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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칙

1.

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강의 시작 5분전까지 교육장 모여 주십시오.

2.

이름표는 겉옷 잘 보이는 곳에 달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3.

교육에 참석한 간부들의 호칭은 ‘동지’로 통일합시다.

4.

교육기간 동안 외출이나 중도 이탈은 삼가 합니다.

5.

교육 동안 휴대폰은 끄고, 이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6.

교육하는 동안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진행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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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2019년 정세와 투쟁
<당면 노동개악 정세와 민주노총 투쟁>
1)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흐름
- 2월19일, 노사정(민주노총 제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 3월7일,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è 3월 임시 국회에 상정(3월말 환노위è4월초 본회의
-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노조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3~4월(임시국회 대응) 총력투
쟁 조직,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은 4월 국회에서 강행 예상되는 노조법 개악 저지 투
쟁의 전초전 성격도 갖고 있음

2) 탄력근로제 개악(노총-경총 야합 노사정합의로 국회 개악안 상정)
- 탄력근로제란? :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제도. 특정 기간에 늘리고 줄이
되, 총합의 평균을 주52시간 이내로 하는 것
- 개악안 주요 내용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è6개월로 확대, ▲ 임금보전 방안도 강
제력 없음, ▲ 업무량 급증 시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 아닌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 보장하지만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안할 수 있음, ▲ 근로
시간도 ‘근로일’이 아닌 ‘주별’로 정함

3) 노조법 개악(노총-경총 야합 노사정합의 추진 중)
- 애초 ILO 협약비준을 위해 논의 시작되었으나,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노조법 개
악논의로 변질
- (노동계 요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 요구(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특고/용
역/공무원/교사 등 노동기본권 등)
- (사용자 측 요구)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
벌 삭제(및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쟁의행위 찬
반투표 유효기간 제한 및 동일사안 재투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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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세 개요
1) 한국경제 위기 국면 돌입과 영향
- 성장률 저하(경기침체), 고용 위기 전개
- 세계경제 위험 요인 증가 : 美금리인상-침체 우려(트럼프 리스크), 美-中 무역갈등, 중국
부채 버블 붕괴, 브렉시트 등

2)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책 전환
-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화
- 최저임금 인상 억제, 탄력근로제/노조법 개악 등 노사정 야합
- 공공인프라 민자투자 활성화, 의료 규제완화 등

☞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왜 노동개악에 나서는가, 경제위기는 왜 전개되는가?

2. 2019년 경제 상황
1) 주요 경제 지표(2017~2019)

- 2017~19년 추세적 하락 : 문재인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 실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구조적 위기)도 있음, 정부는 위기에 대해 공약 파기 등 우경화된 미봉책으로 대응

5

1강 2019년 정세와 투쟁

2) 한국 성장률의 하락 추세 : 구조적 위기

-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70~80년대 고성장기 이후, 1990년대를 거쳐 IMF구제금융 위
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하락
- 2019년 현재까지 성장률은 더욱 하락하여 2%대 성장

3) 고정자본투자 감소로 인한 고용악화

-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본투자 감소로, 성장률 저하와 함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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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 정부는 다양한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효과 미비. 노동자가 자
녀출산하지 않는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 해결 대책은 부실
-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률 저하와 함께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 보육-교육 일자리 감소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5)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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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의 3가지 요소(자본투자, 노동력, 기술혁신) 모두가 한국경제에서 한계에 봉착
-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응하려던 정부가 정책에 실패하자, 각각에 대한 대응정책
에 있어서 재벌친화 정책으로 전환
-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벌 투자 구걸과 노동개악 등 재벌청부 정책 추진, △민자투
자 활성화 등 공공성 침해 정책 추진, 기술혁신을 위해 ‘혁신성장론’을 제시하였으나, 실상
은 의료 등 공공부문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3. 한국사회와 노동
1)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임금 정체, 자영업자 위기: 양극화(빈부격차) 심화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원인: (1)실질임금 증가율<노동생산성 증가율 (2)자영업자 소득정체
- (왼쪽) 노동자들의 임금도 노동생산성에 미달(이는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점차 심화), 다만 정규직은 노동생산성에 근접하게
따라가지만, 비정규직-영세사업장에서 임금이 정체되면서 평균 임금인상 정체
- (오른쪽)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는 더욱 한계 상황에 봉착, 노동시장에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에 진출, 영세성하고 효율성도 낮음(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세력화)
- 양극화(빈부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1)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임금인상, (2)자영업자 소득
인상(혹은 노동자로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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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 공공기관은 높은 연공성으로 민간기업을 연령에 따라 추월(물론 민간기업 평균은 중소기
업 포함이므로 재벌대기업은 높은 수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정규직의 큰 임금격차는
비정규직이 민간보다 낮아서라기보다는 정규직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
-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대응 시 고려사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처우개선 지침/예산 대응
(공공기관 정규직) “직무성과급제” 개편안(올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예정) 대응
⇨ 노조는 공공-민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를 지향할 필요

3) 한국의 높은 청년실업률
- 한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최고 수준)
- 한국에서 최근 20대의 보수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취업한 청년과 미취업한 청년
층 모두에서 문제), 젠더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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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조직화 확대
- 노동조합 조합원 확대와 함께, 민주노총은 100만명(올해 들어 한국노총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 공공운수노조는 21만명 돌파(한국 최대 산별)

6) 정치, 사회 정세
(정치)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세적 하락과 포퓰리즘 정치, 보수야당의 극우화, 2020년 총선
(한반도) 북미 관계 불확실성 지속,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 회담, 비핵화에 연계
(사회) 여성운동 ‘리부트’, 청년 실업률 증가(만성화), 87년(베이비붐) 세대 은퇴 가속
(인구) 합계출산율 1명 이하 하락, 개선전망 취약,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추세

4. 2019년 주요 노동이슈
o 노사정·전문가가 뽑은 2019년 주요 노동이슈(매일노동뉴스)
- 각각의 쟁점은 총노동과 총자본/정부의 투쟁 과제일 뿐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임단투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이므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1위)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
2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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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
4위)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와 사회적 대화 방향
5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동6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공동6위) 고용지표 및 경기변동
8위) 직무급제,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동9위) 광주형 일자리 향방
공동9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공동9위)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o 경총의 2019년 노사관계 쟁점 전망(사용자 조사)
- 사용자들을 조사한 결과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임금, 근로조건 사
항으로 한정)’(28.7%),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

o 한국노동연구원 진단(“2018년 평가와 2019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 노동기본권 및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
- 최저임금
- 노동시간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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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월간<노동법률> 진단(박지순 고대 법대 교수)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 최저임금 결정방식,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인상률 등 쟁
점 부각,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방식
-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ILO 협약 비준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관련)
- 특수고용 단결권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투쟁),
공공기관 직무급 개편
- 경제의 저성장 기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자회사의 교
섭 활성화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여러 쟁점을 고려
하면 노사 간, 노정 간 갈등과 분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동향
정부 측 추진 동향

노조의 대응 현황

- 기재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연구>, - 정부측 개편안은 “직무성과급제”로 규정
토론회 통해 발표(2018.12.)

-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

- 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공공기관 에서 임단투와 대정부 투쟁 연계 결의
임금체계 개편 제시: “연공급 위주에서 직 - 공공운수노조(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
무급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상반기 중 보수 체계 가이드라인

- 기재부, 연구 용역 결과를 가이드라인(매 관련 노정협의 진행하기로 협의 (4월 중순
뉴얼) 형태로, 2019.6. 발표 추진

협의 시작)

o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대응
- 정부가 도입하려는 현재 제시된 “직무성과급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
-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정부 가이드라인 방어를 넘어,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 해결 요구
- “임금 차별해소, 일자리 확대, 노동기본권” 위한 양극화 해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임금” 요구
※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 예시
- (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
인 3.5배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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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 비정규,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인상액은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액 이상으로 인상
* 다만, 공공부문-민간부문 임금격차 축소에는 여전히 한계이므로 총노동 투쟁 병행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동향
(1단계 전환) 18.12월말 기준 기간제 6만 6천여명, 파견용역 6만7천여명 전환
- 전체 수치로 보면 많은 수치이나 전환 방식이 문제
- 상당수 사업장(출연연, 국립대병원 등)에서 지연되거나,
- 노사 갈등, 자회사,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이 다수
(2단계 전환) 지자체 출자출연 등 2단계 전환 대부분 지체
(3단계 민간위탁) 정부가 "정책방향" 발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수준, 정규직 전환 여부
는 대부분 기관별(부처별) 맡김
※ 용역-민간위탁 차이 : ‘민간위탁’은 ‘인원수X인건비 단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 방식 (구분이 모호하여 용역-민간위탁 여부에 혼란 발생)

o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대응(민주노총)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①정규직 전환과 상시지속 비정규직 철폐 ②차별 철
폐 및 처우 개선 ③노정교섭 실시, 노동기본권 보장 법 제도 개선
- 투쟁 기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공동투쟁과 전체 비정규 투쟁 연대 △임단투 시기
상반기 집중, 6월 말까지 쟁의권 확보 △6~7월 집중 투쟁 전개, 7월 중 하루 이상 시기 집
중 공동 파업 △대정부 투쟁과 노정교섭 병행 △하반기 법제도 개선 및 국회·정부·공공기관
예산대응 투쟁 병행 △민주노총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투쟁 특별위원회 설치

<정세 시사점>
o 한국/세계 경제 구조적 위기(장기불황)
-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쟁취한 각종 제도(임금,고용,복지 등)가 유지되기 어렵고, 노조의
대응 전략도 혁신 필요
-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상황도 변화하므로 이에 맞는 대응 전략 필요 (불황
기 정책과 투쟁 전략) è 단기적 경제적 이해보다 사회·경제체제 변혁 추구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경제 자체가 “공도동망(共倒同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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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동운동의 전략 쇄신 : 단기과제, 장기과제
- 노조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노동개악·공공성후퇴를 투쟁으로 막고,
- 중장기적으로는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한
국사회·경제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운동, 노동자 평화운동에 나설 필요
- 정세변화 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전환, 좌충우돌은 계속될 것 è 노조 대응 방향, 대정
부 관계도 재정립
-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표방(2019년 정기대의원회 결의)
: ①민주노총 제1산별로서 총노동에 대한 책임과 전체 노동자계급과 단결을 우선, ②모
든 노동자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입장, ③노동조합 조직확대에 따라 다양
한 부문의 조합원으로 확대 반영

5. 공공운수노조 투쟁 요구와 계획
1) 핵심 투쟁 요구·목표 (6대 요구)
- 정규직-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공동요구와 공동투쟁 전개
전체

①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노동개악 저지

(총노동)

②노조할 권리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임금·노동조건

고용(+공공성)

③임금체계 개악저지 및 올바른

④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개편 추진

강화(민자투자 활성화 중단)

공공부문

⑥전환자 임금·노동조건

⑤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비정규직

개선(차별철폐)

외주화 근절

공공기관

2) 교섭, 투쟁 계획(요약)
○ (3~4월) 탄력근로제·최저임금결정구조·ILO협약비준 등 쟁점이 집중될 2월(임시국회)
은 민주노총 투쟁의 주력대오를 공공운수노조가 총력투쟁으로 조직
○ (4~5월) 공공기관 임금체계, 정규직 전환 등 노정협의 및 현장 조직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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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공공기관) 공공기관(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은 5월말까지 노정협의 진행하되
정부가 개악 강행 시 6월 집중
* 공공기관 산하조직은 상반기 조기 임금교섭(임금체계 관련 사항 제외=공공운수노조 중앙에 교섭
권 집중)을 통해 7~8월까지 쟁의권 확보

○ (6~7월,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임금체계 포함)은 5월
까지 노정협의 및 사업장 임단협 집중 후 6월 하순 공동 투쟁(최저임금 투쟁 연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산하조직은 상반기 임단협 교섭(정규직 전환 방안 노사전협의 포함)을 통해 6
월말까지 쟁의권 확보

○ (8월) 상반기 투쟁 상황 점검하고 하반기 투쟁 계획 수립
* 상반기 투쟁이 지속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투쟁을 조기에 해야 할 수 있음

○ (11월, 대 정부·국회, 임투) ILO협약비준 연계된 노동기본권 관련 법 개정, 재벌청부
개악입법 반대 투쟁, 공공기관 임금교섭, 비정규직 임단투 사업장 투쟁 집중

3) 노정 교섭(협의) 쟁점과 주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공기관사업본부

비정규직 대표자회의(상설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정교섭/협의

양대노총 공대위

민주노총과 공동 대정부 협의틀 및

(방식)

-기재부 협의

사안별 독자협의 병행

교섭/투쟁주체
노정교섭/협의
(의제)

o 임단투 요구와 방침
※ 첨부자료 2019년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공동요구안, 권고요구안 및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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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안전은 권리다

2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상황
1) 안전보건 정세와 동향
- 김용균 투쟁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현장의 투쟁요구가 높아지는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의식과 참여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김용균 투쟁은 진상 규명위 조사활동 (7월말 예정), 정규직화 노사전협의체 가동, 조형물
건립 등으로 투쟁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

-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과제들이 현장의 투쟁이 전개되어야 실질적인 현장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2020년부터 시행 될 도급금지 업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협 투쟁, 현장 투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도급승인 대상 확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수 년 동안 꾸준히 전개해 노조내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많은 요구들이 존재하며, 비정
규 노동자의 안전보건 투쟁이 본격 확산 추세에 있음

- 도급금지, 하한형 처벌이 삭제 및 축소된 형태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급승인 대상
확대 및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등 각 조항에서 하위법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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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어 “태움”으로 대표되는 현장의 문
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접근, 요구가 가능해지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제되었음

- 탄력근로제 개악 안이 국회논의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며,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경사노
위 산업안전위원회에서 경총의 반대로 법 제정에 대한 권고가 난항을 겪고 있음. 탄력근
로제 개악의 물 타기 전략으로 위상이 격하될 가능성도 있음

2. 개정법안
1)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1월 16일 시행)

(1) 법 개정 대응 투쟁

① 28년만의 전부 개정안
- 1988년 문송면, 원진 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이후, 28년만의 전부 개정
임
- 주요 부분만 9개 부분. 개정되는 조항이 40여개에 달하고, 구성과 체계 전면 개편

② 개정 경과
- 건설업 하청 사망, 하청 산재, 화학물질 직업병 문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특수고용,
배달 산재등 사고발생과 문제제기, 법 개정 요구 지속되어 왔음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도급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화학물질 알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법 적용, 노동자 참여, 산재심사 과정 등 각 부분에 대
해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문제제기, 각 부분별 의원입법 발의, 고용부·국회 농성, 정당·
의원실 앞 1인 시위 등 진행
- 도급금지 및 원청 책임, 처벌, 일하는 사람 정의 확대, 건설업 발주처 책임 강화, 화학물
질 알권리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간담회에서 노 사 논의 및 의견 수렴.
- 2017년 8월 정부 <중대산업재해 합동대책> 발표 이후 대책의 주요 기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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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입법 예고 이후 노동계 의견 일부 반영, 경영계 의견 반영 법 조항 완화
- 경총, 건설협회 등 지속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지연, 국회 11월 이송
- 11월 당정협의에서 산안법 우선 처리로 방향 잡았으나, 12월 환노위 법안소위 탄력근로
제 확대 논란 등으로 소위 자체가 무산. 여당도 산안법 처리 소극적. 연내처리 불가능하
고, 2019년 2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노조법,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 논의로 산안법은
국회 논의 통과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음
- 김용균님 사망 이후 시민대책위 산안법 통과 요구. 더 민주당이 산안법 통과 방침 발표
- 12월19일 환노위 법안소위: 여야 연내 처리 합의. 여당은 전부 개정안 중심 처리 주장했
으나, 야당 반대로 전면개정이 아닌 현행법 일부 조항 개정 정리가 다수
- 12월24일부터 법안 통과까지: 김용균 부모님, 시민대책위 국회의원 방문 및 각 정당 대
표 만나며 산안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제기
- 12월27일: 3당 원내대표 합의, 3당 정책위 의장, 환노위 간사 합의,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

(2) 개정 법 주요 내용
① 보호범위 확대
- 산안법 보호범위 : 근로자--> 노무 제공자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 보호 확대

② 도급 제한 (처벌 강화)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 수은, 도금. 제련 등 (기술적 사유인 경우 노동부 인가 필요)
- 도급인가 확대 및 강화 : 인가 기한 설정 및 관리 강화
- 도급인가 사업장 재하도급 금지
-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도급금지 조항은 법제화 됨. 그러나 하위 규정에 구의역이나, 태안
화력 등의 내용은 포함이 안 됨.

③ 원청 책임 강화
- 원청 범위 확대 :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확대. 제조, 건설, 서비스 모두 적용
- 원청이 다단계 하청까지 책임 강화 : 관계 수급인 개념 도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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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 범위 확대 (원청 사업장,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이면서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
로 시행령 위임)
- 원청의 하청의 안전교육 확인의무부여, 원청이 위험정보 하청에 제공의무 있었던 조항에
추가하여 미 제공시 하청의 지체책임 면제

④ 작업 중지 강화
- 노동자, 사용자의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 대피 및 작업 중지 의무 구분 명확화
- 중대재해 발생 등에 노동부의 작업 중지 법제화, 작업 중지 해제 시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 참여 명시)
☞ 기존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에 따른 동일유사 작업 전면작업중지는 동일
작업으로 후퇴함

⑤ 건설업 산재예방
- 발주처 책임 강화: 설계. 시공, 계획단계에서 발주처 책임 부여
-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 원청이 직접 안전조치 책임부여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업
- 건설업을 별도 특례로 종합 규정

⑥ 화학물질 독성정보 정부 보고 및 영업비밀 제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 화학물질 함유량에 비공개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 화학물질 독성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질병판정위원회 등)
☞ 화학물질 정보 인터넷 공개 삭제

⑦ 기업 처벌 강화
- 산재사망에 처벌강화 : 가중처벌(5년 이내 범죄행위 반복인 경우 1.5배 형량 가중)
- 기업 법인 처벌 강화: 법인 벌금 1억에서 10억으로 상향
- 원청 처벌 강화: 산안법 위반 원청 처벌 강화,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
- 수강명령 제도 도입 : 처벌 받으면 산재예방 관련 교육 수강명령
☞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은 국무회의 단계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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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기타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의무화, 관계수급인 재해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가 안전계획(비용, 시설. 인원 포함) 수립해서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책임 부
여. 위반 시 처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으로 추가 됨)
- 위험성평가시 해당 노동자 참여
- 직업병 피해자 상담한 의사 노동부 정보 제공 가능
- 역학조사 산재신청인 참여 확대
- 산재예방정보 통합 시스템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지정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 점검 법에 명시
- 하청 노동자 공정 원청의 작업환경측정의무 명확화

2) 개정 근로기준법 (2019년 7월 16일 시행)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및 직장갑질 119 상담사례 참고

(1) 법 개정 요구 투쟁

-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일가 갑질, 양진호의 사내폭력, 태움 문
화와 간호사 자살 등 뉴스로 사회적 문제화 됨
- 2017년 출범한 직장갑질119를 통해 조직 ․ 환경 ․ 업무 ․ 개인 혹은 대인 ․ 신체 ․ 심리
등 다양한 사례의 갑질이 사회에 알려짐
- 2018년 직장갑질 119의 ‘2018년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조사에 따르면 40점(심각한 수
준) 이상의 높은 항목 17개 중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항목이 7가지나 되어 일터 내 만
연한 갑질문화를 보여주고 있음
- 2018년 11월 감정노동자보호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
조사’에서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조사 툴을 이용,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함. 설문결과 국제기준(주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괴
롭힘 경험)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27.8%로 국제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10% 초반)의 약 3배를 넘는 수치였음
- 일터 괴롭힘은 노동자의 자살까지 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부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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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안이 실현되어야 함. 기존에 법령이 없어도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대한 산
업재해 인정투쟁은 오랫동안 투쟁을 통해 확보(하이텍알시디코리아, 청구성심병원, 유성
기업, 구례자연드림파크 등)
- 2016년부터 입법안이 발의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2018년 통과되었고 2019년 7
월부터 시행예정임

(2) 개정 법 주요 내용
➀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
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
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
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
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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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
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산업안전보건법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➂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
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
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대응방안
1) 개정 법안을 단협으로 확보
- 법, 지침 등을 근거로 최대한 활용

(1)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미리 적용
- 단체협약에 법 개정 내용 반영 : 2년 단위로 협약으로 올해 단협 사업장은 반드시 반영
- 필요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4분기 내) 법 개정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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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법안 단협에 반영
- 단협 교섭 전이라도 법 시행이전 노사협의회(2분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에 반영

(3) 기타 지침, 매뉴얼 등 적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2. 고용노동부)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2017.10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8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7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8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2019.3 환경부)
-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2018.6 고용노동부)
-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2018.1 근로복지공단)

2) 모범사례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인1조 작업
- 위험한 노동조건, 산재도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부족으로 단독근무(규정은 2인1조)로 위험성 급증
- 노동조합 현장 노동자 전체 설문조사 및 현장 위험성, 안전사고, 점검 등 연구용역
- 연구결과보고서로 국감 대응
- 김용균 투쟁과 연결되어 공공기관 2인1조 되도록 인력 충원 요구
- 방역직 정원 333명에서 147명 수시 증원하는 성과
- 물론 전체 1000명중 정규직 50여명이고, 이번에도 무기직이지만 증원되었고 2차 과제로
임금, 복지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

(2) 의료연대본부 – 감정노동자 보호(직장 괴롭힘 포함)
- 법안 시행(2018. 10.18일)을 앞두고 본부 정책위원회 교육 진행
- 사업장별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비교 및 문제점 확인
-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로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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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초기 매뉴얼

개정 매뉴얼

감정노동관련 응급상황 20분 휴게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

감정노동직원 모두 감정휴가 2일

✖

상급자 관리의무

✖

노사공동 연 1회 정기 전수조사

✖

인권교육

마음 힐링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평가
감정노동위원회
안내 문구

대구가톨릭의료원

울산대병원

서울대병원

1시간 이상 휴게
휴게실 설치

안내 방송
✖

보직자 상향식 평가
하위 10% 인사위회부(이중 하위
50% 인사위 회부)

✖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

✖

성폭력, 폭언·폭행사건
3일이하의 유급보호 휴가

입사 3개월차 심리상담
(진행율 0%)
폭언, 폭행에 의한 휴가인정
인권센터 운영(노조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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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무직본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 교육공무직 노동자(학교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법주
요 조항 미적용(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없고, 노동자 참여 불가능)으로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수년간 학교 급식 노동자들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사고, 화상 등 이슈화, 증언
대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위험을 알림
- 2017년 고용노동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급식실만 산안법 적용이라고 해석 (산안법을 학교 모든 직종에 적용 필요. 요구중)
- 유해·위험 정도가 큰 주요 직종 노동자들-시설관리, 야간당직, 미화, 특수교육지도사, 과
학실무사-이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
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 받음
- 2019년 1-2월에 걸쳐 전국 14개 교육청 안전보건교육 실시. 지금까지 ‘안전’ 없는 위생
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만들어냄(본부와 지부 간부들이 산
안법과 산재보상법 강사로 활약)
- 교육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논의 진행 중

(4)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 구의역 김군 및 태안발전소 김용균동지 투쟁
➀ 성과
-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은 ‘청년 비정규직’의 처참한 죽음은 현재 한국사회 청년노동자
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냄
-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 김용균동지의 사망은 구의역과 동일한 사고로 인식되며 국민적
분노와 자성을 불러일으켜 투쟁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킴.
- 노조는 고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을 위험의 외주화와 공공부문 민영화가 낳은 정부대책에
의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정부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투쟁과 더불어 노조를 뛰어넘
는 범국민적,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시민대책위 구성과 사업집행에 당사
자 조직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음
-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정부차원의 구성과 책임을 명확히 한 진상규
명위원회 설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를 관철하지는 못했으나 발전5사 비정
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 사업장 문제 해결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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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입법과 당정발표
등을 이끌어냄.
- 이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사회적 의제를 정부와 집권여당이 직접 해결의 책임주체
로 나서게 하는 성과였음.
- 투쟁 과정에서 유가족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데 큰
발판이 되었음.

➁ 합의서
1. 당정 발표문 및 세부 브리핑
1) 진상규명
-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발표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마련키로 함.
2)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은 발전5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며 그 세부사항인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속히 합의하기로 함.
- 아울러 노사전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키 위해 노동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고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전문
가 위원을 노사협의로 선정함.
3)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 경상정비 노사전통합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
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4) 임금 개편
-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임금이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함. 이에 따라서 추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예
정임.
5) 인원충원
-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함.
6) 발표문 이행
-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하여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2. 한국서부발전 합의사항
1) 사고 책임
- 한국서부발전은 부족한 인력 등 하청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김용균 노동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인정함.
- 따라서 유가족 배상에 대한 합의대상이 한국서부발전임에 따라 유가족 배상은 한국서부발전과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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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이익 금지
- 노조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타 사업소 발령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
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청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영진 등 모든 하청사-위
탁사 노동자들에게 해당함)
3) 현장복귀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안전설비,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
장, 복지시설 이용, 노조 사무실 제공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귀 일정은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한 일정을 보장함.
4) 사과문 게시와 분향소 설치
- 한국서부발전은 2월 8일자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시, 모든 사업소에 분향소 설치함.
5) 진상규명
-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키
로 함.
6)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및 차별해소 기부(재단설립)
- 3년간 1억원씩(총 3억원)을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키로 함.
-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 및 차별해소 활동을 김용균 동지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3. 한국발전기술 합의사항
1) 불이익 금지
- 노조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타 사업소 발령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
의 불이익을 금지함.
2) 현장복귀 및 특별휴가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안전설비,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
장, 복지시설 이용, 노조 사무실 제공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귀 일정은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 합의일 이후 2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복귀 시점은 회사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특별
휴가기간의 임금은 교대근무자의 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함.
3) 단체협약 체결
- 공공운수노조와 회사는 단협 즉시 체결키로 함. (이후 단협체결함)
4) 사과문 게시와 분향소 설치 관련
5) 진상규명 관련
6)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및 차별해소 기부(재단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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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모범 단협안 목차 (제12장 노동안전보건)
제124조(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
제1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6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제12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제128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제129조(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제130조(안전보건교육)
제131조(안전보호장구)
제132조(작업환경측정)
제133조(건강진단)
제134조(임시건강진단)
제135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제13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제137조(뇌심혈관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
제138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감정노동 예방 및 보상] 2019변경
제139조(재해인정)
제140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제141조(산재장애노동자 직업재활)
제142조(산업재해대책과 조사) [근거추가] 2019추가
제143조(비정규.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비정규, 하청,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2019변경
제144조(의무실 및 구급시설 설치)
제145조(노동부 보고)
제146조(작업중지권) 제00조 [작업중지권] 2019변경
제14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019변경
제148조(유해물질 목록작성과 관리)
제149조(유해위험작업의 노동시간 단축 등)
제150조(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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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다중이용시설 지진대비) 2018추가
제00조(사업장내 지진대비) 2018추가
제00조(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2018추가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및 하청 재해 예방] 2019변경

2019 신설
제00조 [단독업무 금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반영
제00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반영
제00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이사회 보고] 전부개정 법안 반영
제00조 [기계 기구 등의 내구연한과 정비주기 임의 연장 금지]
제00조 [중대재해 작업 중지 및 해지] 전부개정 법안 반영

제12장 노동안전보건
제124조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 산업안전보건법 5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3조
①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알려진 위험요인에 의해 직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
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해야 한다.
③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
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1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24조 /
①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안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안위는 회사측 ( )명, 조합측 ( )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③ 산안위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안
위에 보고하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회사는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안위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⑦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이 지명하는 00명에 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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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안전은 권리다
임활동을 인정한다. 그 외의 위원에게는 충분한 활동을 보장한다.
⑧ 위원들의 활동은 의견청취, 조사활동, 회의준비, 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간 등을 모두 보장한다.
⑨ 제7항, 8항에 따른 상임활동기간 및 위원들의 활동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기타 조합원과 어
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회사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교육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⑪ 산안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126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산업안전보건법 15~19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0조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
며, 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2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23조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
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 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의 동
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28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25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3조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직원에게 교
육․홍보해야 한다.

제129조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직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
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조합이 회사 내의 각종 위험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하
다고 판단할 경우 자유롭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제1, 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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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29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9조
① 회사는 월 ( )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안위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신기계 도입‧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조합측 산안위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안위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131조 [안전보호장구]
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
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안위가 지급기준과 품목 등을 심의․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132조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며, 산안위에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측정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안위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방법‧항목‧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측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측정계획은 측정 7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⑤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안위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환경측정 실시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노동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안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
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
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129~134조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안위를 개최하여 검진기관‧검진항목‧내용 등을 산안위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이
결정되면 회사와 조합 그리고 측정기관이 예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후 검진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에 임한다.
예비조사는 검진이 이루어지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진계획은 측정 7일 전까지 수립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배치시에는 배치시 건강진단을, 년 1회 이상의 일반건강진단을, 6개월에 1회 이상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안위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환경을 ( )일 이상 조사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설
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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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진단감사위원단을 설치하여 검진과정 및 검진결과 판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4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5.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1/2 초과하는 경우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검사항목‧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안위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
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이외의 사항은 제130조 건강진단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35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안위에 보고해야 하고,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질환자(D2)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
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판정) 및 유소견자(D1, D2)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10년 이상, 발암성 관련
자료는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보존 자료는 해당 노동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
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해당 직원과의 합의 하에 작업전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⑧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 또는 해당 직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⑨ 회사는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재검진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여 해당 직
원을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136조 [근골격계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39조
①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직원이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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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자 면담 ‧ 증상 설문조사 ‧ 인간공학조사 등이 포함된 위험요인 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조합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과 증상 의심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산
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과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작성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간의 개조, 증설, 기기 교체, 생산량 변화 등 작업방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반드시 산안위에서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방식과 환경을 변
화시켜야 한다.

제137조 [뇌‧심혈관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
① 회사는 직원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무스트레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를 1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노동
시간 단축 ‧ 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산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합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병 발생 위험요인과 증상 의심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조합과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
영규정을 작성한다.
④ 회사는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당해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노동시간과 관련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⑥ 회사는 노동시간 이외의 직원 활동에 대해 복지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직원을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
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38조 [감정노동 예방 및 보상] 2019수정 산업안전보건법 41조
① 감정노동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보고, 직무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② 회사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①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산재보상 신청 등을 위해 통화녹음(녹취) 및 CCTV
자료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을 하거나 반복하여 악성 민원을 행사하는 소비자에게는 형사고
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대응을 하는 직원이 긴박한 상황(폭력, 욕설, 성폭력)에 처한 경우에, 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업무
에 복귀 할 수 있도록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⑥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고객
대응 매뉴얼>을 노사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노동에 대한 의식 변화 캠페인 등을 노사
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⑦ 회사는 감정노동 예방을 위한 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⑧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의학적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선정,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프로그램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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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유급검진시간을 보장하며,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검진결과는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⑩ 위 ⑨항의 검진결과 산업재해로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산재요양신청을 하며,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더라도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등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⑪ 제 ⑩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소송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
⑫ 회사는 악성민원 등 불합리한 민원 해결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노동자의 인사고과 및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⑬ 회사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여 유급 감정휴가를 연간 5일 부여한다.
⑭ 감정노동 예방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 파견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 사업장 노동자에 일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2018. 10. 18부터 시행)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
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9조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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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4.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1.1.부터 시행)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40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
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3.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재급여 외에 산재에서 지급한 금액
과 동일한 1,300일분의 유족보상과 120일분의 장례비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것 이외의 (의사의 권유에 의해) 추가한 진
료비와 보장구 등의 지출은 회사가 지급하도록 한다.
5.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재해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결과 또는 개인적인 의사의 진단결과 법정전염병 및 개인질환자로 판명되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안위에서 심의‧의
결하고, 해당 직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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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안전은 권리다
제141조 [산재장애노동자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의 합의 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은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피재노동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안위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142조 [산업재해대책과 조사] 근거추가 산업안전보건법 10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3조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재해조사과정에서 재
해자 및 직원이 위축될만한 행동과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재해자와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
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안위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⑥ 회사는 피재노동자와 조합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회사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재해조사를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
합이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할 경우 회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전원 징계
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피재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
⑨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내 발생한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의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
현황 등에 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예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
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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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비정규, 하청,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2019수정 산업안전보건법 5장 1,2절/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3,11,12,15조
①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②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
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청 및 재하청 노동자의 대표와 노
동조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진행 시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행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재해 예방활동 일체를 보장한다. 특히 조합 또는 조합에서 위임
한 자가 행하는 수급인(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즉, 안전교육, 작업환경측정,
측정결과 설명, 건강진단, 보호장구 지급, 작업시작 전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 수급인이 행
하는 안전, 보건조치를 지도 및 지원해야 한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를 채용·사용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
입해야 하고, 교육주제, 강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하청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을 보장해야 한다.
⑦ 회사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적극 보호한다.
⑧ 회사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년1회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안전보
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⑨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세면 목욕실. 샤워시설, 세탁시설, 탈의실, 수면시설을 제공한다.
⑩ 회사는 사외 도급을 한 경우에 하청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환기 설비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화학물질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 철거, 해체작업 및 화학물질이 포함된 방역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예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
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
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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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
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
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
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4조 [의무실 및 구급시설 설치]
회사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운영하며,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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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1. 건강관리실 : 직원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외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
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제145조 [노동부 보고]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서류
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6조 [작업중지권] 2019수정

산업안전보건법 52조 /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7조

① 해당 작업 중인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
나 거부할 수 있다.
② 조합 측 산안위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산안위 위원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안위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산안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②항의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
여야 하며, 산안위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안위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산안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④항에서 의결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알려 노동조합에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작
업을 재개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해당 직원, 산안위 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예정)
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
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2019수정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① 회사는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
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
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직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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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3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41호)’에 따른
고독성물질(CMR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함유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④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
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
도의 개요, 작업장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노동자에 대
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
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 경우
관련내용(교육시간, 내용 등)은 반드시 조합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직원이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⑥ 회사는 사업장내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하여 정기
적으로 점검한다
⑦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예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
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
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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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유해물질 목록작성과 관리]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관리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목록은 매년 개정하며, 개정된 목록은 산안위에 보고하고 조합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의 서명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2. 납품업체명 및 연락처
3. 최초사용년도
4. 사용부서 및 사용작업
5. 사용량(월간)
6. 주요독성
② 회사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 때 독성평가는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험 물질과 고독성물질을 정하여 별도의 관리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
용부서의 직원들에게는 부서별로 화학물질의 위험성, 독성, 안전작업방법, 대피요령, 응급조치요령, 보호구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1. 고위험물질 : 폭발성물질, 금수성물질, 고인화성물질 등
2. 고독성물질 :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급성고독성물질(단기간 노출로 심각한 건강영향을 발생시키는 물질) 등
④ 회사는 고위험 물질과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부서 및 사용용기에 고위험 물질 또는 고독성물질
이라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부착한다.

