

국 노조통합에 있어서 조합원수 감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

하였다.

<표 4-5> 양 노조 조합원수 현황

구분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환경공단노조 880명 922명 1,100명 1,095명

자원공사노조 720명 657명 554명 521명

※ 출처 : 노조자료 재구성

2) 교섭권 문제

복수노조 상황에서 양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있어서는 노조통합을

고려할 만큼 큰 문제는 없었다. 먼저 교섭력의 근저가 되는 조합원수에

있어서는 기관통합 당시에는 조합원수 차이가 크게 없었고, 3년 이후에

는 환경공단노조의 조합원수가 자원공사노조 조합원수의 2배정도 많았지

만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도 공동교섭위원 구성을 통한 자율적교섭창

구단일화 방식을 채택하여 다소노조인 환경공단노조와 자원공사노조가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측에서의 노조

간의 차별적 대우를 통한 지배개입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노

조가 상급단체를 달리 한다고 하여 노노간 갈등이 일어나 교섭력이 저하

된 상황도 아니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양 노조는 환노연 소속으

로, 환노연은 대정부ㆍ국회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정부의 예

산상의 통제, 관련 사업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고용안정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환경부 및 기재부 등 대정부를 상대로 조직적 연대

를 통해 교섭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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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 의지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는 환경유부관기관노조라는 소산별 노조의 가입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통합을 실현하였지만, 산별전환은 양 노조 위원장

의 의지보다는 소속 단위기관 노조위원장들의 전체적인 결의가 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에 있어서 소산별 노조의 지

부형태의 가입을 “낮은 의미의 노조통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기

관통합 이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노노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으므로 여기

에 기여한 양 노조의 위원장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환경

공단노조의 C위원장은 기관통합 이전부터 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었는

데, 때로는 공단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대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자원공사노조의 영농폐기물수거업무 민영화와 관련

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교섭대표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고용안정위원회 구

성 등을 제의하며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자원공사노조의 기

관통합 당시의 J위원장 이후 선출된 L위원장은 전직 위원장과는 달리

환경공단노조와 대립·갈등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양 위원장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임

금격차 해소를 위해 20억원의 외부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자원공사의 L

위원장이 먼저 상대노조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양 위원장의 전방위

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보수수준 일원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에는 공단 통합이후 처음으로 양 노

조의 창립기념식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노노관계의 개선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산별 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노조관계

자의 말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환경공단노조와 한국노총의

자원공사노조의 소산별 노조 가입이 양대노총의 만남으로 화합의 상징으

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별노조 가입과 관계없이 양 위원

장님의 노력으로 양 노조간의 관계가 많이 진전된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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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내외 환경변화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는 기관 자체의 내부적 문제보다는 우선 환경부유

관기관이라는 소산별 노조의 출범배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당시

환경부유관기관노조의 출범배경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환경기관 종사

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수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280여개 공공기관 중 거의 하위

수준이었으며, 또한 당시의 단위노조별 주요 쟁점사항들은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민영화 등으로 고용안정과 직결된 사항들이었다. 환경부유

관기관노조의 각 단위노조별 주요현안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공단노

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등 고유목적사업의 민영화 확대에 대

한 대응,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는 정권교체 시기마다 거론되는 기관 통

폐합의 대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는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계획

반대 등이었다.25) 그 밖에도 기재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일방적 지침과

지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실상 지배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대정부·대국회 교섭력 및 투쟁력 강화

를 위해 환경부유관기관이라는 소산별노조가 출범하게 되었다.

제 3 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

1. 통합기관 및 노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

사가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

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주거복지사업 및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6) 한국토지주택

25) 환노연 내부 교육자료 : 환노연 산별건설 제대로 이해하기(2012.10)
26) 한국토주지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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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환경공단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대책으로 인해 기관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로 통합 이전에 각

각의 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과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이 존재했

었다.

