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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팀을 결성한 뒤로 거의 100힐이 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으 

로 시작한 이번 대회의 준비는 날이 갈수록 미로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케팅이나 신 

상품 기획， 경영전략 등과 같은 분야의 사례들만 주로 보다가 막상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례를 시작하 

려니 참고할 만한 사례의 포뱃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단추를 끼워 나가야할지 막막하기 

만 했습니다 이제 100일의 긴 여정이 지나고 작품을 완성한 시점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3달이 넘는 기간동안 부산공장과 서울본사를 몇 번이나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지만 시작과 끝은 보이 

지 않았고， 10년이 넘는 노조의 역사를 추적하는 일도 별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 새삼 학부생 

에 불과한 우리들의 능력의 부족함과 교과서와 기업현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깨달아가는 100여 일 

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의 능력으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기엔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틀께서 우리들 

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분틀이 없었더라변 지금 이 부끄러운 작품조차 그 형태를 갖추기 

는어려웠을것입니다 

‘인사말’ 이라는 짧은 지변에서 그분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유니온스틸이란 회사의 존재를 얄려주시고 노조인터뷰륜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주신 

부산대 경영학부 최수형 교수님， 항상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례의 가장 기초적인 면을 늘 숙 

지하라고 충고해주시며 드라마틱한 사례를 강조하여 주선 경성대 경영학과 정통섭 교수님 본사 인터 

* 제4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사례연구센터 주최 전국 대학(원)생 사례개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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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봐주시고 늘 챙겨주셨던 서강대 경영학과 노부호 교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니온스틸 노조와의 인터뷰를 극적으로 연결해주신 한국노총 

부산지부 사무국장 겸 (주)대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서정수 위원장님 노조의 생생했던 장면들을 증언 

해 주셨던 당시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강진호 위원장님과 박성균 조직부장념 유니온스틸의 귀중한 자 

료 나누어주신 노무안전팀 김성관 차장념과 본사 경영기획팀 김닥홍 과장님， 그리고 유니온스틸 자매 

회사 국제통운의 추동석 총무이사님 

준비기간동안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준 부산대 경영사례연구회 카플러스와 서강대 경영학술동 

아리 렌즈 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조언해준 메가트렌드의 영길이형， 영욱이형， 우식이형 그리고 영원 

한 파트너 전략지원집단 GASS 271 친구틀 바쁜 프로젝트 와중에서 대회 준비를 위한 시간 허락해준 

Stigma Brain Group 가족들. 

핵심을 찌르는 피드백 해주신 Bain&Company의 성민이형과 LG전자의 동훈이형， 두 형툴께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여일을 통거통락하며 오직 이 작품 하나만을 위해 함께 달려왔던 우리 팀 

Zest의 성준이형， 재수， 은애씨， 기환씨 모두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힘들었던 100일을 즐 

겁게 견디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팀병인 Zest의 이름처럼 항상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먹어 

봅니다 

2002년 9월 6일 새벽. Zest 모두를 대신하여 병오 

Prologue 

1995년 3월 10일 새벽‘ 주주총회 참석을 마치고， 서울발 부산도착 기차에 몸을 실은 유니온스틸(당 

시 연합철강)1) 강진호 노조위원장과 김순갑 부위원장의 심정은 비가 내리는 날씨만큼이나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1977년 2월 유니온스틸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면서 15년 동안 사측과 그 지긋 

지긋했던 투쟁관계도 이제 막 안정에 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강 위원장은 서울에서 무거운 짐 

을 툴고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설마 했던 예상이 이제 막 현실이 되어버혔다 유니온스틸 13대 대표이 

사로이철우선임 

1993년 6월 사임한 손강재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6개월간의 직무대리를 거쳐， 그해 12월 

정식으로 노조위원장에 선출된 강 위원장에게 신임 이철우 사장은 너무나 부담스런 존재였다 그것은 

강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 노조대의원， 노조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1984년， 당시 연합철강은 1977년 국제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국제강이라는 주언을 맞이하게 된 

다 1977년 국제그룹에 인수될 때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노사관계는 동국제강으 

로 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새 주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동국제강과 1977 

1) 유니온스틸은 2어0년까지 연합철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다 현재까지도 연합철강과 유니온스틸의 이 

름이 혼용되고 있는데 이후 사례에서는 정식명칭인 유니온스틸을 과거와 현재에 걸쳐 통일시켜 사용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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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밥그릇’ 을 빼앗을 것이라는 노조의 붕신은 당연히 매년 투쟁적이고 소모적인 

파업을낳아왔다 

1988년 4월에는 ‘아직도 노동계에 회자되고 있다’ 는 320일간의 파업까지 겪었고， 그 와중에 사측과 

노조측은 서로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일삼았다 그 와중에 노조의 고발로 옥살이까지 했던 2명의 사 

측입왼‘2) 그 중의 한 사랍이 바로 이철우 사장이었다 

그에 비하면 강진호 위원장이 아직 노조위원장 직무대리시절이던 1993년 6월 파업을 독단으로 중지 

시키면서 그나마 관계가 좋아졌던 12대 홍순철 사장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J) 

3월 9일 주주총회 당일， 김순갑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로 소식을 전해들은 부산 공장도 난리가 난 

것 같았다 선대(先代) 노조집행부의 보복성 고발로 옥살이까지 한 신임 이철우 사장이 아무리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부산 공장은 ‘또 

어떤 방법으로 노조와 노동자 탄맙정책을 쓸지 그것만 문제’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대의원들은 벌 

써부터 ‘이철우 사장 불러가라’ 는 플랭카드를 만들어놓고 파업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1993년 6월 ‘또 파업하면 회사도 우리도 끝장’ 이라는 생각에 대의원들에게 맞아죽을 각오까지 하면 

서 , 성명서를 발표하며 파업을 중단시켰던 강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가혹한 선택이 남겨졌다 더구나 

그 선택은 단순히 이철우 사장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몇 년째 좌절되어왔던 증자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뒤섞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세 시간째 한숨만 내쉬며 창 밖만 바라보던 강 위원장의 생각을 아는 듯 옆자리 

의 김순갑 부위원장이 한마디를 거들었다 

“위왼장님 두 시간 뒤에 부산에 도착이라고 합니다 ’ 

김 부위원장의 한마디에 강 위원장은 결정을 지었다 부산 공장에서는 밤새 대의원들이 강 위원장만 

을 기다라고 있다 김 부위왼장의 말에는 이제 두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펜과 종이 좀 꺼내주시게나 ” 

그리고 강 위원장은 조심스럽게 노조에 몸담은 뒤로 두 번째 성명서를 쓸 준비를 했다 1993년 6월 

의 파업을 중단하자는 첫 번째 성명서를 쓸 때도 그랬지만， 이번의 성명서도 많은 대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게 뻔해 보였다 그렇지만 1 ， 500여명 4)의 유니온스틸 조합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로서는 

피할수없는선택이었다 

‘냉연강판의 국내 수요는 이제 공급과잉상태다 더 이상익 파엽은 고객들의 발길을 경쟁기업으로 몰 

려버릴게 뻔하다 지하철은 파업을 해도 고객이 다시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한번만 더 파업 

하면 모두가끝장이다’ 

마음을 굳힌 강진호 위원장은 한번의 멈춤도 없이 성명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 노조측에서는 7명이 구속되었음 

3) 유니온스틸의 역대 대표이사 현황은 〔부록 IJ과 같다 

4) 현재는 804명 각 연도별 유니온스틸 근로자 인원감축 현황은 〔부록 2J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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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서 

이철우 사장님의 유니온스틸 13대 대표이사 선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후략 

1995년 3월 10일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위왼장 강진호 

1. 얼음과 같았던 노사관계와 해벙의 실마리 

1.1. 유니온스틸과 노동조합史 

유니온스틸은 1962년 12월 10일 권철현씨에 의해 설립되어 냉간압연강판의 생산을 시작한 이래 꾸 

준히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1967년 연간 10만톤 생산 돌파 1986년 연간 100만톤 생산 툴파에 이어， 이 

철우 사장이 부임하기 직전 해인 1994년에는 연간 12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매출액 

5 ，392억 원에 당기순이익 113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국내 철강기업으로는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돌 

파하여 1974년 제 11회 수출의 날 금탑산엽훈장을 받은 것도 유니온스틸이었다 

그려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1970년대부터 유니온스틸이 걸어온 기업 내부의 역사 

는 불행과 진통의 나날 그 자체였다 1977년 박정희 정권에 의한 강제 소유권 조정으로 인해 권철현씨 

는 당시 연합철강 소유권을 국제그룹에 빼앗기게 되었고， 국제그룹 계열사로 존재하던 유니옹스틸은 

19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부실기업 정리’ 라는 영목 하에 국제그룹이 강제 해체되면서 다시 동국제 

강에 편입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근 20여년간 기업의 주인이 2번 바뀌면서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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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과 노동자틀간의 진통은 이철우 사장이 부임하던 1995년까지 연례행사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유니온스틸 노동조합은 유니온스틸이 국제그룹에 편입된 직후인 1977년 2월 12일 박기식씨외 

112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이 때 처읍 유니온스틸에도 ‘노사관계’ 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 

되었다 이후 1978년 조합원수는 1 ， 000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1972년 2월 전국금속노조 연합철강지부 

로 승격되었다가 198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국 금속노조연맹 연합철강노조로 개칭되어 오 

늘날에 이르고 있다 51 

1990년대 초까지 강성노조의 대영사로 불리웠던 유니온스틸 노조의 투쟁사는 1979년에 시작되었고， 

그 계기는 퇴직금 누진제 문제였다 

1977년 국제그룹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유니온스틸은 전 사원에게 근무연수 10년 이상이면 16개월， 

20년 이상이면 34개월의 퇴직금 누진제가 사규로 보장되었으나， 유니온스틸을 인수한 국제그룹의 다 

른 계열사들은 퇴직금 누진제가 사규에 보장되지 않았다 국제그룹이 임명한 유니온스틸의 새로운 경 

영진은 타계열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979년 비공개로 사규를 변경하면서 이를 폐지시켰고， 그 

사실을 알게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였다 61 이듬해인 1980년 임단협 71 때도 

파업은 일어났고， 당시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파엽은 강제해산 되었지만， 노사간의 갈등의 

앙금은 지워지지 않았다 퇴직금 누진제 문제는 이후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으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 

가는 1985년까지 사측과 노조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투쟁의 악순환의 중요 이유가 되었다 

1985년 기업의 주인은 동국제강으로 바뀌게 되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번에 

는 유니온스틸의 소유권문제와 동국제강측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가 중요 문제 

가 되었다 노조는 동국제강으로의 인수직전 연도인 1984년 매출액 3 ，3 84억 원， 당기순이익 58억 원의 

우량기업인 유니온스틸이 동국제강에 인수될 이유가 없다며 경영권 독립 RI을 요구했고‘ 동국제강은 법 

적하자가 없는 경영권 인수에 문제가 없다며 근로조건으로 협상하자며 대응했다 또한 동국제강측 경 

영진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노조는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을 거부하며 다시 파업이 

일어났다 

1987년까지 이러한 악순환은 멈추질 않았고 1988년 접정에 이르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노조의 파업이 줄지어 일어났을 때， 유니온스틸 노조도 

1988년 4월부터 준법투쟁으로 시작한 전면 파업을 개시하였다 금방 끝날 것 같던 파업은 노사간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양상으로 발전하며 이듬해인 1989년 2윌까지 이어졌다 무려 320여일 간의 파업 

이었고， 정상적인 조업을 거의 하지 못했던 유니온스틸의 경영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1988년 배출액은 

전년도대비 61.8% 하락한 1 ， 690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대비 무려 98.6% 하락한 3 억 3천만 원에 

머물렀다 

1988년은 말 그대로 ‘최악’ 이었다 경영권 분쟁을 반드시 그해 결판을 내려는 노조는 ‘정상화투쟁위 

5) 유니온스틸 노동조합의 정기총회 연혁과 현재 현황은 각각 〔부복 3J. [부폭 4J와 같다 

6) 이후 결론적으로 198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는 단순제(볍정퇴직금제)를 시행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다 

7)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통합하여 통상적으로 임단협 이라 챙하고 있다 

8)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구사(求社)운동으로서 노조는 동국제강 경영진의 경영방식을 배제하고 회 

사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영권 분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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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를 만들어 유니온스틸을 고의로 부도를 낸 뒤에 노조가 회사의 경영권을 쥐려고 시도를 했기 때 

문에 파업을 멈추려는 의도조차 없었고，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전가하여 노조간부들을 

고소고발하였다 320여 일간이나 파업이 지속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사측의 고소고발로 7명의 노조원이 구속되었고， 노조측도 부당노동행위를 빌미로 사측입원들을 맞 

고소했다 이로 인해 사측에서도 2명의 염원이 구속되었고 이 중 한 사람이 현 유니온스틸 이철우 사 

장이었다 

1988년의 엄청난 손실로 인해 노사간의 대립으로 치른 대가를 설감함으로써 1989년 노사대표간에 

‘정상화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분규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거 분규와 관 