제149조 [유해‧위험작업의 노동시간 단축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해당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
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유해위험작업부서의 노동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하되, 기존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하루 2시간 이상
1주 10시간 이상 연장 노동할 수 없다. 단, 연장노동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유해위험수당과 시간외 근무수
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0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안위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안위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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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안전은 권리다
2018 신설
제00조 [다중이용시설 지진대비]
① 회사는 내실설계 및 안전진단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회사는 시민 대피 및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③ 회사는 다중이용시설 내에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을 게시한다
④ 회사는 지진, 화재등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한다

제00조 [사업장내 지진대비]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일체의 건물, 설비의 내진 설계 적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노사합의로 선정한 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③ 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설비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자동 가동중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 노후설비 현황을 노사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현황 실태조사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지진 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매뉴얼 점검 보완과정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⑥ 회사는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방송, 대피장소, 대피 방법, 대피 보고 등 대응요령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 (하
청, 파견, 위탁등 일체) 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⑦ 화사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해당 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을 중지한다.
⑧ 회사는 위험 상황 발생 이후 작업재개를 위한 안전진단은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재개 여부에 대해서
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00조 [유해위험업무 도급 금지 및 하청 재해 예방]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① 회사는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업무는 재 직영화를 위해 노사
가 합의하여 로드멥을 작성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금지 업무에 대해 직접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 승인 업무에 대해 도급승인 신청 시에는 적정성,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하청 산재예방을 위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급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⑤ 회사는 하청산재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그 인원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⑥ 회사는 안전보건관리를 하도급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복수의 하도급이 진행될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할
안전보건 조정관을 선임 및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 보장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고등이 있을 경우 이를 노
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신규 설비, 대정비(일상정비 제외) 등 전문영역으로 하청을 줄 경우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변
경, 위험 공법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청업체의 공기연장 등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⑩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하청노동자 대표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⑪ 노사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해 법령 기준을 포함하여 폭넓게 노사 (합의)를 통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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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
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
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
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019 신설
제00조 [단독업무 금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① 회사는 00업무, 출입금지 공간 종사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의 업무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모든 야간노동에 대해 단독업무를 금지한다
④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00조 [기계 기구 등의 내구연한과 정비주기 임의 연장 금지]
① 회사는 기계,기구(사업장별 장비를 명시 예, 전동차 정비부품, 가스관 등) 설치∙제작당시 표기된 내구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는 노사가 사전 합의한다.
② 회사는 기계,기구(사업장별 장비를 명시 예, 전동차 정비주기, 가스관 교체주기 등) 설치∙제작당시 작성된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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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안전은 권리다
얼에 따른 정비주기를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는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다.

제00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1조12조
①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고 노 · 사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노 · 사 동수로 구성하며 노 · 사 공동대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③ 위 ①, ② 항은 하청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00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이사회 보고]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6조 / 산업안전보건법 14조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사회에 안전보건관리 예산. 인력,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
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하청, 특수고용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에 제출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에 00 개월 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
아야 하며, 성실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보고 사항에 대한 논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회 제출된 계획의 이행을 위한 노사 동수의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실질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노동조합
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1.1.1. 시행예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조 [중대재해 작업 중지 및 해지]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7조 / 산업안전보건법 52조
① 회사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부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사전에 조합에 조사기관, 조
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등을 통보해야 하며, 외부기관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때까지 전과정에 노동
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도 사고조사에 참여시킨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노동자의 의견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정당
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합의한다.
⑤ 회사는 노동부등 외부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일체의 조사 및 감독 결과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노사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⑥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등으로 노동부의 작업 중지 기간 동안에 법정 휴업수당 외에 임금 손실분을 지
급한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사업주와 협의하고 손실분을 보존해야 하며,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6일 시행예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
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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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
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
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
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
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 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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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노동법개악 대응

1. 개정 근로기준법 및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
1)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2018. 3. 20. 개정 근로기준법 (2018. 7. 1. 시행)
○ 총평 : 개정 근기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
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정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
소함. 그러나 절차적으로 노동계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졸속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 휴일근
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부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배제하였으며,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원인인 특례업종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➀ 1주의 개념 명시 : 휴일을 포함한 7일
종
제2조(정의) ①

전

개 정 법

<신 설>

제2조(정의) ①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됨(근기법 제50조, 제53조).
그럼에도 종전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규제의 1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제시하여 여기에 더하여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1주 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으로 운용되어온 문제점이 있었음.
☞ 법률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종전 행정해석을 폐기하였으므로,
총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됨 (=1주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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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형사 처벌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10조 1호).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 다름
1주 최장 근로시간
주52시간
주52시간
적용이전
적용이후

주52시간 한도 적용시기
2018. 7.

2019. 7.

2020. 1.

2021. 7.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68시간
(40+12+16)

52시간
(40+12)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중
특례제외업종
50-299인
6-49인

▲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2021. 7. 1.~ 2022. 12. 31. 한시규정)
-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총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60시간(=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5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 결국 완전한 52시간제 적용은 2023. 1.로 유예됨
*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①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추가연장 기간 및 ③ 대상 근로자 범위를 합의해야 함.

▲ 연소자의 주 35시간 법정근로시간제 도입, 연장근로 한도 축소 (2018. 7. 1.)
-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 한도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5시간

➁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신설 (2018. 3. 20.)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
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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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 중복 할증하지 않음을 명시함.
(종전 노동부 해석과 동일)

◌ 내용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평일 40시간, 휴일 12시간을 근로하여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12시간 전체에 연장근로수
당을 청구할 수 없고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청구

➂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5개 잔존 특례업종 :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
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 잔존 특례업종(5개) 중 특례 합의 사업장의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신설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은 특례업종 중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만 적용.
※ 2018. 9. 1.부터 시행,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례제외업종(21개)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별
로 2019.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잔존 특례업종은 2018. 7. 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특례업종
개정 전

개정 후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 운수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법조문 기술 내용)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법조문 기술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분류할 경우 (노동부 분류)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제외), 수상
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
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
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
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
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
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
복지서비스업 (21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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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을 변경할 수 있다.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조사 사업, 광고업

제외한다.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2. 수상운송업
이용업

3. 항공운송업

4. 그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5. 보건업
회복지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
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유의할 것은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위 조항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특례업종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임. 개정법 이후 5개 잔존
특례업종도 특례가 적용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동일함.
-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
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임. 특례사업에
해당되면 사업에서 직종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됨.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었던 정기노선여객버스 운전원이
나 방송통신업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연장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규정의 적
용받게 되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➃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 구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약정휴일이었음.
☞ 이번 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부칙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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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주휴일, 노동절

주휴일, 노동절,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
일, 추석 및 전후일,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대선·총선·지방선거)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 대체 공휴일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어린이날은 토
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시행시기
2020. 1. 1.

2021. 1. 1.

2022. 7.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자체 등
30-299인
6-29인

(2) 2019. 1. 15.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2019. 1. 15. 시행)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고 예외 적용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에 대하여 헌재에서 위헌 결정 ☞ 해고예고의 예외 조항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
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19. 1. 15.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별첨] 개정 근로기준법 Q&A
▢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1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나요?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단계적으로 1주 최장 52시간 상한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
월 1일,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
아야 할 이들이 정작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상집과 중집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요 사업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수습사원도 1주 52시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수습사원이든 구분 없이 1주의 최장 노동시
간은 52시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업종(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례업종 종사자들은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
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받습니다.

▢ 금요일이 공휴일인 주에 사업주가 월~목요일에 근로시간을 늘려 1주 4일(1일 13시간),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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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근무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4일을 일할 경우 1주 기준근로시간 최대 32시간(=
4 x 8),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계 4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의 휴일노동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기간제법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가 휴일근로 8시간을 하게 된다면, ①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기간제법
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이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고, ②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소정근로
시간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에 미달하
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100%의 가산임금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습니다. 불법이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개정된 근
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하여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수 기준이 시기에 따라 변경될 경우 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2008년 7월 1일 시행).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수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
를 파악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가 미만이거나 이상’이면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기준 충족여
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시점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적용시기 직전 1개월을 기
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며,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수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1개월의 상시 근로자수
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 적용시기에 상시 근로자수를 충족하였다고 이후 상시 근로
자수가 감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 2003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시 해석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개정 근기법 적용 인원수 산정을 각 사
업장 근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청업체 근무 노동자들 전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
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군
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합니다.

▢ 개정 전 근기법상 특례사업이었고 개정 후에도 특례사업인 경우 1주 7일, 1주 최장근로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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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한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1주 7일, 1주 최장근로 52시간 한도 규정은 300인 이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
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 50인 이상, 5인 이상 3단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 7.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여전
히 특례사업이므로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
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근기법상 특례사업이었지만 특례 합의를 하지 않았고 개정 근기법상 특례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 근기법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업종의 축소(제59조 제1항)는 2018. 7. 1.부터 적용됩니다. 1주 7일, 1주 최장근로 52시간
한도 규정은 300인 이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0인 이상, 5인 이상 3단
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 7. 1.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위에 따라 2018. 7. 1. 적용되는 사업
장이라도, 제59조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주 7일, 1주 최장근로 52시간 한도 규정은
2019. 7. 1.부터 시행됩니다.

▢ 1주는 언제 시작하나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의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하는 7일간에 40시간(주 40시간제 미도입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근기 68207-2855, 2000.9.19.).
1주간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
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7일 간으로 정하는 등 다른 기준 시점으로 1주간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규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임의의 시점을 택하여 그 때로부터 7일 간을 기준
근로시간의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대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만이 과반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
아야 합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없
다고 해석됩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정규직인지 계약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인지 등 계약 형식
을 묻지 않고 직종・직위・직급 등을 불문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절차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어
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인을 지명
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적법한 선출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서면합의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을
대체하기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
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 선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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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 전원이 서면 합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수의 근로자
대표 중 일부와 서면 합의한 것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는 상설 기관이 아니라 서면 합의 시점에 근로자들의 의사를 체현하는 일시적 기구로
과반수 근로자대표를 임기를 정하여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서면 합의의 체결과 같이 과반수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야 할 시점에서 그 근로자대표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은 1997년 지침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였고(근기지침 68207-735, 1997. 6. 5.), 2015년 질의회시에서
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
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는 그 제도의 취지
가 다르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사항만을 의결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서면합의를 체결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노사협의
회 근로자위원을 과반수 근로자대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과반수노조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
고, 따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합의를 하거나 특정 업무부서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반수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따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합의를 하거나 특정 업무부서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유효
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조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과반수노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과반수노조는 교섭단위 분리와 무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노조인가요?
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와 근기법상 과반수노조는 다릅니다. 근기법상 과반수노조는 사업(또는 사업장)에서의 근
기법상 근로자들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 현재 단체협약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특정 근무형태의 경우 근무표상의 휴일을 유급휴
일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의 대체 합의로 볼 수 있나요?
공휴일의 유급휴일 신설 규정(제55조 제2항)은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기관, 30인 이상, 5인 이상의 3단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위 규정은 ‘시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의 단서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규정 또한 시행되기 이전
에는 효력이 없고, 시행 이후 그 시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협상 유급

64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휴일 합의는 개정 근기법상 공휴일 대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 특례사업의 경우 사업에서 업무 전체가 특례사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해석으로는 특례사업에 해당되면 사업에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에 대하여 서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 특례사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대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만이 과반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
아야 합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없
다고 해석됩니다.

▢ 원청이 특례사업인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가 하청업체와 서면으로 특례사업상 12시간 초과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할 수 있나요?
견해 1 : 원청 사업이 특례사업이라고 해도 하청업체 주(主)사업이 특례사업이 아니라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
하여는 제59조 특례사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하청업체의 주(主)사업이 청소업
이고 보건업이 아니라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제59조 특례사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견해 2 : 한편, 제59조 특례 사업의 의미를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급·위탁 등을 통해 특례
사업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특례 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 중 특례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하청업체와 특례
합의를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제59조 특례사업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특례사업 연장근로 합의를 할
수 있는지요?
근기법 제59조 규정상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로 규정되어
있고, 제도의 취지상 특정주 근로시간을 40시간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특정사업에서 1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사업 규정을 중복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정 근기법상 특례사업에 해당되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
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규정은 특례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주 12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여하고, 특례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의 특성상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가 휴일 근로를 다음 주 보상휴
가로 주는 경우 개정 근기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개정 근기법상 1주 7일, 1주 최장근로 52시간 한도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
미입니다. 따라서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보상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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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시도
(1) 탄력근로제의 개념
○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해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최장
노동시간 한도 내에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소정근로시간을 변형하는 개념이므로 최장노동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 주52시간제 적용시 최대 64시간의 장시간 노동(=최장노동시간 52시간 + 연장 12시간),
주52시간제 미적용시 최대 80시간 장시간 노동(=최장노동시간 52시간 + 연장 12시간 + 주말 16시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시)

- 소정근로시간을 변형하는 개념이므로 최장노동시간인 1주 52시간, 1일 12시간까지는 1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불안정한 생활과 저임금을 초래하므로 노동자의 삶
과 건강, 임금수준에 있어 해로운 제도이고,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정성이 높아짐.

(2)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경과 및 절차적 문제점
○ 논의 경과
- 2018. 3.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 의무를 정부
에 부여. 개정법 부칙 제3조는 2022. 12. 31.을 기한으로 함(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 지켜보자는 취지)
- 2018. 6.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배포. 추가 고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최
대한도의 노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안내함
- 2018. 11. 대통령 & 여야가 기업의 어려움 해소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장 발표
- 2018. 12.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019. 초에 빠르게 탄력근로제 합의
를 이루겠다는 의지 표명
- 2019. 2. 19.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일방 합의(?). 그러나 3. 7.
및 11. 본위원회 무산되면서 의결하지 못함
- 2019. 3. 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법안 대표발의
- 2019. 3. 13. 경사노위, 국회에 논의 경과 전달하면서 ‘본위원회 의결은 실패하였으나 합
의 정신 존중하여 입법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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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문제점
-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산하의 일개 의제별위원회에 불
과함(경사노위법 제9조),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 산하 일개 의제별위원회
에 불과한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경사노위’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경사노위 회
의체계와 조직 원리는 물론, 경사노위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 2019. 2. 19. 5인의 합의문(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성경,
경총 상근부회장 김용근,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경사노위 상임위원 박태주)에서 정작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은 2명 뿐
-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대표 3명, 중소·중견·소상공인 사용자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역시 노동시간개선위원회 논의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 없음 => 운영위원
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사노위 합의가 될 수 없음
- 탄력근로제 합의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탄력근로제 협의 반대
금융노조, “탄력근로제 논의 절대 금지” 지침, 2019. 3. 8. 경향신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26887

(3) 탄력근로제 개악안의 핵심 내용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특정 의무 면제가 핵심
✔ 현행 2주 단위, 3개월 단위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활용되는 탄력근로제>
추가 신설 (주 최장 52시간, 1일 최장 1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유지)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로 시행
✔ 서면합의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닌 주별 근로시간을 합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사용자가 일방통보)
✔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시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이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일 전까지 통보하면 됨)
(예상치 못한 사유로 천재지변, 기계고장, 심지어 업무량 급증까지 예시하고 있음)
✔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위반 시 과태료),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
: 그러나 이는 서면 합의로 대신하거나 변경이 가능함.

※ 주 52시간 한도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시행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9.7.1.부터 / 50인~299인 사업장 2020.1.1.부터 / 5인~49인
사업장 2021.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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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안)>
현

행

제51조(탄력적

개
근로시간제)

정

안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
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
당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
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임
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
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를 조사․파악
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
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6조(과태료)
① ----------------------------------------------------------------.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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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력근로제 개악안의 문제점

➀ 단위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 과로를 부르는 초장시간 노동

○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시간을 더하면 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예외적 제도
- 탄력근로제로 운영될 수 있는 최장 노동시간 52시간에 더해서 한주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므로, 심각한 경우 주 64시간의 최장 노동시간을 장기간 운영하는 것도 가
능. (주52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은 주80시간까지도 가능)
○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근로시간제의 예외임에도, 그 예외상태를 더욱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법안 시행될 경우 최장 노동시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

=> 1~3월, 7~9월은 각 단위 기간의 노동시간이 평균 주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4~6월, 10~12월의 기간은 최장 한도로 허용된 주 52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

=> <예시2>와 같이 최장 시간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연달아 배치하여 장기간 최장 노동시간 운영을 유
지하는 것도 가능해 짐.

○ 이러한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의 과로 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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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 과로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 특히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➁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의 실효성 의문
○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하나, 11시간은 피로회복시간으로도 부족할뿐더러
‘불가피한 경우’라는 막연한 사유, 서면합의로 대체 또는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강행적 효력을 뒤흔들어 노동법 해석 전반에 악영향

➂ 도입요건 완화 : 노동시간 결정권과 생활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파괴
○ 주별 근로시간만을 정하면 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방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책정 및 배치에 노동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
○ 특히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주별 노동시간 재차 변경이 가능, 이렇게 다시 변경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일 전날까지만 통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음.
○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 그 주별 근로시간마저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결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
치는 노동자의 생활방식과 패턴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노동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의 폭넓은 권한 하에 놓이고, 점점 ‘유연’해지고 ‘탄력적’이어질수록, 노동자의 여가,
휴식, 계획 수립 등 일상생활은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 연장근로
에 대한 동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과 같은 것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이나,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한됨

➃ 시간외수당 박탈로 인한 저임금화
○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이면 되므로, 주 52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음. 또한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기
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 또한 면하게 되는 결과
○ 임금보전방안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항 있으나, 이 역시 서면합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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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도입 실태로 본 문제점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무용지물
○ 기 도입 사업장의 약 70%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도입. 별도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는 7.4%에 그침, 선출 절차의 적정성은 확인 불가
△ 별도의 합의 없이 도입해서 시행 57.7%,
△ 집단적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와 합의 12.8%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합의 10.6%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 8.5%
△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 7.4%
→ 경사노위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노동리뷰 3월호)

(5) 총평
○ 노동시간 제도 개선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체제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함.
- ① 포괄임금제 폐지, ②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③
실질적인 주 52시간제 적용방안 및 ➃ 그를 위한 인력충원 등

○ 집단적 노동시간 결정권 확보
-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매우 중요, 노동시간이 개별적으로
분절되고 유연화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해야함, 노
동자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 노동시간의 설정과 단축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그로부터 얻
는 임금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역시 노동자의 권리임.

[참고] 탄력근로제 개악 대비 단협안
제00조 [근무시간 변경]
①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최소한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
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동,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여타 이유로 ①항에서 규정한
노사합의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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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시도

1) 개정 최저임금법 (2018. 5. 28. 개정, 2019. 1. 1. 시행)
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포함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급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시급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부분
: 이 비율은 점차 줄어서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됨.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에는 모든 급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
러나 최저임금법을 변경하여 ➀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및 ➁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2024
년부터는 전액 포함되도록 함.
* 주 40시간 주5일 사업장(209시간)의 경우,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45,150원)에서 상여금 산입 제외 액수는 436,288원 (=2019년 25%),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액수는 122,161원(=2019년 7%)임.
- case1) 상여금 50만원, 교통비 20만원이라면, 63,712원, 77,839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 case2) 상여금 30만원, 교통비 10만원이라면, 산입되는 상여금, 교통비는 없음

최저임금법 (2018. 6. 12. 개정, 2019. 1. 1. 시행)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
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
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
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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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입 제외 비율
연도
상여금 (2호)
현금성 복리후생비(3호. 나.)

2019
25%
7%

2020
20%
5%

2021
15%
3%

2022
10%
2%

2023
5%
1%

2024
0% = 전부 산입
0% = 전부 산입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018. 12. 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최저임금법」(이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이라 한다) 제6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금에 산입(算入)하지 아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대한 임금
별표 1과 같다. 다만, 4.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별표 2의 임금은 최저 ② 법 제6조제4항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임금에 산입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구 시행규칙상 별표 1 , 2 삭제

➁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례
※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하면 됨.
최저임금법 (2018. 6. 12. 개정, 2019. 1. 1. 시행)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
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른바 ‘쪼개기’)하여 전액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견만 들으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임금 지급주기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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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이러한 제도 개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인
상 효과 상실.

➂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명확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액 분자 
 해당 연도 최저시급  년  원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분모 
○ 휴일과 관련하여, ➀ 유급 처리되는 시간수가 분모(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포함되
는지, ➁ 해당 시간의 임금이 분자(최저임금 산입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음1)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분모’에 포함2)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8. 12. 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2. 주(週) 단위로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수)로 나눈 금액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 휴일은 임금과 시간 모두 계산식에서 제외3) (최저
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3호 참고)

1) 주40시간 주5일 근무로 주휴일이 주1회 8시간인 경우 →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든 아니든 관계
없이 “209”를 분모로 두고 계산하면 됨
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은 법정 주휴수당을 분자에 산입하면서도 주휴시간은 분모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리하였으나, 이제 주휴일의 임금과 시간 모두를 계산식(분자/분모)에 산입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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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한 하향압박 시도
(1) 발의 경과
- 2017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공익 위원 18명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T/F 구성하여 4
개월간 논의를 진행함. 그러나 의결하지 못하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 송부.
- 2019. 1. 7. 이를 토대로 정부안 마련되어 초안 발표, 2. 27. 정부 개편안 최종안 발표
- 2019. 2. 27.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에 이미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임. 정부는 국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올해 결정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부터 변경된 결정구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2) 최저임금법 개악안 핵심 내용
※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 추천 15인(순차배제)
✔결정위원회 노사공익 각 7인( 공익위원 추천 정부3, 국회4)으로 구성
※ 결정기준에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 포함
※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포함을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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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 인포그래픽>

(3)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
○ 구간설정위원회가 사전에 인상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됨에도, 구간설정위원회는 노
사정 추천과 노사의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출한 9명의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노사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짐.

○ 결정기준에서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
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나
고용, 경제성장률 및 경제상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등)을 최저임금 인상을
하향 압박하는 기제로 활용할 우려

○ 2018년에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악 후에도 최저임금을 낮
추려는 자본의 요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자본의 주장]
△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사업‧업종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
△ 최저임금에 주휴일 시간은 빼고, 주휴수당을 산입하자는 주장
△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장기간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등
=> 심지어 이 내용들 또한 이미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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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악 시도
1) ILO 핵심협약 비준

(1) 현황 및 필요성
○ ILO 핵심협약 (fundamental conventions)
- 결사의 자유 : 제87호 협약(1948), 제98호 협약(1949)
- 강제노동금지 : 제29호 협약(1930), 제105호 협약(1957)
- 아동노동금지 : 제138호 협약(1973), 제182호 협약(1999)
- 균등대우 : 제100호 협약(1951), 제111호 협약(1958)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
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제98호 협약 :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
제1조 ①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조합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①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활동 및 운영에 있어서 상호간에 직접적 또는 대리인이나 구성
원에 의한 어떠한 간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비준 현황 (1991년 가입)
- 2018년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가운데 29개에 불과,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
- 핵심협약 비준 순위는 177위로 더 심각. 단결권, 강제노동 관련 4개 핵심협약 미비준
- OECD 회원국 중 87호,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 뿐

○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수십 년간 위반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의 의무이행
☞ 이를 위한 국내의 법·제도 개선은 유예되어온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ILO의 명시적·지속적 권고사항,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비정규직/취약계층/저대변그룹의
노조할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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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7대 입법과제
순번
1

2

3

4

5
6
7

의제
비정규직

주요내용
·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조문
노조법 2조 1호

노조할 권리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해고자, 실업자/구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노조법 2조 2호

온전한

· 해직 교원·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노조할 권리

· 직급/직무에 따른 공무원 조합가입 자격 제한 철폐

노조설립

· 노조 임원 자격 제한(조합원 한정) 삭제
· 실질적 심사권한 및 반려제도 폐지

노조법 2조 4호 라목
교노법, 공노법
노조법 23조 1항
노조법 12조

신고제도

· 온전한 ‘설립신고주의’로 운용
· 복수/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 보장

시행령 9조 2항

복수노조 자율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노조법 29조 2항 ~

교섭

· 소수노조의 교섭과 쟁의권 보장

29조의5

노조전임자

· 산별교섭 제도적 보장
·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노사자치원칙)

노조법 24조 2항

(타임오프)
공익사업장

· 타임오프 및 벌칙조항 폐지
· 공익사업 범위 합리적 조정

노조법 81조 4호
노조법 42조의2~6

노조할 권리
파업권

· 필수유지업무 합리적 조정과 대안마련
·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노조법 71조
형법 314조 1항

보장

·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개선

노조법 3조

(3) ILO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
록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ILO 권고
❍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
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 농업노동자나 대부분의 자영노동자(self-employed), 혹은 자유
직업 종사자들(liberal professions)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
을 향유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007. 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7. 4.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
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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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ILO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 역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하도록 권고
✔ ILO 권고
❍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가 갖는 지배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실현가능한 선택임
이 분명함 →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산업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
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
❍ 원청회사에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상 차별
이며, 이는 ILO 98호 협약을 위반한 것임
❍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이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Digest, 2006; para. 255) →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
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009. 9.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1. 현행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
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
2.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
3.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

③ 해고자 등 노조가입 금지 관련 법조항 폐지
○ ILO는 해고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의 폐지를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
✔ ILO 입장
❍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의 폐지를 수차례 권고

④ 모든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및 노조가입 보장, 실질적 단체교섭‧협약체결 보장
○ ILO는 직급과 직무를 불문하고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지속
적·명시적으로 권고
✔ ILO 입장
❍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무를 이유로 노조 가입 제한을 받는 공무원, 소방, 교정,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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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입장
❍ 단체교섭 주체
- 국가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공무원
· 예산 또는 법령의 제약보다는 단체교섭이 우선되어야
- 국가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
· 제한이 가능하지만
· ① 급여와 관련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 ②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 또는 ③ 교
섭에 예산당국이 참가하는 것은 허용
❍ 교섭대상의 제한
- 정책결정사항,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할 것
- 국가운영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 허용할 것
❍ 단체협약 이행 확보 수단
- 법령,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협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⑤ 노조설립신고제도 관련
○ ILO는 설립신고 관련 당국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ILO 입장
❍ 노동조합 등록요건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공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히 87호 협약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등록요건이 87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
어서 노동조합의 등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전공노(설립신고서반려)와 전교조(노조아님 통보) 관련 사안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도록 해당
노조에게 부과한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은 이들 단체의 규약 작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조항의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⑥ 노조임원 자격제한 관련
○ 노동조합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 조항 폐지 수차례 권고
✔ ILO 입장
❍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노조법 제23조 제1항)의 폐지를 수차례 권고

⑦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수차례 권고
✔ ILO 입장
❍ 1998년 3월, 제271차 이사회 보고서 : 전임자 급여지급의 문제는 입법적 개입의 문제가 아니며, …(중략)…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을 잠정결론으로 권고
❍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27차 보고서(2002년)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
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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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53차 보고서(2007년) :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
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⑧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관련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 관련 현재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그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ILO 원칙에 비추어도 용납되기 어려움
✔ ILO 입장
❍ 순수한 정치파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정책과 관련된 파업,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파업 등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
❍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파
업의 목적 정당성에 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개별교섭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고 함. 다만, ①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파업의 적법성은 그
단체의 대표지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ILO 입장
❍ 단체교섭을 부정받는 소수노조는 그 활동을 수행하고, 그 조합원을 위하여 발언하며 개별적 고충에서 그 조
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분쟁의 한정된 문제를 넘어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행위의 적법성은 그 단체의 대표지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⑩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관련
○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엄밀히 구분하여 파업이 금지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ILO 입장
❍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se of the term)
-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내법으로 파업을 금지하더라도 정당성 인정됨
- 필수서비스에 속하는 것 : 의료, 전기·수도공급, 전화서비스, 항공관제
- 필수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것 : 라디오 및 방송, 석유부문, 항공기정비, 은행, 조폐, 일반운송, 교육부문, 도
시교통, 호텔부문, 우편서비스 등
❍ 최소서비스(minimum services)
-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최소서비스
- 필요 최소한의 가동으로 제한하여 파업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근로자 대부분의 파업을 문제삼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
- 도시지역 운송서비스, 하역서비스, 지하철서비스, 철도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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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파업과 형사책임 관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
무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업무방해죄 개정 및 기소 중지, 취하를 요구
✔ ILO 입장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형법 제314조 개정 촉구
❍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업무방해죄 기소를 하지 않을 것
❍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를 취하할 것

⑫ 파업과 민사책임 관련
○ 한국 특유의 손배·가압류에 우려 표명
✔ ILO 입장
❍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조합의 존속 그 자체에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에
위축효과를 가지고 이를 저지하기도 한다는 제소인의 지적에 우려를 가지고 유의하고 있음
❍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에 대해 답변 요청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 경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출범
- ILO 기본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ILO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결사의 자유 원
칙을 지키는 것은 비준여부와 무관하게 ILO 가입에 따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함.
- 그러나 지난 정권들은 계속 입법적 조치의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비준을 미루어 왔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다시 경사노위 논의 안건으로 넘겨버림.
-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양보하고 타협하여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

○ 2018년 11월 20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민주노총은 이 시점부터 참여하지 않음)

<2018.11.20.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 핵심 내용>
1.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2. ILO 기본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함
(1)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제한의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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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4호 라목 개정)
(2)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충하는 노조법 제23조 제1항과 제17조 정비)
(3)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ILO 제87호 협약
제2조와 상충하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4)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정비 (☞ ILO 제87호 협약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
가 있는 노조법 제10조와 제12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
(5)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노사자치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 ILO 제87호 협약 제3조와 상충될 수 있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과 제92조 제1호 개
정. 그에 상응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분 정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2019년 1월말까지 단결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사합의를 계속 전개할 것

-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이미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초기업 단위에서 이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음.
-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는 해직자 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둠. 노조 가입 범위
제한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업무의 성격 등 다른 방식으로 가입 제한을 유지. 또한 전면 금
지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수준
- 단결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는데, 이는 경영계에서 노조활동을 더욱 규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논의를 받아들인 것.

○ 2019년 1월 15~16일 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노사가 각각 의제 제시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경영계>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사용자 요구가 의제화
되는 것부터 문제. 그러나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를 내주었으니,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
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지속

○ 2019년 1월 25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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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반영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1) 경과
- 2018. 11. 20.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의견> 발표
- 2018. 11. 20. 공익위원 의견 발표 후 일부 공익위원들이 의원실 접촉하여 입법안 논의
- 2018. 12. 28. 한정애의원 외 15인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 2. 21. 한정애의원 외 11인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 2. 21. 한정애의원 외 11인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 핵심 내용>
1.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 제한 관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
2.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시 조합원 수에서 배제, 사업장 출입 등의 경우에는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둠.
3.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권리 제한
4. 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처벌 규정을 삭제, 대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는 무효화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5. 근로시간 면제심의 권한을 경사노위에서 노사공익위원이 논의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

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가입 및 조합활동, 임원‧대의원 자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 다만, 다음 각목의 1

제2조(정의)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가. ~ 다. (생 략)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가. ~ 다. (현행과 같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단서 삭제>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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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
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
자”라 한다)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 또는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

③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

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사
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제24조제2항, 제29조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자로 본다.
⑥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하여는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

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

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여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

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약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
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가. 요지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
○ 제5조에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이라고 하여 여러 조항을 신설함
- 제2항에서 그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사용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제4항에서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쟁의행위 찬
반투표 시에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함
○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은 해당 기업별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산별노조,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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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해고자)의 기업노조 활동 보장으로서 의미는 거의 없음
(모든 권리는 제한, 심지어 사업장 출입까지도 제한)
○ 오히려 위 조항은 산별노조의 사업장내 출입과 조합활동 제한이 목적
- 현재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해고자, 실업자 가입 가능, 해당 사업장 출입 자유롭게 허용
(발전노조 등 여러 가처분 사례에서 사측의 출입금지신청 기각)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한 사후 판단, 위 조항 근거로 적절한 이유를 들
어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제지와 활동 제지 나설 것, 법적 분쟁으로 비화
- ILO 권고 제143호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함”의 의미는 일
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하
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사항에 언급된 것에 불과
하므로, 사업장 소속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사업장 소속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법제화는 ILO
의 협약 및 권고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함.
○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를
의미한다고 보이나, 초기업단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 등도 해석상 포함될 우려
- 산별노조,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임
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개정

➁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원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4조(근로시간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

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

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

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아니된다.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

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③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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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
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
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
여 무효로 한다.

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
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회-------.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

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에 둔다.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5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근로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⑥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삭 제>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
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
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
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
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액의 방
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
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
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운영
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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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지
○ 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로 조항명칭과 내용을 변경함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의 효력을 변경함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처벌조항 삭제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무효로 규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사노위 산하에 두도록 함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운영비 원조는 부
당노동행위 제외(헌재 결정 반영)

나. 검토
○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음
○ 조항 명칭, 체계, 내용을 전임자에서 근로시간 면제로 변경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함, 그리고 이와 별개로 단
체협약에 일상적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항을 두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
회 등 각종 회의참석 등을 전임자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이
에 대하여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고, 법원도 일부 수긍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84, 2010. 7. 2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
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양태나 유급 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 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제24조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정한도에서 제
한하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고, 전임자(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조활동)와 관련이 없는
종래 단협상 노조간부 및 평조합원의 일상 조합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
- 그러나, 조항의 명칭, 체계, 내용이 바뀌면 일상 조합활동 시간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
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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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참여 배제 목적, 경사노위내
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방식도 우려(배제방식은 결국 사용자 친화적인 인사들로 공익위원이
구성될 우려, 현재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시 드러나는 문제점 그대로 반복)

○ 운영비 원조 행위에 관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문언으로 되어 있
음, 헌재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 금지가 가능하다고 판시
- 그런데도 개정안은 규정 방식을 ▲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고 ▲ ‘그밖
에 이에 준하여’라고 하여 허용되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후생기금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사
무실 제공에 준한 것으로 다시 제한할 빌미를 주고 있으며,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운영비 원조행위’라고 하여 자주성을 침해할 위
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행위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
주성을 확보하고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
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
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경사노위 내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노조법 개악안
○ 2019년 1월 25일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안이 제출됨.
-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에 관한 안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공익위원안으로
제출함. (공익위원 전체 합의안은 아니라고 밝힘)

<2019.1.15.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안 핵심 내용>
1.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난하거나 노무제공 거부 등을 압박하는
행위, 다른 노조의 설립 또는 운영을 저지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다른 노조와 사무실 지원 등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단체 가입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
2. 유니온 숍 조항 삭제
3. 부당노동행위시 처벌조항 삭제
4.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5.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6.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고려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7. 파업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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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 침해 행위 규제를 위한 것, 그런데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조차도 삭제
하자고 주장. 현재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처벌규정조차
사라지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됨.

▶ 유니온 숍 조항은 현재에도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취해지는 것이 아님. 그런데도 이를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하자
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

▶ 교섭비용을 이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쟁의를 약화시키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신규노조는 노조 설립 후에도 수년간 교섭 요구조
차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음.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직접적으로 파업을 파
괴하고자 하는 내용임.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평화적인 파업과 사업장 내 피켓
팅, 선전전, 집회 등을 불법화하는 결과 초래. 현재에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
자, 원청, 필수공익사업장에 의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주요 생산시설의 점거는 금지되어
있음.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를 더 제한하겠다는 주장인 것임.

