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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비정

상화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작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

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 등 총력투쟁으

로 맞섰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직적인 보

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 주된 방향을 공공부문의 내

부노동시장 개혁에 둔 것이다.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도 있었으나 약 4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를 통해 불법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

법 논란 등이 발생하였고, 노사갈등은 더욱 팽배해졌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독립변수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고, 본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파업 및 노사갈등 발

생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매우 갈등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만, 갈등의 최고봉인 파업에 대해서는 의외로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계량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사업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에

서는 파업 및 노사갈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파업만

을 종속변수로 할 생각이었으나, 공공부문의 파업관측치가 15개밖

에 되지 않아 종속변수에 노사갈등을 추가하였다.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

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의 특

성 중 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

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공공부문에서 파업발생을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으로 결정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선진노사문화를 공고히 구축하길 바

라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활용된 패널데이

터가 포함하고 있는 노사갈등 관측치가 50개로 상당히 적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화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주요어 : 공공부문, 파업, 노사갈등, 민주노총, 정보의 비대칭성

학 번 : 2016-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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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계량 분석, 심

층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사업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결정요인을 분쟁 특성, 환경 요

인, 행위자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누고, 각각의 요인들이 파업 및 노사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뒤늦게나마 성장을 꿈꿔왔던 노동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침체기에 들어섰다.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함께 강요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노동시장 구조

의 악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을 와해하고 운동역량을 축소시

켜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를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1998년에서 2007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치를 “상대적으로

확대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이라는 모순적 상황”으로 특징지

을 수 있다면,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치는 아주 거칠고 노골적인

친자본주의적 노동 배제의 정치였다. 특히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를 강행함으로써 현장 조직역량과 상급단체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켰

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치는 이명박 정권이 남겨놓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노동 배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공공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 2 -

특히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 공공부문 노동조

합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 등 총력투쟁

으로 맞섰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직적인 보수체

계 개편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 주된 방향을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안정성을 뿌리로 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내부노동시장 개혁에 둔 것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

였고, 노동조합은 저항 전략으로 맞섰다.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한 공공기관들도 있었으나 약 4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법 논란 등

이 발생하였고, 노사갈등은 더욱 팽배해졌다.1)

역대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공기업 내부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 시민

의 의견과 주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권의 정책방향과 정부의 주

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극심한 노사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채, 뚜렷한 성과 없는 미완의 개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이미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예견된 현상이었다. 1998년 조폐공사와 부산지하철 파업, 1999년 서울지

하철과 방송공사의 파업, 2000년 사회보험과 한국전력의 파업, 2001년 서

울대병원 파업, 2002년 철도와 발전 파업,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의

1) 48개 기관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

인고용공단, 관광공사,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연금, 콘텐츠진흥원,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비자원, 청소년활동진흥

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에너지

공단, 전기안전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승강기안전

공단, 노광표(2017), “공공부문 노사관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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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8일간의 파업이 있었다. 또한 2003년 철도파업, 2012년 4대 사

회보험 노동조합 연대 파업(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2013년 철도 파업, 2014년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

대책위원회 연대 파업, 2016년 한국노총 공공연맹 파업 등에서 보듯이

공공부문은 더 이상 안정적 노사관계의 대명사가 아니다.

그러나 파업의 발생빈도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파업은 1987년을 정점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 위기를 겪으며 잠깐 반등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업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참여자 수나 분규지속기간은 크게 줄어들

지 않는 현상 또한 발견된다. 이는 전체적인 파업 발생은 줄어들었으나,

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파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오히려 증가했음

을 의미한다. 즉 나라 수준에서의 파업감소가 반드시 노사관계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서의 임․단협 및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정

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서는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각 공공부문에 시달하여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인원감축을 요구함으로서 해당 근

로자들로 하여금 고용불안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노사관계의 경색을 이

끌었다.

정부는 국가의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기초로

혹은 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는 노사관계 역시 정부의 영

향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장은 국가의 예

산에 관련되는 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구속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고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단체교섭에

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어 왔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용

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노사 간에는 우회적인 방법이나 이면계약과 같은 비공식

적인 이행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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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규를 산정하는 기준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

사 분규 통계는 노사 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며, 이 통

계 수치는 지방노동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보고하는 노동동향(일일보고)

와 근로손실일수(주단위 보고)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보고통계이다. 이때

각각의 통계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우선 노사 분규 발생

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

해 노동조합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산정된다.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인

부분파업 등의 경우, 혹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의 경우는

노사 분규 발생건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근로손실일수는 앞의

노사 분규 발생건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 [파업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을 1일 단위로 파악 및 합

산하여 구해진다.

그러나 노사 분규 건수는 그 자체로 한 국가 내에서 노사 분규가 얼마

나 발생하고 또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서는 활용가치가 있지

만 노사 분규가 얼마나 강하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노사 분규로 인한 경제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적 과학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즉 파업성향(strike rate)이다. 파업성향은 노사 분규, 즉

파업 혹은 직장 폐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피고용자) 1,00

0명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파

업 및 노사갈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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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구성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를 한다.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의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밝힘으로서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결정요인을 검색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조명하고, 문제점과 특수성을 진

단한다.

제4장에서는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과 관련한 이론적 주장, 실증

연구 결과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계량 분석을 통해 파업 및 노사갈

등의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

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파업 및 노

사갈등 발생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둘째, 구체적 맥락 가운데 분쟁

특성, 환경 요인, 행위자 요인, 기타 요인 등을 파악하고, 파업 및 노사갈

등의 특성을 종합한다. 본 연구는 파업 및 노사갈등의 발생 요인을 구체

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극단을 재조명하고, 사업

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이론·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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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자원 동원 이론

파업은 노사갈등이 정점에 달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

서 상호 주장에 대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때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발동이 가능하고,

노사 분쟁의 최고 형태라 할 수 있는 파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파

업의 발생은 어떠한 학문적 배경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교섭 쌍방 간의 경제적 이해 대립,

정보 격차, 파업에 돌입해서 얻는 손실과 비용 사이의 크기 등에 의해

파업 발생이 설명된다. 그래서 주로 노동인력 상황과 노조 조직률, 교섭

단위, 노조특성, 경기 등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룬다.

정치학적 접근 중 정치적 교환 이론에서는 노동자 세력의 정치적 위상

이 파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Hibbs, 1978). 즉 노동자세력이 정

치권력에 접근할수록 파업은 줄어들고 정치권력에서 멀어질수록 파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학적 접근 중 자원 동원 이론은 주로 노

동조합의 조직규모, 조직률, 동원능력 등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크면 클수

록 파업이 증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horter & Tilly, 1978). 한편

노사관계론에서는 사업장 수준에서의 미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파업 발

생을 설명하고 있다.

2. 파업발생의 이론

아래에서는 주로 노사관계론 및 경제학의 모형을 중심으로 파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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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하겠다. 노사관계론에서는 미시적 관점

에서 개인 및 조직 수준의 파업행위가 왜 발생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예

컨대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노조는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저항과 불만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파업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Ross & Hartman,

1960;Kerr et al, 1962). 한편, Godard(1992)는 파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 불완전성보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 즉 집단적 대변의

한 양상이라 보았다.

파업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Hicks 모델, Ashenfelter & Johnson 모

델, 비대칭 정보 이론의 순서로 이어져 왔다.2) Hicks(1964)는 파업의 발

생 및 지속기간이 사용자의 양보와 노동조합의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임금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노사 양측의 요구임금(asking

wages)와 제시임금(offer wages)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은

최초 요구임금을 높게 잡고 점차 교섭 과정에서 이것을 낮춰가며 타협을

모색하므로, 우하향하는 저항곡선이 도출된다. 반면 사용자는 최초에는

제시 임금을 낮게 잡은 후, 노조의 반응에 따라 제시 임금을 올려가므로,

양보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

은 모두 교섭기간의 함수인데, 이는 노사 양측이 교섭과정을 통해 상대

방의 의도를 확인하면서 타협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Hicks의

주장은 파업의 진행과 타결 과정을 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

델을 제시했다는 탁월함이 있지만,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것이 결

국 양자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은 발생한다는

사실(Hicks의 역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Ashenfelter & Johnson(1969)은 임금교섭 과정이 외관상 노사 양측의

교섭행위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노조 간부, 일반조합원이라는 세

행위자가 각자의 이해를 놓고 경합하는 3자 간의 게임이라고 간주했다.

이때 노동조합 간부의 목표는 노조의 생존과 성장 및 노조 간부의 개인

2) 김정우·송민수(2015), “파업 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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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치적 생존이며, 이러한 목적의식은 일반조합원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킴으로 달성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사협상에서 부담

감을 덜기 위해 일반 조합원과 정보를 전부 공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노조 간부와 일반조합원간에 또 다른 차원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업과 노동조합 간부가 경영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

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교섭기간의 단축이나 파업 가능성을 줄이는 쪽

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간 상호신뢰나

교섭 관행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경우, 교섭이 너무 일찍 타결되면 노

동조합 간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될 수도 있다.

