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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셔 론 

1999년 5윌 정부가 철도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을 결정하고， 2001년 12윌 1설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볍률(안)’(이하 구조개혁법)을 국회에 재출한 이 후 1년이 지난 

지금 구조개혁의 실현은 아직도 많은 불확섣성을 안고 있다 그간 철도노조의 반미코 정 

부가 마련한 두 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고 새로운 정부가 뜰어서게 되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혁 시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칠도구조개혁에서 핵심사항은 상하분랴(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열차운영의 

분리)에 대한 수용여부로 이해되고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으로 인한 칠도청 

구성원의 신분전환에 대한 수용여부라고 보여진다 즉， 상하분리로 인한 조직분리의 결 

과 노조구성원의 수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노조원의 근무여건과 권익이 악화될 것이라 

는 논리보다는， 새로운 구조개혁법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 공 

무원연금 및 근무조건이 악화된다는 논리가 구조개혁의 부진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익이 보전될 때 보다 자유스런 입정에서 구성원들이 

효율적인 구조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선택할 수 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개혁볍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용승계 및 연금처리 방안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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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구조개혁에서 제시되었던 방안과 비교 분석하고， 우리의 현섣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릎 논하고자 한다 먼저 전반적인 이해릎 돕기 위해 철도건설 및 운송산 

업에서의 노사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첼도건설 및 운송산업에서의 노사관계 특성 

1 철도건설 및 운송산업의 특성 

칠도운송은 일반적으로 노선망(network)을 펼요로 하고 이러한 노선망을 건설하기 위 

해서는 대규모의 노반， 궤도， 교량， 다널， 전차선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철도구조개혁이전에는 많은 나라에서 하나의 정부조직 또는 정부조직에 가까운 

조직(공사， 공단 등)이 독점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철도건섣 빚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 

다 불론 산업화 초기 철도운송이 유일한 교통수단에 가까웠던 시절에는 이익을 낼 수 

있어 민간이 건설 ·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의 발달이 한계에 직변한 90년대에 뜰어서는 많은 나라에서 철도운영 

의 효율성과 철도의 경쟁력을 높여 철도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라도 있다 EU(European Union)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 

적 외에 유럽단일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EU회원 각국의 철도운영자가 타국의 기반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 철도에 대한 상하분라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 

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기존의 철도운영자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앞서 1987년에 독점의 폐해 빛 적자 누증을 개선하 

기 위한 철도구조개혁이 단행되어 , 종전의 일본철도운영자(JNR: Japanese National 

Railway)가 6개의 여객회사 및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 민영화되었다 이 중 수익성이 

좋은 몇몇 회사는 주식이 상장되어 소유도 민영화의 길을 가고 았다 

이러한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 및 운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의 지왼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영국은 완 

전 민영화라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운임， 운행스케줄， 발권 관리， 신뢰성 및 정시 

성 준수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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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견과 개벨 조직수준에서는 내부적으로 기반시션과 열자운영이 분리되 

었으며， 여객부문， 화불부문， 역사관리부문 등 서비스변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원칙， 경영전략， 내부 조정책임의 배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 철도건설 및 운송산업의 노사관계 특성 

철도건설 및 운송산업에서 노사관계의 특성을 노동조합원신분， 노동조합 가입률， 분쟁 

의 해결， 칠도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조합원의 공무윈신분 

철도구조개혁 이진에는 노동조합원이 공무윈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올 갖고 있었다는 

점이 철도노사관계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단체협상보다도 

볍적인 규제가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음 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는 노동조합원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과 마잔가지로 단체협상에 의한 규제가 

지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원이 공무원의 선분을 갖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 

조 집단행위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섣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복무규 

정 제 28조에서 정보통신부 및 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 

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빛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서무 · 인사 및 기일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랴 빚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엽무에 종사하는 자‘ 승용자동차 빚 구급차의 운천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국가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 

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철도종사원들이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이에 해당하는 

복지룹 누리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SNCF(Socité Nationalc de Chemin de fer 

Français 철도열차운영자) 근로자는 공무윈과 매우 유사한 특별한(non-standard)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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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갖고 있어， 작업의 보장이외에 특별한 건강보험제도 및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 