▶ 파업찬반투표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역시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
키기 위한 시도.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의 파업 조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에 진
행한 찬반투표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인지, 다시 찬반투표를 시행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이 판단해서 할 일임. 이를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임.
* 경영계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현재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음.(2019년 3월 13일 법안 발의)

▶ 국제노동기준에 반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인바, 근본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통한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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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8년 주요 판결판정
[개별적 노사관계] ······························································································································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704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4가합57063 판결(항소심에서 계속 중)
3.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확정)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 2017가합555742(병합) 판결
1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집단적 노사관계]································································································································
1. 2018. 4. 19. 결정 중앙2018부노26 판정
2. 2018. 4. 26. 결정 중앙2018공정4 판정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4.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5.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7.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8.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카합50332 결정 등(이의신청 없음)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5고단2030 판결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자 2018카합50305 결정
[비정규직] ··········································································································································
1. 대전지방법원 2018. 1. 18.자 2017카합50471 결정(이의신청 없음)
2.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대법원에서 계속 중)
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521978판결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판결
6. 대법원 2018. 10. 12. 선고2015두38092판결
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판결
[집회・시위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48,1069(병합) 판결(대법원 2018도12651판결로 확정됨)
2.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5.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6.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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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사관계]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704 판결
◉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결

[판결요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
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
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
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원심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통
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정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4가합57063 판결(항소심에서 계속중)
◉ 사내하청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 통상임금 법정수당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
들의 신의칙 항변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법정수당 청
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함.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와 무관한 다른 원
인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업체의 영세함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부로 배척하
지 않았음. 피고들은 원청 기아자동차에 종속된 업체들이므로 추후 기아자동차로부터 추가
부담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하였음.
[판결요지]
통상임금 법정수당 청구 사건에서,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들의 신의칙 항변에 대하여 ① 추가 재원 조달 가
능 여부, ② 각종 법정수당 지급 이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의 가능성, ③ 악화된 경영 상황의 호전 가
능 여부, ④ 비 노무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여부, ⑤ 각종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신의칙을 이유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⑥ 각종 법정수당에 있어서 분할 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⑦ 표준재무
제표 상의 ‘당기순손실, 유동비율, 부채,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 여부’, ⑧ 원고들 포함한 피고들 소속 근로자
의 수 및 피고들이 지급하여야할 추정 소급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신의칙 항변을 전부 배척함.

3.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확정)
◉ 전보발령의 정당성과 관련,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수단의 적합성 고려 ☞ 그동안 전

92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 자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는데(사용자들은 주관적인 경영상 이유 등을 근거로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판단요소로 “수단의 적합성”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심사를 강조하였고, 나아가 전보발령
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인사재량권을 일정정도 제한함.
[판결요지]
SK텔레콤이 특별퇴직 압박 목적으로 고령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신설조직인 Direct Sales팀으로 전보발령을
내고,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의 기기를 방문판매하도록 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기준
중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전보발령을 통해 인원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
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판결은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
도 조직 신설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
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봄.

4.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연차휴가수당 ☞ 원고가 의정부시 가로환경미화원인데,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
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한 내규에 따라 단체협약 상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
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
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원고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
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해고예고수당 ☞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는 해고의 효력 유무와 상
관없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해고가 무효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해고예고제도

93

4강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 대응
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
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다. 따라서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평균임금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임.
[판결요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이하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
급하고 있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
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취업규칙 위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법 상회 여부 판단 불요 ☞ 원심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
의 보장금액을 넘기만 하면(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면 원고들 대부분이
보장금액을 상회함)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
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
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판결요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통상임금 신의칙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법리
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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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
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
2017가합555742(병합) 판결
◉ 대교 임금피크제 2차 무효 판결 ☞ 개별 동의서 취합 방식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집단적 동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
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무효였다는 선행 사건(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
2049413 판결)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
여하여 내용상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함
[판결요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과 변경의 경위, 변경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이 소수의 직원에게만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게 되는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
이다.

1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차별의 판단 기준 ☞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을 상대로 전업 여부에 따
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지급 시간강사료 일부의 반환통
보 및 시간강사료 감액지급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된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
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중략)…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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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1. 2018. 4. 19. 결정 중앙2018부노26 판정
◉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 유일노조는 형식적인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함
[판결요지]
사용자는 A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된 이상 그 이후에 B노조 등 다른 노동조합이 신
설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B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
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
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코아월드 사건)의 취지
와 마찬가지로, 유일노조는 창구단일화를 거쳐도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다고 본 판정

2. 2018. 4. 26. 결정 중앙2018공정4 판정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 배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투개표 과정에서 절차 참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8191 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 투개표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 것을 확인함
[판결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
합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이무가 조합원의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
를 실현을 대신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
를 수렴할 때에는 수권적 동의 또는 조합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계산 ☞ 그동안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
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전임자로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동일 직급 또는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이 판결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후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의 성
질을 근로의 대가로 보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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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책정된 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봄
[판결요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
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 운영비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면제 조
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남발되면서 편의제공(운영비원조) 조항도 그 대상이 되었음. 대법
원은 과거 입장과 달리(다만, 과거 대법 판결은 전임자 판결) 자주성 상실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으로 얻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
위라고 판단함. 위 사건 진행 중 이루어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대법원과 달리 판단
을 하였음. 다만, 2019. 12. 31.(혹은 개선입법 이전)까지 잠정 적용.
[판결요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 수단의
적합성 관련해서는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침해최소성 관련해서는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
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익균형성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
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
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
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5.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규약에 위반된 단체협약 체결과 손해배상책임 ☞ 노조 규약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
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
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특별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것은 노동
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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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므로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판결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
고 2010다24534 판결 등).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
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
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2014년 4월 KT노조와 사측은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고 2015년 1
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등도 폐지하기로 함. 위 합의를 근거로 직
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 시킴. KT 전·현직 노조원 226명이 KT노조와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1인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2489 판결
◉ 무효인 정리해고 기간 중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에 대하여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
책사유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건임
[판결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지 않고,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제1차 정리해고 때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부당한 정리해고가 주요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쟁의행위에 기인하는 이상, 이 사건 직장페쇄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기간에도 임금지급의
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7. 대법원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공정대표의무 손해배상 ☞ 대법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첫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
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소수노조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소수노조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노조사무실 미제공에 대
해 500만원, 타임오프 미제공에 대해 500만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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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카합50322 결정 등
◉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할 경우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의견도 투표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 콘티넨탈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
회, 한국타이어지회는 각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됨.
[판결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교섭대표노동조
합 조합원만 참여시키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를 위반하여 소수 노동조합과 조
합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채권자들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와 개
표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5고단2030 판결
◉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형사책임 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소속 공인노무사인 심종두, 김주목이 유성기업 유시영 등,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강기봉 등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창조컨설
팅이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방조범)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음. 이
에 따라 창조컨설팅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고, 노무사 심종두, 김주목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
처해져 법정에서 구속함. 법을 남용하여 노동3권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지만, 노동3권 파괴를 돈벌이로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이 징역 1년 2개월에 그친 것은 문제임.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2년에 불
과함.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19.자 2018카합50305 결정
◉ 정규직 전환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
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
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여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 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규직전환 방식’과 관련된 주장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목적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음
[판결요지]
1) 강사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
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잡월드를 상대로 정당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잡월드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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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 대응
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강사들의 집
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부분 점심시간,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
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강사들이 전시·체험관 강사활동 등 자신들의 업무 자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
족하다.

[비정규직]
1. 대전지방법원 2018. 1. 18.자 2017카합50471 결정
◉ 공공기관 용역업체 변경시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거절의 정당성 여부 ☞ 정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시 고용승계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
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에도, 신규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원청에 제출하였음.
법원은 신규업체가 내세우는 자의적, 형식적인 사유들만으로는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
될 수 없다고 본 데 의의가 있음. 법원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3자
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법리를 통하여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용역업체의 고용승
계의무를 인정한 바 있고, 대전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 대전고
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5536판결로 확정됨) 노동위원회도 유사한 취지의 판정
들을 내리고 있음
[판결요지]
신청인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고용승계되어 근로하여
온 자들로, 신규업체에 의해 업무불량 등의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원청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음. 법원은 원청의 용역계약 입찰
공고에 신규업체의 고용승계의무가 명기돼 있던 점, 신규업체는 입찰 당시 원청에 고용승계의무를 준수하겠다
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이전 용역업체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해 온 점, 신규업체가 신청
인들에 대하여 행한 면접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해고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지위 확인신청을 인용하였고, 청구 이후 돌아
올 임금지급기일마다 월 기본급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임금지급청구 부분도 인정하였음

2.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05844(대법원에서 계속중)
◉ 100% 사내하청 공장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인정한 판결 ☞ 1심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이 혼재돼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100%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되더라도 불법파견에 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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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평택1공장을 100% 사내하청
으로만 운용하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불법파견임을 인정함. 피고(현대위아)가 서열 변경, 작업량, 조립
할 부품의 사양, 부품 조립 강도, 작업표준 준수, 설비청소·점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사
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작근무 여부, 조출까지 직접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내협력업체가 피
고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연동되고 종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3.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 기간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기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기간인 2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판걸.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
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4조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
다고 봐야 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521978
☞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하여 2년 넘게 파견노동자 사용했다면 직접 고용의
무를 부담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파견사업주와 두 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두 번째 근로계약 체결에도 전과 다름없이 송○○
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원고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은 첫 번째 근로계약과 똑같은 내용의
것이었고 오직 근로계약기간과 총 임금액만 다른 내용의 것이었다. 파견사업주는 국민은행과 근로자파견계약 체
결 이후 계약의 종기가 도달하기 전에 KB금융지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송OO의 운전
기사로 계속 근무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원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문제삼지 않았다. 따
라서 피고 국민은행은 2014년 1월1일 KB금융지주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로부터 탠덤코리아 및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고, 파견사업주(탠덤코리아) 및 원고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판결
◉ 노조법상 근로자성 표지를 구체화하고,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2014년 골프장 캐디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판단하였음.
2014년 골프장 캐디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는데, 위 판
결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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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
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
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
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
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
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
조합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
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없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대법원 2018. 10. 12. 선고2015두38092판결
◉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표지 중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
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 표지 적용을 좀 더 구체화함
[판결요지]
학습지노조 판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표지를 기초로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
히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
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방송연기자 중에는 참가인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든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
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판결
◉ 철도매점 판매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 있는 철도매점 판매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판결요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
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
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
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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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48,1069(병합) 판결
◉ 알박기집회가 집시법 3조 1항이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기업들이 집회신고를 통해 본사 앞 장소를 선점하고 직원 및 용역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집회외관을 연출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는 경비업무의 일환이지 집시법 제3조
제1항이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관계적 측면에서 대기업
이 동원·조직한 집회의 성격과 시민 및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의 중요성 강조.
[판결요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기능, 집회보호라는 집시법의 목적, 현대자동차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집
회신고를 통한 장소선점은 타인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점, 현대차가 신고한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집회문화 집회)는 본사 인도에서 연중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이지 않은 점, 현대자동차는 경비상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 협조 얻어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는
데 이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의견표명 위해 모인 게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현대자동차 집회문화 집회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
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면서, 현대차 집회문화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2.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 2013년 민주노총 침탈 사건의 위법성 ☞ 경찰은 2013년 철도파업 당시 체포영장을 집
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
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소지하고 민주
노총을 수색하였고, 이 때 경찰의 침탈에 항의하는 수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특수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헌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
3. 31.까지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음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
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규정한 집시법 제
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을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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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함(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됨
[판결요지]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
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
려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4.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
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
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 및 관련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판결요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
회·시위의 경우’,‘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
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
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
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
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
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5.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헌
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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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각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
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을 남용하였음.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비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판결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
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6.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
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및 관련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판결요지]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가 법관이나 법원 직원 또는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나 재
판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는 법원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지나친 소음 등으로 재판업무 수행 자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집회나 시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다중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보호함으로써
법원에서 심리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집시법은 심판대상
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옥외집회·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인근에서
의 옥외집회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달
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
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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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판결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 설정 요건 판단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의미와 질서유지선 설
정요건,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의 성립요건, 집시법 제19조 요건 등에
대하여는 종래 분명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이를 분명히 하였음.
[판결요지]
첫째,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
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
13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 뿐만 아
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하
고, 질서유지선이 위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둘째,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정의 및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
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집시법 제19조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요건으로 주최자에 대한
고지, 정복 착용만을 정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 역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집시법 제2조 제5호에 해
당하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
상 질서유지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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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단체교섭 A부터 Z까지
1. 단체교섭의 의미
1)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자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받는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며 생존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고용이란 숨통이다.
- 자본가(사용자)에게 노동자는 비용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
제든지 노동자를 줄이고 없앨 수 있다.

2) 노동3권
o 저항과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3권
자본주의가 막 생겨난 18세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어린이도 공장에서 일을
했고, 하루 14~15시간 죽도록 일하고도 먹고 살기 힘든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행동은 곧 자본가들의 탄압(구속, 사형)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항한 노동자들은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단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 생산을 중단시키는 파업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단결금지법을 만들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 막
았다.
단결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노동현실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마침내 자본가들로 하여금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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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노동자들은 광범위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요구안을 만들어 교섭을 요구
했고 이 과정에서 단체행동도 하게 됐다. 결국 이런 관행이 제도적으로 정착해 노동3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생기게 됐다.

o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이 노사 동등한 지위를 갖고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
교섭 결렬 상황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부분파업, 순환파업, 태업,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 규정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의 불평
등한 관계에서 오는 계급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경제적 강자에 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수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계급타협의
산물이다.
-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권리가 바
로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의 취지이다. 교섭을 요구할 권리의 주체는 노동자이다.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헌헌법 18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이윤분배균점권)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
다.

3) 노동3권과 노사관계
o 상하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대등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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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자본가)

⇨

사용자(자본가)

⇨

정부/자본가

⇨

상하 종속관계
개별 노동자
수평적 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구조개혁
집단적 노사관계 부정

⇦

노동자

⇦

노동조합

⇦

노동자

o 문제는 노-사간 힘의 문제
- 노동자를 지배하려는 사용자는 많아도 자신의 권력, 권리를 순순히 내주는 사용자는 없
다.
- 단체교섭을 시작했다는 것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용자 맘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교섭
을 하고, 교섭해도 안 되면 쟁의행위를 한다.
-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합의’ 또는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사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힘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금과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규범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일방적 결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양보하는 것을 학습
하는 장이다.
3. 그러나 한국노사(정)관계처럼 노동자를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관계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
을 가로막고,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탄압을 하며,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으려는 폭력적 태도
가 빈번하다.
4.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적 힘에 의해 노사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o ‘노조 할 권리’는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
- 노조 할 권리는 역사와 법의 취지가 오롯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바로 노조 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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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교섭의 의미와 중요성
o 교섭시기에만 반짝 잘하는 노동조합은 없다.
- 교섭력과 투쟁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 활발한 일상 활동(회의, 선전, 교육, 투쟁, 연대 등)의 결과가 쌓여 교섭의 힘을 만든다.
- “집단적” 노사관계란 조합원들이 얼마나 노동자답게 단결하는가가 곧 힘이다.
-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요구안 수립, 교섭위원의 준비와 노동조합의 조직
력을 등에 업은 교섭전술을 구사, 교섭흐름에 따른 적절한 단체행동의 배치(파업 돌입 포
함)해 나갈 때 조직력과 투쟁력은 높아진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 타결을 유도하고 이를 일
상 활동으로 힘 있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단체교섭’이 아니라 ‘임금인상 투쟁’ ‘단체협약 투쟁’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o 임단투는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 임금인상투쟁은 노동시간 단축투쟁, 노동강도 강화 반대투쟁과 결합해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기본적인 투쟁이다.
-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 노동조건, 복지, 고
용, 노동안전, 휴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노사합의로 문서화한 것이다.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하는 내용에 대한 원칙과 규범을 담고 있다.
-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용자의 지시(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o 임단투는 조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
(임금인상은 1년 농사, 단체협약 체결은 10년 농사)
- 교섭 시기는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다.
- 조직력에 기반을 둔 투쟁력이 있을 때 임단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연례행
사처럼 진행하는 교섭이나 간부들만의 교섭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투
쟁’, ‘향상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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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과 투쟁 흐름
시기

체계

구분
목표와
계획수립

교육, 선전

조사활동

주요사업
-

각종조사와 분석(상황진단)
임단투 목표, 계획수립
요구안 준비 등 각종 준비일정 확정
임단투 준비 체계 구축

- 간부 ․ 조합원 교육, 선전
- 조합원 조직(교육선전, 간담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 조사항목 정하기(정부 ․ 회사자료, 조합원요구, 상급조직 방
침 등)
- 조사방법 선택 (설문조사, 간담회 등)
- 조사역할분담
- 조사내용 준비
- 조사결과 집계
- 분석과 종합

준비기

임단투 승리
투쟁본부

- 대의원교육과 간담회
- 조합원교육과 간담회
- 요구안 종합과 준비
요구안 준비

*

현장토론(대의원 진행)
요구안 심의 확정(총회 또는 대의원회)
확정 요구안 홍보
공공운수노조 공동요구안 반영

* 임단협 요구안 심의와 교섭권 위임 절차 준수
탄압대응

- 예상되는 사측 움직임 및 탄압 대응방안 마련
- 교육과 대응지침 전달
- 집회신고(사업장, 주요거점 등)

교섭준비

-

교섭위원 선출
교섭위원 학습과 교섭준비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안 전달

-

임단투 승리 투쟁본부로 체계 전환
임단투 교섭 선포식
교섭시작
기본협약서 체결
교육, 선전홍보 등

교섭진행

- 조합원 공동실천(준법투쟁)

교섭기
교섭지원

조합원 조직

- 교섭논리
- 사측논리 분석
- 동종업종, 기관 동향분석 등
- 조합원 교육, 선전홍보
- 현장토론(대의원 진행)

111

5강 단체교섭 A부터 Z까지
시기

체계

구분

주요사업
-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 실천 (단계적 강화)

투쟁기

임단투 승리
쟁의대책본부

파업태세

조합원 조직

합의과정
마무리기

- 조정신고(교섭경위 등 일지, 쟁점해설, 요구타당성 입증, 사
용자 불성실행위 자료 등 첨부)
- 쟁의행위 결의와 신고
- 임단투 승리 쟁의대책본부로 체계전환
- 파업대책(세부전술과 각종대책)
- 파업돌입(교섭력을 극대화하는 단체행동)
- 예상탄압에 대한 대응 강화
* 공공운수노조 투쟁계획 반영
- 조합원 교육, 선전 강화 (출퇴근 선전전 등)
- 조합원 토론 활성화
-

타결상황에 대한 조직적 판단
핵심간부 의견통일
잠정합의
조합원 토론
합의문 작성

- 투쟁승리 보고대회
- 쟁의대책본부 해단식
* 공공운수노조 임단협 합의안 심의와 체결권 위임 절차 준수
평가와
후속사업

- 임단투 평가 조직
(이후 노동조합 조직사업 반영)

- 투쟁을 준비하며 교섭을 준비한다.
- 교섭만 준비하다 투쟁이 닥치면 낭패다.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최악을 막는다.

1) 준비기
(1) 준비기 핵심사업
① 임단투를 둘러 싼 주, 객관적 조직진단을 한다.
② 조직진단을 토대로 임단투 목표를 정한다.
③ 임단투 전 과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
☞ 준비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기간과 역할 등을 정한다.
④ 준비기 사업을 중심으로 투쟁체계를 가동한다.
⑤ 정기적으로 조합원 현장토론, 교육, 선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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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준비기 각종 조합원 조직사업을 진행한다.(조합원 간담회, 등반대회 등)
⑦ 임단협 요구안을 준비한다.
☞ 설문조사, 조합원 간담회, 조사활동 집약, 요구안 준비와 확정
⑧ 교섭위원을 선출한다.
☞ 요구안 이해, 모의교섭훈련 등

(2) 준비기 주요사업
①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 상대를 알자.
- 임단투 시기는 개별 노, 사간 교섭인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와 각종 경
제기관들은 노동관련 정책을 내고 개별 노사관계를 압박한다.
-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개별회사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만경영, 노동시장 구조개혁,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최저임금 등
정권은 바뀌었어도 정부와 자본은 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 산입범위 꼼수, 결정구조 이원화 / 노동시간 단축 → 총인건비, 총정원 미반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쟁의
권 확보절차 강화

- 이를 위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분열공
세를 펴기도 한다.

○ 나를 알자.
- 조합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안전하고 보다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노
동조합이 앞장서 해결하길 원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러한 요구와 실천투쟁을 모아
임단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임단투를 둘러싼 주,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나아가 임단투 시기 조사와 분석의 목적은 그 상황을 뛰어 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개별노조(지부) 차원의 대응만이 아니라 상급조직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도 있고, 조합원
교육, 선전, 토론과 결의를 통해 함께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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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단투 목표와 계획
○ 교섭준비에 앞서 임단투 목표를 명확히 한다.
- 노동자 의식을 높이고,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 주, 객관적 상황 속에서 올해 임단투 교섭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임단투 목표는 전체 정세, 사업장 현안, 노동조합 상황, 조합원의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투쟁목표

요구목표

⇨

⇨

-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한 요구안 쟁취와 개악안 저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이행 (노동시간 단축, 사회 불평등 임금구조
개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 노동자 기본권 확보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요구조건 관철
☞ 임금인상__인상, 노동조건__, __ 향상, 인사에 관한 기준마련, 고용안정을
위한 ___ 쟁취, 조합활동을 위한 ___ 쟁취, 비정규직 부당한 현실 바꾸기
위한 ___, ___ 쟁취 등)
- 공공운수노조 공동요구 쟁취 (대사용자 요구, 대정부 요구 참조)
- 공공운수노조 5대 임단투 요구 쟁취
☞ 교육선전,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에 따른 투쟁 조직 등
- 사회공공성 강화
☞ 민영화 저지, 사회보장 확충, 안전한 공공현장 만들기 등

조직목표

⇨

- 부당한 노.사, 노.정관계 폭로를 통한 노동자 의식 높이기
☞ 전 조합원 간담회 또는 교육, 주간 교육선전지(SNS 포함), 현장토론 정례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필요성 등
- 민주적 조직운영과 조합원 단결, 조직력에 기반을 둔 임단투 전개
☞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현장토론 활성화, 현장에서 1조합원 1실천하기 등
- 유능한 조합간부와 활동가 육성
☞ 간부 교육, 훈련과 투쟁체계 구축을 통한 실천 강화 등

○ 단체교섭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것

(가)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 조합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이 민주적일 때 단체행동을 포함한 실제
교섭과정에서의 규율을 확립할 수 있다.
-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요구 교섭에 관련된 각종 활동에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상집간부를 비롯한 대의원, 운영위원, 핵심조
합원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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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수준, 교섭일정, 교섭방식 등을 최대한 통일시켜라!
- 공공운수노조의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동일하게 만들고, 임단투 방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의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나 정부 등 지침
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 시도를 기업별 수준에서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 정부 동향, 회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계획을 세워라!
- 회사 가동상태와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여 교섭시기를 잡는다.
-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예산결정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인상교섭은 주주총회 이전이나, 정부의 예산확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 쪽에 교섭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특정한 일이 있다면 감안할 수 있다.

(라) 준비기부터 쟁의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 대화를 통한 단체교섭만으로 임금인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처음부터 쟁의행위를 상정하고 교섭일정과 마무리 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각 시기
별 홍보활동,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단체행동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간부 태세 갖추기

○ 간부교육과 훈련
- 임단투시기 각종사업을 계획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민주적 토론과 과학적 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한다.
- 현실을 직시하며 노조간부에게 필요한 노동자 의식을 강화한다.

○ 간부들의 지도, 집행력 강화
- 현장 조합원들의 상태와 요구, 불만에 귀 기울인다.
- 계획대로 사업을 착수하고 조합원들을 조직한다.
- 각종 실천을 조직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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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를 위한 집중교육 사례>
주제

주요내용

- 주요 정세분석
주, 객관적 정세, 동향분석 - 정부정책과 의도, 문제점, 대응 등
- 상급조직 임단투 방침
전략전술
조합원 조직
노동법

부서별 간부교육

교섭위원

- 임단투 의미와 원칙
- 임단투 전략과 전술
- 현장토론 진행훈련
- 임단투 시기 알아야 할 노동법
(정부정책, 예상되는 탄압대응 등)
- 자료조사, 경영분석, 설문조사 등 조사 실무
- 요구안 만들기
- 사업목표 세우기와 기획하기
- 교안 만들기와 강사훈련
- 선전학교, 선동훈련, 임단투학교 등
- 교섭위원의 역할과 자세
- 모의교섭 훈련 등

방법
강의, 토론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토론

강의, 실습

강의, 실습

④ 교섭목표에 따른 요구안 만들기

○ 잊지 말자! 공공운수노조 요구안 반영

○ 현장 요구안은 조사와 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 각종 조사 자료와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활동을 통해 기초자료가 모아지면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요구 초안을 작성한다.
- 요구초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현장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구안 확정
을 위한 현장토론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임시총회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요구안을 확정한다.
- 현장토론에서는 요구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만이 아니라 요구안 쟁취를 위해 조합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반드시 필요하다.

○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유의 할 사항
- 설문지 앞부분에 이번 조사가 조합원의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협조를
부탁하는 글 또는 그림을 넣을 것
- 설문지 질문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구체적일 것
-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사할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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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 질문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객관식으로 할 것
- 객관식 질문은 응답자가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부분은 인상
전후에 각각 조사하여 비교할 것
- 사용자로부터 설문지의 결과가 조합원 전체 의사가 아니라는 반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
는 전부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

⑤ 교육활동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온갖 교육과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과 정보 대부분이 누구의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가? 제도권 교육에서 보수
언론, 기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부, 자본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각종 이데올로기의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특히 임단투 시기가 되면 정부, 자본은 각종 언론 등을 동원한 이데올로기 총공세가 시
작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계획적이며 정기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이 요구에 대한
정당성과 자심감을 갖고 노동자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며 투쟁 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
다.

○ 투쟁을 조직하는 교육 핵심은?

○ 투쟁을 조직하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간부가 먼저 알아야 한다.
- 간부는 노동자의 관점을 갖고 분석한다.
- 현장 조합원 상태와 연결한 교육주제를 찾는다.
- 현장을 넘어 전체노동자 요구와 투쟁을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간다.

(나) 조직의 목표와 방침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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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을 통해 얻고자하는 조직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것이 곧 조합원들의 목표
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선전, 조직한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에 함께한다.

(다) 계획을 갖고 교육을 진행한다.
-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반복 교육한다.

(라) 투쟁 전 과정에 걸친 교육계획을 세운다.
- 투쟁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체 교육계획을 세운다.
- 준비기, 교섭기, 투쟁기, 마무리기 등으로 나누어 강의, 토론, 수련회, 야유회, 퀴즈대회
등 다양한 교육계획을 세운다.

(마) 조직적으로 교육한다.
- 교육팀을 꾸려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집행한다.
- 정기적이며 시기별 특징을 살린 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 후 평가를 모으고 다음 교육에 반영한다.
- 교육을 통해 조합원 의식을 높이고 실천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갖는다.
- 상급조직 각종 교육자료를 수시로 취합해 적극 활용하고 자원을 받는다.

○ 주요 지원 사항
․ 취약사업장(무단협, 무교섭 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

․ 정세와 사측 동향 분석

․ 임단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현장투쟁 계획과 조직

․ 요구안 작성과 검토

․ 사측 개악안 분석, 사측 논리 반박 근거 자료

․ 각종 법적 검토

․ 조합원·간부·교섭위원 교육

․ 조정 절차 등

⑥ 선전활동
- 준비기 핵심은 올해 요구와 투쟁방침이 무엇인지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 투쟁의 승패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교육선전으로 만반의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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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선전홍보를 위해

(가) 신속-정확하게!
-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의결기구에서 요구안과 교섭, 투쟁방침이 확정되면 이
를 신속-정확하게 현장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소식을 통해 요구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세하게 알린다.
- 요구안 확정 대의원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현장에 포스터가 부착되도록 미리 준비한다.
- 노조 신문, 소식지,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나) 간단-명료하게!
- 수많은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요구
안을 축약한다.
- 올해 요구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호로 만든다.

(다) 알기 쉽고 재밌게!
- 요구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화를 제작해 포스터, 선전물 등에 활용한다.

(라) 노조간부는 걸어 다니는 선전물
- 조합원에 의해 선출·임명된 간부들은 걸어 다니는 선전물이자 가장 훌륭한 홍보물이다.
따라서 노조 조끼를 활용해 올해의 요구와 투쟁을 알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마)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전 방식 활용해야 한다.
- 책상 위에 달 수 있는 소형 깃발,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조 요구안 깔기 등
- SNS 프로필 사진 달기

(바) 반복학습이 최고!
-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선전이 필요하다. 한 두 차례의
선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선전과 홍보사업을 벌여야 한다.
- 요구안의 세부적인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간부들이 조합원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 부착용 소자보, 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집중적 선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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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진반, 영상반, SNS 활용
- 사진반, 영상반의 모집 : 4-5명 정도의 사진반과 영상반을 모집하여 임단투시기의 모든
활동 모습을 찍어 수시로 전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록과 편집이 수월해 기본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제작
할 수 있다.
- 교섭 및 투쟁시기에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소식' 등의 게시판을 만든 다든지 임단투 소
식지에 사진을 게시하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조합원 실천을 인증샷 찍어 소통
방에서 공유하기 등을 널리 활용하자.
- 또한 SNS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SNS 선전팀을 두는 것도 좋다. 조합원 대상 가장 효
과적인 SNS 선전이나 외부 파워블러거 활용 등도 적극 모색한다.
- 특히 대각선교섭, 집단교섭으로 조합원과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선전활동은 매
우 중요하며, 교섭상황, 투쟁장면 등 담은 동영상뉴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⑦ 회사의 법 위반과 비리 파악

○ 임전무퇴(臨戰無退)의 자세로!
- 임단투시기 탄압은 회유, 협박, 분열, 유언비어, 구조조정 등 온갖 형태로 자행된다.
- 준비기부터 예상되는 모든 탄압을 뽑아보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주어야 한다. (조합원에게 지침으로 전달해
함께 할 대응과 내부적으로 간부들 차원에서 준비할 대응 구분 필요)
- 또한 조합원들은 회사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축되거나 분열하지
않고 임단투 전선을 유지할 수 있다.

○ 자주 문제되는 사례
-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문제,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문제, 통상
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불이행 문제
- 폐수방류나 공해배출 등 환경관련법 위반 문제

⑧ 준비기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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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안 수렴을 위한 공청회
- 임시총회
- 부서별 토론회
- 중식 간담회
- 조합원 등반대회(시산제)
- 기타 (요구안 골든벨, 임단투승리 오행시공모, 현장토론 인증샷 등)

(3) 교섭위원 선출과 역할
① 교섭위원 구성
- 대개 임원진이 모두 교섭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핵심간부들은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 교섭담당 부위원장, 조직담당 부위원장 등)
- 왜냐하면 핵심간부들이 모두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조합원을 조직하는 등의
교섭을 뒷받침하는 활동이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섭위원은 임원, 집행간부, 대의원, 부서별 조합원대표 등으로 고루 구성한다.
- 현장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할 수도 있다. 교섭위원인
조합원은 교섭에서 사용자의 태도를 직접 보고 그 분노를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간부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할 경우는 조합원의 교섭참관을 조직한다.
- 교섭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뽑힌 교섭위원은 책임감을 갖
고 교섭 자리에서도 당당히 조합원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섭에 임할 수 있다.

② 교섭위원의 준비사항
준 비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예상되는 회사측 논리 대응
정치, 경제 상황
교섭 전략과 전술 이해

내 용
-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모의교섭 진행 등)
- 회사측 주장과 의도에 대한 본질 파악
- 회사측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와 근거 만들기 등
- 교섭을 둘러싼 정치,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 파악 등
- 교섭 목표와 대책, 교육, 선전, 조직 등 전체흐름과 기조 이해

③ 교섭위원의 자세

○ 교섭은 계급투쟁, 노사대립의 최전선임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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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은 겉으로 보기에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세히 들여다보면 대립과 투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 임금인상, 단체협약의 요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요구안을 주장한다.
- 교섭위원들만의 교섭과 투쟁이 아님을 명심한다.

○ 조합원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 조합원들의 기대를 의식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고 패기에 찬 자세를 견지한다.
- 교섭위원 전원이 발언한다.(각자의 장기를 살리며 사전에 연습한다.)
- 꼬투리가 잡힐 발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사용자측이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교섭에 무성의한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
하게 공격하고 화를 낼 필요도 있다.

○ 사전, 사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
- 교섭과 투쟁에 대한 계획을 공유한다.
- 조합원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 교섭대표로서 요구의 근거와 내용,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한다.
- 동일산업, 동일업종들과 요구와 시기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한다.
- 개인적인 의견과 발언을 삼가고 조직적인 발언 및 주장을 주지시킨다.
- 교섭위원은 최소한 교섭기간 동안은 교섭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 교섭위원은 ‘걸어 다니는 선전물’이다. 교섭, 현장순회 등 노조활동을 할 때 ‘요구안을 담
은 등벽보’를 부착한 노동조합 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 매 교섭 전 대책회의를 통해 교섭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교섭 이후 평가를 통해 대책
을 마련한다.

④ 항상 숙지하자!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 수칙>
본 수칙은 교섭위원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제1조【개인행동의 금지】교섭위원은 교섭시기에 있어 개인행동을 금하며, 항시 위원장의 지
시에 따라 행동한다.
제2조【교섭 준비】교섭팀은 사전에 교섭할 내용과 발언자를 정한 후, 교섭에 임한다.
제3조【교섭 중 정회】교섭팀은 교섭 도중 중요한 사항이 돌출될 경우와 차기교섭 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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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회를 가진 후 결정해야 한다.
제4조【교섭 휴회】회사 측으로부터 중요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거나 예상외의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휴회를 요청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제5조【교섭회의록 작성】교섭팀 중 1명은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조합 측에 유리한 회
사 측의 발언내용은 즉각 확인하여 기록한다.
제6조【교섭 후 회의】교섭팀은 교섭이 휴회된 후 열외 없는 회의를 통해서 교섭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다음 교섭을 준비한다.
제7조【내부분열 금지】교섭시기에 단체교섭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교섭위원은 통신망을 아웃시키며, 교섭팀은 한 개의 채널만을 사용한다. 회사 측의 개인적
전화연락에 절대 응하지 않으며 즉각 보고한다.
② 회사 측의 개인적 접촉은 절대 금한다.
③ 매번 단체교섭이 끝나면 단체로 인사하고, 일제히 자리를 뜨며, 회사 측 교섭위원의 대화
요구는 교섭위원 논의 후 결정한다.
④ 교섭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사 측과 음식(술)을 같이하지 않는다.
⑤ 교섭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월권행위 금지】교섭 시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교섭위원 개인이 결정해버리는 말투의 월
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섭위원은 발언자로서 충실해야 하며, 최종적 결론은 위원장이 한다.
제9조【상황보고】조합은 현장상황을 교섭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교섭팀은 교섭진행 상황
을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섭위원 교체】단체교섭 임원 중 본 수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예상 밖의 행동 등 불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위원을 교체한다.