련된 송사， 노조체결권 등 내재해 있는 갈등과 대립요소들로 언하여 노사간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았 

고， 임단협에서의 대립시 내부적인 해결 과정과 절차보다는 쟁의신고 및 행정조치 등으로 대치하는 악 

순환을거톱하게 된다 

노사갈동도 문제였지만 노노갈등도 문제였다 1989년 2월에 끝난 320여 일간의 파엽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년 간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식씨가 그해 5월 사임했다‘ 1989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익 

환씨가 새로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동국제강에서 경영권을 찾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조합원들 

과 공멸을 자초하는 파업은 그만하자는 조합원들간의 알력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컸다 결국 

1990년에 새로운 위원장으로 구성완씨가 당선되어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 전력을 기울이며 경영권 갈 

등은일단락된다 

그러나 노사간의 잠재적인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항상 위험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1993년 2월 사측의 임금인상률과 경영합리화 조치(인원감축. T/û조정중단， 소사장제 및 아 

웃소싱 추진정책， 부서의 통폐합)에 항의하는 파업이 일어났고， 파엽은 47일간 계속되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합원틀에게 전가하며 임금와 상여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미홉한 대웅의 책임을 노조위원장에게 돌렸다 그해 6월 8일 구성완 당시 노조위원장은 조 

합원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되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임했다 박기식 오익환-구성완씨는 노사간 

의 대립과 그로 인한 노노대립으로 인해 모두 3년의 노조위원장 정상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 

이었다 

사임한 구성완씨를 대신해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손강재씨도 단 2주만인 6월 22일 임시 대 

의원대회에서 사임했다 그리고 당시 부위원장 중 한사람이 다시 잔여임기 6개월의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고， 대의원들은 8시간의 토론 끝에 2차 파업을 결의하여 다음날인 6월 23일 오전 7시부터 재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1차 파업의 여파로 인해 조합원들 가운데서도 파업에 회의적인 사람틀이 많 

았지만 대의원들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끝났다 

끝이 없는 파업의 연속 유니온스틸의 문제는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 것만 같았다-

1.2.강진호위원장 

1993년 6월 23일 새벽 강진호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밤새도록 소파에 기댄 채 깊은 고뇌에 빠져있 

었다 1991년 2월 노조 부위원장으로 노조 천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날 손강재 노조위원장 직무대 

리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현재 그에 

게 맡겨진 짐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무게였다， 이제 겨우 노조집행부 생활 2년을 갓 넘긴 차에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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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고， 또 몇 시간 후연 직책상 노조 대의원들이 결의한 2차 파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 

1977년부터 거의 한해도 빠짐없이 일어났던 파업 1988년 4월부터 1989년 2월까지의 320여일 간의 

파업 그리고 바로 그 해 일어났던 47일 간의 l차 파업 사측에 비해 열세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틀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도구가 파업이라고 하지만， 지난 16년간의 투쟁으로 인해 노 

(勞)와 사(社)는 이제 모두가 지친 상태였다 파업은 이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린지도 

몰랐다 

심지어 노조 조합원들 내에서도 ‘’이제 또 파업해봤자 우리가 원했던 걸 얻을 수 있을까7"라는 회의 

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유니옹스틸은 이제 부산지역，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강성노조라는 

그리 명예스럽지 못한 간판을 달게 되었고， 파엽으로 인해 제때 수급을 받지 못한 많은 고객사들은 경 

챙기업으로 발을 돌리고 있었다 철강 과잉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쟁사틀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가고 있었다 

회사는 이제 겨우 1988년 320여일 동안의 파업 후유증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그 

때부터 5년이 지났건만， 1993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1987년의 107%와 65.3%에 머물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1988년부터 유니온스틸은 줄곧 정체와 퇴보를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간에서는 유니온스틸이 곧 망한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또 파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측은 고사하고 이제 노조 조합원들까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몰랐다 

강진호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의 파업은 모두가 죽는 길이었다. 

서명서 

본인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강진호는 금일 요전 7시로 예정되어 있는 2차 

파업을 반대합니다 현재 유니용스틸윤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위기에 빠져 있으며， 더 이 

상의 파업은 회사와 조합원 모두에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 후략 

1993년 6월 23일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강진호 

파업이 예정되어 있던 6월 23일 오전 7시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분명히 파업 

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파업을 위한 플랭카드와 피켓들은 모두 철거되고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진호 위원장 직무대리의 성명서가 붙어있었다 조합원9)틀은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강진호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I이 간부들은 한숨 툴렸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 유니온스틸 부산공장의 거의 모든 기능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따라서 조합왼이란 곧 모 
든 기능직 근로자들을 의미함 

10) 유니온스틸 노조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집행부 간부는 노조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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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딴 곳에서 발생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2차 파업을 결의했던 대의원들이 ‘직무대리가 

배선했다’ 며 노조사무실로 달려와 그를 끌어내려 했다 노조사무실 입구에서 대의원틀과 그들을 막으 

려는 노조 집행부 간부들 간의 옴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소식을 전해들은 현장 조합원틀이 대 

의원들을 막기 위해 달려왔고 그들을 밀어냈다 노조사무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노조사무실 안의 위원장실에 있었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파엽은 막았고 조합원틀 

의 지지는 얻었을지 몰라도， 결국 대의왼들과 사이가 갈라져버린 것이다 노조위원장이라는 것은 조합 

원들을 하나로 단결시켜야 그게 위왼장이다 대의원들에게 버립받는 꼴이 되었는데 남은 6개월의 직무 

대리 잔여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나마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조합왼플 

이 나를 위해 달려오}주었다는 것이다 그때 아마 조합왼들이 아니었다연 대의원들에게 맞아죽었을지도 

모른다 유일한 자신감은 바로 조합원들의 지지 였다 ”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강진호 위원장)111 

이후 강진호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의 조합왼들의 지지에 자신을 얻고 자신의 소선을 밀어붙 

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왼들이 자신을 믿어주는데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조합원들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조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 직무대리 

취임부터 그해 말까지 그가 집에 들어간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노조위원장 선거 

에서 조합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직무대리’ 의 꼬랴표를 떼고 정식 노조위왼장에 취임하였다 

조합원틀의 지지는 그의 소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듬해인 1994년 임단협에서 그는 사측과의 임 

금협상을 조합원플로부터 완전 위임받았다 그해의 임단협은 유니온스틸 역사상 가장 ‘부드러운’ 타결 

을 보게된다 유례없는 노조의 유화적 움직임에 당시 홍순철 사장 역시 협상에서 파격적인 양보를 하 

게 된것이다 

이후 1994년 유니온스틸의 노사관계 개선노력은 그 동안의 불신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그라고 대외 

이미지쇄신 차원에서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l맺4년 4월 21일 노사화합 결의대회와 4월 30일 ~5월 

l일 양일간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모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십수년간 쌓여온 불신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1994년 8월 사측이 노 

조와의 협의없이 경영합리화 시책과 일방적인 Tjû 조정을 설시하면서 노조의 행정적 대응(지방노동 

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낳게되는 진통도 겪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한다면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1994년 유니온스틸의 노사관계는 근 십수년 동안 

의 그것과 비교하여 가장 안정적인 한해를 보낸 한해로 꼽혔다 이러한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한 

조업정상화의 결과로 1994년 유니온스틸의 매출액은 1962년 창사이래 최초로 5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 

었고， 전년도대비 13.9%의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며 대의원들은 현장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틀로서 이들은 전임자가 아니다 

11) 이후 부분에서 강진호 노조위원장 인터뷰의 출처가 생략된 것은 2002 8 16 유니온스틸 부산공장 노조사 

무실에서 실시했던 인터뷰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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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철우사장 

“강 위원장， 나 이철움니다 지금 부산 내려가는 길인데 얼굴 한번 봅시다 ” 

1995년 3월 9일 주주총회에서 12대 홍순철 사장으로부터 유니온스틸의 사장직을 넘겨받은 이철우 

사장(당시 55세)은 3월 12일， 이튿날의 취임식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12) 1966년 서울대 

전기과를 졸업하고 당시 연합철강 공채 17]로 입사한 유니온스틸의 사왼출신의 첫 사장으로서 그는 무 

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모든게 엉망 같아 보였다 1985년부터 10년째 무산되어온 증자문제， 이미 공급 

과영으로 평가되는 시장，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이런 외부적인 위기보다도 그는 십수년 동안 되풀 

이된 노사분규의 악몽이 걱정이었다 

무엿보다도 1988년의 타격이 너무 컸다 320여일 간의 파업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출액은 1987 

년의 수준을 겨우 회복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도 5위로 밀려났다 더군다나 1987년에는 경쟁자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대강관(現 현대하이스코)과 부산파이프(現 세아제강)가 유니온스틸올 위협하고 있 

었다 

취임 전해인 1994년 노사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본사임원들 중 노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이철우 사장 본인도 마찬 

가지였다 무엇보다 1988년에 노조의 고소로 총대를 메고 구치소로 갔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노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조를 뒤에 두고 

유니온스틸 앞에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간다는 것은 너무나 벌어보였다 

철강업계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납기일 준수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니온스틸의 신 

용도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런 회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론은 단 하나， 노조를 다독거리는 일밖에 없었다 노조와 협력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스틸은 침제를 

벗어나기 힘들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는 아무도 올랐다 

그나마 무거운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하는 이철우 사장에게 위안이 되는게 있다면， 이틀전 노조위원 

표 1 유니온스틸 및 동종엽총 경영실적(1994) 

(단위 억원)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포스코 73 120 4805 3 832 

D이스틸 12 ll5 359 277 8 

동국제강 9058 296 5 281 

동부제강 8.554 2229 165 8 

유니온스별 5.394 157 7 110 3 

1997년 한국노동연구왼 ‘노사협의회 사례연구(연구보고서 1997~014) ’ 32쪽 

12) 사장 취임식 등의 중요행사는 부산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니온스틸의 창사이래 전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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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자신의 취임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었다 1988년에 노조의 고발대상이 되었던 만큼， 

노조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할 사장이라고 예상했었던 그에게 ‘환영한다’ 는 것은 다소 의외였다 사장 

에 취임하기 전인 1992년부터 모기업인 동국제강 소속으로 유니온스틸의 상담역을 맡은 그였기에 노 

조위원장 강진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익히 얘기는 들어왔었다 1994년 6월 파업을 단독으로 막은 인물 

이라고도 들었다 일단 그 사람부터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유니온스틸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된 이철우 사장과 강진호 위원장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 

어졌다 

1.4. 신뢰의 싹 

”생산적 노사관계란 특별한 비결이 있올 수 없다 현장사원들이 생산에 전엽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함께 땀흘려 번 돈은 공명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지키는게 최고다 아울러 회사의 경 

영 내용을 노동조합은 물론 현장에도 공개해야한다 또한 얘기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 

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이다 경영진이나 노조 양쪽이 다 노력을 할 때 

생산적 노사관계는 꽃필 수 있다” 

(유니온스틸 이철우 사장) ll) 

“파격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는 그동안 쌓여왔던 노사간의 김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융화와 

화합， 신뢰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 

(강진호 위원장) 14) 

1995년 3월 12일 저녁 부산의 어느 식당에서 자리를 함께 한 이 사장과 강 위원장은 어색한 분위기 

를 숨길 수 없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펼요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십수년간 대립한 경영 

진과 노조의 대표자가 쉽게 서로를 믿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랍 모두 그 만남의 중요성을 

십분이해하고있었다 

이철우 사장은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과거와 다름없는 경영방침은 과거와 

다름없는 노사관계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입니다 믿어주시오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사를 위해 희생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측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 

13) 2001년 7월 26일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4) 1997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협의회 사례연구(연구보고서 1997 이4) ’ 에 수록된 강진호 위원장의 인터뷰 

발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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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에게 노조가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길 원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기업의 경영성과률 일반 기능직 노동Ã}를에게까지 모두 공개해 줄 것 사측이 그통안 

경영성과훌 공개하지 않온 상태에서 매년 임금 협상시에 기업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임금과 상여금을 릭없이 낮게 인상하거나 동철했다 회사가 어렵다면 임금율 통절 

하는 것옹 이해하겠다. 그러나 그통안 회사는 단 한번도 어렵다는 중거률 내보인 척이 없 

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믿올 수가 있겠는가? 

@ 계급간의 장벽을 없애달라. 아직도 부산공장에서 사무직 차장과 부장급들이 직급이 높 

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공공연하다. 현장 노동자들이 야 상황에서 

무슨 일올 신나게 할 것인가? 유니옹스혈을 지탱하는 것온 현장 노동자들이다 

@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 개션되는데 시간이 너무 요래 걸린다 현장 노동자틀은 

이 회사에서 일한지 거의 10년이 넙용 사람이 대부분이다(2002년 현재 유니옹스틸 명균 

근속년수는 212년임) .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펼요하다고 개선올 요 

구하면 즉각즉각 개선해달라. 개선율 미루면 회사도 생산성에서 손해고. 우리도 안전사고 

의 위험에시달린다 

@ 부산 공장 노동자들의 염원인 복지관율 건립해달라. 