Hicks의 파업이론을 발전시켜 파업 발생의 이유를 상대방의 목표나

저항의도 등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에서 탐색하는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이론이 태어났다. 만약 교섭 당사자가 합리

적이고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파업이 발생할 확률은 없지만, 현

실적으로 교섭당사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이나 불완전 때문에 실

제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Hayes(1984)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문제,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

구로 파업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3. 갈등 일반론

갈등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

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데, Whittaker(1966)는 갈등을 어떤

개인에게 두 개의 상반 세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경험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개인보다는 거시적인 조직, 계급, 계층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Coser(1968)는 사회적 갈등을 신분, 권력 및 희소자원 등과 같은 가

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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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개인 간, 집단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

명함으로써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들 상호간에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나타

나는 투쟁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행정학이나 정책

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갈등을 중시하는데,

Abcarian & Palmer(1974)는 갈등을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또는 이들 상

호간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 작용으로서 특히 권력과 같은 희소자원을 획

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 집단들 사이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설명함으로

써 희소자원의 배분 문제를 다루는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갈등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박영배(2010)는 갈등을 개

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간 갈등의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이 가지는 욕구와 목표

가 서로 상충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때 개인이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을

말한다. 둘째, ‘개인 간 갈등’은 각자의 목표,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조직 구성원들이 흔히 겪게 되는 현상으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집단 간 갈등’은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조직 내의 부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가장 보편적인

데, 보통 조직 갈등으로 일컬어지는 갈등은 집단 간 갈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직간 갈등’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으로 경쟁기업 간, 정부의 부처 간,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 등이 여

기에 속한다(김상석, 2015: 6).

제 2 절 국내외 선행연구

1. 파업에 관한 연구

국내의 파업 관련 연구는 199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실질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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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게 된 1987년의 체제 성립과 관련이 있다. 이

영면(1995)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개 연도의 임금 협상 결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과 파업 발생 확률 간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파업이 발생한 교섭에서 타결된 임금이 파업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유선(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02년 자료를 활용

하여 파업 발생 확률을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환경

이나 사업체특성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측의 노조 배제

및 억압적 노사관계 전략, 고용 안정 및 경영 참여를 추구하는 노조 전

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제시하여, 정보 문제로 인

한 파업 발생 이론은 지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준모․김기승(2006)은 노동백서, 매일경제회사연감, 전국노동조
합조직현황의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파업이 기업

부실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파업 발생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파업 발생 여부, 불

법파업 여부, 파업참여자 수 등 파업 주체가 경험한 과거의 행태적 요인

변수들이었다.

윤찬성․이덕로(2008)는 한노총 금속노련과 민노총 금속연맹 산하 75

개 노조 380여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노조지도

부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파업 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집단주

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민노총 소속일수록 파업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이 결과는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의 파업성향이 더 높다는 사

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급단체별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

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성재(2010)는 사업체패널조사 2005년과 2007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로짓모형으로 파업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

록, 제조업일수록, 전년도의 파업경험이 있을수록 파업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전년의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소통과 정보 수집이 잘 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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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파업 발생 확률은 낮아졌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

을 토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성이 파업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만, 그 밖의 여러 심리적․행태적․정치적․제도적 변수의 영향

력이 더 높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신은종(2013)은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조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하여 그들이 왜 파업 성향을 갖는지 행태적 연구를 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경제주의적 지향을 가질수록 파업성향은

낮아지며, 반대로 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질수록 파업성향이 높아졌다. 저

자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주의적 지향에서는 파업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적 입장에서는 파업참여 자체가 과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해

석하고 있다. 김정우·송민수(2015)는 장기분규 사업장의 특성을 연구해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파업발생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시도

하였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 결과들은 나름의 한계는 있지만 파업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 요인들을 각각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함

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조준모․김기승

(2006)을 제외한 대부분 연구가 횡단면 분석에 그치고 있어, 사업체나 개

인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이 다른 설명 변수들과 맺을 수 있는 상관 관계

로 인하여 추정 결과가 내생적 편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규모 내지 산업 등의 변수가 파업 발

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회귀 모형에서

산업이나 규모 등을 통제했다 하더라도 파업 발생 사업체의 미 관측된

특성이 이러한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추정 결과가 편

의를 가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편 횡단면분석이 갖는 최대의 단점은

동일방법편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연립방정식 편의의 오류가능성이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변수들 간 내생성의 문제를 피해가고 분석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WPS 2005와 2007, 2009, 2011, 2013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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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우 노사관계에 있어서 파업이 갖는 영향력은 집중화된 국가

에 비해 한정적일 수 있다. 또한 파업만을 고려한 연구는 파업으로 이어

지진 않았으나 악화된 노사관계와 이로 인한 양측의 비용을 놓칠 수 있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장석인(2007)은 노사관계 풍토와 조직 유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노조와 사용자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조직 일체감이나 노사 안정

성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앞에서 밝힌 파

업관련 선행연구에서 노사갈등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노사갈등에 주목하

고자 한다. 노사관계의 전개 양상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 노사갈등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사 분규, 노사분쟁, 노동쟁의 또는 노사갈등이

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 용어가 학문적인 접근이 거의 불필

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내면에 대하여 아주 친숙한 용어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어대사전에서 “분규”란 “뒤얽혀서 말

썽이 많고 시끄러움”, “분쟁”이란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게 다툼,” “쟁

의”란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다툼”, 그리고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하여 내외적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노사관계에 적용하면 노

사갈등이란 노동쟁의, 노사 분규, 노사분쟁의 포괄적 의미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견, 주장, 이해로 인한 다툼의 복잡한 상태로 해석된다.

서구사회에서는 Labor Realtions Conflict, Industrial Conflict,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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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Labor Disputes, Labor Management Conflict 등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갈등, 산업 갈등, 노사 분규, 노동쟁의, 단체행동 또

는 파업 등으로 다양하게 용어의 명확한 개념정의와 구분 없이 거의 동

의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이상철, 2004: 7).

- 노사갈등 노사갈등이라 함은 기업차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에 상호 이해 상충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대립감 내지는 대립행동으로 간

주된다. 스타그너(R.Stagner)와 로센(H.Rosen)은 노사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상호배타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일방이 그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상대방의 목표 지향적 행위

를 부정할 때에 발생한다. 즉, 노사 간의 목표에서는 모두 동의하나 각자

가 사용하는 수단은 상반되며 이에 따라 갈등이 야기된다고 간주하고 있

다. 또한 커어(C.Kerr)는 노사갈등이란 한쪽이 더 가지면 상대는 덜 가

지게 됨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며 그와 같은 이유는, 첫째, 사람의 욕망은

무한정하며, 둘째, 관리자와 피관리자 간에는 영구적인 이해 충돌이 있으

며, 셋째, 산업사회는 동적이므로 항상 소득과 힘의 새로운 분배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경영과 조합은 제도적으로 불합의하게 되어 있어 항상

합의상태에 있으면 존재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노사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김성진, 1980: 150).

- 산업갈등 노사갈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산업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광의의 거시적인 개념으로 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집단적,

개인적 갈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산업갈등은 노사갈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갈등관계와 집단적 갈등관

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사용자와의 개별적 접촉으로 고용계약을

통하여 맺어진 경제적 교환관계로 형성되며, 후자는 1차적 고용관계의

불리함을 자각한 이후에 형성되는 갈등관계로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집

단적 힘에 의존함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 노사 분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 분규란 용어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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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신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쟁의행위가 노사 분규

개념과 가까운 용어이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사분쟁·노사 분규·노사쟁의라고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어느 일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정상

적 작업수행이 중단 또는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들 용어는 모두 당사자 어느 일방의 집단행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개념에는 항상 일방의 집단행동이 수

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상태로써 상호 대화나 제3자의 조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즉, 노사분쟁·노사 분규·노사쟁의라고 하면 당사자 어느 일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반드시 집단행동을 수반 또는 수반할 가능성 하에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끄러운 다툼이

나 결렬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주로 법률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쟁의행위라

는 용어와 대비되어 거론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

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

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

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면,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

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어떠한 형태

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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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업(strikes), 태업(slowdown), 직장폐쇄(lock-outs) 등의 구체적 투

쟁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분쟁만이 실정법상의 노동쟁의로서, 앞에

서 정의한 일반적인 노동쟁의 또는 노사 분규의 개념과 비교할 때 상당

한 제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단체행동의 개념도 법률적으로는 위의 두 용어와 서로 다르다. 단체행

동은 반드시 정상업무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고도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

서는 쟁의행위보다 그 의미가 넓다. 예를 들면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

상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외에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이

루어지는 가두시위, 집회, 완장 착용, 피켓팅(picketing)등이 모두 단체행

동에 속한다. 그러나 구체적 실력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

와는 같은 개념이지만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단체행동이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근로자의 의식적 공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공통의 불

만을 가진 개별 근로자의 갈등이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형태는 모두

단체행동이라 할 수 있다.

(2) 노사갈등의 접근방법 및 유형

노사갈등에 대한 개념적 접근방법에는 [표 1]과 같은 5가지 관점에서

그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박운성, 198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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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사갈등의 개념적 접근방법

구 분 주요 내용

본능이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

공해주는 어떤 충분한 보충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가정

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본능은 갈등행동을 효과적으

로 설명해주며, 갈등은 그 본능의 파악과 발생 및 운용방식

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긴장이론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인구체증을 낳는 급속한

인구성장은 긴장을 산출하는 사회적 조건의 근원으로 파악

한다. 이러한 긴장은 사회화 경험, 현대사회의 구조적 조건

그리고 작업상의 좌절의 소산으로 본다.