⑤ 교섭위원 훈련 : 모의교섭
- 교섭위원이 선출되면 교섭위원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토론과 함께 교섭에 임하기 전
반드시 모의교섭을 통한 훈련을 거치는 것이 좋다.
- 모의교섭은 우선 교섭위원과 간부들이 회사 측 교섭위원과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 역
할을 나누고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섭에 임하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 특히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팀은 요구내용의 배경과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해당 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 조합원의 생활실태와 근무상태, 동일업종․동일지역 다른 회사의 임금,
근로조건, 조합원의 의견, 상급단체의 방침 등 요구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료)를 토대로 하여 회사 측 임금교섭에 대한 모든 주장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반박 논리
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모의교섭에도 조합원이 참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조합원의 참여는 교섭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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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교섭위원의 역할, 고충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실제 교섭상황을 연출하여 모의교섭을 한 후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노동조합 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다.

2) 교섭기
(1)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요구
① 교섭요구 주체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교섭단위로 하고, 조직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입한 노조라면 기업별, 산업별 노조의 지부, 분회 등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교섭요구 가능

○ 교섭당사자
-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 교섭담당자
-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
- 노조 측에서는 그 대표자 즉 위원장은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노조규약 등에
서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포함될 수 있음

②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
- 2011년 7월 이후 노조법 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조합
이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
요함. 노조 설립으로 바로 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 교섭 참여노조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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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참여
7일간

교섭요구노조

노동위원회

사용자

확정

시정결정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

14일간 자율적 단일화

5일간

-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고, 해당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를 하는 노동조합들을 다시 사용자가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를 하는 과정을 통
해 교섭참여노조를 특정하게 하는 것
- 이 단계에서 교섭참여노조가 1개 노조만 존재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확인하
고 사용자와 교섭을 개시하게 됨

○ 교섭 대표노조 결정절차
- 자율적 단일화 - (안되면) →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 - (노동위 이의제기 시)
→ 노동위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 (과반수노조 없으면)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결정 - (안
되면) → 노동위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 교섭참여노조 확정 공고일로부터 14일 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을 선택 또는 교
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있음
- 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교섭 참여노조들은 교섭대표노조를 결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칠 필요 없이 각각 사용자와 개별 교섭가능
- 반면 사용자가 각 노조에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지 않으면, 교섭참여노
조들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하는데, 14일 기간 내에는 노조 간의 합의로 교섭대표노
조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경우, 해당 노조 또는 공동교섭대표기구는 교섭대표노조
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로 결정하게 되고, 과반수노조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교섭참여노조들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섭위원, 대표자를 자율
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자율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참여노조들 중 한 노조라도 노동
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
섭위원수를 배분하고, 교섭참여노조 중 가장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공동
교섭대표단의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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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 노조의 교섭요구
• 사용자의 교섭
요구사실공고

교섭

• 타노조

요구

교섭참여 신청

노조
확정

세부 내용

기간

￮ 단협유효기간 만료 3월전
￮ 2개 이상의 단협 존재시 최초 도래하는 단협기준
￮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공고

7일

￮ 위 기간 동안 타노조는 교섭참여 요구
￮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위에 시정요청 가능
￮ 노동위는 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중노위 재심신청 : 결정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10일

￮ 사용자는 교섭참여를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 5일
을 5일간 공고
• 사용자의 교섭
요구노조확정공고

￮ 사용자의 공고사항에 대한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
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에 시정요청 가능
￮ 노동위는 시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중노위 재심신청 : 결정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
단
계

• 자율(개별)교섭
사용자동의

10일
10일

￮ 교섭창구단일화 하지 않기(개별교섭)로 사용자와 합의
￮ 교섭, 협약체결, 쟁의행위 각 진행
￮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들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결정(14일 이

• 자율적 단일화

내), 대표자․교섭위원 등을 연명하여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통지

14일

￮ 단일화 후 일부노조 탈퇴해도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
￮ 자율적 단일화가 안 될 경우
￮ 조합원 과반수노조(연합 또는 위임포함)가 자신이 교섭대표노조임 5일

교

을 사용자에게 자율적 단일화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통지

섭

2

대

단 • 과반수노조확정

표

계

￮ 사용자가 5일간 공고
청 가능(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노

￮ (중노위 재심신청 : 결정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

5일

￮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과반수여부에 대해 노동위에 이의신 10일
10일
10일

￮ ‘조합원수 판단시점’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한 날

결
정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결정
3
계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교섭

한정
￮ 대표자는 합의로 정하되 합의 안 되면 다수노조 대표자

5일
(10일)

￮ 일정한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구성 안 되면, 노동위가 조합원수 고 10일

단

노사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조합원 10% 이상 ‘노조’에

• 교섭

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노조별 참여인원) 구성 결정 (신청 후 10
일 이내 결정 통지)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10일

10일

(중노위 재심신청 : 결정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 교섭개시

③ 교섭요구

○ 교섭요구 시기
-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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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
료 3개월 시점부터 가능하므로,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을 입수하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함.
- 보통 광의의 단체협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두 가지를 모두 일컫는 것이고, 통상 임금
협약은 매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년의 단체협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교섭요구시점] 단체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중 먼저 만료일이 도래하
는 협약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 교섭요구 방법
- 노조는 교섭일정이 확정되면 회사 측에 교섭요구를 한다. (이때 반드시 공문으로 교섭요
구 → 근거확보)
※ 기재사항 : 노조명칭, 대표자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회사 측과 교섭관련 실무점검을 한다. (상견례 일정, 요구안, 교섭대표 구성, 참관제도 등)
- 실무점검은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간부가 담당한다.

○ 교섭 요구 사실 등 공고
-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7일간 공고
→ 공고기간 동안 타 노조의 교섭요구(창구단일화 참여)신청
→ 공고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사용자는 5일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 사용자의 확정공고에 이의(공고되지 않거나 노조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
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조치요구
→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 교섭요구노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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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교섭요구 확정 노조 전체에 적용
-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 교섭
요구 노조로 확정된 노조만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가능
※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아닌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협 체결하는 것 불가
※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가 아닌 노조는 조정신청 불가하며 독자적 쟁의행위 시 정당성 인
정될 수 없음

○ 교섭 대표노조 결정

(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 교섭요구노조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할 경우 각각의 노조
와 교섭 가능
※ 14일의 기한 외에 노사가 개별 교섭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교섭 동의 기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개별교섭 합의는 강행규정 위
반으로 효력 없음
- 개별교섭 할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더라도 개별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는 ‘확정된 교
섭요구 노조’이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의무 없음
※ 개별교섭 동의 효력은 그에 따라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동의
후 신설된 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유효
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능
(나)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 교섭요구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정할 수 있음
- 교섭대표노조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위
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로 확정
※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해야함
※ 교섭대표노조 의사결정방식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서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 필요
-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 교섭 시작 전 또는 진행 중 일부 노조가 탈퇴하거나 불
참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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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반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 또는 2개 이상
노조가 위임․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 ※ 교섭대
표노조 확정 이후 조합원 수 감소로 과반수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동
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
※ 위임․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조로 인정되어 교섭대표노조가 된 이후에 위임․연합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지위 인정
- 과반수 노조는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사용자는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중 과반수 노조 인정에 이의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과
반수 노조 지위 판단
(라) 공동교섭대표단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참여노조 전체 조합원
의 10%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조합원 수가 전체조합원 10%미만 노조 및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과 사용
자가 체결한 단협은 적용되고, 쟁의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도 포함
- 노조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 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섭참여노조 신청에 의해 노
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로부터 단협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지위 유지
- 단협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대표로 결정된 날부터 단협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
-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교
섭대표노조를 정하기 위한 절차 개시

○ 교섭 회답
- 노조 측 교섭요구에 대한 회답은 공문을 통해 하도록 요구한다. (불참, 연기시 사유 확실히)

○ 회사 측이 명분 없이 교섭을 미룰 경우
- 계속적으로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거부) 대응을 위한
자료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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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무시할 경우 공문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
- 노조에서는 초보적인 단체행동 등으로 교섭촉구 압력을 가한다.
- 조직력이 취약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정신청, 교섭권 상급단체 위임 등을 실
행한다.

(2) 최초 교섭(상견례)
① 최초 교섭 시 일반적인 논의와 결정사항 : 기본협약서 작성

○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
- 노사 양측 교섭위원의 확정 및 교섭위원 중 당연교섭위원(노사대표자) 이외 위임권한의
확인, 교섭위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임시전임 인정문제, 근로시간 중 교섭참가 시 근로시간
인정문제 등), 교섭위원 이외의 양측 간사의 참가문제(회의록 작성 및 교섭진행 보조업무)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조합원 참관문제 등

○ 교섭의제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전부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용자가 일부 교섭대
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사용자의 개악안은 교섭의제로 삼지 말고, 전면철
회를 요구해야 함.)

○ 교섭절차와 방법에 관한 원칙 확인
- 교섭 주기의 확인(가령 매주 월, 수), 본교섭(교섭위원 전원의 참석)과 실무교섭(교섭위원
일부 및 양측 간사참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방법(녹음, 촬영, 기록 등), 의제
별 개별 교섭을 할 것인지 통합교섭을 할 것인지 여부, 교섭사항에 대한 외부공개에 대한
문제 등,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교섭회의의 구체적인 절차(회의의
의장, 출석정족수, 상호의견 제시방법, 합의방식 등), 교섭결렬에 대한 통지 등

② 최초 교섭 실시 : 교섭 상견례
- 위 일반적인 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되, 상견례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
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술적인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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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 교섭시기 정례화, 자료제출요구 및 제공의무, 교섭회의의 구체적
인 절차, 회의록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조합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출정식 등으로 첫 교섭에서 분위기를
고조하여 기선을 제압할 필요도 있다.
주요사항
상견례와 교섭위원 인사
교섭일정 합의

내 용
- 노사 성실교섭 확인
- 노사대표자 인사말과 교섭위원 인사
- 교섭 일정 정례화(교섭 횟수, 요일, 시간 등)
- 교섭 장소 : 사내 회의실 / 노동조합 회의실
- 대표권자 교섭 참석
- 호칭 통일 : 교섭위원

교섭 규율 정하기

- 교섭시간 준수와 교섭연기 원칙
- 회의록 작성과 기록에 대한 합의(녹음, 영상, 기록 등)
- 상호 존중 원칙과 그렇지 못했을 경우, 공개사과 원칙
-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과 임금지급 합의 등
- 노조 요구의 취지와 교섭에 대한 노조 입장 표명(대표자)→요구서

요구안 전달과 설명

설명(간부)
- 노조측 자료는 교섭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한해서만 제시.

- 요구안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 자료, 통계 제시 • 임금, 근로조건 실태
• 동일업종, 타 회사의 근로조건

• 조합원의 생활실태, 근무상태
• 현장의 소리

(3) 본격적인 교섭 진행
① 단체교섭에 임하는 기본 관점

○ 교섭은 논리가 아닌 ‘투쟁’이다.
- 교섭위원들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해서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사용자는 없다.
- 사용자측과 노동자 이해관계는 대립한다. 특히 교섭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가
상충되므로 사용자 인정이나 온정에 매달리는 자세로는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 교섭은 소수간부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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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조합원의 참여를 높여 관심과 열기를 집중시켜야 한다.
- 철저한 현장토론, 보고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교섭하며 함께 싸운다.

○ 노동자의 입장을 철저히 지킨다.
- 기업별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사측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 “회사가 살아남
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 쪽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흑자라도 실제로 보면 본전
이다” “동종업종과의 형평성” 등 기업문화 확대,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 판단과 기준은 “조합원의 이익” 뿐이다.

② 교섭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

○ 사전 준비로 의견 통일을 해야 한다.
- 교섭에 들어가기 전 모임을 수시로 갖고 요구의 내용과 교섭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통일한다.
- 역할분담(진행자, 기록정리자, 저격수, 공격조, 실무협상조 등)을 미리 한다.
- 방어준비 : 회사 측이 반론을 제기해 올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하고, 답변할
교섭위원도 역할분담을 한다.

○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인 교섭활동을 해야 한다.
- 교섭시간 준수 : 교섭위원 전원이 교섭시간 정각에 교섭 장소에 함께 도착한다.
- 매번 교섭이 끝나면 교섭위원 전원이 일시에 교섭 장소를 떠난다.
- 개별적 만남을 피하고 비공식적 실무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실무회의가 결정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회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한다.
- 단체교섭시기에 각종 의사결정은 노동조합의 공식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 꼼꼼한 기록은 필수적이다.
- 교섭과정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의외로 기록한 쪽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 기정사실화 하는 전술도 필요하다.

○ 이후의 교섭을 대비하여 진행한다.
- 교섭 초기에는 가능한 노조가 먼저 교섭을 결렬시키지 않고 다음 교섭으로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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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교섭이 끝난 직후 평가모임에서 다음 교섭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교섭 시기별로 전술변화를 꾀한다.
- 회사대안이 나왔을 경우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교섭 시기별 선전활동이 중요하다.(교섭경과 보고, 회사측 부당성 홍보, 집행부 방침 표
명, 조합원의 단결 호소)
- 교섭 시기별 사업장내 집회 등 다양한 단체행동 방안을 고려하고 실행에 옮긴다.
○ 실무교섭이나 비공식 창구에 의존하지 말자.
- 실무교섭은 대표교섭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또는 대표교섭이 교착상
태에 빠진 경우에 활용한다.
- 비공식적인 교섭창구는 최대한 통제하며, 최종적인 담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단체교섭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교섭대표들 간의 1:1 교섭 또는 비공식적
교섭창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교섭위원 간에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 공개한다.

③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상황
확신이 없는 경우
유리한 발언을 끌어 낸 경우

대응
단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다른 교섭위원에게 발언권을 넘긴다. 사안의
비중을 보아 다음 교섭으로 넘길 수도 있다.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에 유리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즉각 확인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안

휴회를 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교섭에 임한다.
이 나온 경우
부당한 안이 제시 된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노조 측 반박자료를 준비한다.
교섭 전에 예상되는 회사 측 반론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교섭에 들
반론을 제기할 경우

어간다. 즉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답변할 교섭

위원들이 역할분담을 한다.
노조에서 새로운 안을 제 교섭과정에 수정안이나 타협안은 제출 할 경우, 조직적 사전 논의를
출 할 경우

바탕으로 대표교섭위원(대표자)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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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을 낼 때 주의할 점>
-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수정안’은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만 극히 제한적으로 낸다.
- 너무 잦은 수정안 제출은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다.
- 불가피하게 내더라도 2번 이상은 내지 않는다. (처음 : 교섭의 물꼬를 틀 때 / 중반 : 타결이
임박해서 최종안을 낼 때)
- 사측에게 수정안(최종안) 제출을 요구한다.

④ 교섭보고대회
- 조합원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교섭진행을 위해서도 교섭보고대회는 필수적이다.
- 교섭과정 내내 사측이 유포하는 각종 유언비어로 조합원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섭보고대회는 교섭직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또한 교섭직후 마다 조합원이 함께 모여 교섭보고대회를 진행하는 단결된 모습은 사용자
측에도 큰 압력이 된다.
- 교섭보고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지는 보고이어야 한다.

(4) 선전홍보 집중하기

① 교섭기 선전홍보의 중요성과 전략
- 노사교섭이 시작되면 조합원들의 관심이 조심씩 높아진다. 이 조합원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조합원의 힘으로 교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선전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
서 교섭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며, 교섭이 모두 끝나
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보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 특히 교섭 자리에
서 사용자들이 내뱉은 단어는 사용자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예) “교섭은 흥정이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 노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속보에 요약해서 그대로 싣는 것도 필요하다.
- 교섭이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교섭에서 밀렸을 때에는 교섭의 내용
보다 교섭을 참관했던 간부들의 말과 의지를 담아서 속보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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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합원의 생활을 취재해 왜 우리의 요구가 중요한지를 알리는 기사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 교섭속보와 함께 교섭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상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조합원들의 관심을 더욱 높여낼 수 있다.
- 사용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전이 가장 훌륭한 선전이다.
- 교섭 중 교섭속보는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측에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한다.

② 홍보물 내용 구성

○ 낙관적인 관점
- 임단협 교섭을 추진해 나갈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조
합원들이 임단협 교섭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 없이는 노조의
방침이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것이다.
- 물론 무조건 일이 잘 될 것이니 믿어달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나
주장을 통하여 조합원의 사기를 올려주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신뢰분위기 조성
- 신의, 성실 원칙에 서서 교섭에 임해줄 것을 기업주 측에 요구하고 교섭에 성의껏 응하
여 만족할 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면 노사 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도록 한다.

○ 부당성 폭로, 공격
- 사용자측에서 교섭을 거부,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이 계속 난항을 거듭할 경
우에는 협조적 분위기를 공격적 분위기로 바꾸어가면서 책임이 회사 측에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회사가 무성의하고 억지주장을 하여 교섭을 끌고 있다는 것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폭로하고 회사가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에 강력히 맞선다.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의
비행, 비리, 부정 등을 폭로할 수도 있다.
- 그리고 교섭권 위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쟁의결의 등을 통하여 교섭을 회사 밖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경고하고 실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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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힘 과시
-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합원들의 단결은 두려워한다. 따
라서 조합원들이 교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던가,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조합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홍보는 사용자 측의 양보 가
능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 계속적인 조합원 집회, 리본착용, 휴식시간에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섭이야기를 하
는 것, 실태조사, 노동가 합창, 조합원들의 교섭위원 격려, 교섭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이
퇴근 않고 대기하는 것, 낙서, 조합원 가족들의 관심 표명, 다른 노동단체의 조합방문 및
격려전화, 주변 노동조합에서의 단체행동 등의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정부방침, 사회여론 활용
- 신문스크랩, 상급단체, 각종 노동단체의 기관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간지나 노
동단체 기관지에 실린 적절한 만평이나 만화 등을 그대로 소식지, 전단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③ 활용할 만한 홍보활동
<오늘은 교섭 있는 날>
(사례1) 교섭 있는 날은 먹는 날, 맛있게 먹고 신나게 투쟁하자!
1차 교섭날

계란에다 ‘우리들의 요구는 ***, 오늘은 1차 교섭날’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돌린다.

2차 교섭날

초콜릿 종이위에 ‘오늘은 2차 교섭날’ 적어 돌린다.

3차 교섭날

사과를 돌리며, 글을 적을 수 없어 피켓에 ‘주요구호와 3차 교섭날’을 쓰고 돌린다.

- 효과 : 전 조합원이 교섭진행과정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임단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게 된다.
(사례2)
- 교섭이 있는 날 조합원에게 교섭이 있음을 알리고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간부의 투쟁이다.
- 피켓을 작성하여 들고, 출근하는 조합원에게 인사하기, 또는 삶은 달걀, 껌, 사탕 등에
“오늘은 O차 교섭이 있습니다.”라고 써서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좋다.

(5) 단체행동 조직하기

①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136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 단체행동 전술의 일반원칙
-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
- 목표와 역량에 맞는 전술 선택
- 모든 조건의 활용
- 상대편의 약점 공격
- 내부분열 방지
- 중간 세력에 대한 대책

○ 단체행동
- 단체행동이란 노동자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하다가 사용자와 의견이 엇갈릴
경우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효율적인
노동력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가 노동조건 향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클 수 있
음을 보여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락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단체행동의 종류
-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다수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이다. 예를 들면
리본달기, 근무시간외 선전물 돌리기 등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
우는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 즉 준법투쟁이다.
- 쟁의행위는 “쟁의기간 중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
가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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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노동3권의 보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
조합이면 정당한 주체이다.
(목적)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정당하다.
(수단) 단체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노동력 이용을 저해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은 정당하
다. 폭력행사, 감금, 기물파괴 등은 현행 법률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시기-절차)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기 힘든 경우에 할 수 있
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밟아야 정당하다는 설도 있으나 이들 절차 중 일부는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미이행시 처벌은 별도로 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장과 면책) 형사상 면책, 민사상 면책, 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 쟁의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 금지, 쟁의와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근로금지

○ 주의사항 : 준법투쟁의 제한
- 쟁의행위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조정을 거친 후 쟁의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단체행동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기간이 아닌 일상 활동 시기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단체행
동을 할 경우 사용자나 공권력으로부터 민형사상 침탈을 당할 수 있다.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①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
- 근무시간 외의 단체행동 :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시간 집회
- 일과시간 종료 후 임원실 앞 농성
- 관행상 행해져 왔더라도 잔업거부, 연장근무 거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 근무시간 중 간소복(간편한 복장) 착용
- 노조간부들이 근무시간 중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달고 작업장을 도는 것
②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준법투쟁
- 집단월차 휴가
- 단협에 근거한 휴일근로를 집단 거부한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해져 오던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② 교섭 시기별 단체행동
○ 평화적 교섭시기(3,4차까지)
- 분위기 형성(현수막 걸기, 교섭속보 발행 등)
○ 적극적(1단계) 교섭시기(5,6차+1)
- 조합원 (낮은) 집단행동 (리본달기, (집행부, 부서별)대자보 부착, 복장투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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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함께 우리의 구호 만들기>
식당 벽, 현장 벽, 노조사무실을 이용 1주일 동안 조합원의 참여로 구호를 만든다.
테두리를 글씨로 만들고 색종이로 꽃무늬를 오려 둔다.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이 참여해 준비
된 꽃무늬를 붙여서 구호를 완성시킨다.
희망나무를 꾸며놓고 조합원들의 한마디를 나무에 걸게 해 전시한다.

○ 적극적(2단계) 교섭시기
- 교섭 결렬과 교섭 잠정중단, 노동쟁의조정신청, 쟁의돌입에 대한 입장 표명, 조합원 (중
간) 집단행동 (조합원공동행동 조직-부서별 노동가 부르기, 구호제창, 집행부의 투쟁표명철야농성, 집회-출퇴근, 중식집회 등)
<예시 : 교섭 보고대회>
- 사전 분위기 띄우기 : 노래와 율동 배우기
- 노동의례
- 대표자 발언
- 교섭경과 보고(교섭대표 중 1인)
- 교섭의 쟁점안 설명
- 규탄 발언(대의원이나 교섭에 참관했던 조합원 중에서 미리 준비)
- 부서별 토론 보고
- 문화공연
- 향후 계획과 조합원 행동지침 전달
<예시 : 조합원이 참여하여 현수막 걸기>
-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현수막 달리 출정식을 가지고 방송차 선동과 집행부의 인도로 전 조합원
이 참여한 가운데 현수막을 부착한다.
- 이는 회사가 함부로 현수막을 철거했을 때 조합원의 대응이 조직될 수 있다는 사전조직화의
의미와 회사에의 경고의 의미도 있다.

○ 적극적(3단계) 교섭시기
-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 투쟁기금 결의 (요구안 확정 때 결의할 수도 있음)
- 조정안에 대한 검토 : 조정안 거부와 쟁의돌입 선언
- 파업직전의 집중교섭
<예시 : 임단투 승리 전진대회>
- 사전 분위기 띄우기 : 노래와 율동 배우기
- 노동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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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발언
-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문화공연
- 결의문 채택
- 상징의식 : 종이비행기 날리기, 소원지 작성 후 사업장 게시 등
- 행진 : 사업장 한 바퀴

○ 적극적(최고조) 교섭시기
- 파업투쟁, 파업프로그램 고려-농성거점 확보, 일정별 프로그램(결의대회, 조합원교육, 문화 등)

○ 활용할 만한 단체행동
- 집단 서명운동
- 각종 출퇴근 및 중식 집회
- 릴레이 1인 시위
- 현수막과 대자보 부착
- 요구안 쟁취 손도장 찍기
- 책상 등 개인 작업공간에 요구안 팻말, 상징물 부착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에 요구안 그림파일 설치
- 리본, 버튼 달기 또는 조끼착용
- 신문사 생활광고 게재,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릴레이 댓글 달기 운동
- 집회관련(신고, 기획, 준비 등)

3) 투쟁기
(1) 교섭 결렬 이후의 대처
① 흐름 개괄

조정신청
이전

교섭

최대한 교섭을 진전시켜 투쟁의 명분을 쌓는다.

조정신청 결의

더 이상 교섭으로 타결이 어려우므로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내부 결
의를 모아내고 대의원대회(또는 총회)에서 결의한다.

조정신청
자료준비

단체교섭 경위(교섭일지), 쟁점해설, 요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
한 근거자료,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행위 등 첨부자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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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투쟁 준비

쟁의대책위원회(파업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조정신청→파업→타결>
까지 투쟁계획과 일정을 짠다.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정신청 통보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보낸다.

공익위원 배제

지노위로부터 공익위원 배제통보를 받으면 2명을 배제하여 지노위
에 통보한다.

조정 보완자료 제출

우리 요구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을 입증하는 보완자료를
만들어 제출한다.

조정 참가
쟁의 준비
조정신청
~
다양한 단체행동
파업(총회)
전야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총회)
투쟁

보통 2~3차례 열리는 조정에 참가하여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적극
적으로 설명한다.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투쟁일정을 짜고 각 분과별
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섭보고대회 → 단체복입기 → 간부 철야농성 → 조합원 철야농성
→ 파업전야제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면서 다양한 단체행
동을 배치한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 없으면 쟁의행위 찬
반투표를 실시한다.

쟁의행위 신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다.

쟁의행위 통보

회사에 쟁의행위 통보 공문을 보낸다.

교섭

막판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교섭을 추진한다. (밤샘교섭, 매일교섭,
릴레이교섭…….)

홍보활동

조합원, 직원, 비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투쟁속보 등

언론활동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

조합원 참가 조직

파업(총회)투쟁의 승패는 조합원의 참가여부에 달려 있다. 파업(총
회)전야제부터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하여 참여시킨다.

조합원 행동지침

조합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파업참가지침, 행동지침(규율)
을 정리한다.

프로그램 짜기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질서유지대 운영

지도부를 보호하고 파업투쟁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용자나 경찰 등
의 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질서유지대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물품 준비

파업투쟁에 필요한 물품목록을 정리하고 제때에 조달한다.

② 조정 활용하기

○ 조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자.
- 교섭불일치, 교섭으로 타결이 어려울 경우 우선 단체행동으로 돌파한다.
- 조정을 활용하자.
파업을 배수진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그래도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투쟁으로 돌파
파업은 힘들어도 일단 조정신청을 내고 최대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높여내기 위한 전술로 활용

- 조정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투쟁돌입, 긴장감 조성,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 만들기를 시작한다.
- 승패의 관건은 조직력과 투쟁력이다. 조정기간은 이 조직력과 투쟁력을 최대한 조직하는 기간이다.

141

5강 단체교섭 A부터 Z까지

조정무용론

조정활용론

조정결정론

투쟁은 절차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

절차를 무시하거나 뛰어

요하다.(조정기간 동안 최

넘는 것은 위험하다. 조

Vs.

대한 쟁점을 부각, 요구와

정을 통해 우리 요구의

투쟁의 정당성을 부각, 절

정당성, 투쟁의 정당성

차와 노력의 정당성을 부

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

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에 모든 것을 맡기
는 것은 위험하다. 조정

Vs.

하다.

안은 결코 우리 노조가
바라는 것만큼 잘 나오
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
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 조정 전 준비 사항
- 조정신청 준비 : 조정신청을 내기 위해 최대한 교섭 차수를 쌓고, 쟁점을 부각시킨다.
(반려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투쟁의 명분 쌓기 :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폭로하고, 집중 공략한다.
- 투쟁 준비 : 조정신청 이후 투쟁계획(투쟁수위와 방법)을 세우고, 투쟁에 대한 간부 및
조합원들의 결의 수준을 높인다.
- 조정신청 결의(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 투쟁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조정신청 결의는 어떻게 하나?
- 노동쟁의조정 신청은 임단협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선언하는 절차이다.
(가) 조정신청 결의 절차
-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노조 규약에 따라 조정신청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조법 상 조정신청을 위한 노동조합 내부의 별도 결의는 필요 없으나 노동조합 규
약에 따라 결의)
[단체교섭 규정] 제 4장 노동쟁의 신청과 위임
제12조(쟁의조정 신청) 교섭단위의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은 조합의 이름으로 한다. 단, 포
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은 해당 조직의 이름으로 한다.
제13조(노동쟁의조정 권한 위임) 교섭단위는 쟁의조정회의 참석 시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조직은 제외한다.
제14조(보고) 교섭단위는 쟁의조정 경과를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나) 조정신청을 결의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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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은 노조 규약 상으로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파업까지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위 대의원회(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전제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 개별교
섭노조 등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의 이름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조정신청시 구비서류
- 노사 공통 제출서류 :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사항 및 주장내용
- 노조 측 제출서류 : 조정신청에 대한 이유서(노동쟁의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조정신청
사항 및 참고자료(사전조사 제출자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사전조사 및 조정회의 당
사자(위원장) 위임장, 노동조합 조직내역, 조합원 분포현황, 단체협약/규약, 단체교섭 경위,
동종업계 임금현황 등)
- 사용자측 제출 서류 :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 노사분쟁사항 및 참고자료(사전조사 제출
자료, 회사 조직도, 근로자수/조합원수 조합 분포현황, 과거 3년간 사업실적/손익계산서,
동종업계 임금현황 등)
(라) 관할지방노동위원회
-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되,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

○ 조정절차 진행
(가) 조정위원 구성
- 일반사업장의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조정위원은 3인(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위원)으로 구성함.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
- 공익사업장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특별조정위원 3인(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함.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
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나) 조정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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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회의일시, 공익위원 명단, 구비서류, 공익위원 배제
권 등을 명시한 공문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다) 공익위원 배제통보
[기피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정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는 즉시 기피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따라서 노조는 공익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공익사업장 공익위원 배제]
- 노조법 제 72조 제 3항에 따라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가진다.
[위원 제척‧기피/공익위원 배제 신청]
- 공익위원 기피권을 알리는 노동위원회의 통보가 오면 법률원 자문을 얻어 공익위원 중
기피 대상자를 순서대로 정한다.
- 기피대상 공익위원 선정은 사용자 편을 들고, 노동조합에 제일 불리한 공익위원을 순서
대로 정하면 된다.
(라) 사전조사
- 당사자(위원장) 위임장을 발급받아 제출
- 조사는 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조사관이 실시한다.(보통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접수후 5일 이내에 진행)
- 조사관이 노사를 따로 만나 각각의 입장을 듣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
출하게 된다. 사전조사 시 조사보고서에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기술되도록 조사관을 설득
해야 하며 노동조합 요구의 정당성과 사측의 불성실교섭 태도, 주장의 부당함을 집중적으
로 부각시킨다. 조사관을 통해 핵심쟁점 등에 대한 사측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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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사전조사에 대한 준비>
- 보충자료를 준비한다. 보충자료는 우리 현장문제를 모르는 제3자가 보아도 교섭의 핵심쟁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요구안을 우선순위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 요구안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비교자료(타사업장 비교, 노동통계, 설문조
사 등)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전체내용은 간결하게 정리한다.
- 보충자료는 사전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읽을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사전조
사 당일 제출해도 된다.

(마) 조정회의
- 당사자(위원장) 위임장을 발급받아 제출
- 보통 1차 조정회의(사전조정), 2차 조정회의(본조정)로 끝나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조정기
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은 15일) 한도 내에서 수
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조정회의가 1회만 개최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 조정회의는 보
통 조정기간 만료일에 개최한다.
-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일자를 통보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조정을 받는다.
- 노조 쪽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단에서 준비하여 노동위원장, 공
익위원을 사전 면담한다든지 해서 노조 요구의 정당성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
등을 충분히 알려준다.
- 조정 당일에도 노조 요구의 정당성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해결책 등 노조 입장을 조리
있게 밝힌다.
(바) 조정결정
- 조정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이다.
결정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중지
행정지도

내용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여부를 묻는다. 노사 쌍방이 수락하면
조정 성립된다. 성립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느 일방이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 후 3일 이내에 수락하는 의사표시
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종료된다.
쌍방이 모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중지 결정
분쟁상태가 아닌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제시

- 조정위원회 결정 중 ‘행정지도’에 대해 :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불충분하거나 노조의 요구
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다시 교섭을 한 후 조정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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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행정지도 사유>
-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해고자 복직, 인사경영권, 보충협약기간 중의 단체협약 요구 등)
- 노동쟁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본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교섭차수가 적어 교섭
이 불충분하다는 이유)
- 단체협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

(사) 사적 조정/중재
- 노사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
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관할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사적 조정과 조정기간 :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사적 중재와 쟁의행위 금지기간 :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사적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 중일 때도 할 수 있으며, 사적 조정에 의하여 타
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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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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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행위 결의와 신고
- 조정기간 교섭력과 투쟁력을 최대한 높이되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쟁의행위 결의(파업찬
반투표)와 쟁의행위신고 절차를 밟는다.
- 쟁의행위 결의(파업찬반투표)는 최고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조직하고, 쟁의행위신고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한다.

① 쟁의행위 절차
중앙 관장조직과 논의 → 교섭단위의 쟁의행위 결의(파업 찬반투표) → 찬반투표 결과 보고
(중앙 관장 조직) → 쟁의행위 신고 → 파업(임시총회)

- 조정기간 10일(공익사업장은 15일)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
- 쟁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쟁의행위 결의(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
- 쟁의행위 결의는 노조 규약4)에 따라 실시한다.

② 쟁의행위 주체

○ 쟁의행위의 주체는 개별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 노조법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
하고 있다. 즉,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
이므로 노동조합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수행해야한다.
노동조합의 결정과 무관하게 개별조합원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비공인파업
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이다.
-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노동조합이 쟁의행
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교섭대표노조만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 즉, 교섭대표노조가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쟁의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쟁의행위

4) <규약>
제62조(노동쟁의)
②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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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과 시행 등을 주도하여야 하며, 나머지 교섭참여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
위 결정과 명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수행한다.
- 교섭대표노조에게는 노조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내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
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부여되므로, 나머지 교섭참여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조의 지도·관리·통제에 따라 쟁의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 개별교섭노조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쟁의행위 결의(파업 찬반투표)
- 조정기간 중에 쟁의행위 결의(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5)

- 의결방법 : 쟁의행위 결의(파업 찬반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쟁의행위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그 대상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포함되지 않
은 조합원 10%미만 노조도 포함
※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가 정당
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통제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찬반투표 후
에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등을 상당기간 보존해야 함.
※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교섭참여노조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신설노
조 포함) 등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쟁의행위찬반투표로서 효력
을 인정받기 어려움.
- 총회가 아닌 총투표 방식도 가능하다.
- 총회방식이든 총투표 방식이든 공고기간 등을 지켜야 한다.
- 파업찬반투표 참가율과 찬성률을 높이는 것이 사측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투
쟁력을 높여내는 것이므로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5) 조정 후에만 파업 찬반투표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나 찬반투표는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전이나 조
정기간이라도 할 수 있음. 논란이 있더라도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조정 전 또는 조정 중 파업찬반투표 실시 고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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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20xx년 임단협 공동투쟁승리를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1. 참가대상 :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A노조·B노조·C노조 조합원 전원)
2. 투표일시 : 2016년 00월 00일 09:00부터 00월 00일 18:00까지
3. 투표장소 : 1투표소(A노조 사무실) : A노조 조합원
2투표소(구내식당)

: B노조 및 C노조 조합원

2013. 00. 00.
00사업장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000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대상자 통보>
- 교섭대표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
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노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각
노조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노동자를
통지하여야 함
※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수도사업,전기사업,가스사업,석유
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한국은행사업/통신사업

③ 투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 책임 결의

○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 투쟁(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결의로써 확보함과 동시에 조직적 문제
는 조직적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조직의 기풍을 세운다.
- 위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결의는 사용자 측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한다.