이 사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 이후 강 위원장의 요구는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던 복지관도 이때 합의되었다 50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 복지관은 이전의 

경영진들이 회사 경영실적의 악화를 명분으로 줄곧 거부되었으나， 이 사장으로서는 노조와 조합원들에 

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즉석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복지관은 그해 5월 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12월 10일 완성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충에 지하식당과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영어회화실습시설 강당으로 구성된 4층의 시설은 

최고급 시설로만 이루어졌고 공사비는 50억 원을 념어 60억 원에 육박했다‘ 그렁에도 이 사장은 아낌 없 

이 공사비를 지원했다 이후 복지관은 유니온스틸의 노사화합을 상징하는 건물로 자리잡게 된다 

강진호 위원장과 이철우 사장의 만남이 있은 다음날 부산공장에서의 취임식은 사뭇 미묘한 분위기 

에서 이루어졌다. 조합원들 사이에 신임 사장이 위원장에게 복지관을 비롯한 사안을 약속했다는 소문 

이 퍼지면서 신임 사장이 좀 이상하다는 말들이 오고갔다 

“그날 분위기를 툴이켜보자연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장이 위원장의 요구를 모두 받아 

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연서 ‘이번 사장은 뭔가 얘기가 되는 상대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십 

년 넘게 속아왔는데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느냐 곧 본색을 드러낼거다. 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굳이 말 

로 표현하자변 ‘술렁거렸다’고 말해야겠다 막상 취임식에 신임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시선 

이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다 사장 연설이 끝나고 박수는 쳤는데 어색한 건 그전이나 그때냐 마찬가지 

였다”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박성균 조직부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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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분위기는 노조와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이 사장과의 바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진을 믿 

지 못하는 조합원틀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사장과 현장 조합원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울 본사로 다시 돌아간 이 사장은 강 위원장의 요구를 토대로 ‘장벽 없는 회사’ 

라는 경영방침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실천목표를 내세웠다 

CD 노사간의 열린 대화 

@고정관념 타파 

@신속한의사결정 

그리고 실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틀을 하나둘씩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강 위원장 역시 움직였다 이제 노조가 복지관을 포함한 이 사장의 약속에 부응하는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할 차례였다 1994년에 이어 1995년에도 조합왼들로부터 임단협을 완전위임받은 강 위원장은 사 

측과의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모든 것을 사측에 일임해버렸다 조합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l년 동 

안 자신들의 월급봉투의 두께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또 강 위왼장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지 

지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그는 미련없이 회사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만름 이 사 

장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들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16) 

이 사장과 강 위왼장의 파격적인 양보를 토대로 경영진과 조합원들간의 신뢰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 

는것같았다 

2. ‘장벽없는회사’ 유니온스틸 

‘ 전략 최고 경영자인 이철우 사장의 눈물겨운 노력도 뒤따랐다 그는 노조확대회의 간부석상에 

홀로 참석해 노조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회사의 미래를 설명하고 노조의 협조 
를 구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솔직한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노조와의 대화채널을 보장하는 통로를 제도 

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후략 

(한국경 제 1995년 7월 28일자) 

이철우 사장은 강 위원장과의 약속인 ‘장벽없는 회사’ 를 만들기 위해 노사간의 열린 대화， 고정관념 

타파， 신속한 의사결정 등 이 세 가지의 방향에서 경영제도 개선 작엽에 착수했다 

2. 1. 노사간의 열린 대화 

이 사장은 취임식 즉시 전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설명회 (Open-Meeting)를 매월 실시한 

15) 당시 박성균 노조 조직부장은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었음 이후 부분에서 박성균 노조 조직부장 
인터뷰의 출처가 생략된 것은 2002년 5월 31일 유니온스틸 부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실시했던 인터뷰임을 

밝힘 

16) 이후 2002년 현재까지 유니온스틸의 매년 임단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교섭 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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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여 이를 다음달 경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가능한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 공장의 3교 
대근무 중 가장 펼요큰무인원이 적은 3번째 교대조의 업무가 시작되는 오후 3시를 시작 시간으로 정했 
다 그리고 경영전반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사항을 위한 권한을 전직원에게 부여했다 

이 사장은 또한 예를 들어 압연부장이나 압연과장과 같은 직속상관 앞에서， 압연부 소속 근로자들이 
압연부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 
지 않겠다는 면책권을 약속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에게는 나중에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 발견될 경 
우 인사상에 중요한 문책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때까지 노동자들을 억압하던 관리자들 그리고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좋은 재료를 들여오 
연서 커미션을 뜯어먹고， 질 낮은 재료로 질 낮은 제품이 생산되면 그 책임을 재료보다는 노동자들의 
설책으로 돌리던 관리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전 공장에서 신뢰라는 것이 축적되기 시 
작했다 노사관계의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하고 이 사장은 그 약속을 
지켜줬다“ 

(강진호위왼장)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조합원들도 경영설명회가 매회 거듭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공장현장의 개선사항이나 복지에 관한 요구사항이 가장 눈에 두드러졌다 이철우 사장은 뜸 

을 들이지 않았다 직왼틀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부(可감)는 즉석에서 결정되었다 공장의 모든 현장에 
서 현장의 문제점틀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시간관계상 경영설명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그날 저녁 노조 대의왼들과 부장급 임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되었고 그 자리는 보다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고가는 자리가 되었다 

1991년부터 부산 공장장으로 부임했던 박국정 상무 역시 붕신의 벽을 허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의례적인 공장순시 대신 여름엔 수박， 겨울엔 박차스를 들고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했다 과차 
장들도 자신의 현장부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현장 근로자들과 얘기를 나누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이 사장은 매월의 경영설명회로는 경영정보 공개의 신속성에 한계를 느끼고 1999년부터 유니 

온스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장은 경영층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바로 흠페이 

지에 공고하여 직원을 누구나 선속하게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공식 행정조 
치를 통해 인사발령을 내기 전 누가 어느 자리로 이동하는지 훔페이지에 먼저 공고하였으며， 관리회계 
시스범을 도입하여 판매실적과 이익 등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홈페이지가 정채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사장이 직접 홈페이지를 챙겼다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장이 직접 작성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다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유니온스틸 홈페이지 밑에 부서별 흠페이 
지까지 개설하는 세섬함을 발휘하였으며 직원들의 건의 아이디어， 애로사항 등을 올라도록 독려하였 
다 공장현장에도 조합원들이 작업 중에도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현장부 
서마다 2대 이상의 PC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유니온스틸의 흠페이지는 전담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 타기업들의 홈페이지가 기업홍보 
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유니온스틸의 흠페이지는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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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 있다 17) 또한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니온스틸은 2000년 8월 l일부터 

철강업계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게 된다‘ 

2.2. 고정관념 타파 

이철우 사장은 노사간의 열린 대화를 위해서 부산공장의 공장장을 비롯한 각 과차장들에게 끊임없 
이 현장을 돌아다닐 것을 요구했다 물론 ‘순시’ 가 아닌 ’방문’ 이었다 그는 우선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사람들간의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사장은 우선 자신이 직접 경영셜명회에 참가하였다. 출장과 회의 동 그의 스케줄은 빈틈이 없었 

지만， 경영설명회가 있는 날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한 노사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부지런히 참석했는데， ‘노사화합결의대 

회’ 나 ‘노사화합동산’ 동 각종행사 기념사진에 강 위원장 옆에는 항상 이 사장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조합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도와달라’ 는 당부와 함께 한두 가지 유머도 잊지 않았다. 
한번은 일본출장 중에 인터넷상에 공개한 경영 성과치가 턱없이 낮게 설정되어 조합원들이 단체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단순한 표기의 오류였지만 그는 출장 일은 뒤로 미룬 채 바로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와 조합원틀에게 오류의 이유를 직접 설명한 적도 있었다 
1996년 복지관이 준공된 뒤 지하 구내식당에서 임원들과 직원들이 따로 식사를 하고 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임원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사장’ 이 되기 위한 이 사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 

렸지만， 그는 믿고 기다렸다 

“(웃으며) 노조간부 입장에서 극찬하면 어용이라 오해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랑이 

다” 

(박성균 조직부장， 이철우 사장을 한마디로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답하며) 

2.3.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설명회 제도가 생기면서 노사간의 만남은 기존 정기노사협의회의 연 2회(이후 노사간담회로 개 

편되어 연 4회 개최함)에서 월 l회로 잦아졌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사장은 2가지 방향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을 잡아갔다‘ 
첫째로 연 2회의 노사협의회(이후 연 4회의 노사간담회)와 매달의 경영설명회 외에 특정한 긴급사 

안이나 노조의 요청 시에 언제든지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사장은 그 자리에 

줄곧 참석하였다‘ 장소는 서울과 부산을 오고가며 개최되었고， 이 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도 임시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임원들로부터 일일이 결과보고를 받았다 
둘째로 부산 공장 노무안전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존에 소원수리함이나 제안함을 정리해 

서 본사로 전달하던 업무에서 벗어나 노조와 협의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다니라고 지시했 

17) 노동신문 2001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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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 위원장에게는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 자신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와 노무안전팀은 바빠졌다 노무안전팀 직원툴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을 체크하기 시작했고， 노조 역시 각 부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완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오랫동 

안 방치되고 누적되어온 문제점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기 시작했다. 

강진호 위원장도 이 일에 우선적으로 매달렸다 퇴근하면 야간 근무조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 

때 전달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예 노조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해버렸다 새벽 3~4시가 되어도 언제 

든지 야간 근무자들이 노조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상정적으로 노조사무실 현관의 열 

쇠고리도 부쉬버혔다 야간 근무조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은 그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정리하여， 노무안 

전탬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제출했다， 

1993년 직무대리로 노조위원장 생활을 시작한 강 위원장은 정년을 맞이하는 2002년 현재까지 매년 

300일 이상을 노조사무실에서 기거하다시피 하고 있다 

3. 노사화합을 바탕으로한 유니온스틸의 경영혁신 

이철우 사장은 노사간의 열린대화， 고정관념 타파，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세우며 노사간의 선뢰를 쌓 

아가는 동시에 유니옹스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불행했던 과거의 노사분규로 인해 동을 돌린 고객사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게하고， 실추된 

유니온스틸의 마켓쉐어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래도 문제점 투성이였던 회사를 떠맡았을 때보 

다 마음이 놓였고 자신감이 생겼다 노조와의 급격한 관계개선으로 고객사들에 대한 신용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에 1995년 노조가 임단협을 회사에 완전 위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니온스틸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노사관계가 전환기를 넘어 안정기로 접어들 무렵인 1996년 말부터 그는 본격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물론 과거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분규 

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항상 노조를 파트너로 일을 진행해나갔다 

3.1. 엽무혁신 

이 사장은 노조와 약속한 신속한 문제사항 개선을 처리해 나가면서 이를 업무혁신과 생산성강화로 이 

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팀별 전사적 업무혁신 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라고 노조왼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제안채택=포상’ 이라는 공식을 철저히 시행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팀별 운동으로는 팀별 특별관리업무 수행제도인 TOPS6’ 와 ‘HIT3’ 와 전사적 운동 

으로는 UTM을 들 수 있다 

1) TOPS 6 
이 사장이 부임하기 직전인 1994년 4월 개편된 팀별 조직 18)을 바탕으로 각 팀이 존재의의를 스스로 

18) 1994년 조직개연의 주요골자는 조직에 유연성을 부연하기 위한 과별조직에서 팀별조직으로의 개편을 목 

적으로 한다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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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하고 팀별 현장근로자틀이 팀원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업무 외에 전 팀왼들이 사명감 

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추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6년도에 시행한 TOPS6’ 란 Task OfPriority Sα의 약자로， 각 팀별로 가장 중요한 해결테마 6개 

를 자율적으로 정한 뒤 추진하도록 하고， 각 팀장이 분기 또는 반기에 발표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팀에 대해 포상을 하는 제도로서 업무추진 결과 면에서뿐만 아니라 팀워을 

다지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 인정되고 또한 현장근로자들간의 노하우 및 정보공유에도 많 

은도움이 되고 있다 

2) HIT 3 
1997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TOPS6’ 와 거의 같은 개념이나 평가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즉 

연초에 생산부문， 연구부문， 지원부문， 관리부문 등 각 부문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l 평가단。1 

매 분기별로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테마 3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 평가결과를 근거로 

포상을하는제도로서 그효과는 TOPS6’와거의 같다고볼수있다 

3) UTM 
UTM이란 Union TownM야nng의 약자로서 GE가 처음 도입하여 생산성 혁신에 획기적으로 공헌 

한 제도로서， 유니온스틸은 1995년 말에 도입되었으며 1997년 말까지 진행된 사안은 〔부록 6)과 같 

다 

이 제도의 내용은 기존의 품질분엄조 활동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큰 차이점은 특정테마(해 