변증법적

접근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한 사회계급투쟁에 근거하여 갈등이론

을 제시한다.

구조적 접근법
갈등은 불평등한 계급과 권력에서 야기되므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좌절-공격이론

좌절-공격이론은 사회적으로 창출된 좌절과 여러 가지 공격

적 행위 간에 하나의 직접적이고도 다소 기계적인 관계를

제시한다. 여기서 좌절이란 물적 탈취의 증대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증가, 지위의 비일관성, 인지 부조화, 공동행위

자의 비호혜성 등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

노사 간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이 분류한다.

- 잠재적 갈등(hidden conflict) 숨어 있는 분쟁 또는 분규로 행동

적인 측면보다는 태도나 사기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임금이나 높은 지위 혹은 인간적인 대우 등에 관한 욕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들은 심리적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된다. 불만이 쌓

일수록 근로자의 태도는 소극적 내지 부정적 경향을 띄게 되고 직장이나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표면상으로 명확하게 표출되지 않고

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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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적 갈등(open conflict) 집단적인 형태는 아니나 누구나 구별

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개방된 분쟁이라고 한다. 즉, 노동조

합의 단체 행동시 쟁의기간 동안에는 파업을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파업

을 위한 기타 다른 행동, 예를 들면 지각, 결근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런 관점에서 잠재적 갈등과는 구별된다,

- 적극적 갈등(active conflict)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나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적극적 분쟁

이라 한다. 그 표출형태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폐쇄나 휴업 등, 그리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파업, 보이콧, 시위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폭력

적 사태나 기물파괴와 같은 불법적 행동이 보이기도 한다. 노사갈등 중

상호간에 피해의 정도가 가장 크며 갈등의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원

상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노사갈등의 행태 및 법률적 요건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그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렬된 경우에 노사관계는 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노사는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타개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즉 노사 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적 갈등

이 표출되어 현재적 갈등과 적극적 갈등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결국

노동자의 내면에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것은 파업과 같은 행동적 경향으

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파업과 같은 노사 간의 행동적 표현은 노사관계에서는 쟁의 행위로 불

리어진다. 쟁의행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의 관계에서 약자임을 인정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대등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횡포를 방지하

고자 사용자에게도 제한적 행동방식을 결정해주고 있다. 쟁의행위가 성

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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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노동

조합과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자 개

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노사관계 당사자(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동정 파업이나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

행위가 아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

로 하는 실력행사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 할 수 없

다.

셋째,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동맹 파

업과 같이 집단적인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혹은 직장폐쇄나 근로자들의

파업을 집단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완장·리본 착용·플래카드의 게양 또는 격문의 살포 등에 의

한 시위적 집단행동은 엄격한 의미의 법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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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제 1 절 공공부문 정책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대선과정이나 인수위 활동에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뚜렷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정책

은 MB정부의 선진화정책과는 다른 공공서비스의 확충 및 효율화에 집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박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2013년 상반

기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공공기관을 꼽고, 이 문제의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필요성과 그 내용은

단순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많은 부채 속에

서도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경감

을 위한 자산 매각, 경쟁체제 도입 등 민영화 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노동조합의 기득권 포기 및 양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기업 정상화

정책은 3단계를 경과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공기관 합리

화(’13.7.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안

(’14.2.27)” 등에서 확인된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의 제정, 경영평가제도3)를 확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

하였지만, 제도의 미비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임원의 전문성 미

비 등이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상화정책은 부채

관리에 집중되고 공공기관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방만 경영의 주범인

3) 경영평가제도의 주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기업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 성과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김준기(2014), 『공기업정책론』, 서울 :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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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된다. 이후 정부 대책은 공공기관의 부채

를 단기에 축소 할 수 있는가, 방만 경영의 상징인 종업원 1인당 복리후

생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방만 경영 8개 유형

및 세부 체크리스트(58개 설정, ’14.1.15,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계획

점검기준’)을 보면 공공기관의 복지 감축 뿐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정책의 목표, 추진 전략 어느 면에서

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노정갈등만 확대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의 발단이었던 부채 문제를 보면, 정부 주장대로

MB정부 5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부

채는 ‘방만 경영’ 보다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 개발, 보금자리

주택 등과 같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와 가

스, 철도,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조정,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기인한다. 물론 기관 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의 증가 책

임은 공공기관에 있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과거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책과 정부의 책임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전가하기 어렵다.4)

[표 2]는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감 원인이다. 감사원에 따르

면,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액은 115.2조원이었는데, 그 중

52%인 60조원은 2007년 말∼2011년 말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사업 수

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김철(2013)에 따르면, 대표적 사례로 수자원공사를 꼽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

는 ’09년 이후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 관련 투자비를

주로 부채로 조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9년 3조원에서 ’12년 13.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 또한 ’09

년 29.1%에서 ’12년 122.6%로 증가하였다. 즉, 정부의 국책 사업을 성실히 수행

한 결과는 우량 공기업을 하루아침에 비정상 공기업으로 만든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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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11
금융부채 증감원인

정부정책사업수행 공공요금분야 자체사업 해외사업 기타(회계기준변경)
40.9 89.8 48.9 29.3 0.0 19.6 0.0 0.0.

전력공사 14.6 31.1 16.5 0.0 8.0 5.9 1.4 1.2
가스공사 7.2 23.1 15.9 0.0 5.7 5.0 2.0 3.2
도로공사 16.4 23.2 6.8 3.6 1.3 1.9 0.0 0.0
석유공사 3.0 11.9 8.9 0.0 0.0 -1.9 8.8 2.0
철도공사 5.0 11.0 6.0 1.3 1.6 1.0 0.0 2.1

수자원공사 1.0 11.3 10.3 8.5 0.5 1.3 0.0 0.0
광물자원공사 0.4 2.0 1.6 0.0 0.0 0.5 0.6 0.5

석탄공사 1.1 1.4 0.3 0.2 0.0 0.1 0.0 0.0
합계 89.6 204.8 115.2 42.9 17.1 33.4 12.8 9.0

비중 (100.0) (37.2) (14.8) (29.0) (11.1) (7.9)

[표 2]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감원인 (단위 : 조원, %)

자료: 감사원(2013),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과다부채, 방만 경영, 낙

하산인사, 노조의 인사 개입, 구성원의 과도한 임금 및 복지’ 등을 꼽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공공기관의 재구성, 공공서비

스의 질 향상,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방안, 경

영평가제도, 관리책임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이해관

계자인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였다. 양대 노총 공공

부문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였으

나,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은 각 기관별 교섭 및 협의 상황이라며

교섭을 거부하였다.

정상화 정책에 맞선 노조의 대응은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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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철도노조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9일 수서발 KTX 분할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서발 KTX 분할이 철도의 효율성 증진과 요금 인하

로 이어지는 경쟁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와 상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였다5).

철도 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 대상자 1만

3천275명 중 1만150명의 참가로 진행되었는데, 12월 30일 파업 중단까지

약 22일 동안 지속되었다. 파업 철회가 가능하였던 것은 노조가 요구한

“국회 내 특위” 구성에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동 소위원회는 2014년 4월 100여일 만에 별 소득 없이 활

동을 마무리하였다. 파업이 끝난 후 사측은 해고와 징계로 노조를 압박

하였는데, 2014년 4월 27일 현재, 김명환 위원장 등 모두 130명이 파면·

해임됐고, 정직은 251명, 감봉 처분은 23명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어떤 투쟁들보다 국민의 지지

가 높았다.

다음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활동이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연대활동은 2004년 ‘준정부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당시 공동 대응했던 것

이외에는 연대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연대 기구도 없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노동조합 간 연대는 필수였다. MB정부 말기에 만들

어진 공대위는 박정부에서 더 활성화되었다. 공대위는 정상화 정책의 골

간이 발표된 이후 2013년 12월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철회를

위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박정부의 공공노

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불복종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1. 부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

5) 외슈타인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은 KTX 분할에 대해

“모든 철도 민영화는 철도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불행하게

도 한국에서는 이 단계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매일노동뉴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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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할 것, 2. 사회적 협의로 부채문제 근본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3. 부당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4. 일방적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폐지할 것, 5. 공공부문에 민영화, 구조조정 등 사회공

공성 파괴를 중단할 것,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

우개선과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8. 공공부문 노동자

의 노동조건을 노정교섭으로 결정,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노정협의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후 공대위는 2014년 3월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결

의대회”와 6월 박근혜정부의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 반대, 관피아 낙하

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2014년 7월 “가짜 정상화 강요”를 이유로 현오석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임금협상을 활용해 단위 사업장의

쟁의권을 확보하고 9월 3일 총파업을 실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대응은 ‘협상과 투쟁’이라는 두 가지 운동방향 중 투쟁을

전면화한 것이다. 노조의 대화 요구를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들

은 투쟁과 파업이라는 외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들 연대기구 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공동대책기구의 지

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위기상황에서의 일회적

연대는 많았지만 공공기관 노조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의 발

전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

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기업(公共企業) · 공사(公社) · 행정기업 · 국영기업 · 정부