다 1995년 이러한 연금제도를 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Juppé plan)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파업을 유발한 바 있다 

상하분리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스웨덴 철도구조개혁의 결과 국가철도에 종사하는 자는 

구조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도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의 연금적용을 받는다 즉， 이들은 민 

간철도에 종사하는 자보다 유러한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예로서 60세 퇴직을 들 

수 있다 국가철도 종사원은 연간 36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비해 민간철도 종사자는 

유급휴가가 25일이다‘ 

국가 

표라A 
一”一

스웨덴 

〈표 1 ) 유럽의 절도노동조합원 신분 및 복지 

적용 법률 및 복지 

SNCF(철도열차운영자) 근로자는 공무왼과 매우 유사한 특별한(non-standard) 

신분을 갖고 있음 직엽의 보장이외에 특별한 건강보험제도 및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음 1995년 이러한 연금제도를 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파업을 몰고 왔음 

국가철도에 총사하는 자는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의 적용을 받음 이들은 민간철도에 

종사하는 자보다 유리한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예를 들면 60세 퇴직임 국가철 

도 종사원은 연간 36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비해 민간첼도 종사자는 유급휴가가 

25일임 

1993년 법 제정을 통해 종전 공무원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전체 종사원의 1/4)는 

구조개혁이후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DB AG(독일철도열차운영자)에서도 그 신분 및 
독 일 j 연금을 포함한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특별 정부조직 

을 설정하였음 또한 동법에서는 사무직과 기능직 (blue-collarl 간 급여등급，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철폐함 

1995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함 이후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총 

오스트리아 | 전과 마찬가지의 복지(특히 퇴직판련 사항)를 제공하고， 신입 직원은 사기업 복지 

적용을 받게됨 

자료 EIRO ‘ lndustrial relations in the rail sector‘ tablc 3 잔조 

독일은 1993년 법 재정을 통해 종전 공무원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전체 종사원의 

1/4)는 구조개혁이후 민간기업으로 천환한 DB AG(Dcutsche Bahn AG: 독일철도열 

차운영자)에서도 그 신분 및 연금을 포함한 복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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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있어 차별을 철폐 

설치하였다 정 부조직 인 (Bundcseiscnbahnvermögenl 을 

동법 에 서 는 사무직 과 기 능직 (bl ue-collar 1 간 급여 등급， 해 고 등에 

조프1회 
I t:": 고용하는 으

 
g 드

 근 
이
 

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철도구조개혁 이전인 1995년까지 ÖBB(Österreichische Bundes 

철도운영체) 종사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였고， 구조개혁 이후 기존 직원에 Bahnen 

종전과 마찬가지의 복지 (특히 퇴직관련 사항)를 제공하고， 신입 

직원은 사기엽 복지 적용을 받게하는 투 티어 시스템 (two-tier systeml을 도입하였다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2)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 

철도부문은 정부조직 또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사기업보다 구성원들 

냉
 
사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노동조합의 높은편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조합의 관리자틀이 

의 

이루어지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노력이 높은 가입률의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 )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도 

뎌훨뜩활말그 

「펴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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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5.000 주장하는 노동조함원의 설립된 우리나라 진국칠도노동조합에서 1947년에 

;zi 
D 직원의 수가 29.600여명 (2002년 6원 기준)인 명으로 기능직을 포함한 천도청 전체 

100%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 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윈으로서의 자격있는 자는 거의 

사업장이 전 1 J 과 같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직도는 〔그램 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있는 관계로 직종별 다양한 직종이 이「 
λ，i，....l!-， 있는 관계로 지방본부 조직이 분포하고 국에 

과단위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낮은 프랑스를 제외하곤 거의 모두 높은 유럽의 경우도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표 2> 유럽의 절도부문 노동조합 가입률 

국가 가엽률 현황 

오스트리아 거의 100% 

덴마크 거의 100% 

-표→라 “ •^ 약 30% 

즈「i 。근1 80% - 90% 

이태리 77% 

네멀란드 60% 이상 

스웨덴 90% 이상 

영국 기관사 거의 100%. 기타 부문은 이에 못 미칩 

EIRO ‘ lndustrial relations in the rail sector ‘ table 4 참조 

3) 분쟁의 해결 

분쟁의 해걸절차는 유럽의 경우 거의 모두 공동으로 고지 기간(notice periods). 중재 

자료 

compu!sory or 강제조정절차(specific 또
 

특별 ,,1 

^ bodies) 기 관(arbitration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를 갖 c조L 그1표ζ 。 근 zιτ1 o) cl
τ)200""::→i二 '-f conci!iation procedures) 