결과제)가 선정되면 이 테마와 관련있는 20명 내외의 참얘자가 3개 팀 정도로 팀을 연성하여 사외에서 

2-3일간 주어진 테마에 대해 자유토론을 거쳐 먼저 문제점 발춰1와 그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 

하여 팀별로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 마련된 안을 팀별로 발표를 하는 방법을 취하며 최종 건 

의사항(스스로 마련한 해결방안도 동시 제시)을 발표하면 사전 정해진 스폰서 (sponsor)가 Yes 혹은 No 

중 선택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채택된 안건은 이 사장의 품의 내지 승인을 받은 것과 통일한 

효과를 갖게 되므로 사내 문제점들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채택되고 시행된 안에 관하여 1개월 후 UTM에 참석하였던 사람 천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미 

팅을 가져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현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제안과 안건틀을 실행하 

고 사후관리하는 측면 또한 고려하였다 

3.2. 기술개발과 생산성 강화운동 

유니온스틸의 노사관계 개선은 단순히 파업과 태업이 없는 정상조업으로 고객사들에 대한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효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무엿보다도 회사내 모든 부서의 분위기가 안정되기 시 

작했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임직원들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문받았다 

이 사장은 경영혁신의 핵심으로서 기술연구소에 경쟁력있는 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독려했다 노 

사분규로 인한 기업내 자왼손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기술개발 역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992년과 1994년 각 1건에 머물렀던 유니온스틸의 기술특허는 이 사장이 부임하고 난 1995년 4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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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더니， 이듬해인 1996년에는 무려 1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 

기술은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 현장 조합원들은 머리에 붉은 띠 

를 두르고 주먹을 움켜쥐는 대선 자신들의 현장에서 코스트를 낮추고 품질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방 

법을 찾기 시작했다 품질분임조들이 여기저기 자체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제안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소한 도서상품권으로부터 시작해서 100%가 넘는 상여금까지 다양하게 되툴아갔 

다 

현장과 본사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노력은 가시적인 경영실적으로 나타났 

다 1995 -1998년 사이， 유니온스틸은 기능직(현장기능직 +기능사무직)만 26%를 감원했으나， 매출액 

은 오히 려 25% 증가하였다 20) 

다 

이러한 노사의 생산성에 대한 공감대는 현재 2000년 말부터 시행된 TPM21) 운동으로 마무리되고 있 

전략 LINE 가동 중에 설비를 청소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BOLT 흠이 파손되어 BOLT를 조 
이지 못하여 그대로 놓아둔 것이 LINESTOP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아주 작은 결함도 간 

과하지 않고， 철저히 발견하여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 TPM활동은 이와 같이 작은 미결함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한 사람이 1개씩 발견하면 천사람이변 천개를 발견하고， 이를 10번만 반 

복하여도 만개의 미결함을 잡을 수 있다 ” 

(유니온스틸 TPM 사무국 김성용씨 유니온스틸 홈페이지에서 인용) 

꾸준한 구조조정과 매출증대로 인해 현장의 일손은 부족해졌지만 조합왼들은 점점 ‘멀티플레이어 

化’ 되었다 기존에 운전만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정비와 하역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노조의 불만 

은터져나오지 않았다 

이 사장은 이익의 증가분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노조는 

일체의 입단협 협상을 포기하고 회사에 백지 위임했지만， 회사는 그것에 충분히 보답하여 임금과 복지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2년 현재 유니온스틸의 기능직 평균임금은 동종업체 평균의 1.4~ 1.8배 

에 이르고 있다 

3.3, 구조조정 - 위기와 극복 

”구조조정이란 건 정말 복잡한 문제다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 이란 건 알고 있다 그럽에도 우리는 

거기에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누가 회사에서 목이 날아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강진호 위원장) 

19) 자세한 내역은 〔부록 7)과 같다 

20) 가능직은 1 ，2 81명에서 956명a로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6 ， 005억 원에서 7 ， 508억 왼으로 증가하였다 인왼 

감축 현황은 〔부록 2) , 매출액 추이는 〔부록 8) 참조 

21)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혹은 Total Productive Management 자세 한 사항은 〔부록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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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들어서자 이 사장에게는 일종의 시련이 닥쳐왔다 철강의 공급과잉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 

작한 것이었다 이전까지 유니온스틸의 주력제품이었던 파이프(강관)와 강판에서 유니온스틸의 경쟁 

력이 급속하게 상실되어 갔다 

파이프(강관)는 저렴한 노무비의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왔고， 강판은 타금속으로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변서 가격이 하락하여 채산성에 심각한 위기를 드러냈다 1997년 3월 냉연판재류 가격을 3.2% 인상 

하면서 타개를노렸지만생각보다쉽게 풀렬 것 같지 않았다 

결국 이 사장은 마지막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인원감축에도 손을 대게 된다 우선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2차 조직개편22)이 완료된 그 해 8월 11 일， 명예퇴직의 절차로 우선접수를 받았다 업계에 

서는 1996년 부산지역 제조업체 중 매출액 수위를 달성한 유니온스틸이 왜 굳이 인원감축을 하려 하는 

지 의아해하는눈치였다 

가능한 자발척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직원들의 연령과 근속연수를 감안， 모두 

9단계로 나누어 기본급의 18-22개월 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위로금까지 지급했다 8월 한달간 시행 

된 명예퇴직으로 총 사무직의 19.23%인 50명 풍 총 91명이 퇴직을 받았다 또한 전산부문의 22명도 지 

원금과 함께 별도법인으로 분사시켰다 

문제는 파이프(강관)부문이었다 1996년부터 이 사장은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평 

균 이익률이 타부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파이프(강관)부문을 내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 

지만 노조의 ‘불 보듯 뻔한’ 반발이 예상되는 구조조정을 쉽게 하지 못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 그동 

안 어떠한 결과를 낳아왔는지는 그 동안의 유니온스틸 역사가 쉽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의 시작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사무직 명예퇴직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 3월 24일부터 우선 

노조와 파이프(강관)업무 부문， 노무업무 부문으로 구성된 노사합동 파이프(강관)업계 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3개 팀 20여명으로 파이프(강관)엽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우선 노조에 파이프(강관)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파이프(강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8월 사무직에 대한 명예퇴직이 단행되 

면서 파이프(강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회사가 술렁거리기 시작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인 파이프(강관)부분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불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 

작했다 ‘이번 사장도 결국은 사람 짜르는구나’ 라는 이야기와 함께 불만과 불안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었다-

이 사장과 강 위원장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쌓아온 노사관계의 신 

뢰가 순식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 사장은 속히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끌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만을 낳을 

것은 분명해 보였고 마침내 정면돌파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장은 1997년 9월 24일 처음으로 부산공 

장 복지관 대강당에서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냉연업계 현황과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하고 

파이프(강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노조와 

합의된 사항만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 회사를 맡게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경영신조는 ‘모두가 사는 길’ 이었습니다 그건 이후에도 마 

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생각올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속지 않을 것이라는 

22) (부록 5)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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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어주십시오 ‘모두가 사는 길’ 을 반드시 찾고야 말 것입니다 ” 

곧이어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 꼴로 파이프(강관)부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파이프(강관)부문의 

채산성은 갈수록 하향독선을 그렸지만， 이 사장의 방침은 굳고 명확했다， 시간이 결려서 손해를 좀 더 

보더라도， 노조와 조합원의 이혜를 반드시 구한다’ 였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유니온스틸은 파이프(강관)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고 발표하였지만， 안으로 

는 사측과 노조의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구조조정 인왼문제， 퇴직금 문제， 퇴직 후 재취업문제 등 

타결되기에는 노사 모두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파이프(강관)부문 철수가 펼요하다는 사실은 실태조사 동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절대로 안된다고 버티던 노조도 차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 말까지 협상 

은 지지부진했으나‘ 그해 말 IMF가 터지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진전하게 된다 협상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다음과 같이 타결되었다 

@ 사측은 구조조정율 하되 휴직 풍의 수단을 통해 최대한 인원올 잔류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g 퇴직위로금으로 기본급 26개월 분융 보장한다. 
@ 퇴출판리에서 유보된 유휴인원의 분사 혹은 협력업체 재취업 퉁융 위해 사측은 적극 

협조한다 

당시 유니온스틸 구조조정의 핵심은 휴직과 분사였다 파이프(강관)부문을 철수시키고 대신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 새로운 설비에 필요한 인력은 신규채용을 하는게 아니라 휴직을 통해 

쉬고있는 과거 인력들을 다시 투입하기로 했다 휴직기간동안 일정 생활비도 보조했다 

한편으로 분사가 가능한 부문은 회사에서 장려금 등으로 적극적으로 분사시켰고， 하부 협력업체에 

파견 풍의 형식으로 파이프(강관)부문 노동자들을 분산 재취업시켰다 재취업한 노동자틀이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은 재취업 후 향후 5년까지는 유니온스틸과 동퉁한 임금을 보 

장했으며， 부족분은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5년 이후에는 재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로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정년은 반드시 보장받기로 하였 

다 23 ) 

지루한 과정이었지만 노조와 반드시 협의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파이프(강관)부문 철수 관련 구 

조조정 협상은 이러한 결과를 남기고 최소한의 후유증만으로 무사히 끝마치게 된다 1998년 이후 지금 

까지 계속된 유니온스틸의 연차적 구조조정은 이 때의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니온스틸의 

구조조정 방식은 철강업계의 모범으로 남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이러한 방식으로 1998년 말까지 262명 

을 감원하였고， 이는 당시 전체 기능직 중 21%에 달하는 수치였다 

1997년 8월의 구조조정과 이듬해의 파이프(강관)부문 구조조정은 유니온스틸은 단군이래 최대의 위 

23) 유니온스틸에서는 이러한 재취업을 협력화’ 라고 부르며. 2002년 현재 현황은 〔부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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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다는 IMF의 수령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IMF로 철강업계에도 한파가 몰아닥 

쳤지만 1998년 유니온스틸의 매출은 오히려 12% 증가하여 7천5백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구조조정 타이밍은 절묘했다 IMF로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날 때 사장이 IMF 
를 미리 예언한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박성균 조직부장) 

이후로도 2002년 현재까지 유니온스틸은 꾸준한 인원감축과 T/O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노조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용접 한 번 안해 본 본사 입왼들이나 사무직 사람들이 현장을 어떻게 알겠는가? 생산현장은 현장에 

서 일하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어느 현장 어느 부서에서 일손이 남아돌고 모자라는지 파악하는 노하 

우는 사측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강진호위원장) 

노조의 이러한 협조로 인해 유니온스틸은 바텀업 (Bottom~Up) 방식의 T/O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하는 당사자들의 T/O조정안은 보다 현실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3.4. 수익성 강화작업 - 표면처리로의 전환 

노조와의 부단한 협력 끝에 별다른 마찰없이 완료된 파이프(강관)부문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잔여인 

력의 생산성 향상 작업은 유니온스틸의 수익성을 급속히 향상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을 베이스로 이 사 

장은 비로소 미뤄뒀던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의 공정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이 사장은 파이프(강관)사업의 철수를 완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표면처리에 집중하면서 공급과잉 

상태인 일반 냉연강판의 비중도 낮추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작업은 올해인 2002년 초에 완성되었는데 .2002년 1월 현재 유니온스틸은 총 120만톤의 생산 

능력을 갈바륨 강판(40만톤) . 컬러 강판(36만톤). 전기아연도 강판(30만톤) . 아연도 강판(14만톤) 등 

표면처리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1997년 강관부문 철수 발표와 함께 행했던 ‘표면처라 전문업체로의 탈바꿈’ 선언이 5년 만에 이루어 

진것이다 

”단순 냉연강판에 비해 표연처리 강판은 부가가치가 높은데다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 

하고 있다 생산조정을 통해 2003년부터는 경상이익 200억 왼 이상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나올 것이다 ” 

(이철우 사장)241 

24) 매일경제 2002년 1윌 25일자 인터뷰에서 

74 



… ---“ … … 
사
에
 

·
」

1 

i 

l 

‘ 

”
、

ι
 

샤
 

” -----100 

80 

60 

40 

20 

0 

-20 

( 
엉
 
) 
뼈
{
 κ 때
 

-40 

그림 2. 1994-2000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증가율 

전 생산공정의 표면처리제품 중심화가 이루어진 2001년 1월 유니온스틸은 ‘제 2의 창업’ 을 선포하였 

다 새로운 출발은 이 사장과 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니온스틸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였다 

3.5. 재무적 성과 

이러한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작업으로 유니온스틸은 점차적으로 시장포 

지션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 사장 부임 첫해인 1995년에 6천억 원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켰고， 이어 

1998년에는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7.50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1999년 이후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채산성이 나쁘면서도 매출에 큰 폭을 차지했던 파이프(강관)생산을 1997년 

부터 전면중단하면서 생긴 부분이다 파이프(강관)부문 철수로 인해 매출은 하락하였지만 당기순이익 

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철우 사장의 경쟁력 강화 정책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데 노조와 조 