기업 ·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사기업과 구별되는 점

은 경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것, 공익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

이 기업의 목적인 것 등이고, 일반 행정부처와 구별되는 점은 재화와 서

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체라는 것이다. 반면 공공의 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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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50%이상인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구 분 공공기관

시장형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

지배라는 공익성의 측면에서는 행정부처와, 수익성과 자율성의 보장이라

는 측면에서는 기업체와 동일하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 · 복리 증진 · 권익 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 유형 및 지정 현황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시행)」상 공공기관의 유형

* 공통 기준 : 정원 50인 이상 / 자료 : 기획재정부(2013)

[표 4] 공공기관 지정·유형분류 현황



- 25 -

구 분 공공기관

공기업(14)
원자력,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

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발전 5사,

준시장형

공기업(16)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H, 울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

사, 한국감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

양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영화

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정

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

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너지관리

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

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과학창의

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인터넷진

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HACCP기준원, 교통안

전공단,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철도시설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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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기관

기념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연구재

단, 한국소비자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178)

(출연연구) 경사연(24개), 기초연(10개), 산업연(11개)

(교육연구) 한국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재산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공공의료) 국립대병원(13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

원자력의학원

(공연전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의전당, 전쟁기념사업회, (재)

명동·정동극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

원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

합회,

(분쟁조정·범무)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

법무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안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

원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복지구호)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그 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강원랜드, 한

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한국국제협력단, 한전KDN, 신용보증재

단중앙회,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코스콤, 코레일유통(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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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창업

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표준협회, 연구개

발특구진흥재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

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재)우체국

시설관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코레일테크(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

도진흥재단,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평

생교육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재)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희

귀의약품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

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출

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영

상자료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지식재

산보호협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

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항로표

지기술협회, 녹색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88관광

개발(주), 전략물자관리원,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남북교

류협력지원협회, 한국잡월드

자료 : 기획재정부(2013)

공기업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 원리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적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공공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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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은 사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1. 낙하산인사의 문제점

공공부문 노조는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이 정부로서, 교섭 및 임금 결

정에 있어 정부의 직 간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

하고 근로조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노조 간 연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

부문은 민간과 달리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주기적

으로 바뀌고, 국가예산이 지원되며 생산되는 서비스가 공공성 및 독점성

을 갖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는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노사 담합 등 각종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형성될 수 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헌법기관․

공공기관의 요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 주무부처

에서는 각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것

이 현 실태이며, 설상가상으로 임원진에 대해서도 내부승진이 아닌 낙하

산인사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는 정부

의 지시라도 3년 임기보장을 위해 무조건 이행하는 등 정부에 대한 맹목

적인 충성으로 무책임한 경영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단임제로 인한 이기

주의로 인사폐해가 만연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한번하면 그만이라는 관

행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가 아닌 학연, 지연, 혈연, 개인에

대한 충성심 등으로 승진 및 인사시행이 된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인사보다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직공무원 출신이 훨씬 더 심

각하다. 마치 오랜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공기업 사장으로 보상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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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강하며, 인사부분에 대한 감사원 등 정부의 감시 소홀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영자로서의 마인드 결여 및 자질부족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의 대다수 기관장들은 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이 없

이 임명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능력, 노사마인드가 없는 상태이다.

2. 자율성 및 독립성 결여

공공기관의 노동3권은 법에 의해서는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운법’에 근거하여 예산편

성 및 집행, 이사회 운영,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

의 노사관계에 적극 관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제 규정의 제․개정시 소관

부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

과 독자적인 경영권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즉, 중요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에는 소

관 주무 부처의 주무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

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다. 또한 당연직 이사가 참석하는 이사회의 심

의를 거쳐 승인 요청한 규정에 대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불승인 하는 경

우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등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공기업에서 노조의 요구는 직접적으로 정부권력과 부딪힌다. 그것은

기업의 임금결정 구조만 봐도 알 수 있다. 공기업에서의 임금결정은 예

산안 편성 때부터 보수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4단계 개입장치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지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와의 정면승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장이 공기업 사용자가 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기

관장이 아닐 수 있다. 법령 등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장의 인원과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도하에, 그리고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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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구조 개편 등은 관련 정부기관의 지도하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규명이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예산, 인원, 조직구

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 공기업 노사관계의 당사

자로서 최소한 3개의 정부기관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은 법제도 혹은 관례상

의 인사, 예산, 인력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문

제 해결능력은 매우 초보적인 상태이다. 노조는 개별 공기업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이 불가피하다 보고 있으며, 사용자는 스스로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관련 정부부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자신

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제 2 절 노사관계의 전환과 변용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등 방만 경영 사례, 부채가

과다한 기관에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고자 공공기관 1차

정상화 대책(2013.12.11. 방만 경영 개선, 부채 감축)을 발표하여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였다. 이어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 중심의 운

영체계 정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2015.1.19.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및 비효율 기능을 정리하여 핵

심기능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ʼ15년 주택 도로 철도 등 SOC 개

편)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수체계 개편(성과연봉제) 및 조직 운영(임금피

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도입 확산하고, 공공기관 채용이 스펙이 아

닌 능력중심이 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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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2003년 실태조사 2006년 실태조사

총인원(A=B+C) 정규직(B) 비정규직(C) 비율(C/A) 총인원(A=B+C) 정규직(B) 비정규직(C) 비율(C/A)
계 1,249,151 1,014,836 234,315 18.8 1,553,704(1,464,575) 1,242,038(1,176,330) 311,666(288,245) 20.1(19.7)

중앙행정 272,605 237,004 35,601 13.1 273,715 243,408 30,307 11.1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정상화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

비 증가를 완화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원금 제도(임금피크제지원금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손질

하는 등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2단계 정상화 대책 이행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계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ʻ공대
위ʼ)를 중심으로 정상화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와의 대화도 요

구하는 등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1. 공공부문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의 이원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

으로 축소된 인원의 충원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표

5]는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현황인데, 김대중정부 5년이 지난 이후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18.8%였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율은 28.2%

였다. 이런 흐름은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

었고 더 증가하였다. 2006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 총인원 1,554천명 중 비정규직은 312천명이었고, 부문별

비정규직 비율은 공기업․산하기관이 26.3%로 가장 높고, 이어 교육부문

21.3%, 지자체 18.8%, 중앙행정기관 11.1% 순이었다.

[표 5]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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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 자 체 305,089 260,442 44,647 14.6 383,801 311,564 72,237 18.8
교육부문 476,358 377,281 99,077 20.8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산하기관 195,099 140,109 54,990 28.2 368,384(279,255) 271,655(205,947) 96,729(73,308) 26.3(26.3)
자료 : 고용노동부(20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 )는 ’03년과 동일기준인 ‘경영혁신대상 기관(224개)’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공공부문의 구조조

정 및 경영혁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민영화정책으로, 민

영화된 사업장에서는 정리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외주 용

역화가 발생하였다. 둘째, 공공부문에의 민간위탁 경영체제 도입이다. 위

탁을 받은 회사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 정원감축 및 외주 용역화를 추진

하였다. 셋째, 공공부문의 신규 사업에 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보통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방

식으로 양산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보통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용역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고용형태의 이원화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원화로 나타났다. 산별노

조로서 공공서비스노조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기

업별 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소속 조합원들은 정규직 사원들만을

조직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 및 외주화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였으나 이들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었고, 이들

의 열악한 권익을 대변할 조직은 없었다. 결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투쟁은 제도화되지 않고 한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였

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시작된 것은 2000

년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투쟁, 2003년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2005년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투쟁, 2006년 KTX 승무원

투쟁, 2009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투쟁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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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은 ‘입직통로’

문제이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입직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 설령 의식있는

일부 노조 간부들이 비정규직의 흡수통합을 주장하더라도 대다수 조합원

들은 그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

용안정에 찬성하면서도 ‘무기계약’ 이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공

기관 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확산은 단지 노사관계의 이원화 현상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규직 노조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불인정하는 결

과로 나타나고 있다.