○ 투쟁(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구속, 부상, 희생 등
- 사용자나 공권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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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 투쟁(파업) 돌입 이전에 희생자구제기금 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결의를 규약이나 규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한다.
- 손해배상 또는 재산 가압류에 대한 대처를 위해 투쟁(파업) 돌입 이전에 전 조합원의 연
대책임 서명을 확보한다.

○ 파업(쟁의)기금 마련
(가) 일상 활동 시기
- 매월 들어오는 조합비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조합원에게 목돈 납부의 부담을 줄
이면 좋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조합의 규약이나 회계규정 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의 교체나 조
합의 재정상황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나) 파업투쟁 준비시기
- 일상 활동 시기 적립한 파업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의 공식결의를 거쳐
특별파업기금을 거출한다.
- 집행부는 조합원수, 파업전술의 특성, 파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산출
한 후 조합원 1인당 납부금액을 정한다.
- 파업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상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함께 처리하면 좋다.
(다) 재정사업을 통한 파업기금 마련
- 조합의 재정적 여건상 또는 장기파업투쟁 등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파업기금 거출이 어려
울 경우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 부족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 재정사업의 종류 : 일일주점, 각종 쟁의물품 판매, 각종 기념품(생활용품) 판매, 집단 아
르바이트 등

④ 쟁의행위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기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사측에는 노동쟁의 발생 통보(임시총회 개최 통보) 공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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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대응
- oo노무사 컨설팅 내용 중
<교착상태(교섭결렬 국면)에 빠진 임단협의 물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노하우>
1. 중간(현업)관리자에 대한 교육
1) 각 사업본부별 중간(현업) 관리자(부서장, 현장감독자)들의 미션과 수행방법 교육
2) ‘특별면담 참고자료’를 갖고 부하사원들과 면담 실시
- 3분류로 구분하여 대응, 면담의 형태나 방법을 창의적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
3) 임단협 지휘체계 구성 및 운영
- 경영진을 중심으로 인사노무부서, 현장 감독자까지 포괄한 조직체(쟁의대책위원회 등) 구성
- 업무 분담 : ①노동조합 요구조건 분석, ②현장 여론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 ③노동조합의
쟁의전력 분석, ④고소, 고발, 증거 수집 등 법률문제 검토, ⑤홍보, ⑥외부기관 대책담당,
⑦회사 시설물 보호 담당 등
4) 주 단위의 현장 단위 및 전사 단위(대표 이상 주재)의 회의
2. 효과적인 노사홍보
1) 집단적 노사홍보
- 회사가 합리적으로 변화된 모습 부각
- 노조의 과도한 주장과 강성투쟁을 통해 벌어질 모습에 대한 생생히 표현
- 홍보 후 반드시 반응 체크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집단적, 개별적 홍보시 반영
2) 개별적 노사홍보
- 이슈 전개 양상의 변화, 직전 개별적 집단적 홍보작업에 대한 반응 등을 감안하여 ‘면담자
료’ 작성.
- 차수 전개에 따라 주로 중도세력의 정서 및 인식 내용에 초점에 맞춰 내용 변경
3. 철저한 증거 수집과 자료화
1)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즉시즉보 체계 구축)
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메시지 작성과 동영상 촬영보고 등
4. 원칙적 대응이 중요
1) 생산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2) 외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망 구성
3)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4) 쟁위행위의 수위에 맞는 민형사상 조치 동원.
- 과잉대응행위는 사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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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수위여부에 따라 경고장 발부, 가정통신문 송부, 가처분, 징계처분, 고소 및 고
발, 직장폐쇄 등
5)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민, 형사상 면책합의를 하면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
행위 재발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됨.

(4) 파업을 둘러싼, 노동관련 기관 어떻게 움직이나?
① 노동관련 기관
- 노동관련 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중 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일컫는다.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 경찰 / 시․군 지방자치단체 / 검찰이 있다.
- 이들 노동관련 국가기관들은 쟁의행위 이전 일상시기에 각각의 업무영역 속에서 자본과 유
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및 내부정보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고안한다. 즉, 자본과 더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무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것이다.
- 한편 쟁의나 단체행동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노사 간 중립 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
서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명분으로 노사 간 교섭에 개입하기도 하고, 노사 양방에 양보를
주문하기도 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때론 사회적 명분과 노사 간 힘의 관계에 따
라 노사 어느 일방으로 기울기도 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명분 축적(기관장 대책회의, 유관기관 회의 등)을
준비하기도 하고 간혹 사용주에 대한 압박을 가할 때도 있다.

② 노동관련 기관 어떻게 대응하나 ?

○ 노동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주요특징
- 무조건 노동조합 위원장을 찾는다.(근로감독관, 정보형사 등)
- 파업 혹은 쟁의가 격화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며 노사양측을 접촉한다.
- 교섭에 개입하려 한다. (또는 중재안을 제시한다.)
- 노조의 투쟁을 제한된 틀 내로 유도하거나 지연시킨다.
-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 노동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대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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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편이다. (관점을 명확히 하자!)
- 근로감독관/경찰을 접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한다.
- 노조 내 업무담당자 이외에 접촉을 금지하고, 조합원들과 이들의 접촉을 금지한다.
-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위원장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 노조사무실, 투쟁현장, 교섭 장소에 이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 교섭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 교섭에 개입하려 할 경우 단호히 응징한다.
- 이들을 통해 나오는 사측의 정보를 활용은 하되 신뢰하면 안 된다.
- 파업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상대한다. 사측의 불법성과 부당성
에 대해 이들이 담당기관으로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 노조 내부의 교섭전술, 투쟁전술, 노조의 최종요구안(타결수위)등에 관련하여 이들에게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주의한다.

(5) 파업을 위한 준비와 돌입
-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10～15)일 동안 교섭력과 투쟁력을 최고조로 높여내는 시기
이며, 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다.
- 이 시기 동안 얼마만큼 치밀하게 조합원 동력을 조직하고,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
어내는가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① 조정신청에서 파업돌입까지가 중요하다.
- 투쟁의 최고 집중기간 : 전 조직역량을 총동원한다.
- 이 기간 어떻게 투쟁하는가가 승패를 좌우한다.
- 조직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② 조정신청에서 파업투쟁까지 해야 할 일
- 이 기간 (10～15일) 얼마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가가 중요하다.
- 처음에는 간부 결의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조합원들의 결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계획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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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정신청에서 총회투쟁까지 해야 할 일 (병원)
Ｄ－10일 전까지 리본달기, 단체복입기, 식당앞 피켓시위, 병동순회, 홍보활동 등 단체행동
배치
Ｄ－ 9일쯤부터는 상집간부․대의원 철야농성 배치
Ｄ－ 7일쯤부터는 부서별 조합원 하루 철야농성 배치
Ｄ－ 7일 파업 찬반투표(3일간 실시)
Ｄ－ 4일 파업찬반투표 끝나면 쟁의행위 신고 / 쟁의행위 통보 / 임시총회소집 공고 /
총력투쟁 결의대회(간부 결단식) 배치
Ｄ－ 3일 환자이송요청 공문 발송 / 총회 전체일정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
Ｄ－ 2일 조합원, 직원, 의사, 비조합원, 환자․보호자에게 드리는 글 / 기자회견 및 보도자
료
Ｄ－ 1일 임시총회(파업) 전야제
Ｄ－ 0일 무기한 임시총회(파업) 돌입

③ 조정기간 중 단체행동은 어떻게?
- 조직력과 투쟁력을 총동원한다.
- 단위노조 실정에 맞는 투쟁계획을 배치한다.
-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
- 실질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도록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
- 투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최대한 확보한다.

④ 조정기간 중의 교섭은 어떻게?
- 쟁의행위를 밑바탕으로 교섭에 힘을 싣는다.
-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 교섭의 주도권을 잡는다.
- 파업을 배수진으로 하여 교섭력을 극대화 한다

⑤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 조합원의 결의, 파업동력, 탄압정도, 타 노조 타결상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단위노조 차원의 쟁의대책위원회, 대의원 의견수렴, 본조-본부 논의과정을 거친다.

⑥ 파업돌입 시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 파업찬반투표가 끝나고 조정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돌입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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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 시기는 파업찬반투표 후 의결기구를 통해 구체적 투쟁방식과 함께 노조 집행부
또는 노조 위원장, 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 조합원의 조직력이 가장 최고에 올라왔을 때 : 100% 동참신화에 매달리지 마라!
- 사측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시기를 결정한다 : 사측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무척 부담스러운 시기
- 준비정도가 충분한가를 점검해야한다 : 투쟁목표에 대한 공유, 쟁점 형성, 재정확보, 파업계획 등
- 사측의 공세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돌입하는 경우
-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라 : 밀려서 하는 파업이 아닌 준비되고 조직된 파업을 하라!

⑦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구성과 운영
- 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고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투쟁을 조직한다.

○ 쟁대위 구성의 원칙
- 쟁대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상태를 총점검하여 현장 장악력이 취약
한 부분과 일상 활동, 교육활동 속에서 확인된 열성조합원들을 파악한다.
- 쟁대위 체계는 투쟁에 필요한 부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분과체계로 운영하여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열성조합원을 분과원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현장 조직의 경우에는 취약한 부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일상시기의 조직체계를 보다 세
밀하게 조로 편성하여 조직 관리한다.

○ 쟁대위 구성시기
- 쟁대위의 구성 시기는 단위노조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조정신청을 내면서 쟁대위를 구성하거나, 조정신청 전(5일전～10일전) 구성한다. 가능하
면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하면서 쟁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 쟁대위 구성만으로도 사측에게는 지도부의 확고한 파업투쟁의지를 밝힐 수 있고, 조직적
으로는 간부, 조합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 쟁의대책위원회 조직체계와 역할
- 본부장 : 대표자가 맡으며 파업투쟁을 책임지고 선도하며 쟁대위를 대표한다.
- 부본부장 : 대표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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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실장 : 전체상황을 총괄하며 분과운영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 분과(팀) :
파업자금 관리

총무분과

조직분과

쟁의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선전분과

대외협력분과

파업자금 예산 편성, 지출내역 기록
머리띠, 앰프 및 스피커, 깔판, 침낭 등등 쟁의물품 목록
쟁의물품 구입․관리
준비, 구입
도시락 주문 담당, 필요시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섭
식사 및 차량
외
조합비 및 쟁의기금 압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파업 돌입
조합비․쟁의기금 관리
전에 명의이전
조합원 현황 파악
부서별․구역별로 조합원 명부 작성
조합원 명부에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담당
조합원 비상연락망
체계를 마련
파업참가 여부에 따라 ○ △×로 분류하고 대책을 세워 참
파업참가 인원점검
가를 조직
조합원 파업지침
그때그때 필요한 조합원 행동지침, 파업지침을 준비한다.
쟁의 프로그램
쟁의 프로그램 기획
쟁의 진행
쟁의 진행 점검 총괄
질서유지대
조합원 관리․통제, 지도부 보호, 경찰․사용자․기자 출입 통제 등
지원요청 및 연락
민주노총, 본조,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을 담당
파업 문화프로그램 짜기 전야제와 임시총회 때 문화프로그램 기획
문화프로그램 진행
노래배우기, 율동배우기, 악보준비, 앞풀이 진행 등
공연
노래패 공연, 풍물패 공연, 율동단 공연 등
외부 공연 섭외
외부 공연 섭외
교육 프로그램 짜기
전야제와 임시총회 때 교육프로그램 기획
강사 섭외
교육을 배치할 경우 강사 섭외
우리 요구의 정당성 / 파업이 불가피한 5대 이유 / 주요
교육지 발행
쟁점 해설 / 타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투쟁홍보 / 연대
투쟁 등을 홍보
대 시민 홍보
시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대자보, 소자보
투쟁내용을 알리는 소자보, 대자보 작업
파업속보 발행
투쟁속보, 파업속보를 신속하게 발행하여 배포
사진, 비디오 촬영
투쟁모습을 담을 수 있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
지지·연대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지지·연대세력 조직 및 지원 요청
노동관련 기관 대응
노동부, 지노위, 지자체, 경찰 등 노동관련 기관 창구 및 대응
집회신고
집회가 필요하면 집회신고 담당
대변인 역할
언론과 기자 담당, 보도자료 발송, 기자회견 등

○ 규찰대/선봉대
- 파업투쟁시 조합원 보호 및 관리, 외부인사 통제(방송 및 노동부, 경찰통제)
- 파업돌입 전 현장 조합원 선전선동의 역할
- 되도록 평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규찰대장이나 선봉대장은 투쟁의지가 가장 높은 현
장간부가 맡도록 함. 파업투쟁 이후 조합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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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장조직체계 정비와 점검은 어떻게?
- 부서별 구역별 간담회를 조직하여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전체 조합원이 쟁대위
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 파업돌입 전 부서별 구역별 대의원 및 조직책임자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비상연락망의 점검과 동시에 파업의 참, 불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파업투쟁 전 부서별 참여방법(조합원 참가서명, 참가결의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도 사전에 논의 되어 전조합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⑨ 투쟁지침
- 투쟁지침을 내리기 전 간부 및 조합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 투쟁지침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부서별 지침은 가급적 별도로 정리한다.
- 투쟁지침이 현장에서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 하고, 직접 방문해서 독려한다.
- 지침에 따른 현장 투쟁에 대해 속보 등 홍보물에 게시한다.
- 투쟁을 해제하는 시점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한다.

⑩ 지지/연대 세력 조직, 언론활용
- 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비조합원, 지역여론, 때로는 노동부나 경찰까지도 지지세력으로 확
보하고 적어도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 지역 조직역량 활용
- 민주노총(지역본부), 노조‧연맹(지역본부), 민주사회단체, 정당 등의 연락망과 지원담당을
확보한다. 파업돌입 이전에 투쟁의 정당성(요구사항), 대략적인 투쟁계획, 지원요청 사항 등
을 공유하도록 한다. 특히 지원요청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언론 조직
- 기자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다. 노조에서 먼저 연락하고 보도자료를 만들자.
(가) “취재협조요청”이란?
- 어떠한 행사(총회, 파업출정식, ○○규탄투쟁 등)가 있음을 알리고 이에 취재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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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소위 기자가 오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 내용은 “행사명”, “행사장소 및 시간”, “행사내용에 대한 개괄적 취지 및 내용소개” 정도
를 기재하면 된다.
(나) “보도자료”란?
- “특정 사실”, “행사의 결과”, “사건의 발생” 등 관련사실을 일목요연하게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맞게, 기술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문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 언론사에 보내기
- 작성된 취재요청/보도자료를 언론사/기자에게 팩스, 전자 우편으로 발송한다.
- 이때 주의할 점은 되도록 오전에 발송하고 늦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보내야 한다는 것
이다 (기사마감 시간 고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담당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한 사실을 확
인하면 좋다.
(라) 언론 보도 쉽게 하기 - 주변 여건 최대한 활용하자!
- 언론노조 지역조직
: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지역 방송사들을 사전에 조직해야 한다. 꼭 보도가 되어야 한다
고 하거나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언론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사전 논의)
※ 참고 : 공중파 방송은 “사실보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짧은 시간에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를 넘긴 사건 등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한편 지역의
신문사는 “사설”, “분석기사”, “주장”등의 지면을 통하여 기자의 주관이나 신문사 데스크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다. 심층 분석 기사는 별도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룬다.

4) 교섭 마무리와 일상 활동 전환
(1) 타결(잠정합의)의 원칙과 주의할 점
① 교섭타결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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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타결의 원칙
(가) 타결시점은 요구안의 관철과 조직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 교섭을 타결 짓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결단과 지도력이 필요하다.
- 타결시기가 되면 조합원의 생각을 조사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정리하고 교섭
에 임한다. 교섭대표의 일방적인 결정을 삼간다.
<핵심간부 토론주제>
- 만족할 만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진전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이후의 투쟁방향은?
- 앞으로의 조직정비 방향은?

- 타결 시점은 요구안 관철 정도와 함께 현장 조합원의 상태를 파악해 조직적인 판단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원은 전혀 투쟁의지가 없고 현장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임단투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반대로 조합원의 투쟁의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집행부가 먼저 지쳐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무
시하고 조기타결해서도 안 된다.

<타결 시점 결정시 고려할 지점>
- 조합원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해결이 있을 것
- 이번 타결로 다음의 요구에 대한 해결 전망이 있을 것
- 양보하여 타결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을 것
- 양보하여 타결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의식고양, 조직력 강화가 있을 것
- 타협시점에 일정한 조직적인 힘이 있을 것

(나) 조합원과 토론하고 조합원이 동의한 가운데 타결한다.
- 가장 좋은 타결은 조합원과 토론하고 조합원이 동의한 가운데 타결하는 것이다. 물론 이
토론에서도 집행부는 투쟁을 계속할지, 타결할지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이러니 조합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회피이다. 집행부가 솔직
한 입장을 제시하고 조합원이 함께 머리를 모아 토론하여 결정한다면 타결이든, 투쟁의 계
속이든 이후 조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현장토론 주제>
-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진전이 안 되는 원인은?
- 이후 투쟁방향과 조직정비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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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섭 타결시 유의할 점
○ 최종 합의안을 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 단체교섭의 종결은 교섭의 본질적 목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합의당시와 달리 사후에 단체협약의 문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 등이 발생하
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최종 합의안 작성은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측이 작성하거
나 노사가 역할을 나눠 작성한 후 합치는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모든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가장 좋은 합의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합의문!
- ‘최대한 노력한다’와 같은 추상적 합의를 지양한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합의나 노사협의
회에서 진행한다’라는 합의문도 지양한다.
- 합의문 초안은 노조측 또는 노사 각 1인씩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 합의 문구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근거하여 양측이 모두 확인하여 합의 문구를 명
확히 작성한다.
- 합의, 협의, 통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협 문구상의 통지, 협의, 동의, 합의의 의미>
- 통지 : 사측 결정에 대해 사용자측이 노조에게 일정 시기에 일정 양식으로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사측 결정에 간접적인, 그것도 극히 미약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
- 협의 : 사측이 결정을 내리기 전 노조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다. 노조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노조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합리적일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측이 형식적으로 노조의 입장만 확인하는
정도로 협의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 동의 : 사측이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에 대해 동의 한다,안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경
우이다. 합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예 협의 다음에 합의로 구분을 하여 동의
조항을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 합의 : 사측이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노동조합과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 전
횡을 방지하고 노조 경영참여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 이런 단어는 조심해서 쓰자
- “정당한” : 사측이 악용하면 ‘정당한’은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사측은 노조측 쟁의
행위 대부분을 과격, 부당, 위법이라고 몰아세운다. 사측에서 정당성 문제를 내세우면서 조
합원 설득과 공세에 들어갈 때 쉽게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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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가 아닌 ‘노동자’ : 근로->노동, 근로자->노동자 , 근로조건-> 노동조건, 근로
계약->고용계약
-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한다 /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한다”는 지키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인 문구이다. 원칙의 예외는 끝
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다, ~해야 한다”등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표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한 경우” : 전후 맥락과 협상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단협 문구상 “~한 경우”의 의미>
- 경영상 필요한 경우 : 사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
- 정당한 경우 : 고무줄이나마 일정한 한계가 있는 수준
- 부득이한 경우 : 상당한 제약이 있는 수준
- 노사합의한 경우 : 노조에서 사용자 견제가 가능한 수준

○ 적용대상자, 시행일, 시행방법 등을 자세히 합의한다.
○ 합의 전 반드시 한 번 더 합의문을 확인한다.
(라) 다음 투쟁을 위해 실천적 관점에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 쉽지 않았던 이번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잊지 않고 다음 단체교섭은 더 진전된 기초에서
하기 위한 평가는 필수이다. 평가는 교섭위원, 집행간부는 물론이고, 단체교섭의 든든한 버
팀목이자 핵심동력이었던 조합원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면책합의
- 민․형사상 면책합의 : 타결이후 노조 또는 노조간부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 하지 못
하도록 합의서에 명문화하고 회사 측의 역공세에 대비하면서 사전에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야한다.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은 사용자 합의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리나, 처벌 관련
하여 참작 가능하므로 최대한 합의서 작성
- 징계불가 합의 :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합의만 이
루어지면 징계불가

② 조정 또는 쟁의 중 타결할 경우
- 긴급하게 잠정합의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중앙 또는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대
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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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중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일반 심의절차와 동일하며, 조정에서 마무리하지 말고 교
섭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조정에서 마무리하여야 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기시켜 조합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해 심의 후 하여야 한다.
- 파업상황에서는 본부 또는 중앙의 간부가 현장에 같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를 통해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2) 잠정합의 이후
① 교섭 잠정합의 보고대회
-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교섭의 타결(잠정합의) 직후 실시한다. 시간
이 지날수록 쓸데없는 의혹만 난무하게 된다.
- 소식지 또는 보고자료는 별도로 준비한다.
- 보고자의 자세와 태도 :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신 있게

② 2019년 공공운수노조 교섭과 협약체결의 절차
1. 사업조직(사업본부, 업종본부, 지역본부)에 포괄위임
- 교섭요구안 검토→교섭권 위임→의견접근안 검토→검토 후 체결권 위임

2. 사업조직이 산하조직에 포괄위임을 했을 경우
- 교섭권과 체결권(조정 등 노동위원회 등)을 모두 위임→검토권한까지 모두 위임

3. 단, 사업조직에서 제시한(예를 들면 교섭현황 누락) 교섭방침을 무시한 경우 교섭권과
체결권의 유보철회를 진행할 수 있음
-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합의안, 절차 위반 등 임단협 방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유 보고
<공공운수노조 2019년 임단협 교섭방침 중 타결원칙>
o 방향
- 노조 차원에서는 모든 산하 교섭단위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타결원칙 제시, 사업조직별로
세분화된 타결원칙 결정 가능
- 타결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의결단위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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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조 타결 원칙
- 무쟁의 선언, 노사평화선언, 교섭권 회사 위임 등의 합의 금지
- 근기법, 노조법, 관련법 등 법 이하의 단체협약 체결 금지 (예, 필수유지업무, 노조활동 등등)
- 노조 공동요구 핵심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합의 금지 : 노동조건의 심각한 후퇴, 비정규직 정
규직 전환 봉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및 격차 확대 등
o 사후 조치
- 교섭방침 위반 시 포괄위임 철회할 수 있음.

○ 조합원 찬반투표
○ 임단협 체결(조인식)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당사자 쌍방 서명 또는 날인(교섭 담당자의 경우 당사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교섭권 외
체결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 가능)

③ 체결 후 후속 조치
- 단체협약 해설서 작성 및 배포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거나, 단체협약 손책자 등을 배포. 아무리 주의 깊게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
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문구 해석다툼의 여지는 늘 존재한다. 단체협약 체결직후 협약
내용과 함께 신설조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해설서를 작성해 두면 이후 해석과정에 참
고 될 수 있을 것임.
- 체결직후 체결된 합의서는 단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파일로 단체협약(개정문구표시,
단협 전체파일)을 메일로 발송
- 통일요구 미확보,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합의안, 절차 위반 등 임단협 방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중집에 사유 보고와 후속조치 논의

④ 임단투 승리 보고대회
<임단투 승리 보고대회>
- 노동의례
- 대표자 발언
- 임투결과 보고 및 성과정리 : 교섭위원 중 1인
- 격려발언 또는 연대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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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연 1 : 투쟁기간 조합원이 직접 공연했던 내용 등
- 모범부서·조합원 시상
- 문화공연 2
- 대동놀이
- 부대행사 : 사진전, 대자보, 교섭속보, 투쟁속보 전시회 등

(3) 타결 후 평가와 일상 활동으로 전환
① 단체교섭과 투쟁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 평가의 필요성
-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승리 축하대회를 가졌다고 해서 투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모
든 투쟁을 시작할 때 반드시 투쟁계획이 필요하듯이 모든 투쟁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
도 평가가 필요하다.
- 한두 번의 투쟁으로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찾아지는 것이 아닌 한, 지난 투쟁은 다음투
쟁을 보다 잘 할 수 있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투쟁을 평가하면서 그 투
쟁 속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쟁의 성과를 조합의 조직력 강화로 이어나
갈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평가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투쟁에서 고쳐져야
할 점과 앞으로의 조직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실천적인 관점을 갖고 충실한 토론을 해야 한다.

○ 평가 방법
- 임금교섭의 성공적인 추진만큼이나 마지막 평가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 조합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상집회의, 운
영위원회, 또는 임금인상 대책위원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서부터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를
마치면 그 평가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투쟁시의 활동 부서별, 현장 부서별 모임이나 각종
소모임 등 비공식 모임을 소집하여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이 평가회의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이 평가회의에서는 교섭 준비단계에서부터 교섭타결 및 보고대회에 이르기까지 투쟁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걸쳐 단결력의 확보, 임금인상의 만족도, 조합원 의식의 향상 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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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여 이를 분석․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 항목
(가) 목표는 어떠했으며 제대로 달성했는가?
(나) 잘 안되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일정, 과정에 대한 평가
- 잘된 점, 잘 안된 점, 원인, 극복방안
-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평가서 작성
-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를 정리해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일지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해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한다.
<조합원 평가서 내용 예시>
1. 준비과정
- 우리 노조(지부)의 O대 요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 요구안 수렴 과정에서 조합원의 뜻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요구안 수렴 과정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 올해 요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투쟁과정
- 투쟁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 투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 합의내용 중 올해 투쟁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 파업 현장복귀 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3. 그 외 집행부에게 하고 싶은 말

② 단체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발한 일상 활동체계로 전환
- 조직 내부에 분열이 있는지 점검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한다.
- 투쟁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조합원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율동패, 노
래패, 실천단, 소모임 등 이후 지속적인 소모임 활동 등)
- 투쟁 시기에 높이 올라갔던 조합원 분위기가 일시에 사그러들지 않도록 조합원 대상 사
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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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 1-1 : 모의교섭 프로그램
진행과정
강의

세부진행
-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시간

자본의 논리를 분석하여 주요 반박논리를 강의한다.

50분

- 교섭대표가 가져야할 자세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
- 사측과 노측으로 나누어서 전략회의를 한다.
전략회의

- 각 교섭단이 주장할 주요 논리를 정리한다.
- 사측과 노측 모두 직책을 정하고 역할에 따라 주장할 주요 논리

50분

를 누가 주장할지 역할을 나눈다.
- 실전 교섭과 같이 상견례부터 시작한다.
- 교섭은 3차 교섭이고 노측의 요구안 설명은 지난 교섭에서 마
모의교섭

친 상태이다.
- 교섭의 사회자와 회의록 작성자를 정하고 교섭을 시작한다.

90분

- 노측과 사측은 역할분담에 따른 주장과 반박을 한다.

평가회의
보고대회

- 교섭과 차기 교섭과제를 정리하고 교섭을 마친다.
- 교섭대표자들이 교섭에 대해서 평가한다.
- 교섭보고대회를 준비한다.
- 조합원들에게 오늘 교섭의 보고대회를 한다.
- 교섭대표 중 한사람이 나가서 교섭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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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전략
1. 상대방의 내심 파악
교섭에 임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섭위원은 교섭
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교섭위원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2. 교섭과 ‘지렛대’ 원리
교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하다. 교섭위원은 지렛대의 작용이 어떠한 것인지, 실
제 교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섭에 유리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섭의 주도권 장악
교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능력
과 교섭상대방이 이쪽의 능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파악해야 한다.

4. 교섭 상대방의 침묵원인 파악
교섭 도중 상대방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경고인
수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다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5. 사실에 입각한 교섭
자신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 채게 된다며 교섭의 주
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교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실
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확인과 체크가 필요하다.

6. 교섭기한의 설정
통계적으로 볼 때, 난항을 거듭한 교섭일수록 교섭기한의 막바지에 이르면 타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교섭하되, 특히 교섭의 막바지에 교섭력을 집중하
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168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7. 강한 상대방에 대한 소모법
상대방의 교섭력이 강하고 반면 자신의 교섭력이 약할 경우에는 소모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이러한 소모법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의 힘을 소모시킬 수 있
다. 다만, 소모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교섭타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즉 상대방이 교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소모법을 사용하되, 중요한 교
섭 쟁점 이외에는 성실한 교섭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쪽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문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정보는 조금씩, 최후의 임팩트
교섭에 있어서 유리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몇 갈래로 나누어
상대방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교섭기간의 경과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조금씩 내어주는
것이다. 만약 정보를 단번에 공개했을 경우, 자신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9. 채찍과 당근의 사용
교섭에 있어서 처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는 정보(채찍)를 전해주되, 그 다음에는
좋은 정보(당근)를 전해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교섭결과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임
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먼저 제시하는 채찍의 타
격정도가 상대방의 자제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힘을 조절을 위해서는 상
대방의 자제한도와 능력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이 있어야 한다.

10. 최종 결정권자의 주변공략
진지한 교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도 쉽사리 상대측의 중심인물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중심인물의 주변인물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법은 교섭의 상대자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 교섭자는 상대방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가능한 많은 상대자
를 설득하여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한다.