합원들의 공감대와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장은 조합원들과 약속한대로 이익발생분을 되돌려 주었다 1998년과 1999년 15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당기순이익이 200억 왼을 툴파한 2000년과 2001년에는 170%를 지급하였다 

4. 노동조합의 회사 살리기 운동 

“사측이나 우리나 회사발전에는 이견이 없다 회사발전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 (강진호 위원장) 

한편 노조도 노사관계의 급속한 개선이래 추진되어온 경영혁신 작엽에 동참하는 활동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 강 위원장의 주관처럼 노조도 1995년 이후 노조 나름대로의 단독적인 활동을 전개하였 

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노조활동의 본질적인 방향을 ‘회사 살리기 운동’ 이라고 정의한다 가장 대표 

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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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부산시 4단계 부두확장 공사와 대체부두 

1998년 부산시는 부산항의 4단계 확장을 위해 감만동 지역에 매립공사에 들어갔다 25) 그런데 공교 

롭게도 매립지역이 유니온스틸의 전용부두와 겹치게 되었다 

이 공사가 완료될 경우 유니온스틸은 당시의 전용부두를 상실하게 될 예정이었으며， 이후 원자재와 

완성품을 인근 8부두에서 차로 실어나르게 될 처지였다 그로 인해 연간 약 20억 원의 물류비 증가가 

예상됐다 

유니온스틸로서는 분명히 볼리한 조건의 공사임에는 툴립없었으나， 경영진은 정부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물류비를 감수하려고 했다 

노조로서는 그다지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자 직접 

나섰다 

‘’우리 돈이 걸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건 우리들 자존심의 문제였다 우리가 공해회사도 아니고 부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좋은 회사인데， 정부에서는 그냥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니 가만있을 수는 없는 

문제였다” 

(강진호위원장) 

노조는 집단행동으로 대응했다 즉각 부산시 항만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집단상경하여 과 

천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도 가졌다 

노조의 적극행동에 결국 관련부서의 양보를 받아내어 현재의 위치에 대체부두를 건설하는데 동의했 

다 건설비용은 전액 항만청에서 부담하였으며. 5만 톤급 선박 2대가 통시에 접안이 가능한 규모로 지 

어졌다 기존의 전용부두보다 오히려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그림 3 부산항 4단계 확장 공사계획도 

25) 실제 계획은 1993년부터 있어 왔음 

76 



4.2. 증자 호소 운동과 우리사주 운동 

2002년 현재 유니온스틸의 확정 수권자본금은 95억 원이다 26) 매출액과 비교하면 최소한 1.000억 원 

은 되어야한다는게 시장의 평가이지만， 과거 권철현씨 국제그룹 동국제강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발생한 소유권문제로 인해 1985년 동국제강으로의 편입 이후 줄곧 증자가 무산되어 왔다 여기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3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주 권철현씨의 증자반대 때문이다 증자가 될 경우 

권철현씨의 주식보유비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아직도 유니옹스틸의 경영권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권철현씨는 줄곧 증자를 반대하여 왔던 것이다 

묶여버린 수권자본금은 1985년 이후 항상 유니온스틸의 발목을 잡아왔다 

유니온스틸은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부채비율 200%보다 훨씬 낮은 8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차입 

의존도도 20%대에 불파하지만 수권자본금의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경영성과는 이익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유보율은 무려 5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수권자본금의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니온스틸은 1985년 

이후부터 모든 시설투자를 경상이익으로만 충당해왔고， 그것이 바로 유니온스틸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 

요 이유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이에 노조는 우리사주 20% 갖기 운동을 골자로 하는 증자촉구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우리 

사주 20%는 유니옹스틸 노사에 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사주를 도입한 유한양행처럼 우리사주를 가짐으로써 주주의 책임과 권 

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한양행을 봐라 창업주는 툴아가셨어도 회사는 남지 않는가? 우리도 그것을 

바란다” 

(강진호위원장) 

“사측으로서도 직원들의 복지와 주인의식을 위해 우리사주는 적극 환영한다 증자가 이루어진다면 

표 2 유니온스틸 주요 재무구조 

과목 1999년 2000년 20이년 

부채비율 112% 96% 81% 

자기자본비율 47% 51% 55% 

유보율 5.351% 5.002% 5,638% 

차입의존도 37% 28% 26% 

26) 2002년 7월 15일 500억 원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나 2대주주인 권철현씨의 불복 가처분신청으로 법정계 

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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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약속하겠다 " (이철우 사장)2ì l 

노사가 모두 우리사주에 찬성하는 데에는 숨은 뜻이 있다 법적으로 우리사주를 시행하게되면 20% 

가 직왼들 몫으로 배분되는데， 통국제강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50%는 그대로 두게되면 권첼현씨는 현 

재의 38%에서 30%로 보유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상법 434조에는 증자 등의 정관변경은 주주의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하는 특별의결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권철현씨가 30%로 낮아지게 되면 유니온 

스틸은 무리없이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철현씨 측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증자를 

반대하고 었다 28) 

노조는 결국 증자를 주주 2/3 이상 찬성의 특별의결사항으로 묶고 있는 상볍 434조가 문제라는 판단 

하에 1999년 ‘국가경제， 부산경제， 유니온스틸 살리기 증자촉구 및 상법 제434조 개정 100만인 서명운 

동’ 을 전개하였다 29) 유니온스틸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약 20만 명의 부산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장 부임 후에 전개된 노조의 증자촉구 추진현 

황은 〔부록 11 )과 같다 

5. 유니온스틸의 新노사문화 - 아름다운 완성 

“회사는 남편이고 노조는 마누랍니다(장내 웃음)." 

(이철우사장)3이 

유니온스틸은 노사간의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2001년 1월 제2의 창업을 선언하였다 1988년 320 

여 일의 파업을 거치면서 폐업론’ 이 대두되던 기업이 이제 고부가가치인 표면처리제품을 바탕으로 미 

래를 내다보는 길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부산지역과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강성노조라는 그리 명예스럽지 못한 별명을 얻었던 노조가 이제는 

‘회사 살리기 운동’을 천개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이제 

‘노조가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 로 타기업들의 부러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간의 신뢰는 이철우 사장이 부임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임단협 무 

교섭 타결로 증명되고 있다 )1) 그만큼 노조가 사측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측은 노조의 신뢰에 충 

분히 보답하고 있다는 말이다 

유니온스틸 노사관계 개선은 바로 강진호 위원장과 이철우 사장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이 

27) 2001년 신년맞이 신문기자틀과의 만남에서(유니온스틸 홈페이지 참조) 

28) 1998년 동국제강 김영철 상무는 노조의 요구로 권철현씨에게 증자가 되어도 상법 434조에 의거한 영향력 

을 보장하기 위해 1/3 이상의 보유율을 약속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으나， 권첼현씨는 이것마저도 거절했 

다 

29) 증자를 주주 2/3 이상 찬성이 아니라 1/2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완화를 요구했다 

30) 2000년 3월 부산 가야국민호텔에서 있었던 노조사업계획 워크삽에 창석하여 연설 중에 

31) 언론에 따라서 강진호 위왼장이 취임한 1994년부터를 기준으로 9년째’ 라고 계산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첼우 사장이 부임한 이후부터인 1995년부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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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업계의 공통적인 평가이다 

유니온스틸 강진호 위원장 

1947년 l' (55세) 
1993년 6월 노조위왼장 직무대리 
1994년 노조위왼장(3년임시) 당선 
1997년 노조위왼 장 당선 
2α씨년 노조위 원장 당선 

2002년 정년퇴임 예정 

유니온스틸 이철우사장 

1940년 !’ (62세 ) 
1962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1966년 유니온스틸 공채 l 기 입사 
1985년 유니온스틸 전무 

1995년 유니온스틸 대표이사 겸 사장 

과거 노조의 고발로 옥살이까지 했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노조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한다 

는 굳은 각오로 노조에 신뢰플 보여준 이 사장파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귀가조차 포기하고 아예 

노조사무실에 눌러앉은 강 위원장 두 사람이 체연과 자존심을 털어내고 용기를 내어 가진 1995년 3월 

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유니온스탤은 아직도 기나긴 수렁에 빠져 있윤지도 보르는 일이다 

유니온스틸은 이제 노사문화의 우수기업으로 한국에서 첫 손에 꼽히고 있다 1997년 노동부 장관으 

로부터 3년 단위의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유니온스틸의 상복(賞福)은 여기서 멈추지 않 

았다 

〈유니온스틸 노사관계 관련 주요 수상경력〉 

1997년 l월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1997-1999년) 

2000월 5월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장(노사화합부문) 

2000년 6월 제 l회 철의 날 노사화합상 수상 

2000년 7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2000-2002년) 

시련도 있었다 외부에서 임단협 무교섭 타결이 수년동안 계속되면서 노동계로부터 ‘어용노조 라는 

칠시도 많이 받았다 2000년에는 추석연휴 동안 연휴의 절반을 스스로 반납하고 임금협상을 포기하는 

유니온스틸 노조의 모습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는 방송이 부산 KBS")를 통해 나가자 항의방문을 

하기도하였다 

321 부산 KBS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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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위원장은 힘있게 말한다 

“우리는 어용노조가 아니라 ‘힘있는 노조’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부적으로도 창업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기업의 현실에서 아직도 권철현씨를 지 

지하는 조합원들과 강성을 띄고있는 대의왼들과의 마찰이 강위원장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매번 치열한 지지율 경쟁에서도 3년 임기의 노조위원장 

에 3연속 당선하여 올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4û년 가까운 유니온스틸 역사에서 정년퇴입을 맞이 

하는 노조위원장은 그가 유일하다 

이철우 사장 역시 자신감에 차있다 취임이전이나 이후나 줄곧 그의 발옥을 잡았던 증자문제가 이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권철현씨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계류 중에 있기는 하 

지만， 자본금 부족으로 1998년 IMF로 인한 철강 빅딜에 휘말린 것이나 2002년 3월말 상장폐지 위기 

때에 비하면 모든 상황이 나아지고 었다. 

“우리에게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직원들이 았다.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JJ) 

이철우 사장이 부임한 1995년부터 7년 동안 강관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한 긴장， 8년 연속 임단협 무 

교섭 타결 와중에서도 임금인상을 둘러싼 모종의 갈퉁 아무리 협력한다해도 노(勞)와 사(社)라는 입 

장차이로 인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갈둥을 안고는 있었지만， 유니온스틸의 노사는 외부환경의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 갈등조차도 외부적 역량으로 승화시켜왔다. 

오늘날 유니온스틸 사내의 모든 서류에는 ‘아름다운 완성’이란 문구가 찍혀있다 노사협력을 바탕 

으로 시작한 경영혁신작업이 이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신노사문화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인 것일지도 모른다 노사 상호간 

의 신뢰만 았으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 

이며 유니온스틸의 신노사문화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의 기업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개방적인 의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유니온스틸 

의 노사화합 사례는 아직도 잦은 노사분규에 시달리는 한국기업들의 노(勞)와 사(社) 모두에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기에 충분한 귀감이 될 것이다 아니 귀감대상을 넘어서 유니온스 

틸의 이야기는 한국의 다른 기업틀이 지향해야 할 노사관계의 방향을 의미할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2년 9월 6일 

Team Zest. 