2. 파편화된 교섭 구조와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

기관별로 파편화된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형태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

서는데 아주 취약한 조직형태이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

문 노동조합들은 산별 노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법적으로 기업별 노조의 강제, 사업장별 실리주의, 취약한 리더쉽

등이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산별노조 전환을 어렵게 했던 주요 요인이었

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조들의 통합 및 연대 방향은 크게 두 부

분으로 진행되었다. 한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의 경우 연맹 통합이

있었고,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산별노조 확대 및 내실화 과제를 수행해

왔다. 한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 공공건설연맹, 정부투자기관연맹 등

3개 연맹은 2004년 통합하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건설하였다. 하지

만 동 연맹은 2010년 ‘공공연맹’과 ‘공기업연맹’으로 분화되었고, 공기업

연맹은 2012년 전력노조와 통합하여 ‘공공노련’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두

조직(공공연맹, 공공노련) 모두 주된 조직 대상이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조직통합에 대한 내외부적 압력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 연맹이

통합될 때 기업별 노조의 연대체인 연맹의 틀을 벗어나 산별노조로의 장

기 조직발전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공공노련 출신의

김주영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두 연맹의 통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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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커진 상황이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공공노조는 2006년 산별노조로 3만 5천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였는데, 5년 만에 조합원 수를 2배 증가시키는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산별노조에 걸 맞는 조직체계 및 교

섭구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내부 조직 운영 및 활동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별노조를 건설하였으나 사용자인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중앙교섭 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운수연맹 전체 조합원

약 13만 7천명(2012.06 기준) 중 과반 이상이 아직도 연맹 소속으로 남

아 있어, 산별노조로의 집중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조직(연맹과 산별노조)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6)

지난 20여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단

체교섭 또는 정책협의를 이뤄내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교

섭 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구의 산별교섭도 교섭구조의 법제화가

아닌 산별노조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대정부 직접 교섭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교섭구조의 집중화’를 위한 노조의 노력이 더 요청되는 시점이

다. 정부 입장에서도 기관별 교섭이 손쉬운 통제 방법처럼 보이지만 기

관별 교섭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

고, 내부 격차에 따른 종사자들의 반발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관

별 교섭의 유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

공부문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

해 논의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유지되었지만, 그 역할은 없는 ‘식물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적인 위

상과 그에 걸 맞는 역할을 찾지 못할 때 사회적 신뢰는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

6) 우태현·박태주·노광표(2014),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쟁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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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 투쟁과 사회공공성 운동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노정 갈등에

도 공공부문의 교섭구조는 여전히 기업별(기관별)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

고 있다. 많은 공공부문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대신 예산배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원을 획득한다. 예산배정에 의한 자

원획득은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기관들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예산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므로 공공부문은 비단 입법부와 같

은 공식적 상부 기관만이 아니라 이익 집단, 언론, 일반인 등 비공식적인

정치적 행동주체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부문의 외부환경이 정치적인 것은 비단 자원 획득의 측면 뿐 만이

아니다. 공공부문은 흔히 독점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

문에 보다 더 치밀한 공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며 민간부문에 비해 더

공정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책임성이 높고, 더 정직해야 하는 공적 기

대를 받게 된다.7)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흐름이 공공부문의

관리 통제 시스템으로 정착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주된 요구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서 지배구조의 민주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투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

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사회적 인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공

공부문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 등은 종사자들의 책임보다는 정부 정책

실패, 기관장 등 경영진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다수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더

라도 ‘경영평가’ 지침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방향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많은 공공부문의 투쟁 및 요구들은 기관의 책임

경영 실현, 낙하산 인사 방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공공부문

7) 전영한(2009), “공공 민간조직 비교연구 메타분석: Sayre명제의 재검증”, 행

정논총, 제47권,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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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려는 민영화, 상업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이었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의 제도개선 투쟁의 목표는 공공부문이 지배구조를

‘정부 독점’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변화시키려는 과정이라 할 것이

다.

아직 공공부문 노조들의 제도개선 투쟁과 사회공공성 운동은 방어적이

고 수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쟁의 당사자들도 공공부문 노조 전반

이 아닌 소수 노조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

문 노조의 사회적 인정과 정당성 확보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들로부터 호명 받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투쟁의 중

요성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가 없다. 제도 개선과 공공성 확대 활동은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조

합이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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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노조연령

여성근로자 비율

기관장 출신

노조 가입률

사업체 규모

제 4 장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

제 1 절 분석모형과 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파업 및 노사갈등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그 결정요

인을 살펴보겠다.

[표 6] 연구 분석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복수노조 유무

민주노총 가입 여부

노무무서 분리 여부

노사 간 약속 이행성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

➡
파업 발생

노사갈등 발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 사업장의 여러 특성 중 복수노조의 존재,

상급단체 가입여부, 노무부서 독립여부, 노사관계 신뢰정도 등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즉, 사업체

패널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설정한 후, 노동조합이 있는 공

공기관에서의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복수노조의 경우

는 가입된 노조의 수를 확인하고, 상급단체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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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떤 단체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노무부서가 별도로 구성되

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사 간 약속이행성 및 정보의 대칭성을 확인한다.

5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탑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기 변수들이 선

행연구에서 주로 거론되었던 변수이며, 본 연구를 통해 가능한 많은 채

택 가능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 파업이나 노사 갈등에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요인들만 탑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가설

H.1.1.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1.2.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1.3. 노무부서가 비독립적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1.4. 노사 간 신뢰도가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1.4.1. 노사 간 약속 이행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1.4.2.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H.2.1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2.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3. 노무부서가 비독립적일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4. 노사 간 신뢰도가 안 좋을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4.1. 노사 간 약속이행성이 안좋을수록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 줄것이다.

H.2.4.2. 노사 간정보의대칭성이안좋을수록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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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5년부터 격년 주기로 조사되어 온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 이하

WPS) 1∼5차년도 자료이다. WPS는 전국의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

업체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끔 표본 설계되었다. 원 표본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별․지역별․규모별로

층화 추출되었고, 산업별․지역별․규모별로 모집단과 비슷한 분포를 구성

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WPS는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일반적 사업체 현황, 고용 현황

및 고용 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 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 개발,

산업재해, 기업복지 등의 정보를 채집하고, 노무담당자에게 노무부서 현

황, 노사관계 일반 현황, 노동조합 현황, 경영참여, 노사협의회 현황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 혹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

표)를 통해서는 노조, 노사협의회, 노사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

는다.

WPS는 2005년 1,905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2005년 조

사에서 공공부문 전수조사로 포함된 일부 사업체를 제외한 1,749개 사업

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도산, 휴폐업 등 사업체의 소멸과 응

답거부 등으로 표본에서 배제된 사업체에 대하여 대체표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WPS2007은 1,735개, WPS2009는 1,737개,

WPS2011은 1,770개, WPS2013은 1,775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 사업체 수는 2005년 290개, 2007년 125개,

2009년 116개, 2011년 117개, 2013년 119개로 총 767개이다.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복수노조 유무, 민주노

총 가입 여부, 노무부서 독립 여부, 노사 간 약속 이행성, 노사 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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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칭성이 있다.

- 복수노조 유무 선행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파편화를 산업내 노동

조합의 수와 가장 큰 노조의 조합원 비율로 측정하였다(Mishel, 1986).

본 연구에서는 Ashenfelter & Johnson 모델을 검증해 보기 위해 복수노

조 유무 변수를 투입하였다. 노조에 다른 의견그룹이 존재한다면, 이는

일반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가 여러 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고, 이때 Ashenfelter & Johnson 모델에 의하면 복수노조(의견그룹)의

존재는 파업이나 노사갈등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된다. 복수노조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변수 계산을 하였다. 그래서 ‘단일노조일 경우’를 ‘1’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0’으로 변수화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 민주노총 가입 여부 통상적으로 민노총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중

요시하고, 맹목적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행동권

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민주노총

에 가입하고 있는 노조는 그렇지 않은 노조보다 파업 발생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체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면 ‘1’,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지 민노총이 아닌 다른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0’의 값으로 구분 지었다.

- 노무부서 분리 여부 인사부서와 별도로 노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는 것은 두 가지 반대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이는 사측의 對

노조관련 역량이 보다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이 노사 간의 협상과정에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은 노사분쟁의 합리적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배경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갈등을 관리하고

노조와의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측면으로 작동할 것인지, 또는 그 반

대로 여러 방식의 노조 관리 및 反노조정책을 구사하는 측면으로 작동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최고 임원진의 의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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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사관계나 노조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갈등관리나 협상타

결이 이루어지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노무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1’,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면 ‘0’의 값으로 구분 지었다.

- 노사 간 신뢰도 노사 간 약속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을 합산하여

노사 간 신뢰도라는 변수 생성을 하였고,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노사 간 신뢰도 설문항목

구 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클수록 파업이나 노사갈등 발생 확률이 높

아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노사갈등의 주요 이론적 배경 중 하

나인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대리인이 주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만, 주인

은 대리인이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주인과 대

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가 존재한다는 가

정이다.8)

2. 종속변수

본 분석에서 제1종속변수는 파업의 발생 여부를 구별하는 이항변수

8) 권일웅(2012),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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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variable)이다. 또한 노사갈등 발생 여부를 제2종속변수로 만들었

다.

- 파업 사업체 패널에서 설문 조사한 ‘작년 기업단위 임금 및 단체교

섭과 관련하여 파업이 발생하였나?’라는 항목을 활용하였다. 즉 파업 발

생은 ‘1’, 파업 미발생은 ‘0’으로 식별된다.