고 있다고 할수 있다 

노동쟁의는 국가전 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철도부문의 

우리의 경우 철도운송은 필 

철도운송이 대중을 상대로 

체교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규제가 이루어진다 

노동쟁의를 하 

만약 등이고，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태리 있는 경우가 그리스， 

특별조정위원회의 

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올 의무화하고 

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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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노동쟁의는 

중지되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태리이고 후자는 스웨덴의 경우이다 노동조합원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파업권 (right to strikc) 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거나 파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덴마크와 독일이 그라하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특별한 분쟁해결 젤차 없이 7-10<4 
「티 협상에 의촌하고 

다 영국은 단체행동을 하기 전에 관련 노동조합원의 투표찰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계 노동조합원이외에는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있 

분쟁의 해결은 분쟁수준을 고려하여 규제가 가해지는데‘ 분쟁수준이 낮은 국가로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분구 복지국가인 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흘 뜰 수 있고， 
t::l 7\] /'--7-
l:!:"/ë) T 1r 

이 높은 국가보서는 그러스， 이태리， :iL 금}/-. 투드J으 I주 ζ二 이rJ_ 
-O-O ê.i::'.. '^^기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영 

국의 경우는 민영화이후 분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도1고 있다 1) 분쟁수준이 즈g 
n 

은 국가의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철도구조개혁이 종전의 독점적 

지위 1"1 

^ 대규모 국까 개입이 보장할 수 있었던 특권 (privileges) 1"1 
;κ 노사관계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원이 적은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단체행동을 통해 전체 철도교통시스템에 큰 영향을 "1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음 높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룹 안고 있으면서도 일부 

집단의 단체행동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특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었다 

4)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에서 1989년이래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구조개 

혁을 하여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반대하지 않으나， 각론에서 이견이 
u , 
Lδ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구조개혁법에 관한 두 번의 

공청회는 노조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흠페이지에 공식적인 철도구조 

개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심정이고， 노동조합에서 ‘공공철도 

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공철도로서의 한국철도 발전방안과 운영체제‘ 고 

용안정 방안 등 철도 천반의 문제에 대해 입장윤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EIRO. Con f1 ict and its rcgulation in lndustrial relations in thc rai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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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법에 대한 국회법사위의 검토에서 검토위원은 다음과 갇은 견해룹 보이고 있 

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한국철도의 구조적인 문 

제는 공공철도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철도투자 및 관리 소흘에 기인된 것 

인 만큼 철도민영화보다 공공철도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노동조합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 노동계와 연대하여 민영화 

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칠도구조개혁을 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유랩에서도 노동조합이 구조개혁의 펼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윈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 구조개혁과정 

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를 뜰어， 덴마크에서는 인건비틀 줄이 

는 ‘사회적 텀핑’ (social dumping)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 국가로 기능이 이전되는 

것음 막기 위해 EU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칙 (common rules)음 제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들이 대체적으로 비판적 입장응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 

서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R (British Railway)의 매각이 이루어졌고， 스페 

인의 경우는 일부 단위 노동조합이 민영화에 대해 개방적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노동조 

합의 공식적인 엽장을 밝히고 있는데 (the Panhellenic Federation of Railway 

Workers ‘ GR981215N) , 구조개혁과정이 회사의 통합성과 노동조합원의 정체성을 파 

괴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줄이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열악한 

근로조건과 교통안전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I. 고용승계 및 연금처리 방안 사례조사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금 철도구조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보다 근본적으 

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민간부문보다 후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처리방안이 명 

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천개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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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의 구조개혁법(안)은 제 15조 고용승계에서 철도운영회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 증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플 세외한 철도청 청 

따라서 법조문만을 보아서는 공무원 있다 승계한다고 밝히고 고용을 포괄하여 직원의 

공무원 신분을 

않은사람 그렇지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유지하게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무원연금음 적용 받을 갓이지만 