먼저 대한주택공사노동조합은 기관통합 이후 노조명을 한국토지주택공

사노동조합(아래에서는 H노조라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노조설립일은 1987년

8월 8일로 약 3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은 2,895명으

로 다수노조이며, 과거 주요업무였던 주택사업 특성상의 이유로 다양한

직렬27)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급단체는 공공연맹, 한국노총 소

속으로 H노조 위원장은 공공연맹내 임원(수석부위원장,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공공연맹내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또한 기관통합 이후 노조명을 LH노동조합(아래

에서는 L노조라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노조설립일은 H노조 설립일과 비

슷한 1987년 10월 24일이며, 현재 조합원은 1,846명으로 LH내에서 H노

조 다음으로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노조이다. 상급단체는 공공노련, 한국

노총 소속으로 L노조 위원장은 과거 공기업연맹 위원장 및 공공노련 공

동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공공노련내에 상임부위원장으로 상급단체에

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이후 생겨난 LH통합노동조합은 2012년 입사자28)들로 구성

되어 있다. 2012년 신입사원들의 입사 이후 H노조와 L노조는 비공식

적29)으로 신입사원 유치를 위해 힘써왔으나 일부 직원만이 L, H노조에

가입을 하였다. 그 이후 2015년 8월에 LH 1,2기로 구성된 LH의 제3노조

인 LH통합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LH통합노조 위원장은 H노조와 L노

27)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화공, 전산 등 다양한 직렬구성으로 인해 승진

T/O배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28) 주공 및 토공은 기관 통합전인 2007년에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이 입사했으

며, 2012년 입사자들은 LH통합 이후 최초 입사자들로 상징성이 크다.
29) 노조가입에 대해 신입사원 자율에 맡기고 어떠한 유치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회식자리, 메일발송 및 회유 등을 통한 조합원 유치경쟁이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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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화학적으로 통합이 안되고 있으니까 신입사원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30) 현재 조합원수는 243명이며, 상급단

체는 미정이다.

2. 주요 갈등양상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이 나왔을 당시 기관통합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먼저 H노조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

었다. 당시 H노조에서는 양 기관의 중복업무 영역 및 불필요한 경쟁으

로 인한 간접비용의 지출이 상당하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반해 L노조는 주택공사와

의 통합은 부채 100조원이 넘는 거대 부실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

하며 통합에 결사반대 하였다. 인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H노조는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주장한 반면, L노조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양 노조 주장은 주요 일간지 전면광고 및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전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H노조가 L노조를 광고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를 정도로 갈등 관계가 극심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이후 초기 몇 년간의 노노관계의 주요쟁점 사항

은 승진 인사로 대표될 수 있다. 통합당시 양 기관의 1∼5급까지는 동일

한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직급별 인원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이후 각 출신별 1급, 2급 및 3급의 승진 T/O배

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H노조에서는 통합당시 현원기준으

로 승진 T/O를 배분하자고 하였으며, L노조에서는 통합당시 정원기준으

로 T/O를 배분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정해진 승진 T/O에 대해

각자가 주장하는 승진 T/O기준이 적용되어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

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였다. 또한 출신별 승진 T/O가 배분이 되면 이를

다시 다양한 직렬별로 재배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물

론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 노조 입장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할 수

30) 에너지경제(2015.9.17),「LH 제3노조 출범…경영진 관리 조정능력‘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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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은 통합전부터 특정 직렬의 승

진적체가 불만사항으로 제기되어 오다보니, 1차적으로 출신별 승진 T/O

를 더 많이 가져와야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결국 양 노조가 협의하여 2012년초 인사에서는 1급은 통합당시 정원

을 기준으로, 2 3급은 통합당시 정원과 현원의 평균에 따라 승진을 시행

하였지만, 2012년 하반기 인사에서는 H노조가 승진적체를 사유로 다시

현원을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주장하여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사측에

서는 ‘승진인사 무산’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에 대

해서 노조관계자는 정부가 기관통합 당시 양 조직간 인사 직렬 차이로

인한 갈등을 정리하지 않고 통합을 밀어붙여 터진 사태라고 주장하였

다.31)

승진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출신간 혼합 교차배치 문제였다.