- 노사갈등 사업체 패널에 포함된 「사측이 응답한 6개의 노사관계

설문 항목」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협상은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노사 간 정보교

환이 잘 이루어진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노사가 공동으

로 협의한다’, ‘노사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툰다’, ‘노사는 서로 적대적

이다’의 6개 항목이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는 해당 6개 항목을 ‘노사관계 분위기(industrial relation c

limate)’로 간주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류성민, 2010). 본 연구

에서는 협상가들의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기반

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사관계를 측정한 6개 항목이 2

요인모형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

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때 마지막 2개 항목은 역코딩한 항

목을 사용하였다. 2요인 모형은 전자의 4개 항목이 첫 번째 요인, 마지막

2개 항목이 두 번째 요인에 부하될 것으로 추정한 모형이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간주한 바와 같이 1요인 모형을 설정한 결과 역코

딩한 2개 항목의 표준화된 요인계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값은 634.712, GFI(goodness-of

-fit index) = 0.824, NFI(normed fit index) = 0.776, CFI(comparative fi

t index) = 0.774,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 0.324로 나타났다. CFI와 NFI가 모두 0.9보다 작으며 RMSEA 역시 0

보다 상당히 큰 수치로 나타나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역코딩한 2개 항목을 별도의 요인에 적재시킨 2요인 모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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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모든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0.7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 수

렴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카이제곱 값은 17.070, GFI

= 0.992, NFI = 0.994, CFI = 0.997, RMSEA = 0.041로 나타나 2요인모

형이 1요인 모형에 비해 높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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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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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 4개 항목은 ‘노사 협력’에, 후자의 2개 항목은 ‘노사갈등’ 요인

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때 ‘노사 협력’ 요인은 크론바흐 알파가 0.882, ‘노

사갈등’은 0.947로 나타나 높은 수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 항목을 1개 요인

에 부하한다고 간주한 선행 연구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노사

갈등 요인에 해당하는 ‘노사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툰다’와 ‘노사는 서

로 적대적이다’의 두 개 항목을 역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 ‘노

사갈등’을 생성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파업과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참고하

여 통제 변수를 설정하였다.

여성 근로자수 비율이 높을수록 파업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Gramm(1986)을 비롯한 다수 연구들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여성 근로자

들이 경영진에 공감하기 쉽고, 덜 전투적이라 조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는 사정을 감안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김정우·송민수, 2015),

사업장 연한(Bryson, 2005) 등에 따라 파업 및 노사관계가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조 가입률은 그 자체로 노조의 협상력을 직접적

으로 대리한다. 대체로 노조 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조의 힘이

세다는 것이므로 파업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

동조합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할 경우, 굳이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힘의

우월성에 입각해 단지 파업 위협 행동만을 통해서 원하는 교섭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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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 가입률이 파업 발생과 맺는 관

계는 비선형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정초시(1992)는 1989년에 유노조 사

업체를 대상으로 파업 발생 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체 규모

가 큰 경우, 그리고 사측과 노측의 최초제시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큰 경

우에 파업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것은 [표 9]와 같다.

[표 9] 변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변 수 명 WPS 변수 정 의

독

립

변

수

복수노조

유무
M213

단일노조=1,

복수노조=0(2개 이상의노조구성)

민주노총

가입 여부
P103

민주노총가입=1,

민주노총미가입=0

노무부서

분리 여부
M105 별도의노무부서(있음=1, 없음=0)

노사 간

약속이행성
M205

상호관계에대한설문조사

(1=전혀없다, 5=매우좋다)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

M207
상호관계에대한설문조사

(1=전혀없다, 5=매우좋다)

종

속

변

수

파업 발생 M402 파업 발생=1, 파업 미발생=0

노사갈등

발생
6-(P321+P322)/2

‘노사는사소한일로도자주다툰다’와 ‘노사는

서로적대적이다’의두개항목을역코딩

통

제

변

수

노조 연령 2017-P116+1 노동조합연령의자연로그값

여성

근로자 비율
(EP016/EP002)*100 여성 근로자수의자연로그값

사업체 규모 EP002
사업체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

직의총합으로일용근로자는제외함)의자연로그값

기관장 출신 Z011
내부=1,

외부=0(전문경영인, 공무원, 정치인 등)

노조가입률 P122 (노조가입근로자수/사업체전체근로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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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통계 분석

1. 기술통계

이제 WPS 자료를 활용하여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의 결정요인을 분

석하겠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기에 앞서 파업은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파업이 발생한 관측치의 개수는 매우

적은데, 예컨데 WPS 자료 전체에서 파업 발생 사례건수(관측치)는 전체

8,922건의 관측치 중 156건에 불과하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파업 발생

이 오직 유노조 사업체에서만 발생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본 분석

을 통해 구축한 패널자료는 5개의 조사연도에 그 관측치가 발견되는 것

은 아닌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

체를 추적․조사하는 조사의 특성상,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조사에 비하여 표본 이탈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파업이라

는 드문 사건을 경험한 사업체가 매년 관찰될 수 있는 균형패널

(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할 경우, 상당히 많은 관측치가 유실될 수

있음으로,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표본 중 노조결성 사업체인 경우만 선택하고, 투입된 기타 변수들 중 결

측값이 있는 경우를 모형에서 제외한 불균형패널 자료로 구축한 공공부

문 최종 데이터의 관측치 수는 767개이며, 이중 본 모형의 제1종속변수

인 파업이 발생한 경우의 관측치는 15건으로 전체의 2.94%이다(결측치

257건). 그런데 파업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

적되어 온 노동자들의 분노와 노사 간의 불신이 기반이 되어 특정한 계

기를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파업은 노사 관계의 성격이 그 배경이자 결

정 동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사갈등 발생 여부를 제2종속

변수로 하였다. 이때 전체 표본에서 노사갈등 발생이라고 응답한 제1노

동조합 대표의 개체수는 50개(9%)로 파업의 경우보다 세 배 이상 많았

다.

복수노조 현황은 [표 10]과 같으며 노동조합이 1개인 단일노조 관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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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복수노조 현황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노조

1개 323 42.1 88.7 88.7
2개 35 4.6 9.6 98.4
3개 5 .7 1.4 99.7

4개 이상 1 .1 .3 100.0
총계 364 47.5 100.0

결측값 시스템 403 52.5
총계 767 100.0

[표 11] 민주노총 가입 여부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민주
노총

미가입 633 82.5 82.5 82.5
가입 134 17.5 17.5 100.0
총계 767 100.0 100.0

는 323개(8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개인 관측치는 35개

(9.6%), 3개인 관측치는 5개(1.4%), 4개 이상의 관측치는 1개(0.3%)로 나

타났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복수노조는 총 41개로 전체 유노조 관측

치 중 약 11.3%를 차지했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한 현황은 [표 11]과 같으며 총 767개의

관측치 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관측치는 134개(17.53%)이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633개(82.5%)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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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파업발생(더미)
빈도 퍼센트 올바른퍼센트 누적퍼센트

파업
미발생 752 98.0 98.0 98.0
발생 15 2.0 2.0 100.0
총계 767 100.0 100.0

유노조 사업체 중 노사관계 상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사 간 약속이행 여부와 정보의 대칭성 항목으로 노사관

계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아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했던 비율은 약 68.5%였고, 부

정적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했던 비율은 2.3%였다.

[표 12] 노사관계 상태

구 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합계

A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사업체수 0 4 103 374 75 556

비율(%) 0 0.7 18.5 67.3 13.5 100

B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사업체수 1 13 141 341 60 556

비율(%) 0.2 2.3 25.4 61.3 10.8 100

합 계9) (사업체수) 1 12 162 333 48 556

평 균 (%) 0.2 2.1 29.1 59.9 8.6 100

제1종속변수인 파업 발생은 WPS에서 설문 조사한 ‘작년 기업단위 임

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파업이 발생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파업 발생 답변 관측치는 15

개(2%)이며, 미발생이라고 답변한 관측치는 752개(98%)로 파악되었다.

9) 약속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을 합하혀 노사관계 신뢰정도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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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노사갈등은 계량화된 지표가 아니라 노사갈등

이 많은지 적은지를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한 주관적 변수이

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갈등이 많다고 답변(그렇다, 매우

그렇다)한 관측치는 50개(9%)이며, 노사갈등이 적다고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관측치는 352개(63.3%)로 분석되었다.

[표 14] 노사갈등 발생

구 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합계

A
노사는사소한일
로도자주다툰다

사업체수 49 325 135 41 6 556

비율(%) 8.8 58.5 24.3 7.4 1.1 100

B
노사는서로적대
적이다

사업체수 95 301 123 32 5 556

비율(%) 17.1 54.1 22.1 5.8 0.9 100

합 계 (사업체수) 44 308 154 44 6 556

평 균 (%) 7.9 55.4 27.7 8 1 100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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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석에 사용된 변수 종합

변 수 명 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복수노조 유무
○노조 1개 단일노조 (323개, 88.7%)

○노조 2개 이상 복수노조 (41개, 11.3%)

민주노총 가입

여부

○민주노총 가입 (134개, 17.5%)

○민주노총 미가입 (633개. 82.5%)

노무부서 분리

여부

○노무부서 분리 (151개, 19.7%)

○노무부서 미분리 (616개. 80.3%)

노사 간

약속이행성

①매우 좋음(13.5%), ②좋음(67.3%),

③보통(26.7%), ④나쁨(5.4%), ⑤매우 나쁨(0%)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

①매우 좋음(10.8%), ②좋음(61.3%),

③보통(25.4%), ④나쁨(2.3%), ⑤매우 나쁨(0.2%)

종

속

변

수

파업 발생
○최소값 : 0, 최대값 : 1

○평 균 : 0.0196, 표준편차 : 0.13856

노사갈등 발생

①전혀 없다(7.9%), ②없다(55.4%),

③보통이다(27.7%), ④많다(8%),

⑤매우 많다(1%)

통

제

변

수

노조 연령

(결성기간, 년)

○최소값 : 5, 최대값 : 73

○평 균 : 23.0216, 표준편차 : 9.26601

여성근로자

비율(%)