33) 20이년 7월 26일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철강업계에 시련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80 



참고및 인용자료 

도서및논문목록 

『한국노사관계의 새지평.，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1996, 다산출판사 

r복수노조시대의 신(新)노사관계 관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연문사문화주식회 
사 

『신노사관계와 경쟁력.， 배무기 외 3 인， 1995 , 한국경제연구원 

f21세기 신노사관계.， 심윤종 외 2인， 2000 ， 집문당 

『기초철강지식.， 한국철강신문 기초철강지식 면찬위원회， 1999, 한국철강신문 

『철강통계연보.， 한국철강협회， 2000 ， 한국철강협회 

『현대노사관계론. , 최종태， 1995 , 경문사 

『세계시장을지배한노사합섬， 함께 발전하는새로운노사관계의 비전.， 배무기， 한국경제신문， 1995 
r(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 김성수， 삼영사， 2000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겨1]. , 이왼덕， 한국노동연구원， 1995 

“노사협력관계를 통한 경영혁신" 김성관， 부산대 경영대학왼 석사학위논문， 1998 

“노사협의회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례연구보고서， 1997 

인터뷰자료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강진호 위원장， 유니온스틸 부산 감만동 공장內 노동조합 사무실， 2002년 8월 16 
일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박성균 조직부장， 유니온스탈 부산 감만통 공장內 노동조합 사무실， 2002년 5월 
31일 

기타 신운 · 잡지와 유니온스틸 홈페이지 기사에서 인터뷰 인용 

유니온스틸 내부 자료 제공해 주신 분들 

유니온스틸노동조합 

유니온스틸 노무안전팀 김성관차장님 

유니온스릴 본사 경영기획팀 김낙홍 과장님 

유니온스틸 자매회사 국제통운 추동석 총무이사님 

참고한인터넷웹사이트 

유니 온스틸 홈페 이지 http://www.unionsteel.co.kr 

동국제강 홈퍼떼1에이지 h바1πt1:Jφpπp://ν'jw.、wνr.w.dφon멍1땅gkuk.ιco.따.1 

한국철강협회 http://www.kosa.or.kr 

8’ 



삼성 경 제 연구소 htψ / /seriecon.seri.org 

현대경 제 연구원 http://www.hri.co.kr 

엘지경제연구원 http://www.lgεn.com 

산업 자왼부 철강부문 hπp:/ /WIνw.mocie.go.kr/nεtworklindustrylindusl1)ι5.shtml 

포항상공회 의 소 철강산업 정 보 http://steel.pohangcci.or.kr/steel 

한국철강신문 htφ:/ /www.krnj.co.kr 

노동신문 http‘/ /user.chollian.neν-bνanhuee 

종합뉴스데 이 터 베 이 스 카인즈 htφ /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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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니온스틸 역대 대표이사 재임 기간 

(2002년 9월 현재) 

구분 직 위 서。 며 。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사장 권철현 1962.12-1975.7 창업주 

2대 김태일 1975 7-1976 7 국제그둡인수 

3대 박기영 1976 7-1977 2 

4대 양정모 1977.2-1980.2 

5대 손상모 1980 2-1984 6 

6대 정 승익 1984 6-1985 2 

7대 정재덕 1985.2-1986.8 동국제강인수 

8대 전 무 이철우 1986 8-1986 10 

9대 사장 .J1 ~ζλ「1 1986.10-1987.4 

10대 이홍철 1987 5-1988 2 

II대 부사장 김성덕 1988 2-1989 2 

12대 사장 홍순철 1989.2-1995.3 

13대 이철우 1995 3-1998 3 

14대 이철우 1998 3-현재 재임중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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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유니온스틸 연도별 인원 현황 

(1999. 6월 11일 현재) 

부산공장 
No 연도별 본사 합 계 전년도대비 

염 원 사무직 기능사무직 기능직 기타촉탁 소 계 

1989. 12. 31 5 248 68 1570 39 1 930 250 2.180 

2 1990 12 31 5 233 68 1,546 9 1.861 241 2.102 78 

3 1991. 12. 31 4 232 67 1 467 5 1.775 232 2007 95 

4 1992 ‘ 12. 31 3 229 62 1396 5 1 695 223 1.918 -89 

5 1993 12 31 4 234 51 1 355 6 1.650 206 1 856 -62 

6 1994 ‘ 12. 31 5 240 47 1 222 8 1,522 151 1.673 -183 

7 1995. 12. 31 5 218 43 1.238 11 1 515 156 1.671 2 

8 1996. 12. 31 5 198 37 1 222 13 1 475 177 1.652 -19 

9 1997 2 28 6 192 33 1 194 16 1.441 131 1. 572 80 

10 1998 ‘ 12. 31 3 143 19 946 13 1,124 134 1 258 314 

11 1999 6. 14 3 142 17 935 11 1 108 134 1242 -16 

@항 대비 CD항 인원차이 2 106 -51 • 635 28 -822 116 938 

※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제공 

※ 유니옴스틸의 부산공장 기능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부산공장 기능직의 숫자를 전체 조합원 숫자로 간주할 수 있음 한연 

2002년 2월 현재 조합원수는 804명 



〔부록 3)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정기총회 연혁 

(2002. 1. 29 현재) 

연월일 위원장 부위원장 기 타 내 용 

1977.2. 12 박기식 장철수외 4명 연합철강노조결성 

1978.5 17 박기식 장철수외 4명 고옥석외 3명 정기 

1979 2 22 박기식 고정만외 I명 이호원외 5명 
전국금속노동조합 

연합철강지부숭격 

1980.2. 22 박기식 고정만외 1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1. 2. 13 박기식 김문식 。l호원외 5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합철강노동조합으로 변경 

1982.2. 22 박기식 김문식외 1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3.2.25 박기식 김문식외 l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4 2 27 박기식 김문식외 1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5 2 8 박기식 검문식외 1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6. 1 6 박기식 김문식외 l명 이호원외 5명 임시 

1986. 3 15 박기식 깅문식외 l명 이호원외 5명 정기 

1986 9 11 박기식 검문식외 I명 김문식(겸직) 임시 

1987. 2. 12 박기식 김문식외 1명 김문식외 5명 정기 

1987 12 18 박기식 김문식외 1명 김문식외 5명 규약개정 

1987. 12 28-29 박기식 검문식외 1명 김문식외 5명 
정기총회 위원장선거 

박기식 재선 

1988 1 29 박기식 김문식외 2명 김문식외 5명 정기 

1988.7 28-30 박기식 김문식외 2명 김문식외 5명 규약개정 

1989.4. 11 박기식 김문식외 2명 검문식외 5영 정기 

1989. 5 10 직대손강재 김문식외 1명 김문식외 5명 
임시총회 박기식 위원장 

위원장직 사임 

1989. 12.22-26 오익환 김문식외 2명 김문식외 5명 
임시총회 위원장보궐선거 

당선자오익환 

1990. 1. 24 오익환 김문식외 2명 신기태외 5명 정기 

1990 12 26-
구성완 강진호외 2명 전상덕외 5명 

정기총회 위왼장선거 

1991. 1. 17 당선자구성완 

1991 2 11 구성완 강진호외 2명 전상덕외 5명 정기 

1992. 2 25 구성완 강진호외 2명 이정우외 5명 정기 

1992. 12. 19 구성완 강진호외 2명 이정우외 5병 임시 

1993 1 27 구성완 강진호외 2명 이정우외 5명 정기 

1993 6 8 직대손강재 강진호외 1명 이정우외 5명 구성완 위원장 위원장직 사임 

1993. 6. 22 직대강진호 박행규 이정우외 5영 손강재 위원장 직무대리 사임 

85 



〔부록 3) 계속 

연월일 위원장 부위원장 기 타 내 용 

1993 7 20 직대강진호 박행규 이정우외 5명 임시 

1993. 12.21-31 강진호 박행규 이정우외 5명 
정기총회 위원장 선거 

당선자강진호 

1994.2.01 강진호 김순갑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 

1995. 1. 25 강진호 김순갑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 

1996 1 29 강진호 김순갑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 

1996.12.23-31 강진호 김순갑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총회 위왼장선거 

강진호재선 

1997 L 30 강진호 손일성외 2명 강신민외 5영 정기 

1998 1 23 강진호 손일성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 

1999. L 28 강진호 손일성외 2명 강신민외 5명 정기 

1999. 12.24-31 강진호 손일성외 2명 주혜식외 5명 
정기총회 위원장선거 

강진호재선 

2000.2. 24 강진호 손일성외 2명 주혜식외 5명 정기 

2001 1 30 강진호 손일성외 2명 주혜식외 5병 정기 

※ 직대는 직무대리를 가리컴 

※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2001년 사업보고서에서 발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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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설태현황 

(2002년 2월 22일 현재) 

노동조합명 연합철강노동조합 대표자병 강진호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감안동 588-1 번지 

설립일 1977년 2월 12일 소속상급단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합왼수 냥 I 804 I 여 o I 총 I 804 대의원수 31 

전임자수 위왼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조직부장 (총 4명) 

전임자급여방식 회사에서 지급 (연공급 + 직무급 + 수당) 

가입형태 OPENSHOP UNIONSHOP CLOSESHOP 

조합원범위 
노동조합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자와 과장이상의 사무기술직， 승용차 운전기사， 

경비원중 청왼경찰， 경리， 인사， 비서업무 종사자를 제외한자 

위원장임기 3년 선출방법 조합원 직접 선거 

조합비 기본급의 1% 공제 

평균학력 고졸 l 평균연령 474세 평균근속년수 l 212년 

기본급 1 ， 065 ， 900원 (4312원) 통상임금 1 ， 984 ， 6이)왼 (4 ， 489원 ) 

각종수당 사업보고서 참조 평균 0，깨 시간 

근무형태 상주， 3교대 

고졸기능직 초임 1 ， 125 ， 150왼 (3교대 기준 수당 제외) 

고졸사무직 초임 연봉제 

대졸사무직 초임 연봉제 

700% 

상여금지급율 짝수당 각 100% 지급기준 기본시급 360시간 

설，추석 각 50% 

주근로시간 44 시 간 

퇴직금제도 업청제 누진제 기타 

급여제도 @사무직 연봉제 @기능직 시급제 

임긍구성 기본급十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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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계속 

법정제도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재형저축(임의장려금 불입액의 2%) 

복지관 (대지 594평， 건평 970명) 지하 1충， 지상 3층 복합건물 

급 
중， 석식 무상제공 갑，병반근무자야식으로사발면 요구르트제공 

복 
식 

평균 기타경비(매점) I 주식비 부식비 
제 

식당 
동력비 인건비 

도 부식비 

(2002. 1) TOTAL 2 ， 300원(부과세 포함) 

학자 학자보조금 중， 고생에 한하여 수업료 전액 지급 
리 보조 

二口그 장 학 금 대(전문대) 1명에 한하여 장학재단에서 일부지급 

의 무 실 의사 I명‘ 간호사 1명， 샤워장 40곳 정도 

의료 세 탁 소 무료세탁 
보건 

후 
제도 휴 양 소 송정 해수욕장(7-8월)， 콘도(한국，한화) 

하기휴가 4일 (7월중 40만원 지급) 

통근 
통근버스 6대 운영 (노선별) 

제도 

생 
재형저축임의장려금 2% 

15년이상 근속자: 10 ， 000 ，000원 

재산 
7년이상 근속자 7 ‘ 000 ，000원 

형성 금고신용대출 
5년이상 근속자 5 ， 000 ，000원 

현 3년이상 근속자 3 ，000 ， 000웬 

2년이상 근속자 2 ，000 ， 000원 

l년이상 근속자 1 ， 000 ， 000'원 

1987년 연도기 1988년 가방， 1989년: 가스버너， 1990년 가스동 

생일 1991년 돌판구이 1992년 케익， 1993년 지갑 1994년 해동기 
3당 선물 1995년 가방 1996년 옥편， 1997년- 연도기， 1998년 벽시계 

1999년 -2001년 통합지급 

냉，난방시설‘ 건강관리실， 사우나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써클룸， 컴뮤터 교육장， 

시설 어학실습실. 배드민튼장， 식당， 탈의실， 세탁소， 자판기， 새마을금고， 매점， 샤워장， 

하기휴양소， 작업봅 연 4벌， 동장바 2년 1회 무상지급， 통근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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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계속 

경 

당사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현황 

@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조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 
한다 

l 본인결혼 7일 

2 자녀결혼 3일 

3 형제 자매 결혼 1일 

4 자녀 출산 1일 

5 조부모， 부모， 처부모회갑 2일 

6 조부모， 처부모， 자녀 사망 5일 

7 부모배우자사망 7일 

8 백숙부모사망 2일 

9 형제 자매 사망 3일 

10 부모， 처부모， 배우자 소상시 2일 

@ 전항 제 3호의 경우에 장납이연서 호주일 때에는 1일의 추가휴가를 부여한다 

:ζ 
→」

휴 

가 

경조금지급현황 

구분 금 액 지급조건 

본인 200 ，000원 。법률혼에 한한다 

결혼 
。별도로 식전에 화환을 증정할수 있다 

직계비속 100 ， 000원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자가 2개월이내에 결혼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받는다 

직계존속 80 ，000원 。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정액의 50%를 지급한다 
희갑 

처부모 30 ， 000원 단， 숭중손일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 

。법률혼에 의한 출생이어야 하며， 사산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생 본인자녀 50 ， 000원 。 3자녀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하 는 자녀에 대하여 

는지급하지 아니한다 

입영 본인 50 ， 000원 。병력법에 의한 입영에 한한다 

본인 400 ， 000원 

배우자 200 ， 000원 。본인의경우，순직일때에는별도로이사회에서정한다 

사망 처부모 100 ， 000원 。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정액의 50% 지급한다 

직계존속 200 ，000원 。단1 숭중손일 경우에는 전액 지급한다 

직계비속 200 ， 000원 

。경조금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유발생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경조긍 지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각각 지굽한다 

1981년 l월 30일 

노동조합측 11명(간사 포함) 

사용자측 11명(간사 포함) 

노사협의회 

현황 

원
 -

위
 
-
고
。
 

미
넉
 -
괴
에
 

처
 
T
핍
 

충
 -z

• 

고
 -
-
ε
 

갤
 

오
L
 써

 

2명 (노동조합 위원장， 노무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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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니온스틸 중요 조직개편 내용 

(2002년 9월 현재) 

구분 개편일 개편방향 개편전 개편후 비 고 

제 l차 1994 4 1 조직의 활성화및 능률 -본사 2실 -본사 2실 

성 제고 2소 11부 24팅 2소 7부 25팀 팀제로전환 

8과 1영업소 l영업소 

인력의 효율적 활용및 공장 l소 -공장 2소 

능력개발 9부 10팀 24과 8부 33팀 I본부 

제2차 1997 8 11 핵섬역량의 집중화 본사 2본부 ←본사 1실 

고객중심(판매) 2실 2소 19팀 8팀 

제품특성별 통합 대팀제로전환 

단순화(비생산) 