통합 이후 조직융화를 목적으로 CEO가 출신간 화학적 통합을 위해 혼

합 교차배치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

아 양 노조간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당시 양 기관

의 중복업무 수행이 통합의 배경으로 작용되었지만, 통합전 (구)한국토지

공사는 택지개발업무가, (구)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업무가 주요 사업이

었다. 따라서 통합 이후에도 각 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출

신의 인사가 특정부서에 다수가 배치되어 있다보니, 부서내에 소수의 다

른 출신 직원들과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 .

현재 출신간 혼합 교차배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균형적인 인

사배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신간 승진T/O 배분문

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통합T/O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 노조가

평상시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승진인사철에는 다시 한 번 대

립적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31) 매일노동뉴스(2013.1.2),「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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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논의 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도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과 마찬가지

로 노조통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였다. 먼저 기관통합

이듬해인 2010년 말 H노조에서 양 노동조합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

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노조통합의 필요성과

공동위원장체제 출범선언을 사측에 입장전달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L

노조와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된 내용이었다.

2011년 H노조위원장 선거의 공보물에서도 모든 후보가 노조통합에 대해

서 언급을 하였지만 이는 다수노조인 H노조의 주도적 노노관계를 통한

노조통합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이후 H노조에서 몇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노조통합 로드맵 수립 등을 건의

하며, 노조통합을 정식으로 제안하였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양 노조는 다수노조의 지위를 통한 교섭권 확보와 앞서 언

급되었던 출신간 승진 T/O 배분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양

노조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이 반영된 성명서 게재를 통한 선

명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같은 부서내에 근

무하는 출신이 다른 조합원들간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므로, 노

조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였다.

양 노조간의 갈등적 관계는 2013년 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된 취

업규칙 변경에 대해 9개월간 양 노조의 공동투쟁을 통해 노노간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2014년 말 H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노조위

원장이 교체 되었지만, 2015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단계인 임금피크

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양 노조는 공동투쟁을 전개해 오다가

2015년 8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양 노조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통합을 실천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3월 H노조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

로자 과반노조의 부재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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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노동조합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기관

통합 초기에 H노조에서 노조통합을 주장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었다. 양 노조는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6년 4월 L노조에

서 노조 규약중 노조 중복가입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H노조로의 중복가

입을 통해 근로자 과반노조를 성립시켰으며, 기존의 L, H조합원으로 구

성된 LH내의 제4노조인 LH 연합노조를 설립하였다.

4. 통합의 주요 원인 검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통합이 진행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비교분석

을 위해 통합의 주요 원인으로 선정된 4가지 잠정적 독립변인에 대한 현

황 파악을 하고자 한다.

1) 조합원수 추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5년간의 조합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2년 H노조 조합원수는 약 3,200명이었으며, L노조 조합원수는 2,100

여명이었다. 2012년 LH 1기 신입사원들이 입사하였지만 어느 노조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 노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신입사원 유치

를 위해 힘써왔지만 신입사원들은 통합공사 출신으로 (구)대한주택공사

및 (구)한국토지공사 중 어느 하나의 출신으로 구성된 노조에 가입하기

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부 신입사원들이 양 노조에 가입을 했지만

이러한 조합원수 현황은 2015년 신입사원들로 구성된 LH통합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이어졌왔다. L,H 양 노조의 조합원수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이후 다소 감

소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LH통합노조의 조합원수를 포함한 총 조합원

수는 약 5,000여명으로 5년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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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양 노조 조합원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H노조)

3,274명 3,105명 3,069명 2,895명

LH노동조합
(L노조)

2,107명 1,926명 1,902명 1,846명

LH통합노동조합 - - - 243명

※ 출처 : 노조자료 재구성

2) 교섭권 문제

기관통합 이후 최초에는 양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2012년

자율적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교섭대표 인원수 배

분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H노조 교섭위원이 7명, L노조 교섭위원 5명

이었다. 2012년 자율적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공동대표교섭 지위기간은

2014년까지 이어졌으나, H노조의 집행부 교체 이후 자율적교섭창구단일

화가 노노간의 협상결렬로 인해 개별교섭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2016년 현재까지 개별교섭 상황이 이어오고 있다.