들에 대한 조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무
 

1 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구성윈뜰이 승계만을 보장하고 있지 고용의 

고용보장 빚 연금， 새로운 조직에서 받게 될 보수에 대해서는 원으로 누렸던 정년까지의 

구조개혁이라는 대의명분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 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못하고 있다고 할 수 하에 개인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우 려를 불식하지 

보수에 대해서는 민영기업이 공무원보다 많다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올 뿐 실 

그러한 차이가 기존의 공무원으로서의 

있다 

고용조간을 보상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합의릎 이끌어 내야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2. 독일 

1월부터 새로운 1994년 입법과정을 통하여 독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 신분 민간기업형태인 DB AG에서 과거 

구조개혁과정에서 과거 복무규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급， 보수조건(급여， 및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쌀 수 있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뜰에게 

존재하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과 민간인 신분인 구성원이 민간기업인 DB AG 하에 다 

실 26.4%이다 공무원 선분인 사람은 71.008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1998년 현재 데， 

옥일은 공 

무원신분 구성원을 고용하도록 정부조직인 {Bundescisenbahnvermägenl을 설치하였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일하지만 형식상의 질적으로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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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B AG 구성원 변화 추이 

연도 민간신분 구성윈 공무원신분 구성원 면수자 합계 

1994 223.024 108.077 21.282 352.383 

1995 212.031 100.548 18.973 331.552 

1996 199.736 89.032 17 .473 

1997 189.104 79.169 17.049 

1998 181.460 71. 008 16.275 268.743 

자료 Dcutsche F3 ahn AG ‘ 내부자료 

이러한 공무원신분 및 민간인신분 구성원간의 고용조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줍어 

들고 있는데， 예룹 들면 해고 및 기타 중요한 규제 등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DB AG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약부문 

일반협약 

임급 협약 

기업수준 협약 

〈표 4) DB AG에서의 단체협약 내용 

;<1 ~ι 걱二극으 
-, 0 ι 주요이슈 

자회사릎 포함한 모든 직왼끼 계약만료사항. 공휴일 관련 사항(보너스， 휴 

일부 지역 첼도운영회사 ) 가) 퇴직연끔제공‘ 주택， 직업상 복지 

자회사륜 포함한 모든 직왼 l 정규 급여 연수비 노병자 보수 병가비 
출퇴근거리증가에 따른 추가 지급 빚 근무 

기업 내에서 직무전환하는 모 ( 
1 간 단측 주거지 변화에 따른 추가 지급 

든직원 
연수비 및 자격부여， 직무상실에 대한 보상 

DB Arbeit 서비스 I DB Arbeit 서비스 센터에 1 근무시간， 공휴일휴가， 영가， 급여， 배치 

센터에 대한 협약 ( 배속되는 구성원 I works councils과의 공동결정권 

조직구조변경에 따른 
I DB AG 직왼 

기업수준 협약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1 _ .. ~ I DB AG 모든 직윈 
기업수준 협약 

자료 EIRO 내부자료 

기업목표 설정에 works councils의 참여 

DB AG 내에서 현직무를 상실한 직원에 대 

한 승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적용 

* DB Arbeit 서비스 센터에는 기업합리화 과정에서 직무를 상실하는 구성원들이 배속되게 되τ 

데. 1998년 현재 총 10.050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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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는 100% 연급수혜블 받는 퇴직연령의 단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띤서 퇴직연령의 단축이 이푸어지는 경향윤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빈간인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는 퇴직연령이 1983년 65세에서 60 

세로 빨라졌는데， 철도운영기관인 SNCF의 기관사 벚 차량정비직원은 50세에 퇴직할 

수 있고， 그 밖의 직윈블은 55세에 퇴직할 수 있는 이침음 누리고 있다 이러한 퇴직연 

령 조건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갓으로 평가된다 공무원틀은 연금불입 

을 43년간 이행하고 최소한 1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하면 어느 연령에서든 퇴직할 수 있고， 

40년간 연금불입을 이행하고 최소한 공직에 15년 이상 종사하면 56세에 퇴직 할 수 있다 

구조개혁과정에서 이러한 SNCF 직원의 연금제도 상의 유리한 섬이 그대로 유지되었 

다 1995년 정부가 이러한 SNCF의 퇴직연령윤 높이려고 한 것이 진국 규모의 철도파 

업을 촉발시킨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파업 당시 일반 국민들은 SNCF의 입장을 지 