○최소값 : -6.06, 최대값 : -0.07

○평 균 : -1.513, 표준편차 : 0.79527

사업체 규모

(종업원수, 명)

○최소값 : 10, 최대값 : 33,983

○평 균 : 813.927, 표준편차 : 1982.35676

기관장 출신
○내부 (243개, 31.7%)

○외부 (524개. 68.3%)

노조가입률

(%)

○최소값 : -0.13, 최대값 : 4.61

○평 균 : 4.2127, 표준편차 : 0.5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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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정도

±0.9 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 〜 ±0.9 미만 높은 상관관계

±0.4 〜 ±0.7 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 〜 ±0.4 미만 낮은 상관관계

±0.2 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

용되는 측정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 관련

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준다. 상관관계란 변수들 사이의 관

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 한 변수가 바뀜에 따

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

계라고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

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

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으며,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6] 상관관계 판단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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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80* 1 　 　 　 　 　 　 　 　 　

3 .421** .092* 1 　 　 　 　 　 　 　 　

4 -0.025 -0.015 0.025 1 　 　 　 　 　 　 　

5 0.035 .151** 0.029 -.090* 1 　 　 　 　 　 　

6 -.154** .186** .089* 0.064 0.041 1 　 　 　 　 　

7 -0.011 -0.043 -0.064 0.036 0.058 -.121** 1 　 　 　 　

8 .205** .293** .368** .154** -0.033 .391** -.237** 1 　 　 　

9 -.195** -.107** -.076* 0.005 -0.047 0.018 -0.007 -0.04 1 　 　

10 -.100* .193** -0.044 0.023 0.042 .097* -.203** 0.016 -0.068 1 　

11 -0.068 0.067 0.055 -0.049 .241** 0.079 0.003 .101* -0.043 .097* 1

*. 상관이 0.05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 상관이 0.01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1. 복수노조, 2. 민노총 가입, 3. 노무부서 분리, 4. 노사관계 신뢰정도, 5. 파업발생(더미), 6. 노사갈등, 7. 노조연령,

8. 여성근로자 비율, 9. 사업체규모, 10. 기관장 출신, 11. 노조 가입률

[표 17]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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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다중회귀 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종속변수(영향을 받는 변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이다. 즉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1. 다중공선성 진단

단순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1개와 종속변수 1개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

는 것이고,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2개와 종속변수 1개간의 인과관계

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중

공선성이라고 한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되는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석결과가 무의

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공차한계

(Tolerance)값과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등이 주

로 사용된다. 분산팽창계수(VIF)가 10보다 크거나, 분산팽창계수의 역수

인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으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분석을 실

시하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다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한 독립변수 하나를

제거하던지, 아니면 표본의 수를 늘려 다중공선성을 희석시키던지 어떠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송지준, 2011).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공차한계(허용오차) 값은 0.556∼

0.89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123∼1.798로 10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복수노조 유무, 민주노총 가입 여부, 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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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리 여부, 노사 간 약속 이행성,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 등이 종속변

수인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표 18] 회귀식

E1(E2) = β0 + β1(복수노조 유무) + β2(민주노총 가입 여부)

+ β3(노무부서 분리 여부) + β4(노사 간 신뢰도)

+ β5(노조연령) + β6(사업체규모) + β7(여성근로자 비율)

+ β8(노동조합 가입률) + β9(기관장 출신) + ε

* E1 : 파업 발생, E2 : 노사갈등 발생

회귀식 E1은 가설 H.1.1, H.1.2, H.1.3, H.1.4.1, H.1.4.2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E2는 가설 H.2.1, H.2.2, H.2.3, H.2.4.1, H.2.4.2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다중회귀식이다. 또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끼리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중공선성이란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회귀 분석시 추

정회귀계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러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분산팽창인수(Variation Index

Factor), 공차한계(Tolerance), 상태지수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인수와 공차한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H.1.1, H.1.2, H.1.3, H.1.4.1, H.1.4.2를 세워 노동조

합의 다양한 특성 중 복수노조 유무, 민주노총 가입 여부, 노무부서 분리

여부, 노사 간 신뢰도를 중심으로 파업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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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E1 다중회귀 분석

모형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독
립
변
수

(상수) .088 .080 1.101 .271

복수노조 -.024 .017 -.072 -1.39
2 .165 .758 1.320

민노총가입 -.046 .018 -.119 -2.48
0 .014 .890 1.123

노무부서분리 -.009 .020 -.023 -.446 .656 .776 1.289
약속이행성 -.001 .017 -.003 -.047 .962 .556 1.798

정보의대칭성 -.023 .016 -.088 -1.45
1 .147 .559 1.787

통
제
변
수

노조연령 .000 .001 -.024 -.483 .629 .801 1.249
여성근로자비율 .031 .011 .141 2.930 .004 .875 1.143
기관장 출신 -.004 .017 -.011 -.223 .824 .890 1.124
노조가입률 .017 .013 .062 1.303 .193 .896 1.117
사업체규모4분위=2.0 .023 .025 .058 .888 .375 .470 2.126
사업체규모4분위=3.0 .014 .025 .037 .549 .584 .439 2.279

사업체규모4분위=4.0 .102 .027 .293 3.828 .000 .347 2.885
a. 종속변수: 파업발생(더미)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9], [표 20]과 같다.

[표 20] E1 모형요약 및 분산분석

구 분 R R제곱
Durbin-

Watson
F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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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276으로 나타났으며, R제곱은 0.076으로 나타났다. R제곱은 설명력 혹

은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되

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7.6%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F값은 3.128, p=0.000으로 회귀선 모

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잔차(殘差)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Durbin-Watson을 판단하는 기

준은 다음과 같다. Durbin-Watson 통계량의 기준 값은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는 2가 되며, 그 의미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

한다. 또한 그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4에 가까울

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Durbin-Watson의 분석 결과,

그 수치가 0 또는 4에 가까울 경우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

형이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Durbin-Watson 값은 1.815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어떤 변수가 공공부문의 파업발생 결정요인이 되는 지에 대한 가설

H.1.1, H.1.2, H.1.3, H.1.4.1, H.1.4.2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H.1.1의 검증결과, t값이 -1.392(p = .165)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1.1은 기각되었다. 동일 사

업체 내에서 노조의 수가 증가할 경우 노조들 간에 경쟁적 노조관계가

형성되어 노노 갈등의 요소가 되고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감소시켜, 현

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사업체 내 조합원의 다양한 이익을 보장하기 보다

는 오히려 노조 결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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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세웠던 최초 가설과 달리 복수노조 유무로 인해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H.1.2

의 검증결과, t값이 -2.480(p= .01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수준하에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2는 채택되었다. 즉 노동조합

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노무부서가 비독립적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H.1.3 검증결과, t값이 -0.446(p= .656)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1.3은 기각되었다. 즉 노무무서

분리 여부로 인해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노사 간 약속 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을 합산하여 노사 간 신뢰도라는

독립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래서 노사 간 신뢰도가 안 좋을수록 파업 발

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고, 노사 간 약속 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에 대한 가설을 각각 검증하였다.

노사 간 약속 이행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

설 H.1.4.1 검증 결과, t값이 -0.047(p= .962)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1.4.1은 기각되었다. 또

한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H.1.4.2 검증 결과, t값이 -1.451(p= .147)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1.4.2도 기각되었다. 즉

노사 간 신뢰도가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독립변수 이외에 통제변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근

로자비율과 사업체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비율은 조직 내에서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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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차이에 따라 파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t

값이 2.93(p= .004)로 파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근로자비율이 낮을수록 파업발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규모는 로그값으로 변환 및 4분위수로 구분하여 근로자수가 많

고 적음에 따라 파업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t값이

3.328(p= .000)로 나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체에서 파업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연구가설 E1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연구가설 E1 검증결과

가설 내 용 결과

H.1.1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H.1.2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H.1.3 노무부서가 비독립적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H.1.4.1 노사 간 약속 이행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H.1.4.2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이 안 좋을수록 파업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다음으로 가설 H.2.1, H.2.2, H.2.3, H.2.4.1, H.2.4.2를 세워 노동조합의

다양한 특성 중 복수노조 유무, 민주노총 가입 여부, 노무부서 분리 여

부, 노사 간 신뢰도를 중심으로 노사갈등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2],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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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E2 다중회귀 분석

모형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독
립
변
수

(상수) 2.532 .360 7.036 .000
복수노조 .069 .077 .046 .893 .373 .758 1.320
민노총가입 .291 .084 .166 3.484 .001 .890 1.123
노무부서분리 .085 .090 .048 .936 .350 .776 1.289
약속이행성 .117 .079 .089 1.485 .138 .556 1.798
정보의대칭성 .169 .070 .144 2.399 .017 .559 1.787

통
제
변
수

노조연령 .004 .004 .055 1.099 .272 .801 1.249
여성근로자비율 .013 .048 .013 .266 .790 .875 1.143
기관장 출신 -.001 .076 -.001 -.013 .990 .890 1.124
노조가입률 .000 .060 .000 -.003 .998 .896 1.117

4분위=2.0 -.041 .115 -.023 -.359 .720 .470 2.126

사업체규모4분위=3.0 -.045 .113 -.027 -.397 .691 .439 2.279

사업체규모4분위=4.0 -.233 .121 -.147 -1.933 .054 .347 2.885

a. 종속변수: 노사갈등

[표 23] E2 모형요약 및 분산분석

구 분 R R제곱
Durbin-

Watson
F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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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295로 나타났으며, R제곱은 0.087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를 8.7%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E1의 R제곱 0.076보다 약간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F값은 3.596, p=0.000으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그 수치가 0이나 4에 가까울 경우 잔

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있어 회귀모형이 부적합함을 나타내고 2에 가까울

수록 정상분포에 가까워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또한 그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Durbin-Watson 값은 2.049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

에 가깝고 0이나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된다.