사측과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내부적 교섭에 있어서는 양 노조가 공동교

섭을 진행해 오다가 개별교섭으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교섭력이 저하됐다

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개별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양 노조와

각 각 협의를 하고 이를 다시 조율해야 하므로, 양 노조 입장에서도 교

섭기간과 교섭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양 노조의 조합원수는 약 3,000

명 대 2,000명으로 수치적으로만 봤을때에는 적은 인원이 아니므로 대한

상의인력개발사업단의 노조통합 사례32)와 같이 조합원수의 현격한 차이

로 인해 소수노조에서 형식적인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

32) 유병홍(2015),「복수노조 통합 사례 연구: 사업장단위 노조의 대응과 상급단

체의 전략부재」, 산업노동연구 21권 2호, pp.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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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측의 차별적 교섭으로 인한 지배개입 정황이 나타나게 될 경우, 노

노사관계가 극단적 대립관계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만경영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공공기관 1,2단계 정상화 대책 추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교섭진행

시 양 노조의 근로자 과반노조 부재로 인해, 사측에서 직원 개별동의 절

차를 추진함에 따라 심각한 교섭력 저하를 인식하고, 교섭력 강화의 필

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3) 위원장 의지

기관통합 이후 H노조에서 몇 차례 노조통합을 거론하였지만, 당시 양

노조는 직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부갈등으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

으며, 직원들의 정서 또한 노조통합의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 더욱

이 노조통합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상대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2012년 초 양 노조는 복수노조체제하에서

노조간 실무협의체인 ‘LH상생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이슈

에 대해 합리적 협의안 마련 등을 통해 양 노조간 갈등요인에 관해 선제

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33) 또한 그 해 자율적교섭창구단

일화를 통해 공동교섭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에 대한 공동투쟁으로 양 노조간 관계가 통합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개

선이 되었다. 여기에는 분명 양 노조위원장의 협력적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4년말 H노조의 집

행부 교체 이후 양 노조는 자율적교섭창구단일화 결렬로 다시 개별교섭

상황에 놓였으며,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근로자 과반노조 지

위 확보를 위한 LH 연합노조를 구성하였지만, 양 노조간 노조통합에 대

한 실천적 방안이 별도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33) 헤럴드경제(2012.4.17),「LH, 공기업 최초로 복수노조간 상생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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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내외 환경변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일환

으로 조직이 통합된 사례이다. 기관통합 초기에는 사업구조 개편 및 재

무구조 조정이 주요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노동조

합의 조직적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만큼 큰 대외적 환경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했었어야 했는데, 당시 한국토지주택

공사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취업규칙 변경시 근

로자 과반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개별동

의서 징구절차를 추진하였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

다. 이후 2015년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단계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측에서 근로자 개별동의서 징구절차를 시행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

다. 그리고 2016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변경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 노조에서는 이를 저지

하기 위해 LH 연합노조의 설립으로 근로자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하였

다. 이렇듯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도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조합 통합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 4 절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을 통한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을 활용하여 현재 복수노조 체제하에 있

는 공공기관중 노조통합 기관과 노조 미통합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비교사례인 각 기관에 대해 4개의 잠정적 독립변수로 설정된 ‘조합원

수 추세, 교섭권 문제, 위원장의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의 비교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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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즉, 복수노조체제하의 공공기관에 있어

노조통합에 미치는 요인들중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를 곧 노조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수 추세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큰 감소추세가 없다는 공통

점이 발견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기관통합전 도로교통공단노조의

조합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상생노조의 설립후 운전면허본부노

조와의 통합으로 도로교통공단노조의 조합원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기

관 전체적인 조합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도 기관통합전 양 노조의 조합원수가 유사하게 출발하였다가 환경공단노

조는 신입사원의 꾸준한 가입으로 조합원수가 늘었고, 반대로 자원공사

노조의 조합원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같이 조직보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도 통합초기부터 H노조의 조합원수와 L노조 조합원수가 일정한

비율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 LH통합노조가 설립됐는데 이는 기존

의 양 노조에 미가입했던 신입직원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양 노조전체

조합원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교섭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3개 기관 모두 교섭권 강화의 필요성

을 느끼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대응과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양 노조 공동대응을 통한 교섭권 강화의 필요성

을 느꼈고,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도 소산별노조 설립을 통해 조직적 차원

에서 환경부나, 기재부등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경우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노

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측이 근로자 개별동의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교

섭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교섭권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LH연합노조

를 설립하여 과거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하였다.