원하였다 2) 

4 일본 

1987년 철도분할 · 민영화라는 국칠개혁을 단행한 일본은 이 과정에서 연금문제보다는 

종사원의 취업알선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는 이미 28만명에 가까운 철도종사원 

(277.020'정. 1986년 4월 1 일 현재)올 대상으로 ‘일본철도공제연금’을 시행하여 왔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국철개혁에 수반하여 직원수의 감소，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재정 

문제가 부각되었을 뿐이다 연금의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요융의 인상. 민영 

화된 JR 각사의 부담， 청산사업단 및 국가의 부담 등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자조노력의 

전제 하에 공적연금의 일원화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일본에서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민영화되는 각 회사는 자신이 필요한 인원만을 재고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과 과거 국철의 부채처리를 ‘일본국유철도청산 

사업단’(이하 청산사엽단)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987년 구조개혁 당시 청산사업단에 

2) EIRO. Strikes focus on earlier rctircment. www.ciro.eurofound.ie/1997/02/features/ 
FR9702106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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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된 23 ， 660명 중 3년간의 재취직기간음 거친 결과 최종작으로 1. 047명이 해고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철도사업을 떠나게 된 인원은 80 ， 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 

5 영국 

영국에서 철도민영화 목적의 하나는 상업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지역단위로 단체교섭율 

시행하여 노동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로운 민영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보호하는 TUPE(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oyment) 

법 때문이었다 영국은 강력한 전국 규모의 철도노동조합을 갖고 있었고， 만약 노동쟁의 

로 인해 운영회사에 요구되었던 서비스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운영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규제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민영화된 철도운영자뜰은 국영철도 시대의 근로조 

건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영화 이전 철도 근로자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industria! civi! servants)으 

로 분류되었으나 거의 법적인 특혜는 부여받지 못하였었다‘ 다만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 

으로 인해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 

간， 직무 등급， 민영화되기 이전 BR(British Rai!ways)이 취하여 하는 역할 변화 등 

에 관한 복잡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현재 영국의 철도 근로자는 모두 민간인 신분이 

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연금에 관한 권리를 신장시키고 있다-

TUPE로 인해 기본급은 낮으나 여러 가지 수당 및 보너스가 추가된 국영철도 시대의 

복잡한 급여 시스템을 인수하게 된 민영회사들은 이들을 묶어 하나의 높은 봉급을 제시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노동조합원들도 이를 환영하였는데 소득이 안정되고 더 높은 

연금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회사틀은 이를 유연노동시간제와 같은 작업관행 

의 개선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추진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이를 근로시간의 단축 벚 복지후생의 증대와 연계시켰다 노 

동조합은 휴무일에 대한 근무의 거부(refuse to work rest days) 라는 행동을 통해 최 

근 급여의 100% 수준 연금지급 및 주 35시간 노동을 성취하였는데， 기관사가 부족한 

3) Ian SmiLh , 10 Years of JR OperaLion • The ExpliciL and ImpliciL Aims of JNR 
Privatization , Japan Ra i/ way & Transport Review , Sep.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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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칠도에서는 휴일 근무의 거부가 경영에 이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었다 주 35시간 근무를 받아틀인 회사는 WAGN(Wcst Anglia Great Northernl 

빚 Anglia Railways인데， 이들은 노동조합이 지1시한 기본급 인상(2 1. 000파운드에서 

24 ， 000파운드로 증대) 및 연금지급대상 급여율 인상(83%에서 100%로) 대선에 근로 

시간 단축올 택하였다-

6 ‘ 오스트리아 

1995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입사한 신규직윈에 대해서는 공무원신분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구조개혁 이전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윈 신분을 인정하여 연금을 제공하고 있 

다 공무원 신분의 철도 종사자에 대한 연금은 다른 부문 보다 후한 것으로 보이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 35년을 근속하면 53세부터 퇴직하여 연금을 받윤 수 있는 권리 부여 