11. 교섭 난항시 의제의 전환
어떤 교섭 사항에 관하여 의견접근을 볼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재빨리 의제를 바꾸는
것이 교섭의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하다. 의제를 전환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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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납득시켜 두는 것이 나중에 다시 그 문제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도 교섭의 주
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2. 기존 합의와 교섭의 탄력성
많은 교섭 항목 중 대부분은 타결되고 몇 가지 항목만 미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타결이 될 것인데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기
존 합의를 이용하여 교섭 타결에 대한 탄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13. 망설임을 보이는 것은 금물
교섭위원은 항상 상대방에게 확신을 지닌 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확신
에 넘친 태도는 상대방에게 어느 사이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4. 대폭적인 양보는 금물
교섭에서는 최초로 크게 양보하는 쪽이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게 되면 교섭의 주도
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버리게 되므로, 조금씩 천천히 양보할 필요가 있다. 양보를 하게 되더
라도 양보하기 전에 양보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
부를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15. 즉석결정의 요구와 NO
교섭 중에 가끔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정회’
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 교섭위원들간의 의견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NO’라고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일단 ‘YES'라고 말해
버리면 그것을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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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 : <길은 복잡하지 않다> 이갑용, 철수와영희, 2009(발췌)
첫째, 기죽으면 안 된다. 상대의 기를 꺾어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들보다 돈과 정보가 많아서 기술을 배우고 들어온다. 이들이 써먹는 가장 흔한
수법이 친근함을 가장해서 ‘선빵’을 날리는 것이다. 교섭대표들은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들이
다. 이들은 그걸 이용해 나이나, 직급, 부서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 아는 척을 한다. 공식적으
로 하는 게 아니라 협상장에 들어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내
고향선배인 부서장이 “갑용아, 오늘 다른 사람끼린 싸워도 우린 싸우지 말자” 하는 식이다.
이때 바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동료든,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하든 누구든 꼭
나서야 한다. “교섭 그만 합시다. 우린 조합원 대표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협상할 수
없습니다. 예의 갖추십시오. 반말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나갑니다.” 그
리고 실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다음 협상을 진행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둘째, 교섭단 안에 반드시 ‘무대뽀’ 역할을 정해야 한다.
교섭단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다른 말은 안 해도 결정적일 때 책상을 뒤엎는 역할
만 맡기는 식이다. 우리는 실제 협상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은 적이 많다. 예를 들어 첫날 예
의가 없다고 퇴장했는데 다음 교섭에서 또 반말 비슷하게 “어젠 뭘 그런 걸로 화를 내고 나
가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책상을 뒤엎고 나가는 것이다. 들어오기 전에 만일 오늘도
회사가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누가 책상을 엎을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이는 협상을
깽판 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협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다. ‘무대뽀’ 역할은 꼭 필요하다.
흔히 점잖고 신사적으로 하는 게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말려들면 진다. 머리나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저쪽은 두뇌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명석함이 아니라 우직함이다. 무식해 보이면 어떤가. 그 좋은 머리를 부도덕하게 쓰는 그
들이 부끄러운 일이지 우린 부끄러울 게 없다. 회사는 머리 좋은 위원장보다 우직한위원장을
두려워한다. ‘무대뽀’는 고도의 전술이다. 심지어 협상 안 하나 들어줄 테니 그 사람 빼주시
오 하는 협상이 들어온 적도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람 하나가 버텨줌으로써 심리적
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협상이 사회적으로 노조에 불
리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우리 쪽이 곤경에 처할 땐 숨을 고르기 위해서 엉뚱하게라도 치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도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정회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럴 땐 어떤 꼬투리든 물어 판을 엎어야 한다. 상대가 잠시 인상을 쓰면
“왜 인상 쓰느냐”, 혹은 말투 하나도 “말꼬리가 왜 건방지냐” 하며 싸워야 한다. 격양되면 책
상 위에 안전화 신고 올라가 발로 차며 화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교섭 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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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금도 예전 교섭 때 발길질로 깨진 자리가 화분으로 가려져 있다. 분위기를 잘 보다가
필요한 경우에 탁 차고 나가야 한다. 그 역할을 맡은 동지가 물꼬를 트면 바로 공조해서 판
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돌리고 다음 작전을 준비할 수 있다.
셋째, 노동자들의 옷을 입고 머리띠를 꼭 해야 한다.
동물도 자기 존재를 과시할 땐 최대한 자신을 돋보이고 눈에 띄게 한다. 협상도 마찬가지다.
노조대표로 가는 교섭단은 꼭 노조의 투쟁조끼나 공식 옷을 입어 상대에게 노동조합의 대표
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머리띠도 마찬가지다. 요즘 보면 머리띠를 매지 않고 협상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건 지는 전략이다. 평소에 입지 않더라도 협상장만큼은 꼭 노동조합의
이름이 적힌 공식 옷과 머리띠를 두르고 가는 게 조합원이 위임한 대표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다. 이는 조합원에 대한 홍보에도 꼭 필요하다. 조합원의 눈과 귀가 온통 쏠려 있는데 노조대
표라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는다거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앉아 있으면 이는 바로 불
신이다.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할 때 민주노총 잠바를 고집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대
통령을 만나러 갈 때 왜 잠바를 입고 가느냐고 하는데, 그런 만남 자체가 다 협상이다. 내가
민주노총 대표로 왔음을 상대에게 환기시키고, 또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민주노총 로고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큰 홍보효과인가.
넷째, 상대방에게 유리한 발언은 금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협상장에서는 사측에 우호적이거나 동조하는 발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발언이십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따위의 얘
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의견은 모두 정회하고 나서 우리끼리 평가할 때 풀어 놓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합의되지 않은 발언은 우리 진영을 당혹스럽게 한다. 반드시 정회시간에
서로 발언들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견된 팀원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야간 교섭을 금지해야 한다.
야간 교섭은 조합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불신하게 된다. ‘오늘 꼭 타결
지웁시다’ 하며 야간 교섭을 제안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
이면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바로 해도 된다. 낮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밤까지 하면
사람이 지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게 된다. 시간에 몰리면 자연히 수세적이 된다. 협상팀
은 압박당하면 안 된다.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워 교섭해야 하는가. 오늘 밤에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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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구가 무너지는가. 노조가 파업 중이라면 다음 날 해도 되고, 파업을 안 하는 상황이면
서둘러 밤까지 협상할 일은 더더욱 없다. 야간 교섭을 꼭 해야 할 명분은 없다. 나도 예전에
위원장 할 때 사측의 야간 교섭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60일 넘도록 한 파업, 그날 밤
하루 넘긴다고 해서 큰일도 아닌데, 회사가 오늘 밤에 끝냅시다 하는 걸 거부하지 못했다.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을....... 회사가 ‘야간 교섭을 하자’고 하면 ‘조합원들 안자
는 낮에 합시다’ 하고 거부해야 한다.
여섯째, 공개의 원칙을 지키고 애초 협상단을 고수해야 한다.
협상은 비디오, CCTV, 녹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측은 공개
를 안 하려 한다. 최저 수준의 공개가 녹음인데 녹음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럴 땐 녹음 안
하면 교섭도 없다고 해야 한다. 녹음을 하다가도 중간에 ‘오프 더 레코드로 하자’고 하는데
절대 응하면 안 된다. 공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곡 필요하다. 또
협상을 하다보면 사측이 실무교섭단을 꾸리자는 등 자꾸 소규모 단위로 협상단을 축소하려
한다. 이것 역시도 받으면 안 된다. 협상팀원을 노조가 계속 바꿀 수는 있어야 하지만, 협상
단 자체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려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규모로 될수록 회유가 수
월하기 때문에 회사가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조합원이 위임한 원래의 협상단을 고수해
야 한다.
일곱째, 개별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
사측과 협상할 때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 우리는 회사측 사람을 유혹해서
빼올 수 없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섭팀은 언제든 개별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교섭을 마칠 때까지 교섭팀은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안 되면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행동이나 사측을 만나
는 건 절대 금지다. 수칙을 정하고 위반하는 사람은 바로 교체해야 한다. 사측은 어떻게든 협
상팀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 대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 시작 전이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매수한다. 회사 쪽에 넘어간 사람의 특징은 상
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대립하는 대목에서 중재하려고 나선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일단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계해야 한다.
여덟째, 교섭위원 개인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야 한다.
교섭위원이 될 만한 사람은 회사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교섭위원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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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야 한다. 회사가 어떤 식의 유혹을 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키
고, 교섭에 들어가서 취해야 할 태도 등도 정확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 사측이 작업이 안
될 만큼 무장을 시키고 난 후에 교섭위원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예비 후보도 준비시켜야 한다.
아홉째, 상대방의 발언을 계속 공개해야 한다.
교섭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이때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지 말고 회사
측 교섭대표들이 실수하거나, 조합원들이 분노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수집해서 공개해야 한
다. 노동조합의 선전부나 홍보팀에게 전달해서 교섭 중에 회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실시간으
로 전해주어야 한다. 회사 쪽 위원이 하는 말은 어떤 발언이든 절대 개인발언으로 취급해서
는 안 된다. 대표의 말 한마디는 곧 회사의 의중이다. 교섭을 진행하면서 벌이는 신경전에서
우리 쪽 분위기를 고양하고, 조합원들에게 교섭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회
사 쪽 대표들이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노조의 선전물을 통해 나오고 조합원들이 분노
하면 상대방은 다음 협상부터 위축돼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된다. 반대로 노동자는 위축될
일이 없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차피 파업하면 된다. 죽어도 교섭으로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하면 절대 위축될 일이 없다.
열 번째, 조합원이라는 백을 이용하라.
교섭팀은 어깨에 들어간 힘부터 빼야 한다. 교섭팀이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순간 망
한다. 이들이 조합원들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 대표 역할을 하는지 회사는 간을 본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한이 있으니 결정하라는 유혹을 계속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회사가 낮추려고 할 때, “우린 권한 없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일을 우리가 마음
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야 한다. 이 정도는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이라도 그것 역시
대의원과 조합원의 결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럼 상대방은 “그런 권한도 없이 교
섭에는 왜 들어왔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럴 땐 “우린 그냥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서 왔다.
조합원들이 가라고 해서 온 거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버틴다. 어떤 경우든 조합원과 대의
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협상단이 버티기 시작하면 회사가 심어둔 프락치
가 움직인다. 교섭과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도 무리수를 두게 되어있다. 가장 쉬운 게 자신들
이 심어놓은 조직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회사 쪽에 유리한 선동을 한다든지, 조합원
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걸 파악해서 그 조직을 깨야 한다.
회사가 지도부와 활동가를 구속해 노조 조직력을 깨려고 노력하듯, 우리도 파업과 교섭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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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런 일을 할 때가 없다. 회사의 조직을 깨면 다시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
리고 통제력을 잃게 된다.
열한 번째, 교섭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섭과 협상은 파업 때만 하는 게 아니다. 평소에도 필요할 때 언제든 교섭을 요구하는 분위
기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1년 내내 협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가 터지거
나, 대의원 전출을 시키거나,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다 협상대상이다. 회사의 매
출이 예상과 달리 올랐다는 기사 한 줄만 떠도 노조는 당장 이 사안으로 협상을 요구해야 한
다. 그리고 계속 조합원들에게 선전해야 한다. 회사는 일상적인 교섭을 피한다. 그래도 요구
해야 한다. 조합원에게 어떤 투쟁이 있을 때만 선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긴장관계
를 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상적인 방어선을 협상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다. 집
행부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밀린다. 집행부가 일찍부터 교섭준비를 마치고
선전하면 교섭에 나서지 않는 회사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회사가 불리해진다. 조
합원의 분노와 참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스스로 뭐 이런 일까지 협상
을 하나 하는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일상 활동에서 기선을 잡지 못하면 파업 때도
기선을 잡을 수 없다.
열두 번째, 이면합의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면합의서는 매우 위험하다. 이면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회사 쪽이다. 노조가 이에
응할 이유는 없다.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의내용은 없으며, 이면합의서가 순기능을 하
는 예도 거의 없다. 많은 노조에서 이면합의서가 드러나 문제를 겪는 일이 있었다. 협상의 과
정과 결과는 언제나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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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 : 회사의 대응 - oo노무사 컨설팅 내용 중
<협상을 주도하는 세 가지 능력>
1. 정보능력
- 노동조합의 진위 파악 : 근로조건에 있어서 핵심쟁점, 근로조건 외의 동기(상급단체의 투쟁,
관리자의 문제 등)
- 조합원 개인 관련 : 조합원 연령, OL의 연령과 발언내용, 위원장의 주된 지지층, 고연령층
에 대한 조직 내 존경 또는 위계 등. 사원들, 더 나가서는 동호회, 비공식 조직의 정보
- 노동조합 집행부 관련 : 교섭시기 및 요구사항, 상급단체 투쟁계획과 미칠 영향, 파업준비
상황(투쟁기금 거출 등), 예상 조정신청일,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소집 예
정일
- 대내외의 노동환경 변화와 대외 노동단체들의 동향
2. 교섭능력
- 상대방의 BATNA(대안, 차선책)와 나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
는 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 교섭 마무리 시기의 설정(쟁의행위 포함) : 명절, 휴가 등 국가적 대형행사, 노동계 투쟁일
정 등 대외적 환경, 사업장 성수기, 파업대응능력 확보 여부 등 내부적 환경
- 교섭 주기 결정 : 조기 수습 vs. 교섭 지연
- 회사안의 제출시기
: 회사안 제시 시점을 적절히 배분. 인상안을 점증적으로 제시
: 무턱대고 낮은 회사안을 제시하지 말고, 회사안 제기 시점도 교섭 중기 등 적정 안을 제시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 회사안은 철저히 합리성에 입각해 검증된 내용과 수준으로 제기할 것
- 교섭위원 구성 : CEO 참석은 가급적 자제, 현장을 직접 관할하는 관리자 또는 임원 참석.
교섭위원별 논의사항 사전에 배분
3. 파업대응능력
- 고려사항 : 쟁의행위 유형별로(전면파업vs부분파업, 태업, 홍보전 등), 합법 vs 불법
- 대응방안 : 엔지니어나 관리자, 비조합원, 파업불참 조합원 등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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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단협 시기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회사의 경영상태를 설명하
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근로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욕심은 자제되고 새로
운 비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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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조사항목(설문조사 등)
항목

체크

◇ 조합원 임금 및 근로조건 조사
- 임금조사 : 기본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 상여금 월할금, 평균임금, 성별,
직급별, 근속년수별, 학력별
- 노동시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 휴가, 휴일 현황 및 사용실태
- 산업재해 및 공장조사
- 결근율 및 이직률, 결근사유, 이직사유
- 조합원 피로도
- 작업환경 위해도 조사
- 노동강도
-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요구
- 조합원 요구 및 불만사항
- 기타
◇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 연령, 경력년수, 근속년수, 학력
- 부양가족(완전부양자, 부분부양자)
- 주거형태
- 내구재 소유현황
- 출․퇴근 현황
- 월급의 가계비 충당률
- 부채 (이유와 금액)
- 상여금 사용실태
- 저축실태 및 목적
- 가계지출 실태
- 가계부
- 여가활용 현황
- 문화생활 실태
- 1년 전과 생활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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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체크

- 거주지 시장조사
- 기타
◇ 기업경영 조사
- 재무제표 검토 (흑자, 적자 현황 및 그 이유)
- 노동생산성, 매출액, 1인당 생산량, 노무비 비중
- 회사 내 낭비요구 조사
- 동일업종, 산업 전체 현황과 비교
- 연도별 추세 파악
- 기타
◇ 기타 자료수집
- 동종업체․동일지역 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제도
- 상급단체 지침
- 신문 스크랩
- 타노조 임금인상활동 사례
- 학습 및 교육자료
- 임금에 대한 사회여론 조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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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서울대병원분회 설문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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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조합원이 참여하는 요구안 만들기 활동

<조합원 1인 1요구안 만들기>
1. 취지
- 조합원 차원에서 “임단투 요구안을 스스로 작성하고, 요구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진다, 스
스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의식을 불러일으켜 임단투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함
2. 개요
- 각종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 각자가 지도부의 입장을 갖고 요구안을 직접 작성하
고, 이것을 모아 조합전체의 요구를 세워나가는 방식
3. 요구안 수립 절차
- 기초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와 교육
- 개인별 요구안 작성
- 현장 토론을 통한 부서별 요구안 작성
- 노조 전체의 최종 요구안 작성
4. 1인 1요구안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 최소 1~2달 정도의 집중된 활동과 토론이 필요함.
-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개인별 요구안과 전체 최종 요구안이 다르다는 것만 부각될 수
있음. 이후 교섭의 전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는 오히려 더욱 저조해질 수밖에 없음.
(뒤로)
5. 요구안 양식
1) 개인별 요구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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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령:
소속 단위
1. 나는 얼마의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기혼(
), 미혼(
현장 토론조

)

2. 그 금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나의 요구안 관철을 위한 각오와 투쟁의지 및 실천사항을 적어 주십시
오.

2) 현장토론조의 부서별 단일요구안 양식
소속 단위 :

현장 토론조 :

사 회 자 :

서

기:

총인원 :

명

현 인 원 :

명

참가자 :

명

불 참 자 :

명

불참이유 :
1. 토론조의 토론결과 우리 조에서는 얼마의 임금인상을 요구합니까?

2. 토론과정에서 위의 금액으로 통일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 임금투쟁에 임하는 우리 토론조의 각오와 투쟁의지 및 실천사항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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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부당노동행위 체크리스트(예시)
<부당노동행위 체크리스트>
※ 개별면담 절대 금지! 대화의 창구는 노동조합으로 통일!
※ 부득이 하게 사측을 만나야 할 경우 노동조합에 즉시 보고 후 현장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 사무국장 홍길동 010-8282-8282)

< 일반 사항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부당노동행위 유형 >
유

형

사

례

노조 탈퇴 원서, 각서를 요구
민주노총 탈퇴 또는 해산을 조건
으로 인사 및 임금인상 등을 제시
전환배치, 해고 등의 협박
금전 및 승진 등으로 개인별 회유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해 노동조합
에 가입하지 말 것을 설득
허위사실 유포

“민주노총은 빨갱이들”, “노조 가입하
면 다른데 취직 못한다”, “노조하면 회
사 망한다”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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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교섭요구 공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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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 기본합의서 예시
기 본 협 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확약한다. /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교섭원칙에 합
의한다.)

<예시 1.>
1. 조합과 회사는 매주 1회(화요일 오후3시) 회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2. 조합과 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가한다.
3. 조합과 회사는 매번 교섭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양측의 대표자가 회의록에 서명날
인한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섭을 연기할 시에는 4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단, 교섭 연기는 그 차수에 한해 1회 이상 할 수 없다.
5.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회사는 노조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당일 공가를 인정한다.
6. 교섭 시 사회는 노조와 회사가 번갈아 가면서 맡는다.
7. 조합과 회사는 교섭위원을 각각 5명 이내로 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예시 2.>
1.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은 간사 포함 3명 이내로 하며 대표 교섭위원을 선정하고 대표
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교섭위원 중에서 수임자를
선정하여 최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한다.
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쌍방 간의 호칭은 교섭위원으로 통일한다.
3. 교섭 장소는 학교 내로 하여 주 5회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시간은 14:00시부터 한다.
4. 교섭일정 조정 시 3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고, 1회 이상 연기할 수 없다.
5. 학교는 단체협약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당일에 한하여 교섭위원에 대
하여 유급휴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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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단체협약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사 양측은 교섭내용 정리를 위해 녹음, 녹화
및 기록할 수 있다.
7. 회사는 교섭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교섭기간 중에는 교섭위원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예시 3.>
1. 조합과 회사는 매주 1회(화요일 오후3시) 공단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2. 조합과 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반드시 참가한다.
3. 조합과 회사는 매번 교섭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양측의 대표자가 회의록에 서명 날
인한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섭을 연기할 시에는 4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
야 한다.
5. 교섭 연기는 그 차수에 한해 1회 이상 할 수 없다.
6.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회사는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당일 공가를 인정한다.
7. 교섭 시 사회는 지부와 회사는 번갈아 가면서 맡는다.
8. 조합과 회사는 교섭위원을 각각 5명 이내로 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2019년

월

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단

위원장

최준식 (서명 날인)

대표이사 ○○○ (서명 날인)

교섭위원 ○○○ (서명 날인)

교섭위원 ○○○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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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 부당노동행위 대응과 활용
1)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할까?
- 노조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만하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의존하면 백전백패!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률 3.5%)
- 법적 판단까지 가기 전에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으로 정리해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 대응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는 행위
②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는 행위
(2) 부당노동행위 사례
- 개별면담을 하면서 노조 탈퇴 원서, 각서를 요구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탈퇴 또는 노조해산을 조건으로 인사 및 임금인상 등을 제시
- 전환배치, 해고 등의 협박, 금전으로 회유
- 인간관계를 핑계로 가입하지 말 것(탈퇴할 것)을 설득

(3)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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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한다
-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사용자측<관리자>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는 것
이며, 노동조합을 없애지 못할 때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키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최대한 단결하여 그 어떤 탄압에도 노조
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용자(관리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② 철저한 사전 준비로 증거를 확보한다
-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입증책임은 노동조합에 있다. 때문에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증거(사진, 녹음 등)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의 대응법>
√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관리자)측의 면담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상세하게 남기며 이름,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전조합원은 메모지와 필기구를 휴대하여 사용자(관리자)와의
개별면담이나 대화내용을 그 자리에서 기록한다)
√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부당노동행위임을 지적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임을 주지시킨다.
√ 사용자(관리자)와의 개별면담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지
체 없이 노동조합 분회장이나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4) 법적 대응의 유형

① 진정 / 고소 / 고발
<부당노동행위 고소의 효과>
√ 해당 관리자 및 관련 관리자에 대한 심리적 위축
√ 노무관리 부서 전체에 대한 부담감 : 대표이사에 대한 출석요구 등
√ 회사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의 의사표시 전달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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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절차 : 소송(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처분신청

④ 기타 : 회사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공범죄 고발, 업
무방해고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

(5) 법적 대응의 유의점

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입증
-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도 내지 동기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
어야 한다고 본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여러 객관적·외형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그 의사
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입증을 위한 준비 사항
- 평소 회사의 반노동조합적 태도와 노사관계의 추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으로 정보
를 관리하고 노동조합 일지도 가능한 작성한다.
-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한다. (일상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이러이러해
서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문이나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
들을 적극적으로 발송하는 등).
-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가급적 모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둔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유용한 자료 : 녹취록, 진술서, 공문, 사진채증, 공고문, 편
지 기타 일체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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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피해당사자

사

(노동자, 노동조합)

유

①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
나 징벌을 한 때 (근기법 제23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이행명령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노조법 제85조제5항)

○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노위의 신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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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 집회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1) 집회신고를 준비하자.
1) 집회신고를 어디다 할 것인가?
- 집회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게 되어있다. 만약 집회·시위 장소가 두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상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다. 집회장소가 어느 관할인지 모를 때는 그냥 114에 전화해서
시경전화를 물어보고 시경에 다시 관할을 물어본다.(이게 가장 빠르다.)
예) 서울역앞 집회 → 남대문경찰서
영등포역 집회 후 여의도광장까지 행진 → 영등포서(관할이 한군데다)
보신각앞 집회후 서울광장까지 행진 → 시경(관할이 각각 종로서, 남대문서이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집회신고서 :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된다. 집회주최자는 보통 대표자가 된다. 그리고 신고자는 신고하
러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 집회방식 : 양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면 된다. 우리가 하는 집회랑 내용이 달라도 괜찮으니까 꼼
꼼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집회인원, 집회물품 등만 주의하자.
▲ 질서유지인 : 질서유지인 명단도 노조 및 지역본부 등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골라서 내면 된다. 총
집회신고인원의 1/10을 질서유지인으로 하면 된다.
▲ 위임장 : 집회주최자와 집회신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다. 반드시 주최자 도장을 찍어
야 한다.
(2) 집회신고를 하러갑시다.
1)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당함’이다.
일단 경찰들은 자기보다 집회신고에 대해서 집회 신고하러 온 사람이 모르는 거 같으면 무시하고 괜히
땡강 놓고 그런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
은 것은 간단한 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 이건 정말 중요하다.
-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낸다. → 근데 실제로는 정보과와 협의를 먼저 하도록 요구한다.
- 집회신고는 집회시작시간 48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 사측의 대응집회신고가 예상되거나 인기(?)가
많은 장소는 집회일 720시간(30일)전에 해야 한다. (예> 집회일 : 8/31 -> 신고일 : 8/1)
- 국회·대사관·법원의 100m내를 제외하고 집회는 어디서나 가능하다.
- 경찰은 집회신고를 낸 후 8시간 이내에 보완통보를 할 수 있다. 사생활침해가 예상되는 때라고 말하
지만 자기들이 귀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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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집회신고를 낸 후 금지통보를 내려면 48시간 내에 해야 한다.
2) 경찰서를 들어가서
- 정보과 혹은 정보2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 아니면 “집회신고 내러왔다”고 한다.
- 정보과를 들어가서는 ‘민주노총 산하 OO노동조합이다. OO장소에 집회신고를 내려고 한다.’고 한다.
- 정보과 형사들이 잘해주는 척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이 때 내부정보를 이야기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보과 형사들이 우리가 작성해간 집회신고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이때 겁먹지 말고
무조건 관철 시킨다.
예) “이렇게 많이 안올거면서 집회인원을 줄입시다.” -> “온다면 오니까 걱정마슈”
“집회시간을 좀 줄이시죠” -> “그렇게 내면 법에 걸립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아주쇼”
“앰프가 있네요. 이러면 곤란한데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사생활침해가 됩니다.” -> “그럼 앰프
도 없이 집회하란 말인가요? 주택가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겁니까?”
“우리도 집회신고 받고 싶은데 이렇게 받으면, 금지통보가 됩니다.” ->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금지통보는 나중에 걱정하시고 일단 받아요.”
- 만약에 정말 정보과 형사들이 너무 딱딱거려서 집회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혼자 결정하지 말
고 다른 책임 있는 조합간부들과 통화해서 협의한다.(물론 형사들 앞에서 하면 안 됨)
- 형사가 각서를 쓰라고 할 때가 있다. 이것은 무조건 안 쓴다고 하면 된다. 그런 건 법에 없다.
“각서가 없네요. 각서 좀 써주시죠” -> “집회 신고 시 필수적인 서류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3) 나오면서
- 집회신고를 하고 나오면서 반드시 가지고 올 것은 ‘집회신고 접수증이다.’
- 웃으면서 인사(?)하고 온다.

194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참고 10 : 파업 투쟁 각종 단위 행동 지침사례
1. 조직동원지침

1) 파업 조직 동원의 중요성
- 지하철노동자는 파업에 대한 경험적인 토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년 반
복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파업 전일의 조직 동원에 관성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하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파업 전일의 조직 동원에 성공을 한다면 그 위력은 교섭력과
투쟁력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 조직 동원 원칙
- 각 분회장 및 소조장은 업무 종료 후 전조합원을 인솔하여 분회별로 집결지까지 동시 이
동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가 분산되어있는 (역무) 단위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집결 후 최종집결지로 이동한다.
- 직종 및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집결과 이동방침 수단을 강구한다. 소조장에서 중앙 조직총
괄에게 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집결대오를 확인 보고한다.

2. 파업지도부 행동지침
-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소지한다.
- 통신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전화기 세탁)
- 세탁된 통신 수단으로 상호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 상황 발생 시 즉시 전 간부에게 전파한다.
- 가능한 2인 1조로 행동한다. (이동시 개별이동)
- 모든 정보는 상호 공유하도록 한다.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 지시 전파는 상황실을 통하도록 한다.
- 2차 지도부에 필요한 사항은 상황실을 통하여 한다.
-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한다.
- 상황판단은 냉정하게 하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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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지도부는 조합원과 동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지부장 및 지회장 행동지침

1) 파업 전

(1) 지회장은 담당지역의 분회장과 소조장들의 비상연락망을 최종 점검하고 담당 지역의 분
회장과 소조장들에게 배부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것.
- 필히 점검후 배부할 것.
- 각 분회장 및 소조장은 최소한 1인 1비상 통신수단(핸드폰)을 확보하고, 비상연락망 변경
사항은 조합에 보고할 것.
- 지회장은 담당 지역의 분회장과 1일 1통화를 실시할 것.

(2) 상황 점검 및 상황 전파, 문제 분회는 조합에 보고
- 지회장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투쟁의 선봉이 될 것
- 지회장은 집행부의 지침 시달 즉시 담당지역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상황을 전파할 것
- 지회장은 담당 지역의 분회별 집결지를 사전에 파악할 것(보안유지)
- 지회장은 파업전일에 담당 지역의 분회별 파업투쟁 참가를 최종 점검하고 독려할 것

2) 파업 중
- 지회장은 파업시 파업 지도부 간부로서의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
- 지회장은 파업 지도부 간부로서 담당지회를 총괄하며 파업지도부의 지침을 분회장에게
시달할 것
- 지회장은 파업지도부 간부로서 행동하며 파업지도부외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말 것
- 지회장은 현재의 위치, 상황, 연락처 등을 수시로 파업지도부에 보고할 것
- 지회장은 수시로 비상 통신수단(핸드폰)을 점검 확인할 것
- 지회장은 분회 조합원의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파업지도부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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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업 종료 후
- 지회장은 파업지도부로부터 파업종료를 통보 받는 즉시 담당지역 분회장에게 상황을 전
파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참석인원, 상황, 문제점 등)를 파업지도부에 통보할 것
- 지회장은 재파업에 대비해 비상연락망 등 재 파업 준비 사항을 점검할 것

4. 소조장 행동지침

1) 파업 전
○ 소조장은 비상연락망을 최종 점검후 배부(분회장, 포스트, 조합원)할 것
- 핸드폰, 집 전화번호는 필히 점검후 배부
- 소조장은 최소한 1인 1비상 통신수단(핸드폰)을 소지하고, 비상연락망 변경사항은 노동조
합에 보고할 것
○ 소조장은 조합원들과 1일 10분씩 티타임(TEA TIME)을 가질 것
- 파업투쟁 행동지침, 투쟁속보 등 상황 전파
○ 소조장은 파업지도부에서 파업 행동지침 시달 즉시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실행할 것
○ 소조장은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직원을 발견한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할 것
○ 파업투쟁 지침 등과 관련 협박, 회유, 분열 책동 등
- 소조장은 조합원 중 불참자(이탈자) 발생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할 것

2) 파업 중
○ 소조장은 파업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소조별로 전 조합원과 함께 행동할 것
○ 소조장은 파업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파업지도부 이외의 그 누구의 지시도 따
르지 말 것
○ 소조장은 수시로 조합원들을 확인하고 불참자(이탈자) 발생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할 것
○ 소조장은 ‘반조직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매일 점검, 기록,
보관 할 것
○ 소조장은 소조의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조합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노동조
합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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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장은 소조별로 어떤 결정을 할 경우 사전에 파업지도부와 협의할 것

3) 파업 종료 후
○ 소조장은 파업지도부로부터 파업종료를 통보 받는 즉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것.
○ 소조장은 임시 총회 결과(참석인원, 상황, 문제점 등)를 즉시 조합에 연락할 것

5. 조합원 행동지침

1) 파업 전
○ 조합원은 비상연락망을 최종 확인하고 변경 시에는 소조장에게 연락할 것
○ 조합원은 소조장이 지침을 전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동에 돌입하고 개별행동은 삼가할 것
○ 조합원은 보안유지(집결지 등)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지킬 것
○ 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회유, 협박 등)를 하는 직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할 것
○ 조합원은 파업전일 업무 마감 이후 개별 행동을 절대 금할 것

2) 파업 중
○ 조합원은 개별행동 삼가고 소조장 지시에 따라 소조원들과 함께 행동할 것
○ 조합원은 파업지도부의 지시대로 행동하며 파업지도부 이외의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을 것
○ 조합원은 위치 이탈시 소조장에게 사전에 보고할 것
○ 조합원은 파업집결지에서의 강제 해산 등으로 흩어진 경우 기 확보된 소조별 집결지에
합류할 것
○ 조합원은 수시로 비상 통신수단(핸드폰)을 점검 확인할 것
- 담당간부, 조합원 비상연락망을 항상 소지할 것

3) 파업 종료 후
○ 조합원은 파업지도부로부터 파업종료를 통보 받는 즉시 파업지도부의 지시(업무복위 등)
에 따라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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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 투쟁지침 사례_전국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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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 : 보도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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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단투를 위한
법·제도와 예산의 이해
0. 들어가며
○ 아는 만큼 잘 싸울 수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단투 승리를 위해, 왜 정부 예산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 단적
으로 말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
- 공공부문 노동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신분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노동법에
따라 단체교섭으로 결정. 따라서 극단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과 제도가 노동조건을 직접
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하지만 정부의 예산과 제도는 공공부문 사용자의 결정과 집행의
한계를 규정하므로 사실상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의 객관적 조건(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마찬가지)
- 지피지기 백전백태(知彼知己 百戰百殆)라는 말처럼, 관련 법‧제도와 예산을 안다고 바로
임단투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음

○ 현장 임단투와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대정부 투쟁은 함께 가야 한다
- 예산, 제도가 노동조건의 객관적 조건이 되는 만큼 사업장 단위에서의 임단투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건을 쟁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기관 정규직은 노동조합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관련 제도도 오래전부터 정비되어 왔
음. 하지만 정부부문 무기계약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은 역사가 짧다보니 노정
관계‧노사관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기도 함. 제도 개선 없이는 제대
로 된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움

201

6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단투를 위한 법·제도와 예산의 이해

○ 급변의 시기, 10년을 내다보는 시야와 전략이 필요하다
- 90년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장되며 2000년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합 조직이 확대되고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지자체 공무직, 교육 공무직 등의 영역
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하여 왔음
- 지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추진되
었음. 그 결과 무기계약직, 자회사 등 기존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집단
이 약 40만 명의 규모로 형성되었음
- 기존 비정규직 관련 제도, 노정‧노사관계는 변화된 조건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 관계와 제도가 새로 형성되는 시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 따라서 단지 자기 사업장의 1년의 임단투라는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 판을 분석하
는 가운데 10년을 내다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함

1.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 개괄
1) 공공부문 정의와 구성
- 공공부문은 소유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예산과 정부의 관리를 받는 부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한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를 생산
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양자에 해당하는 영역은 중복되지만, 전부 일치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민간위탁 부문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민간기업이 소유, 운영하고 있음. 공공서비스 외주화가 확대되며
이러한 영역은 점점 커져 왔음
- 공공부문은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음. 이들은 공공부문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제도는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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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 중앙정부+지방정부
-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군대 등
- 정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원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
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군인 등과 무기계약직(상용직, 공무직 등), 기
간제, 일용직 등이 소속
- 한편 정부 외에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 등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비시장재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을 묶어서 일반정부로 부르기도 함
*일반정부 = 정부 + 사회보장기금* + 공공비영리기관**
*사회보장기금 : 정부의 의하여 강제로 부과, 통제되는 사회보험체제
**공공비영리기관 :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기관으로 비시장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정부에 의하여 통제와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2)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부문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 중앙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기관(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소유‧지배하는 부문(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하에서는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부문을 광의의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통칭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
관은 공공기관(중앙)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음.

- 정부 보조금 등 예산에 의존하는 기관과 재정을 자체 조달하는 기관이 있음
-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모두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신분이나, 정원 관리,
직군, 고용형태 등으로 구분되는 정규직(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가 존재

(3) 민간이 소유·지배하나 공공서비스 생산에 기여하거나 직접 생산‧제공하는 부문 =
민간위탁, 용역 등
- 공공서비스를 생산‧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유기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이 소유지배하는 부문
- 정부, 공공기관 등 모두 도급, 위임 계약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음
- 민간위탁 :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것.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통해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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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 ① 정부조직법(제6조3항), 지방자치법(제104조3항), 지방교육자치법(제26조3항) : 법령(조
례ㆍ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 위탁 가능, ② 국유재산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관리위탁, ③ 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1항) :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위탁

<표1> 공공부문의 구성과 정의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지방공기업(자회사)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
교육청

파견‧도급(용역,
민간위탁)

정부

비시장
생산자

일반정부
협의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시장
생산자

광의의 공공부문(Public Service Sector)
<공공부문의 정의와 구성>

정부
소유
지배

공공
서비스
제공

민간

<특성·분류기준>

2)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의 정의와 규모
(1) 일반적 정의
- 비정규 노동은 정규 노동이 아닌 노동형태로,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
공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 등을 기준으로 규정됨.
* 정부는 고용계약 기간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을 포괄하지 못함

<표2> 비정규직의 분류 기준과 명칭
기준
고용기간
노동시간
고용주체

특성

세부 유형

세부 내용

임시직

일시적, 한시적으로 고용(예 : 계절적 고용 등)

기간제

특정의 고용계약 기간(예 : 1년)을 설정, 고용

일용직

1일 단위 고용 비정규직(예 : 건설 일용직)

단시간

단시간

1주 소정노동시간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보다 짧음

간접고용

파견

파견법 상으로 허용된 파견 노동자

(다면적 고

사내하청

특정 과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무도급을 제공하는 노동자 :

임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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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계)

특수고용

(위장도급-불법파견)
용역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불법 파견
특정 과업의 처리의 대행을 목적으로 노무 도급을 제공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
개인도급

노동자 (예 : 청소, 경비 등)
형식적 개인 사업자 신분(예 :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 보

(위장자영노동자)
재택노동(가내노동)

조원 등)
가내 노동, 무급 노동 종사자 등

(2)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의 유형
○ 기간제 노동
- 정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정부도
오랫동안 해당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여 왔고 <정규직 전환 대책>의 대상으로 삼아 왔음

○ 파견‧용역 노동
- 정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다가(소속 외 인력 등으로 규정) 문재인 정부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규정
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 하지만 용역의 정의를 상당히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
어 용역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존재

○ 단시간 노동
-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소정노동시간이 다른 노동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노동자는 비정규 노
동임. 하지만 정부는 기간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일반직, 무기계약직 등)은 정규직으로 규정

○ 무기계약직
- 노동법 상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규정
- 공공부문에는 과거부터 존재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이 아닌 상용직 노동자와
2006년 이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의해 기간제 등에서 전환된 노동자를 포함. 이들
은 기간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신분의 불안정성, 노동조건의 차별, 별도의 정원 관리 등의
면에서 비정규 노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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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회사
- 문재인 정부 전환 정책에 의해 기존 파견‧용역 노동자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전
환. 정부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고용 안정이 확보되었으므로 정규직 노동이라고 주장. 하지
만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라는 간접고용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용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해당

○ 민간위탁
- 위탁된 업무 자체가 원청의 업무와 유기적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간접고용에 해당

○ 특수고용
- 재택 집배원 등 공공부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

(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직전 공공부문
전체 인력은 약 220만 명 정도로 추정. 이중 무기계약직 21만, 기간제 26만, 간접고용17만
명, 민간위탁 약 20만명 으로 비정규직은 약 84만 명으로 추정
<표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직전)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합계

정규직

2,197,842
326,800
434,590
470,062
73,460
647,355
41,377
3,963
4,499
195,736

1,355,787
269
297,698
293,897
45,963
417,645
24,290
2,667
4,115
0

소계
842,055
57,288
136,892
176,165
27,497
229,710
17,087
1,296
384
195,736

비정규직
무기
기간제
계약직
214,743
257,218
20,582
20,627
52,939
70,561
24,676
47,267
9,466
11,223
104,287
96,148
2,571
10,282
150
848
72
262
0
0

간접고용
370,094
16,079
13,392
104,222
6,808
29,275
4,234
298
50
195,736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2016년 자료, 기간제, 간접고용은
2017년 특별실태조사 자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인원은 2017년 특별 실태 조사 자료
***민간위탁 규모는 2018년 고용노동부 전수실태조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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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목표는 기간제 7만 명, 파견‧용역 13만 명이고, 극소수를 제
외하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용역회사와 다름 없는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1단계 전환이 완료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무기계약직 약
37~8만, 기간제 17만, 자회사 3~4만 포함 간접고용 7~8만 명 정도로 변화 예상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 관리 제도
1) 개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 달리 체계적인
인사 관리나 운영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기간제와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전환 및 처우 관련한 정책
이 추진되어 왔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훈령, 자치단체
는 조례, 공공기관은 기관별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관리되어 왔음
- 체계적인 인사 관리 제도의 부재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음. 또
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고용만 안정되었을 뿐 차별이 지속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통
일적인 기준 부재 속에서 기관에 따라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켜왔음
-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제시. 하지만 <표준안>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실제 훈령, 조례, 규정으로 제정되지 않으
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 표준안의 내용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점(이는
법적 근거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관리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함), 해고의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 독소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
침에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조직, 정원, 인사, 복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가능