인력의 정예화 공장 1본부 공장 l본부 

l인 다기능화 I실 3부 1소 l실 11팀 

21팀 

※유니온스틸 노무자료 발춰11 (1994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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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UTM 실시 결과 요약 표 

구분 기 간 장소 참석자 

제 1차 

주 제 

제2차 

1995 11 8 

-11 10 

1996 1 23 

-1 25 

""^ /ôT 

온천관광 

lIotel 

경주 

가족 Hotd 

L 
36명 

고객감동을싣현하는 

팀제의 활성화방안 

생산성향상을위한 

설비보전 효율화방안 

결 과 

제안16 채택 12 

불채태 1 보류3 

제얀 15 채택 12 

불채택 l 보류2 

제 3차 

제4차 

1996 3 6 

-3 H 

1996 4 24 

~4_ 25 

경주 

온천관광 

Hotel 

해운대 

글로리 Ilotel 

제5차 -‘ 
이
 

H 
자
。
 미
」
 

금
 
국
 

제6차 

1996 7 10 

-7 11 

1996 9 3 

~‘I 6 

해운대 

한국콘도 

여
。
 

” ” 

임왼과 

부장 

33영 

24영 

제7차 9명 1996 10 31 

제8차 1996년 12월 중 

제9차 

10차 

1997 3 6 

~3 ì 

1997 4 29 

-4 30 

회사내 

대회의실 

사내 

대회의섣 

辦
「
양산덕계 

서1왼백화점 

연수원 

양산덕계 

세원백화점 

연수원 

8개 팀 

‘ l 명 

장벽없는 회사 만들기(1) 

f 
f장벽없는 회 } 만들 1 (2) 

무사고로보람찬 

일터 만들기 

제안15 채택 12 

불채택 I 보류2 

생산부문일 줄이기 

rM에서 정 전사이 111M 

및 Coil Slip 없얘기 

사팀별 현장내 

문제점 선정 

환한생산목표달성을 

원 위한 상호 지원체계 구축 

? 띠 ( 상호 협 조 속에 동료 

-ζ」텐반71 
l 수주에서 왼자새투입까지 

23명 I CycleTime 단축을 동한 

1 납기 만족 

11차 
1997. 6. 19 

-6 20 

양산덕계 

세원백화점 

연수원 

제안16 ， 채택 10 

붕채택6 보류O 

제안25 ， 채택 21 

불채택4 보류O 

제안25 ， 채택 13 

불채택 12 ‘ 보류0 

제안7 채택6 

불채택 L 보류O 

” 
빼
 

/ 0 3 
아
」
 

돼
 끼
 
볼채택7 보류O 

제안12 채택 11 

붕채택 l 보류O 

제안 13 채택 12 

불채택 1 보류O 

제안12 ， 채택 11 

불채택 1 보류O 

’유니온스틸 내부 경영혁신팀자료 1996-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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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1992-1996년 유니온스틸 특허 출원 현황 

(1997년 3월 현재) 

연도 출원일자，번호 출원명 

1992 92-11-25.084910 55% Al-Zn합금도금강판 및 강대표면처리제 

1994 94-03-10 , 심사중 도금강판의 제조방법 (Ti 청가) 

95-06-09 15197 농원용 Pipe와 그 제조방법 

95-06-09. 15198 오일레스강판 및 제조방법 
1995 

95-06-15 , 15907 합금용융도금방법 및 그 제조방법 

95-12-08 48026 갈바륨강판의 박막코팅방법 빛 그 장치 

96-02-02 , 2510 저탄소강 브라운관용 자기차폐강판 제조법 

96-03 • 15 , 7050 택스쳐 갈바륭칼라강판 

96-06-03 19652 용융아연도금 칼라강판 (EMBOSS 칼라) 

96-11-25. 57190 샌드위치 패널용 갈바륨강판 

96-11-27. 58162 향균대전방지용 아연도칼라강판 및 제조볍 

1996 96-11-29. 49489 무도유 가공용 합금화 아연도강판 

96-11-29, 59487 유색 내지문처리 아연도금강판 

96-11-29. 59488 융활내지문처리 아연도금강판 

96-12-20. 68882 아연 또는 아연합금따이프 용사부 처리방법 

96-12-26. 72347 면면 엠보스(EMBOSS) 칼라강판 

96-12•27. 74145 코우트도장강판 

96-12-27 , 실59334 농원용강관의 용사장치 

※유니온스틸 기술연구소 선제풍 셜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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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유니온스틸 경영분석 표(1980-2001년) 

(단위 천원) 

깊걷흐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총액 

1980 159851.969 9.077244 8765.380 

1981 212 163 813 4 .414.197 4 ,3 57 ,295 
54520애 

1982 262 197 560 1.890168 1 876382 

1983 289155.778 5 685 889 567 1.269 

1984 338 .435.711 9.699.747 5797.962 

1985 348 ,486 ,983 5.5 13 .400 2 ,009 ,022 

1986 398 118 310 24650432 12 398 618 

1987 442.676.741 35.556.601 22.619.681 

1988 168 ,959 ,926 13.232.586 327 690 

1989 243 020.354 4381.438 6 ,721 ,774 

1990 42 1.1 30.736 2.652.196 2142.018 

1991 445781598 18234210 12 828.584 

1992 460048.523 24364 .1 76 11786.817 
9 500 000 

1993 473 684.710 26 135 196 14779.463 

1994 539 .436.675 15 ‘ 776 ,363 11307.563 

1995 600 ,465 ,369 12.230.735 14.349.892 

1996 603 ,820 ,771 12 ,028 ,3 96 10 ,523 ,656 

1997 670.637.547 11.930.876 9.901.896 

1998 750 774.325 15 ,658 ,626 12 599 812 

1999 682 ,673 ,828 22. 271.689 15393.385 

2000 701. 807.693 41. 843 854 27979.469 

2001 642 740 .702 33 980 321 25 899 556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제공자료 및 재무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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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TPM 운동 개요 

T P M 

TOTAL PRODUCTIVE MAINTEN따'JCE 
전왼참가의 생산보전 활통 

+ 

TOTAL PRODUCTIVE MANAG마1ANT 

T P M 

·전조직 ·수익성 개선 ·경영혁신활동 

·전원참가 • LOSS의 ZERO화 • MAINTENANCE 
·전업무 ·생산시스댐의 효율화 (설비에서 생산 

·종합적 효율화 시스댐 전반으로) 

·최상의 완벽한상태 

TPM이란? 

생산시스템 효율의 극대화(종합적 요율화)를 추구하는 기업체질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생산시스뱀의 LINE CYCLE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해제로， 불량제로 고장제로 퉁 모든 LOSS 를 미연에 방지 
하는 구조를 현장 현물에 구축하고 

최고경영자에서 일선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전왼이 참가하여 

중복소집 단 활동에 의 한 LOSSZERO를 달성하는 것 

을말한다 

※ 유니온스틸 TPM사무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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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유니온스틸 협 력화 현황 

C월〉 경영합리화현황 C확〉 
도급업무 업체병 설립일자 직원수(명) 

기계정비 外 부산가건 19R1 4 49 

전기정비 연합전설 1982 1 20 

丁
펴1염산회수 연일산업 1992 9 

경비，보안 대성기엽 1994 11 J3 

전산 탑솔정보 1997 10 H 

구내식당 상보유통 1998 2 11 

세양기업 2000 3 13 

화산물류 2001 3 19 

사내운송 UT 2어JllO ’4 

포장준비 상신기업 2001 10 24 이익 새분배 

제품포장 이패 2002 1 95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합려화 상호신뢰 il1社 출신의 대표자 경영 

※ 유니온스틸 노동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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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유니온스틸 노조 회사 살리기 증자촉구 추진현황 

(1 995.11-1999.5 현재) 

일자 진행사항 

1995. 11. 24 성명서 (실천적 노사화합을 촉구한다) 중 증자하여 우리사주 분배하라는 내용 포함 

(제 14차 확대 간부회의 결과) 

1995. 11.28 -우리사주조합결성준비위원회구성결의 

(의장단， 전입자， 복지부장. 대의원) 

1996. 1. 29 
(정기대의원대회) 

우리사주갖기 결의문 채택 

1996. 2. 16 
노동계 지도자 청와대 간담회 시 우리사주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결의 개정 건의 

→위왼장 

1996.3.5 
(제 3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주총참석 (대의원 및 조합원 중 회망자) 

1996. 3. 7 양대주주， 대표이사께 드리는 글 (주총에 즈음하여) 

1996. 3. 12 
주총 (배당금 40%) 노조간부 주총 상경 증자촉구 현수막 부착 

양대주주님께 증자필요성 유인물 전달 38%주주 증자반대 

1996. 3. 13 
주총결과꽁지 

(양대주주는 연합발전을 위해 투자하라) 

1996. 4 
“근로자 주식 한주갖기 운동’ 탄원서 제출 

대통령‘ 노동부 둥 정부 부처， 각계 단체 

1997. 1. 30 
정기대의원대회 

우리사주갖기 결의문 채택 

1997 3.12 주총장 (의원장 외 9명 참석) 우리사주갖기 플랭카드 침묵 시위 

1997 3. 18 주총을 끝내고 전임원에게 드리는 글 발송 

1997 7.21 성명서 배포 (연합철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연철은 침올될 것 아닌가) 

1997 9.27 
(제 1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증자촉구 결의문 채택 (9/29 10시 대강당 중자촉구 결의대회) 

결의대회 개최 복지관 강당 

(증자촉구 결의문 연합철강 업직원 일동) 

유무상 증자만이 회사의 발전의 전제임 

1997. 9. 29 
결의대회후 우리사주갖기 추진위원 및 대의왼간부 16명 상경(1 3시) 

- (양대주주측 방문 동국그룹 장상태 회장， 중후산업 권철현 회장) 

중후산업 방문 

(중후산업 권철현 38% 주주님 면당 요청 및 증자필요성 전달 

중후산업 임원진 대화， 권회장님 건강상 이유로 변당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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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계속 

일자 진행사항 

노조간부 및 입원， 종업왼 30여명 상경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 면담， 동국본사 

1997. 9. 30 -증자필요성및강관공장폐쇄로인한고용안정건의 

중자동참， 노사협력관계로 생산성 향상 보답하겠다 

고용유지 최선의 노력하자 이철우 사장 건의 

1997 10 2 증자촉구를 위한 상경결과 공지 (참조) 

1997 10 8 
강사부 현안문제 l차 단체교섭시 증자 및 증설 결정 여부 

(회사측 증자， 증설 확정되지 않음) 

(제 12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1997. 10 15 - 증자를 위한 결의문 양대주주 전달사항 보고 

권회장 면담은 차후에 일정 잡기로 함 

1998. 1. 23 
정기대의원대회 

• 우리사주갖기를 위한 결의문 채택 

1998.2. 6 
(제 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우리사주갖기 추진위원 구성 

1998.2. 19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장 노총 8충 회관 

의장단‘ 추진위원 6명， 우리사주갖기(증자) 홍보 현수막， 유인물 배포 

1998. 2 28 
(제 3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증자촉구 및 상법개정 서영 날인 

위원장 강진호， 총무부장 임홍래 권철현 회장댁 방문 약 2시간 면담 

1998. 3. 10 (장충동 자택) 

양대주주에게 자본출자， 증자 필요성 및 동종업체 참고자료 전달 

(제4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1998. 3 16 주총상경 대의원 및 간부전원 자본금 출자를 위한 주총상경 투쟁 

(호소문 전달) 

1998. 3.20 
주총 (전세버스로 대의원 간부 39명 주총 참석) 

증자촉구 플랭카드 철수， 대회장 퇴장후 참석 

법무부 상법개정 공청회 참석 

1998.4 01 (위원장 외 4명 , 상법 제 434조 개정 필요성 유인물 배포) 

교수，법무부상당 

1998.4. 17 
정부기관， 국회 각단체 빛 법무부， 재경부， 노동부 퉁 탄원서 제출 

• 증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부장) 

1998. 6 17 
(제 6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 임시주총(6/26) 주주 및 대의원 간부 전원 참석 

1998. 6 26 임시주총- 대의원 간부 42명 참석， 증자촉구 플랭카드 및 호소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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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계속 
。

일자 진행사항 

(제 1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증자에 따른국회탄원 상경논의건 

1998 11 9 11/10 - 우리사주추진위원 상경 

11/11 • 대의원 간부 전원 상경 

결의문 채택 (회사 살리기 및 우리사주갖기) 

증자에 따른 국회 탄원차 상경 (버스 1대) 

1998 11 11 - 국회 앞 집회 1 국민회의， 한나라당 탄원서 전달 

국회의원 회관실， 각 정당 국회의왼 방문 

1999 1 28 
정기대의원대회 

-증자촉구결의문채택 

1999. 2. 10 
(제 1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우리사주 추진위원회 구성 