어떤 변수가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발생 결정요인이 되는 지에 대한 가

설 H.2.1, H.2.2, H.2.3, H.2.4.1, H.2.4.2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 H.2.1의 검증결과, t값이 0.893(p = .373)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2.1은 기각되었

다. 즉 본 연구에서 세웠던 최초 가설과 달리 복수노조 유무로 인해 노

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2.2의 검증결과, t값이 3.484(p=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2는 채택되었다. 즉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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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무부서가 비독립적일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 H.2.3 검증결과, t값이 0.936(p= .35)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2.3은 기각되었다. 즉

노무무서 분리 여부로 인해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사 간 약속 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을 합산하여 노사 간 신뢰도라는

독립변수를 생성하였다. 그래서 노사 간 신뢰도가 안 좋을수록 노사갈등

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고, 노사 간 약속 이행성과

정보의 대칭성에 대한 가설을 각각 검증하였다.

노사 간 약속 이행성이 안 좋을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는 가설 H.2.4.1 검증 결과, t값이 1.485(p= .138)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가설 H.2.4.1은 기각되

었다. 그러나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이 안 좋을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2.4.2 검증 결과, t값이 2.399(p= .017)로 통계

적으로 유의수준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4.2는 채

택되었다. 즉 노사 간 약속 이행성과 다르게 노사 간 정보의 대칭성이

노사갈등 발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

가 발견된다. 노측이 사측 제시 정보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5점 만점 척

도)가 증가하면, 노사갈등 발생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이 커질수록 파업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는 경제학 이론의 예측과 상당수 부합한다.

더불어, 독립변수 이외에 통제변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속변

수를 파업 발생으로 설정한 경우와 다르게 사업체규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는 로

그값으로 변환 및 4분위수로 구분하여 근로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노

사갈등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t값이 -1.933(p=

.054)로 나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체에서 노사갈등 발생이 증가하는 것

으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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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E2의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연구가설 E2 검증결과

가설 내 용 결과

H.2.1 사업체에복수노조가존재할경우, 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기각

H.2.2 상급단체가민주노총일경우, 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채택

H.2.3 노무부서가비독립적일경우, 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기각

H.2.4.1 노사 간약속이행성이안좋을수록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기각

H.2.4.2 노사 간정보의대칭성이안좋을수록노사갈등에부정적영향을줄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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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를 불균형패널자료로 구축하여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의 특성 중 노동

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는 가설 H.1.2

는 지지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2.2

와 가설 H.2.4.2도 지지되었다.

민주노총이라는 독립변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파업을 통한 주장 관철이라는 합법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맹목적 노사협조주의를 배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을 중시하고 단체행동권의 활용을 적극 주장하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체

성이 공공부문 사업체의 노동조합 행태에도 확연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노사 갈등을 통제할 수 있

는 가장 분명한 동시에 선택 가능한 변수는 결국 노사 간의 신뢰를 확보

하고 정보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는 기본적 사실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정보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며, 노사 간의 일상적이고 진

솔한 소통이 노사갈등 예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거듭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예측 및 일부 선행연구와 달리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2.1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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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부분적 원인은 복수노조의 상급 노조 현황과 같

은 한국의 복수노조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에서는 제1노조가 상급노조에 가입된 반면, 제2노조는 미가입 노조로 분

화된 사업장이 제1노조가 미가입, 제2노조가 상급노조 가입 노조인 사업

장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론을 기반으

로 한 예측과는 달리 제1노조의 세력이 약해져 제2노조의 세력과 유사해

질수록 사측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제2노조의 세력이

강해짐으로써 제1노조를 견제, 노사 간 충돌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김

지영,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용일(2012)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복수노

조가 각자의 영향력을 높여 교섭권을 확보코자 경쟁적 노조관계가 형성

되어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측은 교섭력 강화를 위해 어용노조 설

립을 노사대응 전략으로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저하시켜 궁극적

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정부의 공공개혁은 김영삼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의 단골 메뉴였다. 그것은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즉 시장원

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민영화, 내부경쟁의 강화, 수익성에 대한 강

조, 그리고 구조조정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개혁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정부 주도로 노동을 배제하면서 진행됐다는 점이다. 자율의 이름

을 빌린 통제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

회의 지침이나 관련 부처의 감독, 감사원 감사, 경영평가 등이 세밀하게

배치됐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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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실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럽 등 노동운동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집단적 노사문제는 언제든지 발생

하고 노사갈등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여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부

정하거나 경영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약하는 것만이 최선일 수

는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과 노사관계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공공

부문의 교섭자유화가 혹여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촉발하여 국민들에게 필

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중단과 같은 상황을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과 노조와의 단체협상 활성화가 공공부문 임금인상 증가 속도를 높임으

로써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

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영한(2009)에 의하면, 민간 기업에서 적용되는 관리기법을 공공조직

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조직의 독특한 환경적, 구조적, 행위적 차원

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에 기반을 둔 세심한 수

정 혹은 완전히 새로운 관리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공공관

리(New Public Management)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공공조직과 민간조

직의 차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조직의 특성에 맞지 않

는 관리기법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 정책결정자와 공공관리자들은 민간과 공공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도입되는 민간조직의 이른바 “선진경영 기법”은 공공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경영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을 직시해야 한다. 노사갈등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노사갈등의 일차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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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책임

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는 인간성, 정직, 공정, 윤리 등 본연의

경영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

서 사안을 인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역량 제고도 필요할 것이다. 노조에 적대적인 사측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 내부의 결속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조

내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권은 당연히 존중되어

야 한다. 하지만 노조지도부는 어떤 권리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충분히 냉철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에서도 노사

간 신뢰의 회복없이는 어떠한 협력적 노사관계, 가치 창조적 노사관계,

상생의 노사관계는 불가하다. 노조간부들이 자신들의 사용자가 노조지배

전략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2.81%로 나타났다는 점은 노

사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

이다.10) 깨어진 신뢰에 대한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

용자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회사 경영사항에 대하여 노사

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투명경영을 해

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도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 없이 고용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없다’는 생각으로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검증 결과에 대해 노조의 상급단체

와 같은 한국적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을 절충하고자 했다

10) 윤찬성·구건서(2007), 『소속노총의 조절효과로 본 노조간부의 파업성향』,

경기 : 한국학술정보(주),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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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노사갈등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제 3 절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패널데이

터가 포함하고 있는 노사갈등 관측치가 50개로 상당히 적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이로 인해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구체화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이후의 연구자들은 자료를

풍부하게 갖춰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제도 요인이나

사업체의 특성이 노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부문 노사갈등

의 변화 양상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조직 내 특성들이 노사 간 갈등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사업체

성과 변수와의 관계성을 탐구하지 않았다. 물론 노사관계의 악화가 재무

성과를 저하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노

조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과 성과변수간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객관적 성

과 지표가 변화하는지를 직접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인사관리 담당자 혹은 노동조합대표 1인

의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조사 원천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조작적 정의

를 내린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대상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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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정확히 조직 대상을 조사하여 실제 노사관

계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노조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더 나아가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관측치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분

석 자료는 향후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기 위한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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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ys of Determinants of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Public Sector

Hyunwoo, Sh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Geun-hye government accused workers working in public sector

as a massive burden of debt and the mastermind of a reckless

management in the name “normalization of abnormal”. In particular,

the annual salary system performance was the biggest topics last

year. Public sector labor unions protested by the strike. The

Government aims to labor market reform of the public secto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rel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clarify comprehensively the

factors of strike and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

and strike business through a variety of ways. And it aims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 exam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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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preceding study about strike and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the literature study. Experimental study on the research work

presented in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order to test hypotheses of

business panel survey based on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research

hypothesis using the program.

The summary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Labor union inside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union's strike

occurred when the KCTU(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umbrella labor groups, is of the nature of the increase is supported.

In addition, unions of the KCTU umbrella labor groups, i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if labor-management disputes, the

greater the negative impact on the assumption also supported. In

other words, reduce the public sector strike in and carefully when

deciding the umbrella labor groups, in order to eas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ill have to decide. In addition, if determined

by the KCTU will should not blind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K

CTU. In addition, build trus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by

reducing asymmetries of information by who hope to be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labor-management culture.

By announcing the strikes and labor-management conflicts factor

this study echoed the extremes of the current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while, the threshold of this

study as follows : Labor-management conflicts panel that includes

the data is used on the analysis observed that remarkably few limits

exist as 50.

Finally, I dedicate this study to my daughter Shin Hyewon.

keywords : Public Sector, Strike, Labor-management conflicts,

KCTU, An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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