207

6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단투를 위한 법·제도와 예산의 이해

<그림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 규율 법‧제도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전환 이후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한 바 있으며, 노동부는 2017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인사관리규정안 발표
* ① 늘어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조례ㆍ훈령ㆍ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②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 ③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무기계약직 표준관리 규정 개정 및 체계적 인사관리 강
화), ④ 전환제외자에 대한 보호 강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채용탈락자에 대한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 강화) 등

-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의 적용 실
태를 살펴보고, 정원, 채용, 인사, 근로조건‧임금, 해고 등 의제별로 공공부문 유형별로 현
재 운영중인 제도까지 고려하여 임단투 대응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주요 개정 사항
(1) 주요 개정 내용
① 명칭부여: 무기계약직 → 공무직 등으로 변경
-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변경 (제3조 제1호 정의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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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근로자 구분 조항을 신설해 기관별 직무내용을 반영한 적정 직렬명을 설정하도록
제시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조항 신설)

②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제 도입 (제2장 제2절 신설)
-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를 채용계획 수립(채용부서) → 심사(인사부서) → 후속조치(채용·
인사부서) 순으로 규정 (제9조～제12조 신설)

③ 채용절차: 공정채용, 능력중심채용 원칙 강화
- 공정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유발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블
라인드 채용 의무화 (제6조 신설)
-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 이를 토대로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
중심의 채용 방식 운영 유도 (제8조 신설)

④ 임금체계: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 유도
-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제41조 보수 조항 수정)
- 기본급은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따라 설계하도록 착안사항에 설명

⑤ 승급: 제도 시행 근거 신설
-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제26조 신설)
- 승급단계별 최소 소요연수를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승급심사 등 일정 절차를 거
쳐 승급기회 부여 (착안사항에 설명)

⑥ 교육훈련: 동기부여 방안 등 활성화 유도
-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 마련 유도 (제56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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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및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결과를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 유도 (동조 제3항 신설)

⑦ 신분증 발급: 동일형태 유도
-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 (제
16조 제2항 신설)
- 특히, 색상·크기·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를 두는 것은 지양하도록 안내 (착안사항에 설명)

⑧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
-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외부망 접근권한 부여(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 업무관련 내용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방지,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
부과 (동조 제3항 신설)

⑨ 기타 변경 사항
<표4>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기타 변경사항
조항
제1조(목적)

개정내용
▴ (착안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기간제 근로자와는 별도로 규정
하도록 설명
▴ (규정)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제3조(용어의 정의)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수정
▴ (착안사항) 일시·간헐적 업무의 기준을 추가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

▴ (착안사항) 호칭은 각 기관별로 적정명칭을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분)

추가

제5조(정원)
제7조(결원시 채용)

▴ (착안사항)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 반영
하도록 추가
▴ (착안사항)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채용 예외사유 추가
▴ (규정·착안사항) 공정채용의 필요성, 결원보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정 채

제13조(채용절차)

용공고기간을 설정하도록 수정
▴ (규정) 필기전형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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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개정내용
▴ (규정) 근무성적평정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비율을 기관에 따라 달리 정

제24조(근무성적평정)

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 (규정) 육아휴직 청구 요건 수정(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

제28조(육아휴직)

녀를 가진 근로자)
▴ (규정·착안사항)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제38조(임산부의 보호)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부여방식 추가

제3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착안사항)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추가

▴ (규정) 정년을 60세로 하고, 일부 직종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단
서 추가

제47조(정년)

▴ (착안사항) 청소·경비는 정년 65세 설정을 권고하는 내용 추가(ʼ17.9.22, 추가
지침 참고)

별지 7 서식

▴ (서식) 징계의결서 서식 변경

(2) 주요 조문 구성
-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용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
으로 제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용에서 복무,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시간, 휴가, 휴직, 휴일, 상벌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기관의 취업규칙을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차이점 존재
<표5>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조문 구성
구분
총칙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용
• 목적, 적용범위, 정의(공무직 등), 직렬, 직무, 정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
•좌동

• 공정채용, 결원시 채용, 능력중심 채용
채용

• 기간제 사전 채용 심사제
• 공개채용(0일 이상), 수습기간, 블라인드 채용

•좌동

• 근로계약, 신분증, 내‧외부망 접근
복무

• 복무의무, 출근‧결근, 지각‧조퇴‧외출

•기관 규정에 따름

•인사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인사

•근무성적평정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기관 규정

•전보, 승급

에 따름

•휴직, 육아휴직,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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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

•근로시간, 휴게,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조건

•유급휴일,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병가

•기관 규정에 따름

•출산휴가, 태아검진시간, 육아기시간단축
임금

•직종별 특성 고려 보수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

•좌동(성과상여금은 기관 규정에 따

여금, 성과상여금

름)

퇴직‧해고 등

•퇴직, 해고, 해고의 통지, 정년

•좌동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 설정, 중간정산

•기관 규정에 따름

표창 및 징계

•표창, 징계사유,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

•기관 규정에 따름

•교육훈련, 성희롱 예방

•교육훈련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교육, 건강진단, 산안법 준수

•기관 규정에 따름

재해보상

•산재보험법, 근기법 적용

•기관 규정에 따름

교육 및 성희
롱의 예방

(3) 표준안 현장 적용 실태
- 2018년 이후로 약 46건의 중앙부처 공무직 관련 훈련 개정, 33개의 자치단체,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짐
- 하지만 대부분 표준안의 일부 내용만 적용이 되고 있고, 이름만 공무직 운영규정으로 바
뀌었을 뿐 실질적 개선점은 미약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심지어 이름도 기존의 무
기계약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여전히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관리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
사대상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개(45.2%) 기관에서,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조사대상의 3분의 1가량인
5개(29.45) 기관에서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기관의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음.(아래 표 참고)

<표6>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개정 현황 (2018년 8월 기준)
*출처 : 이주환‧신태중, 2018,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구분

개

%

교육청
개

전체

%

개

%

- 고용노동부 공무직 인사관리 표준안 그대로 적용

-

-

-

-

-

-

- 고용노동부 표준안 기초로 기관서 작성하여 적용

14

(45.2)

5

(29.4)

19

(39.6)

- 고용노동부 표준안 기초로 작성 중, 현재 기존 규정 적용

14

(45.2)

3

(17.6)

17

(35.4)

- 새로운 규정 작성계획 없이 기존 규정 적용

3

( 9.7)

9

(52.9)

12

(25.0)

- 명문화된 인사관리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관리

-

-

-

-

-

-

합계

31 (100.0)

17 (100.0)

48 (100.0)

- 자치단체의 경우 표준안을 적용하는 조례 제정‧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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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 과거에 비해 공무직의 직종과 직무,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①무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직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법적 신분 보장과 권한 부여가 동반되지 않은 점, ②노동조건 관련 통일적 기준이나 정
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점, ③인사위원회 일방구성, 성과퇴출
제, 정리해고가 남용될 수 있는 조항과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 ④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문제점임
- 따라서 현장에서는 표준안에서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독소 조항은 방어‧제외 되도록 단
체협약과 각 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을 시도하는 한편, 표준안을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법 제도 개선 필요

3) 주요 쟁점별 대응 방향
(1) 인력 확충
① 현행 제도

○ 정원 관리 제도
- 기간제, 파견‧용역 등은 정원 개념 없음.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존재하나 정원의 결정과
관리 제도는 유형별로 상이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무기계약직 정원 관련 통일된 기준이나 절차는 존재
하지 않으며 각 기관장의 권한으로 일임. 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현실적으로 증원
이 가능
-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일반직)과 동일한 절차로 관리. 공기업‧준정부
기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만 거치면 됨.
2018년부터 예산을 자체 조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기재부 협의 없이 증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증원은 매월 5월 말까지 증원 요구를 받아 진행되는 정시 증원과, 시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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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을 때 당해 년도의 정원을 조정하는 수시 증원 절차가 존재
*협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승인과 유사하게 운영

<표7> 공공부문 유형별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제도
유형

정원 결정 방식

중앙행정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장 결정(행안부 협의)

자치단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

교육기관

훈령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감 결정

공공
기관

예산비수반기관

각 기관이 주무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 기재부에 통보(3년 한시 운영 제도)

공기업‧준정부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부장관과 협의(정기증원(매년 5월말 요구), 수시증원)

기타공공기관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증원

지방공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인가

*단 공공기관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원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표8> 2006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지침의 인력 관리체계

기획예산처

④정부예산안
제출

⑤국회
예산심의․확정

…………………

⑥부처별,
기관별
관리․운영

인력운용계획 검토(～매년 5월) …………………
․인원규모 및 증원 필요성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⑦관리실태 평가

예산안 검토(～매년 8월)
․인원규모 및 소요예산
․무기계약 전환 필요성 및 규모



각 부처

③협의결과
반영하여
예산요구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 수립
(～매년 3월)



①협의요청 ②결과통보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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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중 증원 절차 관련 조항
제6조(증원의 절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
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증원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증원 인력의 직급을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정원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
-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정책을 수립, 시행 중(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2017.10.18)
- 현재 진행 상황
가. 공무원 : 5년간 17.4만 명, 18년까지 4.24만 명 예정이었으나 3.5만명 완료, 19년 3.2만 명 충원 예
정(경찰, 교원, 근로감독, 집배원, 생활안전, 소방관, 사회복지, 지방교육행정 등)
나. 사회서비스 : 5년간 34만 명, 18년까지 5.5만 명 예정이었으나 5.6만 명 채용(국공립 보육교사, 치
매안심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간호간병통합,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아동안전지킴이, 신중년 경력 활용,
온종일 돌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다.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20만 명
라. 공공기관 인력확충 6~8만 명

- 사회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기존 업무 영역에서의 인력 확충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
규직 충원에 국한되어 있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분야의 인력 확충은 빠져 있음. 사회서비
스 분야도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음.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질 개선이나 노동시간 단축이나 공공성‧안전 강화 위한 인력 확충 계획 없음

⚫ 노동시간 단축, 안전 관련 인력 확충
-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연이은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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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자회사, 용역은 배제되어 있고, 공공기관 외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관련 정책은 없음
<표1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9.3) 중 인력 확충 주요 내용
□ (적정 인력 확보 및 투자) 안전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신입직원(해당 직무에 6개월 미만 근
속)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 위험작업장 및 신입직원 단독작업 제한 시설의 세부기준은 개별 마련

② 문제점
- 사업의 확대, 노동환경의 변화, 주52시간 등 법제도 변화나 안전인력 확충과 같은 정부
정책 변화 등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증원 관
련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하고, 예산 등과 연계하는 제도 불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경우 많음
- 정규직(일반직)과 동일한 절차로 증원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운영 과정에서 무기
계약직의 증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음

③ 대응 방향
-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준수, 안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인력 충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 집중 폭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 부문의 인력 확충 공세적으로 제기
- 각 기관별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증원 요구. 국회, 사회 여론 등을 동원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 진행
-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정원 관련 통일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 마련, 증원 관련
절차 확보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구
<표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147명 증원 사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
- 사무관리직 50명 만 정규직(일반직)이고 나머지 약 700여명의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
약직이었으며, 현장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과 끊임없는 산재 사고에 시달려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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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지부 차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재 문제를 이슈화하고 안전 인력을 요
구하는 투쟁을 내외부에서 전개하여, 2019년 수시증원을 통해 가축방역 현장인력 136명
을 포함한 147명의 무기계약직 증원을 달성하였음.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① 현행 제도
○ 근거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8.5.31.)
○ 개요 :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시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토록 함
○ 기본 절차
<표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절차
채용부서

심사·예산·

채용·예산부서
채용·심사부서
정원관리부서 등
▴채용계획서 작성
⇨ ▴채용사유, 인원 및 ⇨
⇨ ▴심사결과에 따라 채
▴심사결과 반영하여
▴채용계획서에 따라
기간 등을 심사
용
예산안 조정
예산안 작성
▴심사결과 통보
▴인력현황 관리

- (심사 종류) 정기심사는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에 진행, 그 외 수시심사 진행
*중앙부처 4월말~5월초, 자치단체 9월말~10월 초

- (채용계획 수립) 비정규직의 직종, 채용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 작성하고 사업별
비정규직 인원‧인건비 등을 예산안 반영하여 예산부서 제출
- (심사과정) 인사‧노무 부서 산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사유
적정성(전환 가이드라인 준용), 인원 및 기간 적정성, 예산 적정성 검토

② 문제점
- 기관 단위에서 제도를 마련,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력 없음
- 비정규직 채용 사유 적정성으로 전환 가이드라인 준용,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유가 광범
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있어 상시지속 업무에도 비정규직 채용이 지속될 수 있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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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응 방향
-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제한 단체협약으로 쟁취
- 기관에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하도록 하되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 노동조
합 참여 보장 요구

(3) 인사‧평가‧징계
① 현행 제도

<표13>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중 인사위원회 규정
제2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에 대

를 둔다.

한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운영할 수 있음

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1항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중
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각 실별 직제 순에 의한 정책관이, 소

앙행정기관의 예를 참고로 작성

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〇명 이상
〇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관은 기관의 성격 및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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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중 인사‧경영 관련 조항
제45조(합리적 노사관계) ①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경영․인
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행위
2.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
하는 행위
3.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기관이 아닌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이 노
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②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인사위원회 표준안은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을 일방적
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고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혁신 지침에서 인사 관련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문제시 하고 있음
*하지만 경영‧인사 노동조합 개입 일반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
들이 경영평가, 감사 등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③ 대응 방향
-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선(공공기관 정규직 공통 과제)
*특히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45조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 있음

- 각 기관별 훈령, 조례, 규정에 독소 조항이 들어 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단체협
약을 통해 경영, 인사 관련 노동조합의 권한을 확보해야

(4) 휴직, 휴가, 휴일 등
①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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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 휴직, 경조사 휴가, 병가, 휴일 관련 통일적 기준이나 최소 기준(예: 공무원 수준)도 부재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 휴직, 경조사 휴가, 병가, 휴일 관련 공무원 기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음

② 대응 방향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공무원 수준의 휴직, 경조사휴가, 병가 확보
- 공공기관 혁신 지침 개정, 단체교섭권 회복(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공통 과제)

(5) 해고
① 현행 제도
- 기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 해고 관련 사유로 저성과자 퇴출, 사업‧예산 축
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표준안에도 유지
<표15>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중 해고 관련 규정
제45조(해고)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 ☞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더
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

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

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상이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3조 참조)
☞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
우

도, ‘근무성적 불량’이 해당 근
로자의 ‘업무미숙, 근무태만 및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기타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② 기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

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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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점
- 표준안 45조 1항 2호는 착안사항에 주의사항이 덧붙여 있지만, 성과퇴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의 축소 만으로 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도 정리해고 절차가 아닌 인사위
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③ 대응 방향
- 기관 관련 훈령, 조례,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해고 사
유와 절차를 제한하여 방어 조항 확보 필요
- 표준안에서 45조 2항과 3항 삭제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공기업 등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 재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은 정부
예산에 직접 편성되어 집행되거나, 정부의 지침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전반적 재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형별로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가 어떤 기
준과 절차로 편성, 집행되는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음

1) 국가 재정의 기본 이해
(1) 재정의 분류
- 정부재정은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
과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
-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 :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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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특정 사업 추진이나 특정 자금 운용을 위해 설치(우편사업특별회계 등)
⚫ 기금 :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국민연금기금
등)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와 국가 재정
- 국가재정은 공공부문으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 분배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건
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 중앙정부 예산에 인건비가 직접 편성되어 집행
② 공공기관 비정규직 : 공공기관의 수입은 자체 조달, 정부 출연금,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후자가 정부(중앙, 지방)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③ 지자체 비정규직 : 지방정부 예산에 인건비가 직접 편성되어 집행. 지방정부 예산은 지
방세 외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성,
④ 학교 비정규직 :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 인건비가 직접 편성되어 집행. 지방교육재
정은 중앙정부 교부금, 전출금 지방정부 전출금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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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예산 편성‧심의‧집행과 대응
(1) 연관 부문
- 중앙정부예산에는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뿐 아니라 중앙 정부 출연금‧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표16> 중앙정부 예산 연관 비정규 부문과 예시
구분

예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비정규직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

출연금‧보조금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받는 기

- 예술의전당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의 비정규직

- 국민연금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담당 무기계약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비정규직

직(118명) 인건비
- 지역아동돌봄센터 소속 노동자 인건비

<표17> 중앙정부 예산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출연‧보조받는 기관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
는 기관
- 2018년 기준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
⚫ 출연기관(36개) :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
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
사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광해
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
국잡월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보조기관(28개) :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본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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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독립기념관, 선박안전
기술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
터, 전략물자관리원, 전쟁기념사업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공공조
직은행,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저
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 예산의 편성
- 기획재정부는 매년 3.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
*예산안 편성지침은 보통 해당연도 예산안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예산안 편
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등으로 구성

- 이후 4월 중에 세부 지침 통보.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에 대한 기준 등도 포함
-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

○ 예산의 심의
- 국회의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
의·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짐.
- 실질적인 예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50인 내외)가 주체가 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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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내에 15인 내외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두고 감액과 증액 심사를 진행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성격이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못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
* 국회법」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
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응 방향>
⚫ 4~5월 : 부처별 예산요구안 작성 대응
⚫ 6~8월 : 기획재정부 예산 조정 대응
⚫ 9~11월 : 국회 예산 심의 대응

(3)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기준
① 세출 예산의 구분
-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과 세목으로 분류

<표18> 중앙정부 세출예산 분류
구분

내용

소관별 분류
회계별 분류

기능별 분류

성질별 분류

예시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장

분야

문화 및 관광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세세항
목
세목

세부사업
26개 목

국회 의결 없이 과목
간 변경 불가

문화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활성화

행정부 재량으로 전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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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의 임금은 성질별 분류 상 상용임금(110-03목)*에 해당
*상용임금(110-03목) :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
에 대한 보수

② 상용임금 편성 기준
- 공무원 임금(보수(110-01목))은 기능별 분류상 인건비(세세항, 세항)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은 기본경비나 사업비로 편성

<표19>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종별 인건비 예산 편성 사업 비교(2019년 예산 기준)
대상

프로그램

단위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경관리(일용직)

문화‧관광행정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전환자)

총액인건비대상 소
속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비 대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운영 활성화

운영

비목
보수

일용임금

상용임금

<표19>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상용임금 기준
 상용임금(110-03목)
ㅇ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세부사업 200~299)나 사
업비(300~799)로 요구하고,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으로, 맞춤형복지포인
트는 복리후생비(210-12목)로 요구
ㅇ 상용직 근로자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요구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18.5월 중 오픈 예정)에 현 인력 운영현황 기초자료 입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정부 내 상용직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해당 기관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력할 필요
ㅇ 상용임금 예산 요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예산을 요구
하고
-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 병행
- 상용임금 예산 편성 시스템(’18.5월 중 오픈 예정)에 호봉제 운영 여부 및 기본급․수당 등 보
수 기초자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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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요구
-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 적용 원칙
※ ’18년 정부 공통기준(수당) : 급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 (년80만원), 복지포인트(년40만원)
ㅇ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활용, 일․가정 양립 및 예
산절감 도모
- 이를 위해 출․퇴근, 연가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 기록 관리 병행

<대응 방향>
⚫ 매년 기본경비, 사업비 예산에 상용임금 항목을 최대한 인상
-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
- 처우 개선 등 인건비 단가 인상

(4) 총액인건비제와 예산의 집행
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예산 집행지침”)
-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집행지침을 통보
- 예산 집행지침은 보통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
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 할 사항,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
직·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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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소속 책임운영기관 명단
구분
조사 및
품질관리형
조사

중앙

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국립종자원, 화학물질안전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
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
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생물자원

기관
연구형 기관

관, 국립수산과학원,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통일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
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궁능유적본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기타 유형의 기관

국립부곡병원,

국립

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해양경찰정비창, 국방전산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 대상 경비
⚫ 인건비 : 공무원 및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 운영경비 : 기본경비
에 편성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
는 일부경비
※ 기본경비에 편성되지
않은 상용임금은 제외!!
- 운영 방안 :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 간에는 자체 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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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 :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입법과목-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상호융통하는 것
*예산의 전용 : 각 세항·목(행정과목-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간에 상호융통하는 것.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
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

③ 예산의 이월과 불용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예외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비(명시이
월비), ②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③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④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⑤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이 중 ②에 대해서는 재이월을 금지.

- 예산 불용시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기본 베이스로 반영되므로 불용 최소화 필요
<대응 방향>
⚫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연말에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모두 소진 필요
- 매년 말 임금 보충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통해 연말 예산 잔액 최소화

3) 지방정부예산(일반재정) 편성‧심의‧집행과 대응
(1) 연관 부문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민간위탁 등

(2)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① 지방 재정의 특징
- 상호 독립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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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 재정의 총계

- 재정 흐름의 복잡성 : 중아정부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재정 배분
- 중앙정부 및 상위단체에 대한 의존도 높음

② 예산안 편성

○ 예산편성기준 통보: 「지방재정법」 제38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7.31일)

○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주관부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침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
는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예산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제출
- 예산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한 예산안을 마련한 후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③ 예산안 의결과 확정

○ 예산안의 의결 및 예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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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
게 보고. 의장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
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자치구의 경우 회계
연도 시작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예산안 의결
-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
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대응 방향>
⚫ 8~10월 :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대응
⚫ 11~12월 : 지방의회 예산 심의 대응

(3)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기준
① 세출 예산의 구분
○ 장(정책)-관(단위)-항(세부)-목으로 구분
- 중앙정부는 장(분야)-관(부문)-항(정책)-세항(단위)-세세항(세부)-목-세목으로 구분
○ 비정규직 인건비
-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목으로 편성
- 기간제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목으로 편성

② 편성‧집행 기준
<표21>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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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관련 사무로서 250일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
◦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
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
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
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
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고시하므로 예산편성시 이를 반
영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
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근로관계를 종료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표22>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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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
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
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
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
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
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
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특정사업수행을 위해 근로자임금 예산을 편성한 경우, 사업 완료 후에는 근로관계를 중단하여
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
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
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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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
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표2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가지침(2017.9.25)
-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조직관리기준의 기준 인건비를 초과
하여 인건비 예산편성ㆍ운영 가능(전환실적은 기준인건비 산정시 100% 반영)

(5) 기준인건비제
① 개괄
- 기준인건비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조직·정원과 인건비, 예
산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배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
- 인건비만 관리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인력을 늘릴 때마다 행자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며,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
적인 자율운영범위를 1∼3%까지 허용하여(재정여건 下 인 경우 1%, 上인 경우 3%) 지자체에서
는 기준인건비와 자율범위 내에서 행자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
- 과거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이후 불이익 삭제
*단,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표24> 기준인건비제의 주요 특징
구분
개념
교부세 반영 여부

기준인건비제
ㆍ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를 자율화
ㆍ자율운영범위 1∼3% 추가 허용
ㆍ기준인건비는 교부세 반영
ㆍ자율범위의 인건비는 교부세 미반영

조직운영에 관한 정

ㆍ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운영에 관한 상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

보공개

ㆍ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별로 공개된 상황을 종합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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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 문제점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준인건비제의 자율범위 실효성 부족
-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가 1∼3%까지 허용되지만, 추가되는 인건비는
정부가 교부세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 우려

○ 인력충원 어려움 지속으로 인한 증원 저해, 비정규직 남용, 편법 유도
- 기준인건비제 하에서도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함.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기준인건비
초과 운영시 이듬해 기준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
- 기준인건비제는 기간제 계약직이나 간접 고용,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결국 총액/기준인건비제 하에서 기간제나 계약제, 간접 고용
등 비정규직의 증가는 당연
-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지속 업무를 직영운영하면 인건비가 되어 기준인건비제의 관리대상이
되지만, 민간위탁하면 예산편성시 사업비로 분류되어 기준인건비제의 관리대상이 되지 않음

○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간 갈등
- 공무원 보수와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 보수 간 전용이 가능하여 한정된 자원을 두고
조직형태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건비가 손
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

<대응 방향>
⚫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인력과 노동조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하고, 예산 배정 및 예산 집행에 있
어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기간제, 용역,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액 및 처우
개선 예산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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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예산 편성‧집행 지침과 대응
(1) 공공기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 공공기관의 수입은 자체 수입과 정부 예산 출연‧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인건비 예산
의 수입 측면의 한계를 설정
- 동시에 공공기관은 지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① 공공기관(중앙)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조직운영과 정원·인사관리, 예산과 자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통보(매년 11
월 혹은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차기년도의 예산편성지침 의결)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과 조직운
영, 정원·인사, 예산·자금운영에 대해 지침을 시행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을 각각 감독
- 기타공공기관은 위 지침을 준용
- 경영지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총인건비 인상률, 총인건비 해당 항목 등을 정하고 있고, 특히 2014년부터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편성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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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 :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하여 예산편성 후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사항을 담음. 해당 년도 1월 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② 지방공기업

o 근거 및 적용대상
- 지방직영기업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
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31.까지 통보
- 지방공사․공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
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7.31.까지 작성하여 해당공기업에 통보)

<그림1> 지방공기업 인건비 제도 운영 흐름

o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
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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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예산 지침/지방공기업 예산 기준 주요 내용
① 총인건비

<표25> 총인건비 관련 공공기관 예산지침/지방공기업 예산 기준 주요 내용
항목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총인건비

공공기관
⚫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 관리

지방공기업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
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 2018년 총인건비 예산의 1.8% 이내 증액 편성

인상률
⚫ 기준 : 2017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 기준 : 2017년도 1인당 평균임금 기준

1인당 평균 임금 기준
조정

조건
해당 산업 평균 110% 이상이

-1%

며, 8,169만원 이상(공공기관 평
균 120%)
해당 산업 평균 90% 이하이며,

차등인상률

+1%

조정
+0.5%
+1%
+1.5%

조건
5,030만원 이하
4,530만원 이하
4,030만원 이하

4,765만원 이하(공공기관 평균
70%)
해당 산업 평균 90% 이하이며,

+1.5%

4,085만원 이하(공공기관 평균

60%)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률 적용 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비정규 관련)

외
⚫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연 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총인건비 내에서 해결(별도 조정 없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

호봉승급분

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
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
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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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
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
원)을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
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
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기타

-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
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적정
임금인상률 결정 반영

○ 총인건비의 정의
- 총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
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하지만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되는 인건비도 존재하므로 총인건비에 포함하는 예산과 포
함되지 않는 예산의 구별이 중요

○ 총인건비 인상률
⚫ 내용
- 2019년은 1.8%(매년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은 작년 총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
건비 증가 등이 조정됨
- 기존 정규직(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의 총인건비는 별도 관리되므로 각각 1.8%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공공기관(중앙)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반드시 지켜야 하나?>
- 현재 정부 지침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 준수해야 함. 이로 인해 정
규직-무기계약직의 임금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음
- 단,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총인건
비는 제외하고 계산함으로써 검증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2018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음
- 2018년 말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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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기계약직도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 차기년도 총인건비에서 감액한다는
공문 발송

- 이후 경영평가 기준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 필요하며 임금 격차 확대하는 동일
인상률 적용 제도 개선 필요
- 호봉승급 예산 : 공공기관(중앙)은 호봉승급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자체
인건비 내에서 해결(퇴직자와 신규직원의 임금 차액 활용, 단, 퇴직자가 없거나 적을 경우
총인건비 잠식 발생), 지방공기업은 별도 편성

⚫ 문제점
-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시 처우 개선 불가

⚫ 대응 방향
- (제도 내)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연말 보충교섭 등
필요 : 당해연도 임금 인상 뿐 아니라 차기년도 인건비 베이스와도 연
- (제도 개선) 무기계약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요구,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
(승급, 승진 제도 마련)을 위한 추가 인상률 요구

○ 차등 인상률 부여

⚫ 내용
- 저임금 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총인건비 수준에 따라 기
관별 추가 인상 또는 감액율 부여하는 제도 운영하고 있음
*공공기관(중앙)은 산업평균 90% 이하와 공공기관 평균 60, 7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감액 구간이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산업평균 관련 조건은 없고 감액 구간 없이 증액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음

⚫ 문제점
-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상 기관도 적고 차등 인상 폭도 낮아서 제도 실효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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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합하여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이 높으
면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더라도 차등 인상률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정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보조받는 기관의 경우 차등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대응 방향
- (제도 내) 기관별로 차등 인상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응 필요
*정부 출연‧보조금 지원 기관의 경우 인건비에 차등 인상 재원 포함 요구

- (제도 개선) 제대로 된 격차 해소 위한 하후상박 인건비 인상제도 전면 개정 필요

② 복리후생비

<표26> 복리후생 관련 공공기관 예산지침/지방공기업 예산 기준 주요 내용
항목

공공기관
⚫ 복리후생비 기준
항목

지방공기업
⚫ 복리후생비 기준

기준
-초중고 : 공무원 기준

항목

-대학 : 융자만 가능

-대학 : 융자만 가능

-장학금은 예산 지원 불가(사내
학자금

복지기금 지원 가능)

자금
경조
사비
융자
연금

의료
비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
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
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

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

축하금 지원 불가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출산장

육아
주택

려금 예산 지원 불가
대출시 시중금리 수준 감안

예산 지원 불가

자금
경조

무이자 융자 금지
예산 지원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가능)
예산 운영 불가, 지방이전 한시

사비
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가능)
건감검진은 소속 지원만 대상,

지원 예외
직원 개인연금 보조 불가
선택적 복지비 지원시 통합 운

비

과도한 지원 금지
기념품 보상금품 지원 불가

축하금 지원 불가
주택

학자금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
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

복리후생

기준
-초중고 : 공무원 기준

대출시 시중금리 수준 감안

영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
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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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공기관
장기
근속

지방공기업

기념품 보상금품 지원 불가
퇴직예정자 과도한 기념품 지
원 불가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기존 직원과 불합
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추진지침(2012.1.16)」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

사내근로
복지기금

1인당 기금 누적액
~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1,500만원
1,500만원~2,500만원
2,500만원 초과

출연율 기준
5% 이내
4% 이내
3% 이내
2% 이내
0%

1인당 기금 누적액
~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1,500만원
1,500만원~2,500만원
2,500만원 초과

출연율 기준
5% 이내
4% 이내
3% 이내
2% 이내
1% 이내

○ 복리후생비
- 공공기관(중앙), 지방공기업 모두 복리후생비 관련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존재
*예산지침외에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도 관련 항목 존재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며 전자는 총인건비에
포함되지만 후자는 포함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 세전 수익이 나는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1인당 기금 누적액에 따라 츨연할 수 있는 비율이 변화
-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적
용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기금 사용액이 부족할 수 있으나, ①수혜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1인당 기금 누적액이 낮아져 출연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②출연금 중 목적사업비 사용을
늘리거나, ③일부 원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단기적 재원 부족 해결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금 누적액이 증가하여 불이익 없음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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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조항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
- 무기계약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 등 급
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제외 가능
*급여수준을 판단하는 급여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거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기본급’으로 명시한 바 있음

<표27> 임금피크제 관련 공공기관(중앙) 주요 지침
<경영지침>
제10조(임금피크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수
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등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 내용 및 관련 FAQ,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설명회자료
(2015)>
Q1.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기준은 무엇인지?
☞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를 판단하는 급여는 총 연봉이 아닌 알리오상의 기본급(기본연봉)
해당액으로 함

(4) 공공기관 혁신 지침

○ 비정규직 관리
-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원칙 및 적정 처우 명시
*관련 단체협약 조항 요구 근거로 활용

제24조(비정규직 관리) 공공기관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
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되 비정규직(간접고용을 포함한다)에게 적정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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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제도
- 공공기관 복리후생에 대한 상한선을 지침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적용
-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하고 있음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
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13.12.11)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
을 폐지하거나 그 예산을 감액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
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기계약직과 기존 직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퇴직금) ①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퇴직 또는 순직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
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은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예산으로 학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순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
급되는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과 장제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39조(교육비와 보육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보육비 지원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해외파견자의 중․고등학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
과하는 금액
2.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등
3. 방과후 교육비, 자녀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등
③공공기관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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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에 대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 지원(다만, 학자금 대여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
2. 대학 장학금에 대한 예산 지원(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대학 입학 축하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 지원
④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대학원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임직원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은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에 대한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
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40조(의료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원 건강검진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
여야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소속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 이외의 재
원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④공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해
서는 아니 된다.
⑤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기준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교육부, ’13.7.25)에 따른다.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금액 등이 과
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고가의 기념품 또는 현금성 물
품(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
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①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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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
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②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
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
의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의 사유와 기간:「국가공무원법」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2.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3.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에 규정된 상한액
을 초과하여 지급 금지
4. 유급 안식년 휴직: 연구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제43조(복무행태) ①공공기관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지 않으며 원칙적
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한다.
②공공기관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
지 않은 자의 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을 원칙
으로 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 등을 설정할 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과
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채용우대 금지) 공공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
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경쟁 채용에 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제45조(합리적 노사관계) ①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경영․
인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행위
2.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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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기관이 아닌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이 노
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①공공기관은 직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 보험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공공기관은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공기관은「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지급율을 감안하여 재해부조금제도를 과도하지 않은 수준
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
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
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의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⑥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
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⑦공공기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를 처리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급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차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급여 외에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보상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①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
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하여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기준 부합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와 사전
에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한다.
④공공기관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과 다른 특별출연을 할 수 없고,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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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운용하거나 급여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공무국외여행) ①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규정 제13조의3제2항 등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징
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여행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심사 및 허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2. 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공개의 방법(결과보고서에는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
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항공운임, 여비수준 등에 관한 여비규정(원칙적으로 준비금 제도는 금지한다)
제49조(명예퇴직금 지급기준 등)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
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
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
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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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단투 준비 자료 수집을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 목록
○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자료마당>정규직 전환 자료실
: https://www.kptu.net/board/list.aspx?mid=7F5FB493
- 공공운수노조 단체협약 DB : db.kptu.net
-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 www.ppip.or.kr

○그외
- 법, 조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app www.law.go.kr
- 정규직 전환 현황 : 고용노동부 고용개선 사이트 public.moel.go.kr
- 공공기관 임금, 복지, 인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 알리오 www.alio.go.kr
- 지방공기업 임금, 복지, 인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 기업 재무 정보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용역업체 등 기업정보 : 각종 채용사이트(사람인 등)
- 그 외 모든 것 : 구글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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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중앙정부 예산안 사례
1. [중앙행정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무기계약직(전환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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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예술의 전당 무기계약직(전환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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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국민연금 무기계약직 인건비
사

업

명

1. (8)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137-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코드
일반회계
명칭
구분
코드
명칭

소관

실국(기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계정

분야

부문

080

08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100

1137

311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본예산

11,626

□ 기능별 세사업별
(

년 예산

),

년

2018

년
결산

2017

사업명

2019

추경(A)

12,229

정부안

12,229

증감

확정(B)

12,601

12,601

(B-A)

(B-A)/
A

372

3.0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7

예산
예산액
현액

○ 기능별 분류(합계)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비목별 분류(합계)
․민간경상보조
(320-01)

11,626

11,626

11,626

11,626

11,626

11,626

11,626

11,626

2018

집행액
예산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행액]
본예산 추경
11,626
[11,409]
11,626
[11,409]
11,626
[11,409]
11,626
[11,409]

예산
현액

-

-

12,229

12,229

12,229

-

-

12,229

12,229

12,229

-

-

12,229

12,229

12,229

-

-

12,229

12,229

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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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실집
예상액 예상액
행액]

8,578
[8,578]
8,578
[8,578]
8,578
[8,578]
8,578
[8,578]

-

-

12,601

-

-

12,601

-

-

12,601

-

-

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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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2년~
- 사업규모 : 평가대상 16만 3천명(‘16년도)
- 사업시행방법 : 민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년도 예산 산출 근거

3) ’19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8) 12,229백만원

→ (’19) 12,601백만원( 372백만원 3.0%)

ㅇ 인건비 (보수+상용임금) (‘18년) 9,699백만원→(‘19년) 10,071백만원(증 372만원, 3.0%)

→ (’19년)5,935백만원(증 105백만원 1.8%)
▪ 산출내역 : (‘18년) 144명 × 40,488천원 → (‘19년) 144명 × 41,217천원(40,488 ×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1.018)
② 무기계약직 경상경비 상용임금
(‘18년) 3,869백만원 → (’19년)4,136백만원(증 267백
① 정규직 인건비 : (‘18년) 5,830백만원

(

)

:

만원 6.9%)

▪ 산출내역 : (‘18년) 118명 × 32,784천원 → (‘19년) 118명 × 33,387천원(32,784 × 인건비 공
통처우개선, 1.018) + 197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정충당 부족분 반영)
* 퇴직급여 충당금 197백만원 : 118명 × 28,576천원/12월 × 0.7(충당부족분)
ㅇ 경상경비 : (‘18년) 2,530백만원 → (’19년) 2,530백만원(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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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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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배운 대로 실습하는 임단투 계획

8강

배운 대로 실습하는 임단투 계획
1. 목표
- 임단투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직접 작성해 본다.
- 이를 통해 임,단협 목표와 계획,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 객관적 상황과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2. 개요
- 전체 진행 시간 : 90분
- 한 모둠 당 6~7명 배치
- 전체 진행을 위한 PPT 화면 / 빔, 스크린 준비

3. 진행안
제목

세부 진행

시간

진행안내

이 프로그램 진행의미와 방법에 대해 전체진행자가 안내합니다.