1999. 2. 25 
한국노총대의원대회 

-2.26 
- 위왼장， 부위왼장 3명， 사무국장， 조직부장(총 6명) 

증자촉구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배포 

1999. 3. 5 
38% 대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3차공판 참석 

우리사주갖기추진위원 10명) 

(제 2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1999. 3. 16 • 주총(3/30) 에 주주 및 대의원간부 참석 결정 

(3 /23 증자촉구 결의대회 개최 결정) 

1999 3 23 
철강빅딜 반대 및 연철 구사운동 증자 결의대회 개최 

(4.5동 앞， 전종업왼) 

1999. 3. 29 
(제 3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 소액주주 빛 종업원 회사살리기 증자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결정 

소액주주 및 종업원 회사살리기 증자촉구 결의대회 

1999. 3. 30 (본사 다보빌딩앞 집회 효성빌벙까지 거리행진) 

주총장까지 08:00-09 :40 

제 37기 주총 

1999.3.30 
(주주 및 대의원 간부 참석 버스 2대 80명) 

38% 권철현 주주 증자반대 

2호 3호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건 • 5월 20일 주총 속회 

1999. 4. 8 현안문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대표이사) 

금속연맹 철강산업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1999. 4. 13 (철강구조조정 대책 회의) 

우리사주조합 결성에 대해서 질의 노동자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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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계속 

일 자 진행 사항 

1999. 4 16 회사에 우리사주조합 결성 숭인 요청 

1999. 4 20 우리사주갖기 추진위원회의 개최 

• 우리사주조합 결성 결의 

1999.4 21 우리사주조합 결성 승인 재요청 

1999 4 22 
(제 4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 우리사주조합 결성 승인 촉구 및 층자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결의 (4/23) 

1999.4 23 우리사주조합 결성 승인 촉구 및 증자촉구 결의대회 개최 복지관 

1999 4 27 주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항소심 l차 심리 참석 

(우리사주갖기 우진위원 4명) 

제 l차 우리사주조합 결성 준비 추진위원회의 개최 
1999.4 29 추진위원 17명， 준비위원 84병 

- 증자 촉구 100만인 서명운통 

1999 4 30 연합철강 구사운동 증자 촉구 100만인 서명운통 시작 

1999 5 3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복지관 대강당 3회) 
우리사주조합원 모집 접수 

연합철강 구사운동 증자촉구 결의대회 
1999. 5 6 장소 장충동권철현회장댁 앞 

참석자 약 100여명 (부산공장 80여역 서울본사 20여명) 

1999 5 10 주주의결권금지가처분항소섬 2차심리참석 

(서울고등법원， 우리사주조합 결성추진 위왼장 외 4명) 

‘유나온스틸 노동조합제공 

99 



〔부록 12) 유니온스틸 노동조합조직체계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힐철강노동조합 

회 총 

규약개정소심의위원회 

근로복지기금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우리사주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대의원대회 

지도위원 

사정위원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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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스틸 노동조합 2001 사업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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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유니온스틸 기엽연혁 

1962 12 10 회사셜립 

1967. 9. 29 부산공장 준공 (연산 10만톤 규모) 

197 1. 9. 25 연산 60만톤 생산규모로 시설확장 

1972. 11. 20 제9회 수출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수출실적 1위) 

1973. 6. 30 기업공개 

1973. 12. 31 연산 100만톤 생산규모로 시설확장 

1974. 11. 30 제 11회 수출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수출실적 l위) 

1978 11 21 소비절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79. 10. 30 #2CCL준공 

1979. 11.30 제 16회 수출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1980 7 4 #2CGL준공 

1982 11 11 전국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대회에서 공업표준화상 수상 

1986 2 5 갈바륨설비 도업 

1986 3 21 EGL준공 (연산 20만톤 규모) 

19861229 연산 100만톤 생산 달성 

1987. 8. 13 냉연제품 생산 1 ， 000만톤 달성 

1990 11 26 수출 2억불달성 

1991. 11. 30 제 28회 무역의 날 산엽포상 수상 

1993. 10.08 #3CCL준공 

1995 5 11 ISO 9001 인증 획득 

1995 12 09 #3CGL준공 

1996. 12 10 복지관준공 

1997 2 18 ISO 14001 인증 획득 

1998 11 19 제 19회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1999.4. 23 냉연제품 생산 2 ， 000만톤 달성 

2000. 8. 1 전자상거래 실시 

2000. 8. 30 유니온스틸빌딩 준공 

2000 12 10 #4CCL , #4CGL 기 공 

2001. 1. 3 제2 창업 선포， C.I 변경 

※유니온스틸 홍보용팝플렛에서 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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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유니온스틸 일반 기업현황 

(2002년 9월 현재 ) 

설립일자 1962년 12월 10일 

소재지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번지 

공장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588-1 

면 적 109 190평 (360 ,963m2) 

대표이사 이철우(季喆雨) 

생산량및 매출액 연산 120만톤 6천5백억 원 (2001년 기준) 

직왼수 1 ，095명 (2002년 5휠 현재) 

생산제품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냉간압연강판， 

갈바륨강판 등 표면처리제품 

UNION STEEL AMERICA Co 이ew Y ork, LA, Houston, Chicago) 

해외법인 
DONGKUK CORPORAπONσ'okyo， Osaka) 

다llNA 무석장강박판유한공사 

UNIONSTEEL GUANHZHOU OFFICE(中國 廣州 社務所)

※유니온스틸 경영기획팀 제공 

〔부록 15) 유니온스틸 주요 재무구조(1999-2001년) 

(단위 백만원) 

과목 1999년 2000년 2001년 

자 산 1 096956 95 1.610 986262 

부 채 579.132 466.860 441 135 

자 본 517 824 484.750 545 127 

부 채 비 율 112% 96% 81% 

자기자본비율 47% 51% 55% 

유 보 율 5,3 51% 5,002% 5,638% 

차입의존도 37% 28% 26% 

※유니온스틸 경영기획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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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유니온스틸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1970-2001)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부채총계 자본 부채비율 비 고 

1970 6645 1216 546.50% 

1971 13 388 1 228 1,090.16% 

1972 17 065 2.751 620.22% 

권철현씨 1973 22094 5340 413.77% 

경영연도 1974 32.462 13 026 247.97% 

1975 38462 12 592 305.45% 

1976 49.460 11 607 426.14% 

1977 58 294 12 052 483.70% 

1978 64664 13 517 478.39% 

1979 93 798 15461 606.67% 

1980 120 198 5734 2 ,096 ,3 1% 
국제그룹 

경영연도 
1981 139 .424 40 168 347.10% 

1982 144 192 42 011 343.22% 

1983 139 793 47479 294.43% 

1984 147 908 56 593 261.36% 

1985 180.856 57 837 312)0% 

1986 150413 68840 218.50% 

1987 115 357 89.973 128.21% 

1988 72.224 88 799 81.33% 

1989 125 016 81546 153.3 1% 

1990 13l 163 82 697 158.61% 

1991 163.372 94 525 172.83% 

동국제강 1992 190 705 106 540 179.00% 

경영연도 1993 235 .1 24 120403 195.28% 

1994 309066 35 1.454 87.94% 

1995 388004 363 894 106.63% 

1996 402 303 365.705 110.01% 

1997 608 380 347 547 175.05% 

1998 547 735 425 188 129.00% 

1999 579 132 517 824 111.84% 

2000 466860 484750 96.30% 

2001 441 135 545 127 80.92% 

※유니온스틸 경영기획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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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유니온스틸 자본금 및 증자 현 호L Q 

(2002년 9월 현재)(단위 천원) 

증자일지 증자금액 

1962. 12. 10 

1964 6 

1964. 12 

1967. 5 

1970. 4 

1971. 10 

1973. 3 

1973. 6 

1975. 12 

소계 

1976 

1979. 5. 10 

1984 6 

소채 

흥계 

12 

12 

50.000 

25.000 

25 에O 

00 ,000 

81 ,000 

19.000 

23 에O 

00 에O 

11.000 

3 634.000 

국제그룹인수후증자 

1 818 000 

4048.000 

5 866000 

1985년 동국인수 후 2002년 현재까지 무증자 

9 500 000 

※유니온스틸 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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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유니옹스틸 주요 경쟁자 현황 

(2002년 3월 7일 현재) 

.국내 유수 철강 비철금속업체 현황 

회사병 내 용 비 고 

포스코 세계 l위 조강 생산 2위 NSC , 3위 Arbed 

INI스틸 세계2위 전기로제강 l위 Nucor, J위 동경제철 

동국제강 세계 3위 후판생산 l위 포스코 2위 NSC 

동부제강 세계 l위 냉간압연전문 2위 현대하이스코， J위 UPI 러젤쉬타인 

현대하이스코 세계2위 냉간압연전문 상똥 

유니은스밑 냉간압연전문사 중 표연처리 비를 1위 2002년 98% 예정 

세아제강 세계 l위 용정강관 생산 2위 가와사키 

고려제강 세계2위 경강선 생산 l위 Bckaert , J위 동경제강 

고려상사 세계 1위 STS선재 생산 2위 Sprin011etal , 3위 Sandvik 

고려아연 세계 l위 아연 생산 2위 아스트리아나 

대경 세계4위 STS 후판 1위 아베스타 2위 유지노， J위 콜럼부스 

배영금속 세계5위 STS 앵글 생산 
l위 아이치제강 2위 롤단 

}위 슬레이트 4위 밸브루나 

풍산 세계 l위 소천 생상 유로코인 로얄민트 아마트 로얄캐나디안민트 

.유니온스될 경쟁력 현황 

생산능력 

주요 생산제품 

대표자 

매출액 (2001년) 

경쟁력 강점 현황 

자를급 

.포스코경쟁력 현황 

생산량 

주요생산제품 

대표자 

매출액 (2001년) 

경쟁력 강점 현황 

자본금 

120만톤 [ 표면처리 비중 세계 1위 업체 

GI 갈바륨(GL) ‘ GA , 컬러강판 

이철우 1 종업원수 j 

씬변쪽「←L← 당기순이익 ) 

갈바륭 퉁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표면처리 전문 생산 

95억 월 

2 ，700만톤 전세계비율 

HR 후판 CR 도금강판 선재 STS 

유상부 종업원수 

11조860<<\ 원 당기순이익 

세계 최고 수준의 조업 기술 및 원가경쟁력 

PI와 경영혁신에 의한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 

4 ，824억 원 

1 165명 

209억 왼 

3.31% 

I 만9 ， 000명 

8 ， 1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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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스틸 경쟁력 현황 

생산량 660만톤( 

주요생산제품 철곤， 

대표자 유 

매출액 (2001년) 2조8 ’ 

경쟁력 강점 현황 
세계 

-세계 

자본급 

.동국제강경쟁력 현황 

후판생산량 215만 

주요생산제품 후판， 

대표자 정 

매출액 (2001년) 1조7 ‘ 

경쟁력 강점 현황 
국 

-제 

(제강 기준) 전세계 비율(2000년) 2.1%(전기로 기준) 

형강(H형강 동).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Roll , 주단강품 둥 

규인균 종업원수 4‘ 541명 (2002.2. 23) 

’4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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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2001년) 

철근，형강 

장세주 

세계 3위 후판제조업체 

종업원수 1 ， 630명 (2002. 1월말) 

자본금 

850억 원 j 당기순이익 j__1변펀 

내 최초의 후판 생산업 체로서의 기술적 노하우 

품 출하부터 수요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對고객 납기만족체제 보유 

4 ，2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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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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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글 

230만톤 | 냉간압연 전문업체로 세계 1위 

CR(박판)， GI , AI도금강판， GL , 석도강판， 컬러강판 

윤대끈 종업 원수 1 236명 

l조4 ，45C 억 원 당기순이 익 871 억 원 

저비용 고효율 체제 완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품구성 가능 

1 ，800억 원 

주요생산제품 

대표자 

매출액 (2001년) 

경쟁력 강점 현황 

.현대하이스코 경쟁력 현황 

생산능력 

주요생산제품 

대표자 

매출액 (2001년) 

경쟁력 강점 현황 

180만톤 냉간압연 전문업체로 세계 2위 

자본급 

자동차용 냉연제품， CR ， GI , GA , 컬러강판 등 

윤병중 1 종업원수 1 ， 122명 
1조4.381억 원 j 당기순이 익 1 ，493억 왼 

안정적 판매처 확보， 품질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사업 다각화 

4.4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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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경쟁력 현황 

생산량 93만톤 전세계비율 1.72% 

주요생산제품 강관， 킬라강판， 스테인리스강관 동 

대표자 공왼일 종업원수 921명 

매출액 (2001년) 6 ，2 81 억 왼 당기순이익 390억 왼 

경쟁력 강정 현황 최대강관생산업체， 고품질의 기술력， 안정된 재무구조 

자본급 204억원 

※한국철강신문 해당일 신문기사와 각 기엽 재무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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