- 2003년 이후에는 연금지급액이 최종 급여에 기반하지 않고， 대신에 소득이 가장 좋 

은 18년간의 평균으로 계산 다만 65세까지 근무하게 되는 구성원이 있으면 이둡에 

대해서는 소득이 가장 좋은 15년간의 평균으로 계산 최대 평균소득의 80%까지 연 

금으로지급 

- 평균소득을 연금지급기준으로 함으로써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들에 대해 윌 충소득이 

평균 10 , OOOATS (Austria Shillingsl 인 경우에는 삭감율을 최대 1% ‘ 윌 총소득 

이 평균 28 ， 000ATS얀 경우에는 7%까지만 허용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는 삭감율의 상한을 두지 않음 

• 2019년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은 2000년부터 연금보험요율을 1. 5% 감축 

- 53세 이후에도 근속하는 사람틀에게 매년 보험요율을 0.2%씩 삭감， 최대 1.4%까 

지 허용 

- 월 소득이 39 ,000ATS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연금지원 

요율(pension support contributionl을 39-6에서 4%로 1% 증대 연금보험요율은 

4) EIRO. Railway pensions reform agrccd. www eiro.eurofound .ic/1997 /12/inbrief/ AT9712152N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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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로 고정 

65세 이잔에 연급을 받는 사람탈에 대해서는 만약 추가 종 소득이 월 3.740ATS릎 

초과하고， 연금과 추가 소득윤 합하여 윌 12.000ATS 이성인 사땀들에 대해서는 연 

그지그사가 
'''' --, 

이러한 연금규정은 공무원 연금규정을 거의 그대로 따른 갓이다 이를 개정하려고 하 

였던 정부계획에 대해 2000\건 6원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IV. 비교분석 및 방안고찰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가 특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철도구조개혁윤 거치면서 이와 유사 

한 고용승계 및 연금처리방안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조사 대상이 된 국가들블 몇 가지 승계영역의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고용(취업) . 연금지급 및 연금지급연령 조기화， 근무조건， 민간기업내 공무원신분， 급여 

(보수)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칠도구조개혁시 고용승계 등 국가별 승계방안 비교분석 

승계영역 

국가 연 금 민간기업내 
고용(취업) 근무조건 

공무원신분 
급여(보수) 

지급 지급연령조기화 

한 국 c) ""、 。

즈「E 。E1 。 (\ι 。 C /\~、J

)표라 “→}、 「、 \ 「、 ζ) 0 
qIl E 」ε G 。 Q 

영 국 η\← ι 0 o 0 
오스트리아 o 0 0 o rη 

」



바여 
u • 

근 177 

고용(취업) . 연금 급여 (보수)는 사례대상이 된 모든 국가에서 철도구조개혁시 승계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지급조건이 상대적으로 

후하지 않은 국민연금으호 전환될 수도 있다는 침이 다르다 하겠다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윈뜰이 좀전 공무원신분플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인데，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r_olol 
「 근-， 

-H 。
/ôT 

는 고용형식상의 문제룹 해결하기 위해 정부조직이 공무원 신분의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 

를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구조개혁법(안)에 나타난 고용승계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으로서의 二21므!_7-
~ ，~ 

건 및 공무원신분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여겨짐 

수 있으나， 일본은 연금지급에서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후하지 0 1- 0_ 0:3二l
'-<i~~ ι!그 

을 적용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다르다 

2 밤안고찰 

철도구조개혁시 승계내용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승계의 주 

요 내용은 앞서 사례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원신분유지여부， 

수， 정년보장 및 근무규칙과 같은 근무조건이다 

연금의 주죠 E 。lT. 급여보 

먼저 공무원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전 노동조합왼이 모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방 

안， 일부 중앙 부처 빛 타 부처로 자려를 옮길 수 있는 샤람만을 대상으로 공무원 신분 

을 유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노동조 

합원이 구조개혁 이전과 같은 공무왼 신분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를 수용하는데 발생하 

즉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 는 어려움은 제도상의 문제로 판단된다 

무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정부조직에 고용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겠다- 다만 구성원의 1/4 정도만이 공무원 신분인 독일과 탈리 노동조합원 모두가 공무 

원 신분을 왼할 때 민간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륜 창조하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신규 직원 