셋째, 대내외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3개 기관 모두 정부정책의 개입으

로 통합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경

우는 본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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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술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외형적인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경우도 민영화 추진 등 기관별 주요 사안에 대해 환노연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형태의 연합을 이루었다. 또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저지투쟁을 위해 LH연

합노조 설립이라는 수단을 취하게 되었다.

넷째, 노조통합을 위한 위원장의 의지에 있어서는 각 사례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은 노조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일부 지부장과 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통합추진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신속한 의견조율과 또 다른 분쟁거리를 방지하기 위해

양 노조의 조합원수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수노조의 지위를 포기

하고 협의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

서도 양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위원

장 체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무엇보다 노조사무실 통합운영을 통해

노조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환노

연 차원에서 산별노조를 추진하여 노조통합에 대한 위원장의 직접적인

추진의지를 찾기는 어려우나, 기관통합 초기에 비해 산별노조 추진시점

에서는 양 노조가 아주 협력적인 관계로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노사 양쪽 모두 이를 ‘낮은 의미의 통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먼저, 환경

공단노조에서는 자원공사노조에서 영농폐기물수거업무 민영화 사안이 발

생하였을 때 교섭대표노조의 위원장으로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제의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공사노조의 L위원장은 전직

위원장과 달리 대립과 갈등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

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상

대노조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고 양 위원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외부재원

20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에는 양 노조의 창립기념식을

함께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노조통합에 대해 이렇다 할 실천적 추진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물

론 LH연합노조를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과거에 비해 노노관계에 많은



- 50 -

진전이 있었다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사측의 근로자 개별동의 절차 추

진을 저지하기 위한 절차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 뿐, 이것을 노조통합

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로 무게를 싣기는 어렵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대내외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모든 기관에서 사례간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원장의

의지’는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사성이 나타났지만,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상이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개의 기관에서

상이성이 나타내고 있는 ‘위원장의 의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4개의 잠정적 독립변수인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위원장의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 가운데 ‘위원장의 의지’만이 사례간 상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위의 서술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최대유사체계분석안을 통한 비교분석 결과

구분
도로
교통공단

한국
환경공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분석
결과

조합원수
추세

○ ○ ○ 사례간
유사성큰 변화 없음 큰 변화 없음 큰 변화 없음

교섭권
문제

○ ○ ○
사례간
유사성교섭권 강화

추진 필요
대외교섭권 강화
추진 필요

교섭권 강화
추진 필요

위원장
의지

○ ○ ×
사례간
상이성협력적 관계 모색,

(강력한 추진의지)
협력적 관계 모색
(적극적 의지)

절차상 협력관계
유지

대내외
환경변화

○ ○ ○
사례간
유사성정부정책 영향

(공공기관정상화대책)
정부정책 영향
(민영화 등)

정부정책 영향
(공공기관정상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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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복수노조체제하에 있는 공공기관중 노조통합 사례와 노조 미

통합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합원수 추세, 교섭권 문제, 위원장의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 등 총 4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비교분

석을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통합은 위원장의 노조통합을 위한 실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밝혀졌다. 법률적34) 으로 조직의 합병 및 해산은 조합원 총회

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복

수노조 유지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고, 교섭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노

조집행부이며, 결정권자는 1차적으로 리더인 위원장이다. 이후 조합원에

대한 설득과정 및 설문조사를 거쳐 조합원들의 절차적 동의를 얻게 된

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조통합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리더인 위원

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는 특정집단의 기

득권이 고착화되기 이전, 빠른 시일내에 노조통합이 추진된 점도 있지만,

양 위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일부 집행부와 조합

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였으며, 위원장의 잔여임기 기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더욱

이 다수노조인 도로교통공단노조에서는 노조통합 추진협의체 구성에 있

어서도 조합원수에 상관없이 양 노조 동수로 구성하였으며, 근로시간면

제시간 할당에 있어서도 과감한 양보를 보였다.

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 합

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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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에서도 기관통합 이후 교체된 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공단노조와 갈등관계로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음을 판단하

고 소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유치전으로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

았으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재원 마련을 위해 먼저 공단노조 위

원장에서 손을 내밀었다. 공단노조에서도 자원공사노조가 소수노조임에

도 불구하고 다수노조 지위를 과감히 포기하고 공동교섭위원 구성을 통

한 합리적 교섭안을 마련하는 등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적 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둘째, 노조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양 노조간의 주요 갈등양상이 우선

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 노조의 주요 갈등양상의 본질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승진, 고용안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나, 노조통합을 위한 실천적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양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

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임금격차 문제를 양 노조위원장의 적극적 대외활

동으로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

단의 통합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주요 갈등양상의 해소 이후,

노조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셋째, 실질적인 노조통합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윤정향(2014)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

조통합 추진 사례에서 정부의 공공부문의 개입에 대한 사측과 정부에 대

한 대응력 부재를 노조통합의 외부적 요인으로, 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

에 따른 위기를 노조통합의 내부적 요인으로 지적했듯이, 도로교통공단

과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공공기관 민영

화 추진 등 대내외 환경변화가 우선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른 교

섭권 강화의 필요성 느끼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위원장의 통합추진 노

력 및 의지로 인해 노조통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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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의 함의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통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가 일반

적으로 진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노조통합에 미치는

잠정적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노조통합 기관과 노조 미통합 기관과

의 비교분석을 통해 노조통합의 이유를 밝혀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노조통합 기관과 노조 미통합 기관과의 요인별 비교분석을 통해 두

비교집단의 요인별 유사성과 상이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둘째, 정부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해야 될 경우라면 향후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 모

두에서 기관통합 이전부터 주요 갈등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직급체계,

보수체계 및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함으

로써 조직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것이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직원간의 갈등유발 및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

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진정한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

요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조통합을 위해서는 노조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노조위원장은 노조통합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다양한 내부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노조집행부내에서 나

타날 수도 있지만, 조합원중 기득권을 가진 특정집단이 노조통합을 가로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명분과 조직유지의 편익상,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살펴보면 분명 노조통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노조통합으로 인해 특정집단이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마주하게 되므로, 그만큼 저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조통

합을 통한 진정한 조직발전을 위해서라면 조합원들의 의식 제고가 반드

시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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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에서는 각 기관별 웹사이

트, 노조 홈페이지, 신문보도 자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대한 객관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각 기관별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슈가 된 시점

이외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비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까지 확보하여 분석하는데는 제한적이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노조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노

조위원장의 의지임을 밝혔지만, 노조위원장이 노조통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주변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의

노조통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합되어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노조통합이 추진된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였으나,

2011년 7월에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련 제도가 정착된지 오래

되지 않아 연구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일반적인 공공기관 복수노조

의 통합요인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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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ntegration of

multiple public sector unions

-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Road

Traffic Authorit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Kim, K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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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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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decisively to union Factors

integr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trade union

organizations integrate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of

the public sector under the multiple union system. The main factors

which members can trends affecting in union integration initiative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collective bargaining issu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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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Chairman to potential independent variables and union integration firm

Traffic Authorit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nd it inside the

system utilizes maximum likelihood analysis on the US labor

integration firm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can be compared to membership trends, collective

bargaining issu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ll three institutions similarity has been found, this heterogeneity was

found only in the will of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chairman. Therefore, we analyz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will

of the Chairman of the heterogeneity seen in each case between the

trade union integration.

In addition, the conclusion derived by comparing the abov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willingness of the Chairman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promoting union integration. Second, it is that prior to

integrated propulsion union resolve a major conflict between the two

aspects should precede the union. Third, substantial labor integration

was confirmed that it does not occur in any one factor. In addition,

in the following integ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and requires cautious approach, such as to prevent

possible conflicts occur after integrated pre-order stability of the

organization, such as laying down a vested interest for the

development of true organization through the union integrated

members the raising of awareness will be supported.

Key words: multiple unions,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labor integration, through the Taoist Corporation,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School times: 2015-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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