이 입사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노동조합원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됨 
-H 。
끼j ， 

적용 받기는 하여야 하겠지만 공무원연금의 지급， 

민간기업의 신급여보수， 신근무규칙을 

정년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땅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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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다 공무윈신분플 유지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지급， 민간기업의 

신급여보수， 신근무규칙이 적용되는 방안이 도출된다 

〈표 6) 방안 매트릭스 

공무원 연 금 근무조건 

신분유지 선급여보수 

(No) 공무왼 국민 정년보장 λ~ -2그←D「도ït~ 

공무원신분유지 (Yes) 。 0 0 0 

공무왼 。

연 금 
Ojx 0 

국민 0 0 。

신급여보수 0 Ojx 。

정년보장 。

근무조건 
선근무규칙 0 

연금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연끔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공무왼 연금기금의 재정문제는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 

며， 이는 현행 첼도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

T 있다‘ 현실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공무원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정년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급여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들(공무원연 

금과 정년보장의 

원으로서의 급여 

포기)에 대한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여 진다 현재 二12 0.
。 T

보수 보다 얼마나 더 많아야 공무원연금과 정년보장의 포기에 대한 보 

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부분이 급여와 보수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달라지는 근무규 

칙을 반영하는 급여 보수가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의 근무조건 인수와 관련하여서는 그대로 민간기업이 인수하는 방안과 민간기업이 

정하는 근무조건에 따라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근무조건을 정 

년보장과 근무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철도의 경쟁력올 높이는 것이 구조개혁의 표， .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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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공무윈의 근무규칙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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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규착은 새로이 형성되는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다행스럽게도 고속철도개통， 3조2교대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직장을 상심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에서 
。
~ 

구되는 직무릎 수행 할 수 있기 위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제도적으로 마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적으로 신규 민간회사가 책임지기에는 큰 부담이 

v. 결 츠E」 
L一

될 것으로 

철도구조개혁은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기존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 

다， 우리의 구조개혁볍(안)도 이점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하여 마련되었겠지만， 무엿보다 

도 구성원의 이익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좋 다 깊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모든 노동조합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룰 원하다변.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요구인가， 재정적으로는 가능한가， 이들이 민간기업체제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등에 대한 고찰이 펼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리상의 복잡성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사람들이 공존하고， 정년을 보장되는 사람과 그령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등 단일 안 

이 아니라 복수의 안이 시행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철도구조개혁의 결과 철도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구조개혁이 진행 

되면서 기존 구성원틀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경우， 양자간 

에 균형을 취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칠도구조개혁에 관 

한 해외 사례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들에게 휠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 

력을 하는 것이 무엿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많은 경우 칠도구조개혁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감축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전환배치， 교육훈련 등 구성윈뜰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구성원틀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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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빛 합의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 구성원과 철도산업 경쟁력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Win-Win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철도구조개혁 친행의 최상의 목표가 되는 만큼 이릎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할 수만 있다면 구성원틀의 복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 

향에서 구조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룹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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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loyment 
and Pension in the Rail Reform Process 

Y oun Keun Bhang* 

ABSTRACT 

Korcan rail rcform initiatcd by thc ccntral government suggests that the 

newly born organizations from rail rcform will hire everyone who is formcr 

employee of KNR and KHRC and wants to get a job in those organizations. 

Korean rail reform also suggests that part of cmployees will maintain civil 

servant status and they move to thc government니 organizations from KNR 

and KHRC. 

This study fïnds out that Germany and Austria permit former civil 

servants to maintain civil servant status in the railways after rail rcform , 

that France and Austria maintain the advantage of early retirement for 

pension in thc rail sector , and that none of countrics allows employees to 

lose their economic interests which incl udes the pension payment through 

rail reform 

Alternative matrix based on civil servant status , civil and private pension , 

wages , job security and work place rules are devcloped and analyzed. If civil 

servant status could not be continued , the new wagc system should 

compensate the difference betwcen civil servant pension and privatc pension 

and the loss of the tcnure if any. Even in the case of thc loss of civil 

servant status , tenure could be alive. Ncw workplace rules are to bc applied 

• Principal Researchcr Policy & Operalion Departm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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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ll alternatives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ggest a few 

alternatives to employees and at least allow them to choose the b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