10분

사례 발표

서울대병원 사례 발표(이향춘)

30분

보고서 작성

7명 안팎으로 한 조가 됩니다.
Ÿ 각자 개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분

돌아가면서 개인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조별토론

Ÿ 전체 발표 후 임단투 목표에서부터 실행계획까지 주, 객관적 상황에
맞춰 올바로 계획을 세웠는지 함께 진단해 보고 추가 보충, 의견이 있
으면 조원들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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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세우기
기본개요
사업장 명
임금교섭 시작 시기

월

일

(예상소요기간 :

개월)

단체협약 시작 시기

월

일

(예상소요기간 :

개월)

창립일

조합원수

임단협 유/ 무

주, 객관적 상황 진단
- 2019년 우리 조직 임단투에 영향을 미칠 주, 객관적 환경 진단 -

임단투를 앞 둔 주체적 조건
(지도집행력, 조직력,
투쟁력, 조합원 분위기 등)

임단투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조건
(회사, 정부 노동정책,
정치, 경제적 요인 등)

2019년 우리 조직의 임단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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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주요 계획과 대응

준비기

교섭기

투쟁기

마무리기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대책
어려움

해결대책

계획대로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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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해 봅시다.
o 조원들과 돌아가면서 각자의 활동계획서를 공유합니다. (한 사람 발표 3분 이내)

o 각자의 임단투 계획서가 <상황진단에 비춰, 목표, 계획, 해결과제와 예상효과>등이 타당한지 서
로 토론해 봅시다. 더불어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지와 격려를 서로에게 보냅시다.

277

8강 배운 대로 실습하는 임단투 계획

<조별토론 : 이런 것을 진단해 봅시다.>
항목

주, 객관적 상황진단

임단투 목표

진단내용
-주체적 진단이 올바른지
-중요한 진단이 빠진 것은 없는 지 본다.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는지 본다.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로서 목표가 타당한지 진단한다.

-임,단협 준비를 위한 매 시기 기본 준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한다.
시기별 주요 계획

-주, 객관적 진단과, 목표에 맞게 시기별 계획을 세웠는지 비교, 진단
한다.
-교섭, 투쟁기 투쟁수위가 맞게 계획했는지 진단한다.
-특이한 계획을 조원들과 각별히 공유한다.

-앞 과정에 비춰 예상되는 어려움이 타당한지 진단한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

-해결대책이 어려움을 극복할 최적의 대책인지,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책인지 진단한다.

예상 효과

-계획대로 했을 경우, 더 많은 효과를 같이 찾아보며 지지, 격려한다.

-전체 계획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종합

-특별히 염두에 두고 보완 할 것 등을 정리한다.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지와 격려로 마무리한다.

278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6. 계획 세우기 (예시)
기본개요
사업장 명
임금교섭 시작 시기
단체협약 시작 시기
주, 객관적 상황 진단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5월 중순
(예상소요기간 : 4 개월)
5월 중순
(예상소요기간 : 4 개월)

- 2019년 우리 조직 임단투에 영향을 미칠 주, 객관적 환경 진단 -

-전임간부->사업 집행 및 투쟁 조직 경험 부족
-비전임간부 : 소통부족, 활동력 저하
-대의원 : 지속적으로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 지지
임단투를 앞 둔 주체적 조건

필요

(지도집행력, 조직력,

-조합원 : 6년 연속 파업에 대한 피로도와 부담감 높음. 19

투쟁력, 조합원 분위기 등)

년 투쟁을 위한 현장조합원과의 밀접한 소통 필요
-지부 상황: 채용 활동가 인원 부족->신규조직 가입 문의
에 대한 대응력과 비정규분회 투쟁 대응력 저하
-환자보호자: 투쟁의 정당성 알리고 지지 확보

-병원: 신임병원장 6월 임기 시작, 집행부 구성, 교섭 지연
임,단투에 영향을 미칠

에 대한 대비 필요, 노사전협의체 교섭 어려움

객관적 조건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변형근로 등 노동개악, 직

(회사, 정부 노동정책,

무급제 도입 등 공세 예상

정치, 경제적 요인 등)

-타 사업장: 보건의료노조와 다른 공공기관의 교섭 및 합
의가 미치는 영향

2019년 우리 조직의 임,단협 목표
- 의료공공성 강화 및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집회, 선전전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건강권을 확대한다.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하청 조합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공동투
쟁을 전개한다.
- 탄력근로제 및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위해 현장조합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민주노총 및 공공운
수노조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 불안전한 노동환경,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비민주적인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
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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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주요 계획과 대응
1) 투쟁기획회의: 모두발언/ 임단협 투쟁 목표/조직분석 및 병원상황 파악
2)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요구안 초안 작성(전년도 단협시 미합의 요구안, 현안문제와 노사협의회 안건 중 미합의안건, 현장
순회시 조합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내에서 역할분담하여 초안작성)
→요구초안 검토→ 조합원 요구안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요구가안 검토(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요구안 확정 :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대의원대회 진행 : 요구가안 설명->분임토의시 요구안 검토->전체토론시 분임토의 내용 발표 ->대
의원 찬반의견 수렴 후 요구안 확정(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
*인력요구안은 현장조사서 양식에 따라 조사하여 필요인력 산출. 근거자료를 PPT로 만들어 단체

준비기

교섭시 부서별 대의원이 요구안을 병원측에 직접 설명함
→공공운수노조 및 의료연대 공동 요구안 반영
→조합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확정 요구안 발표 및 투쟁목표, 일정 공유)→교섭권위임(노조중앙)
*서울대병원분회는 직종과 나이가 다양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는 요구
안에 대한 이해와 다른 직종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임단협 준비부터 마무리까
지 각 시기별로 토론을 배치하는 것은 서로의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투쟁하여 같이 책임지
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참고자료. 인력조사서, 임단협 설문지>
1)교섭단 구성 및 교육
-직종별 교섭위원 선출(8명): 전기간 교섭위원(2명),전일당일(2명),간사 등

*단체협약 제78조(교섭위원)
교섭위원은 병원과 조합이 각 8인 이내로 하되, 쌍방 대표자는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
정으로 대표자가 불참할때에는 그 대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로시간면제적용자 이
외의 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교섭위원 5인 범위내에서 교섭위원 전기간2인, 교섭전당일 2
인, 당일 1인 이내로 하고 교섭당일 이외는 무급으로 하며 직종별 2인 이내로 하되, 교섭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가조인이 이루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논의한다.
교섭기

-교섭위원 수련회: 정세교육(정치,경제,의료 등)/교섭위원의 역할과 자세/각 요구안에 대한 근거 준
비(팀별로 타사업장 합의내용, 법적근거, 현장조사, 경영분석 등 )
2)투쟁본부 체계전환 및 구성: 교섭분과,조직쟁의분과,교육선전분과,대외협력분과로 구성. 각 분과별
역할 점검 및 투쟁실무 점검
3)요구안 알리기: 직원식당내 요구안 현수막, 복도에 띠자보, 리플렛, 환자이송카트에 요구안 깃발,
PC에 요구안 깃발, 밥차에 요구안 붙이기, 요구안 스티커 화장실 붙이기 등 조직확대를 위한 순회,
집회조직, 교섭참관 조직 및 핵심 내용 알리기, 조직위별 단체행동

<참고자료. 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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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준비: 조정신청 접수 -> 1, 2차 조정->쟁의(파업)돌입
교섭진행상황 보고->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일정 확정->조정신청결의대회->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
표->조정만료(15일) 후 파업돌입
2)조합원 교육: 파업투쟁투쟁의 정당성과 효과적인 파업투쟁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효과적인 파업
투쟁방안, 비필수부서 조합원 파업 조직 등)
*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병원은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1일씩 연간 4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조합에게 부여한다.
다만, 교육일정을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투쟁기

* 간담회, 교육: 3교대 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종별, 부서상황에 맞게 한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주문하여 한다든지, 주, 야간근무시 현장순회를 하여 소식지나 교육지 전달, 출근 및 퇴근 선
전전, 점심시간 선전전을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배치하기도 한다.
3)파업투쟁본부 전환 및 파업절차 진행(대의원 역할 점검 및 부서별 상황 파악.쟁의행위찬반투표
조직 등)
4)파업돌입: 파업실무준비 및 점검
파업 조직 점검 및 순회/파업프로그램/농성장 꾸미기/파업물품 목록 준비 및 구입/질서유지대 구
성 및 사전교육/철야농성조 편성/대의원 역할점검/비상연락망 점검/사진, 비디오 담당 섭외 및 교
육/외부연대 단위 조직 및 기자조직/ 탄압에 대한 대응준비
1)조인식
병원안 검토과정: 파대본 간부->대의원->조합원 분임토의->대의원 병원안 수용여부 찬반투표->잠
정합의(의료연대본부 검토) -> 조합원 찬반투표->체결권 위임->조인식
2)임단협 평가: 교섭단 평가 수련회/조합원 평가 설문지/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참고: 교섭단 평가수련회시 평가내용

마무리기

- 임단협투쟁에 대한 총평
①분과별 평가-교섭분과/조직쟁의분과/교육선전분과/언론·대외협력분과
②상황에 따른 전략과 전술에 대한 평가/③목표와 합의안에 대한 평가
④ 이후 노동조합 후속과제(신임간부 발굴,병원측에 지속적인 합의이행 촉구 등)
3)연대단위 및 환자보호자에게 우리 투쟁의 의미와 합의사항 알리기(대자보 등)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대책
어려움

해결대책

취약한 집행력

투본체계 전환시 경험있는 비전임 간부 투본에 참여시켜 적극적인 활동력 높이기

조합원 참여 조직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한 투쟁 피로도 돌파 및 교육,선전을 통한 조직력 강화

내외부 영향에 대

정부와 사측의 공세(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 대응

분리 등)에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투쟁, 연대단위 조직 등 강력하게 대응 투쟁한다.

계획대로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
- 병원노동자로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한 차별철폐 등 투쟁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회복한다.
- 비민주적인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도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임 전임간부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비전임간부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조합원들의 신뢰감
을 더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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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의 자세>

<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의 자세>
o 사전준비
- 교섭에 들어가기 전 모든 교섭위원은 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그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 교섭에 임하는 노조측 교섭원칙을 미리 정하고 교섭과정에서는 일사불란한 태도로 임한다.
- 매 교섭 전에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그날 교섭준비를 한다.
o 교섭시간 : 교섭위원 전원이 교섭시간 정각에 교섭장소에 함께 도착한다.
o 교섭위원 자세 :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기대를 대변해 회사측과 교섭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
연하고 패기에 찬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교섭에 임한다.
o 교섭과정
- 교섭위원 전원이 발언한다.(각자의 장기를 살려 사전에 연습한다.)
- 꼬투리가 잡힐 발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회사측이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단호하게 공격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o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 확신이 없는 경우: 단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다른 교섭위원에게 발언권을 넘기거나 사안의 비중을 보아
다음 교섭으로 넘길 것인가를 판단한다.
- 유리한 발언을 끌어 낸 경우 : 회사측으로부터 노조에 유리한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즉각 확인하고 회
의록에 기록한다.
-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경우 : 휴회를 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교섭에 임한다.
- 부당한 안이 제시된 경우 : 그 근거를 기록하고 노조측 반박자료를 준비한다.
- 반론을 제기할 경우 : 교섭 전에 예상되는 회사측의 반론에 대해 충분히 사전준비를 한다. 즉 예상문제와
그에 대한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답변할 교섭위원도 역할분담을 한다.
o 새로운 안을 제출 할 경우 : 교섭과정에서 수정안이나 타협안은 제출 할 경우, 조직적 사전 논의를 바탕
으로 대표교섭위원(지부장)이 제출한다.
o 해당 회차 교섭종료
- 매번 교섭이 끝나면 다음 교섭일정을 확인한 다음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일시에 교섭장소를 떠난다.
o 교섭결렬 : 교섭 초기에는 가능한 노조가 먼저 교섭을 결렬시키지 말고 다음 교섭으로 연결시킨다.
o 교섭평가
- 매회 교섭이 끝난 직후 평가모임에서 다음 교섭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 그날 교섭을 점검하고 조합원 교육선전과 다음 교섭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o 기타
- 교섭위원들이 회사측을 개별로 만나는 것을 피한다.
- 비공식적 실무회의를 진행할 경우, 실무회의가 결정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회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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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대병원분회 현장조사서
■ 조사일: 2018년

월

일

■ 조사부서:

■ 조사자:

인력 현황
보건직
정규직

명

(직종별)
비정규직
(상시업무)
비정규직

간호직
명
명

명
(무기계약

명)

(무기계약

명

(휴직대체)

간호운영기능직

명)

명

(무기계약

운영기능직

휴직

사유 및 명수 :

명

명 현황

명

명 ※ 인력 관련 특이사항

명)

(무기계약

명

명)

명

부서 내 업무분장
업무 명

담당 인력 현황

업무 내용 및 사용 장비

예)

현장에서 고충은?
(연장 및 휴일근무, 업무과다 비정규직
증가, 교육, 세미나
휴가사용에 따른 대체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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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구안
인력요구 인원 수

직종:
인원 수:

인력요구 사유
예)

장비도입,

검사건수증가,

결원, 상시적인 비정규직 해고
등 인력부족 사유 기재

인력요구 근거 자료
예) 3년간 비정규직 교체 빈도,
노동강도 증가 근거자료, 3년간
검사 건수 통계, 신규 도입 장
비, 신규검사 개설 항목, 연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 대
기 환자 수, 타병원 인력 비교,
휴무 적체 등
(별도의 첨부 파일로 보내주셔
도 됩니다)

※ 단체교섭에서 인력 요구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조사해주시고 근거자료를 첨부해주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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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대병원분회 현장조사서
■ 조사일 : 2015년

월

일

■ 직종 :

■ 조사자 :

■ 조사부서:

질문1. 인력요구 및 근거를 적어주세요
(예: 장비 및 검사건수, 검사실 증가, 노동강도 증가 등)
질문2. 직원안전
업무 중에 환자, 보호자, 관리자 등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3. 정규시간외 근무
토요근무, 연장근무,야간근무 등 정규시간외 근무를
평균 1인당 어느 정도 하십니까?
질문4.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계약기간과 재계약 가능성은?
질문5. 업무 및 근무형태 변화
최근 1년 안에 추가된 검사나 근무변경이 있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질문6. 임산부 및 육아기 등 육아목적의 노동시간
단축 사용인원 및 대체인력 투입유무

※ 단체협약 요구안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조사해주시고 근거자료를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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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실태조사

1. 통상근무(주간 및 야간 고정 모두 해당)일 경우
(1) 1일 소정근로시간 : (

) 시간

(2) 1일 휴게시간 : ( ) 시간
(3) 1일 연장근로시간 : ( ) 시간
(4)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 ) 시간
(5)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 : ( ) 시간
(6)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 ) 시간
(7) 1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 ) 시간
(8) 1개월 평균 휴일근무(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휴일 근무)일수 및 시간 : ( )일, ( )시간
(9) 작년 1년간 평균 연차휴가 사용 일수 : (

) 일

2. 교대근무
(1) 교대형태
①격일제 ②2조 2교대 ③3조 2교대 ④3조 3교대 ⑤4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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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4조 3교대 ⑦5조 3교대 ⑧교번 ⑨기타(불규칙 교대 등)
(2) 근무방식 : “주야비”, “주주야야비휴” “AABBCC휴휴” 등으로 기재
(3) 교대주기 : (00일 / 0주)
(4) 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 : ( ) 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

) 시간

(5) 교대근무시간
① 격일제의 경우 :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② 2교대의 경우 : 주간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야간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③ 3교대의 경우 : A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B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C

00:00 ~ 00:00(휴게시간 0시간)

④ 기타 불규칙 교대의 경우 해당 내용 기재 및 자료 첨부

(6) 휴가, 교육 등과 관련된 대체 근무(대근, 대무 등) : 월 평균 ( )일, ( ) 시간

(7) 작년 1년간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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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단체협약 요구안 마련 및
임금ᆞ현안 투쟁에 대한 조합원 평가 설문지
5월 19일 임금교섭 조인식을 마치고, 이제 2016년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병원의 임금피크제 불
법 도입과 사학연금 일방 도입에 대응하여 임금 교섭을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상반기 임협 투쟁과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평가 및 요구안 설문을 진행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② 좋은 요구이지만 시기상조다.
1. 귀하의 직종은? (
)
① 사무직, 기술직 ② 일반운영기능직 ③ 간호운영
기능직 ④ 간호직 ⑤ 보건직, 의공직

③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삭감의 우려가 있어 반대다.
④ 노동시간 축소 요구가 필요 없다.
⑤ 기타(

2.
①
③
⑤

귀하의 근무 년 수는? (
)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5.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은 우리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칠까요? (복수응답 가능) (

,

,

)

① 성과연봉제에 이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퇴출제가

3. 하반기 단체교섭에서 꼭 쟁취하고 싶은 요구안을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

도입될 것이다.
② 직원끼리 경쟁과 갈등을 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

약화 될 것이다.

① 성과연봉제 도입 방지 협약

③ 저성과자의 임금이 깎이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② 의료민영화 저지 및 공공의료 강화

없을 것이다.

③ 직원휴게실, 노조게시판 추가 및 확장

④ 직원 간 경쟁이 심화되어 병원이 발전할 것이다.

④ 보직자 선출 재임용 시 직원 의견 수렴

⑤ 기타(

)

⑤ 토요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축소 및 토요일 외
6. 박근혜정부에서는 12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성

래 진료·비응급 수술 폐지, 일요일 정규퇴원 중단
⑥ 임산부 근로 단축 일단위로 사용 허용 및 대체인력 충원

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불법을 강행하
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투쟁계획은 무엇

⑦ 정규직 전환 시 계속근로(경력 모두 인정)로 산정

입니까? (

⑧ 인력 충원

)

①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총파업을 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올해부터 주 35시간으로(현행 40시간)

②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집중 집회 등을 한다.

노동시간 축소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

③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은 무엇입니까? (

④ 정부의 정책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

)

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

⑤ 기타(

관부터 적극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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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당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 주치의를 역

2. 2016년 임금협약 합의안중 가장 만족스러운 합의

임한 서창석 교수가 5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장으

안과 불만족스런 합의안을 각각 두 가지 골라주세요.
만족: (
,
)
불만족: (
,
)

로 취임했습니다. 새 병원장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

3. 상반기 임금교섭 투쟁에서 임금피크제 전면

① 청와대 낙하산 인사로 의료민영화, 노동개악 등
박근혜정부 명령 복종

폐지가 아닌, 기존 병원안을 수정하여 합의를 하

② 분당서울대병원처럼 운영기능직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

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

③ 분당서울대병원처럼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① 파업투쟁을 해서라도 이 안을 끝까지 받지 말았어야 했다.

④ 우려스러운 점 없다.

② 불만족스럽지만 현재 상황에서 변경된 안은 수용할만했다.

⑤ 기타 (

)

③ 처음 병원안을 그냥 수용했어야 했다.

)

④ 잘 모르겠다.

<2016년 임금교섭 평가>

⑤ 기타 (

)

1. 투쟁방법 및 요구안 논의과정(설문조사, 간담회,
과모임, 순회 등)에서 조합원의 뜻이 잘 반영되었다

4. 2015년 공공의료· 임금· 단체 협약 갱신 투쟁

고 생각하십니까? (

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쟁방

① 잘 반영되었다.

)
② 대체로 반영되었다.

③ 반영이 되지 않았다.

④기타

<2016년 임금 및 현안에 관한 합의안>
① 임금 인상
정률 각 2.2% 인상(기준기본급, 능력급, 상여금, 조정급)
정액 660,000원(연) 인상(기준기본급, 능력급, 상여금 합계)
② 임금피크제

식 3가지를 고르세요. (

,

,

)

① 단체교섭 참관 ② 중식 집회 ③ 요구안 소자보
띠벽지 붙이기

④ 소식지

⑤ 노동조합 가입 독려

⑥ 과모임 ⑦ 노동청 1인 시위 및 집회 ⑧ 병원장
집 앞 1인 시위 ⑨ 시계탑 피켓팅 ⑩ 단체행동(PC
에 요구안 깃발달기, 달력에 투쟁일정 도장 찍기)

- 공로연수 기간 4개월로 연장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병원이 보장
③ 근속가산기본급
- 삭감 없이 노사 재논의 하기로 함

5. 노동조합 집행부와 병원에게 바라는 점과 하
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④ 고용에 관한 사항
- 퇴출제(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하지 않음

<노동조합>

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 무기계약직 66명 연내 정규직화
⑥ 사학연금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보장
- 전환 불이익자, 미전환자 문제 해소 노력
⑦ 영상의학과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간선택제 운영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 축소 노력

<병원>

⑧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승급지연 건)
- 승진·승격 조정급 보장
➈ 현안 사항
- 반장제도 개선
- 진단검사의학과 근무 중 사망 건 산재 인정 협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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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서울대병원을 바로 잡기 위해 8월 27일 파업에 들어
갑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돈벌이 영리자회사인 (주)헬스커넥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 영리자회사에 서울대병원의 환자의 의무기록(EMR) 사용권을 팔아먹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을 돈벌
이에 사용할 수 있게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의 자산을 계속 팔아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병원 부실화를 불러올 수천억 공사를 강행하고 운영권을 재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은 환자 수와 검사 수에 따라 의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병희
병원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호도하는 것처럼 16.7%의 임금인상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보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을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공공병원으
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4. 8.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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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간접고용·비정규직 임단투 전략과 투쟁 사례
1. 간접고용 관련, 2019년 정세 동향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직
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
-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2/3이상 전환 대상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 결정이
되어 정책 취지가 심각하게 후퇴하였음. 또한 사용사유제한,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등
은 추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여전히 비용 절감, 고용 유연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간접고용을 확대, 지속하려는 사용자의 의지가 강력함이 확인되었음
- 2018년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신규 조직화와 다양한 투쟁이 이어졌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임금체계 변경과 구조조정 꼼수에 대한 대응, 매년 되풀이되는 업체 변경
에 따른 고용승계 투쟁이 있었고,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KT 하청 노동자의 파업 투쟁
등도 이어졌음. 특히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외주화, 간접고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유가족, 시민사회의 헌
신적 투쟁으로 산안법 개정, 발전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
시작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 투쟁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간접고용을 철폐하기 위한
2019년 투쟁이 필요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전환 현황(1단계)
- 노동부가 2019년 1월 공개한 2018년 12월 말 기준 추진실적 공개자료를 분석

①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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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말 까지 전환이 전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 288개 기관으로 파견‧용역 노동자가
있다고 대답한 기관의 43.9%에 이름. 특히 자치단체 결정 미완료율은 76.9%나 되며 공공
기관도 41.9%가 완료되지 않았음
<표1> 파견‧용역 기관 유형별 전환 진행 현황
구분

해당없음

계

결정

부분확정

중앙행정기관

38

2

1

8

49

자치단체

40

25

108

72

245

23.1%

76.9%

공공기관

168

48

73

45

334

58.1%

41.9%

지방공기업

67

1

14

67

149

81.7%

18.3%

교육기관

55

10

6

5

76

77.5%

22.5%

368

86

202

197

853

56.1%

43.9%

계

미확정

결정

전체확정

완료율 미완료율
92.7%
7.3%

- 협의기구도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96개. 자치단체의 경우 40.5%가, 공공기관의 경우
8.3%가 협의기구 미구성
-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14개중 1개만 완료, 파견‧용역 전체 인원 5,234명 중 304명만
전환 결정되어 전환율(전환결정 인원 기준) 5.8%에 불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확정이며,
한국화학연구원도 부분결정이지만 전환결정인원은 0명으로 전환율(전환결정 인원 기준) 0%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공기관은 27개 소 중 9개만 전환확정. 에너지 공공기관의 파견
‧용역 노동자 규모는 2만6천여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1/4규모임. 전환율(전환결정 인원
기준)이 0%인 기관도 한국가스공사 등 7개소이고 절반 정도밖에 진행 되지 않은 기관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사 등 11개임.

② 전환 결정 인원
<표2> 파견용역 유형별 전환결정 인원과 전환율(전체확정 기관 대상만을 기준으로 함)

15,202

413

14,789

일시간헐
비율
(1-B/A)
2.7%

자치단체

2,684

113

2,571

공공기관

55,970

799

3,823
20,588
98,267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계

총인원
(A)

10,925

예외적용
비율
(1-C/B)
26.1%

4.2%

1,968

23.5%

73.3%

55,171

1.4%

49,806

9.7%

89.0%

265

3,558

6.9%

2,263

36.4%

59.2%

836
2,426

19,752
95,841

4.1%

17,736
82,698

10.2%

86.1%

13.7%

84.2%

일시간헐
(A-B)

상시지속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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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결정
(C)

전환율
(C/A)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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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확정 기관만 대상으로 전환 결정 인원을 기준으로 전환율을 분석해보면, 전환 확정 기
간의 파견‧용역 총인원은 9만 8천명. 이 중 일시간헐로 분류된 인원은 약 2천4백명으로 전체
2.5%로 매우 적은 편. 상시지속업무로 분류된 인원 중 전환에서 제외된 비율은 13.7%로 기
간제에 비해 일시간헐 비율이나 예외적용 비율이 낮은 편. 하지만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경우 예외 적용율이 타 유형보다 높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전환 결정된 인원은 약 8만3천 명으로 전환 확정 기관 파견‧용역 총인
원 대비 84.2%로 높은 편.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전환율이 높은 대신 지방공기업은 낮은 편임.

③ 전환 방식
- 공공기관 중 자회사로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42개, 약 4만 2천명 정도로 추정 됨
- 부분적으로라도 전환을 확정한 기관 대비 약 1/5, 인원 대비 2/3정도가 자회사 전환 방
식으로 결정

<표3> 전부 또는 일부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기관 목록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중소기업유통센터,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예
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잡월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

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

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

④ 소결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출연연구기관이 특
히 전환결정이 늦어지고 있음. 대부분 전환 방식이 쟁점. 정부는 2019년 중 전환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 전환이 지연됨에 따른 현장 피로도도 커지고 있음.
-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환 대상 규모가 크거나 이미 자회사가
존재하는 기관들에서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면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음.
- 자회사로의 전환되면 고용안정은 다소 확보되겠지만, 간접고용 구조의 개선 없는 자회사
전환은 외주화, 간접고용의 폐해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 현재 자회사로 전환된 기관의 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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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교섭이 시작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처우개선, 원청의 책임 방기, 용역업체와 동일하
게 운영되는 자회사 등으로 인한 현장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

(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안
- 정부는 직접고용 원칙 확립 없이는 자회사 전환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안을 통과시킴
-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자체를 저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부 모델 안을 활용하여 이후
직접고용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 조성 필요

<표4>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주요 내용과 노동조합 대응 방향
원칙

안정성‧공공성 확보

내용
자회사‧설립 위탁 근거 마련 : 개별 법령 또는 정관
지속적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 출자 : 민간자본 지분 참여는 지양
자회사 임원‧관리직 수 최소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 보장, 모회사 소통‧연계성 강화

독립성‧책임성 조화

- 모회사 권한‧책임 한계 명시, 경영협약 통한 관리
공공기관 수준 경영정보 공시, 노동이사제 검토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협의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활용, 산업안전‧예산 모회사
책임 강화

자회사 전문성 강화

교육체계 수립(노동자 수요 반영), 전문성 향상 노력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반영, 고정 보상
상위 단계 승급 보장, 적정임금, 공정 인사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취업 방지

(3) 민간위탁 정책 방향과 대응
① 주요 내용

가) 정책 추진 방향
-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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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정관 기본, 법 개정 추진
낙찰율 미적용 필요
100% 원칙 관철
임원‧관리직 비용 처우개선
절감분 외 별도 부담
간접고용 철폐
노동이사제 요구
공동협의회 운영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적
용
교육훈련 실시
모회사 동등 처우
승진, 승급 보장
모회사 낙하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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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민간위탁 사무 분야 및 노동자수
구분

사무수
건

노동자수
%

명

예산
%

억원

%

일반공공행정분야

668

6.6

20,820

10.6

4,465

5.6

공공질서 및 안전

420

4.2

3,168

1.6

878

1.1

교육

534

5.3

6,207

3.2

2,296

2.9

문화·체육·관광

926

9.2

10,955

5.6

7031

8.8

환경

672

6.6

14,466

7.4

14,328

18.0

4,769

47.2

72,552

37.1

22,182

27.9

보건

799

7.9

16,464

8.4

2,202

2.8

농림

219

2.2

1,957

1.0

823

1.0

74

0.7

730

0.4

527

0.6

281

2.8

7,060

3.6

4,272

5.4

지역개발

92

0.9

618

0.3

435

0.5

과학기술

29

0.3

177

0.1

112

0.1

226

2.2

6,731

3.4

5,777

7.3

국방

9

0.1

1,000

0.5

370

0.5

통일·외교

6

0.1

28

0.1

52

0.1

재정·세재·금융

10

0.1

8,081

4.1

177

0.2

통신

32

0.3

6,094

3.1

2,304

2.9

폐기물

268

2.7

13,894

7.1

9,857

12.4

콜센터

65

0.6

4,734

2.4

1,525

1.9

10,099

100

195,736

100

79,613

100

사회복지

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산업통상·중소기업

합계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가) 주요내용 및 방향
ㅇ (위탁단계 별 구체적 권고 기준 제시) ①사업자 선정 → ②계약체결 → ③재계약·위탁해
지 단계 별로 구체화된 권고안 제시
- (사업자 선정 단계)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합리적 임금체계 및 수준, 취약계층 채
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유도
- (계약 체결 단계) 적정 위탁기간 및 임금 권장,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도모 및 노동관계
법 준수 의무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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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례) 위·수탁협약서에 25% 이상 정규직, 80% 이상 고용승계 등 포함
**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콜센터’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 의무 부여

- (재계약 및 계약 해지) 재계약 우대사항 및 고용 등 핵심 조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제한 조치 등
ㅇ (소통창구 마련)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소통창구 기관별로 마련

(나) 추진 일정
ㅇ 연구용역 발주(’19.2월) → 연구용역 완료(~’19.4월) →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관계부처
협의(~’19.5월) →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다)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

(가) 기관 자율 검토
-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

<표6>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기준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서울시 조례 제4조의2)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③경제적 효율성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⑤성과 측정의 용이성, 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⑦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분석(서울시 사례)
분석기준
①서비스 중요성
공공성

효율성

③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분석내용
·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특정 목적의 한정적 시민/불특
정 지역생활권의 시민/모든 시민)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④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 공급 가능성 등

⑤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⑥경제적 효율성
⑦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⑧경쟁적 시장여건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⑨관리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②서비스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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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 (대상 사무)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
- (절차) 1단계 사무인지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되,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 (전환 검토) 오분류로 확정된 경우에는 기관 단위에서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
와 방법(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 따라 재검토

(다) 심층 논의가 필요한 위탁사무의 검토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
*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1)중앙행정기관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경
우, 2)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 → 해당 중앙부처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시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라)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가)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운영 및 관리 도모(행안부)
- 주관기관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실시

(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 사회적경제 기업 가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금액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활성화 도모(기재부, 행안부)

(다)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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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수탁기관 사전인증제, 평가 등을 통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개별기관)
- 공공서비스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보상형 민간위탁 확대 검토

② 문제점

가. 노동조합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발표

나. 상시지속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을 정규직화한다는 원칙 포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3단계 전환이 아닌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으로 발표
-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괄 전환이 아닌 기관별, 부처별 검토

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문제점
- 가이드라인 강제 실효성 우려
- 언급하고 있는 보호 수준이 고용 승계 외에 단체협약 승계, 적정 임금 보장 등 용역근로
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미달한 수준

라. 직접수행 검토 관련
- 1단계 오분류 기준을 협소하게 해석 할 경우 실내청소, 경비 등 일부 직종만으로 1단계
오분류가 협소하게 적용될 가능성 높음
- 일괄적 전환 검토하지 않아 기관, 부처 단위에서 검토 자체가 안 될 가능성 높음
- 기관, 부처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구체적 전환 기준 제시 없어 기관, 부처 단위에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 높음

마. 공공성, 책임성 강화
- 법 제정 이전 행정적 조치로 가능한 관리 강화 대책 부재
-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위탁 활성화, 성과보상형 방식 악용 우려

2)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1)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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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말 공공기관에서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
*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18.12.4), KTX 강릉선 탈선(‘18.12.8), 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사고(‘18.12.11) 등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18.12.21, 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
수조사’ 실시(‘18.12~19.4)
- 정부합동 TF, 기관별 안전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장·시설 안전을 포괄한
종합대책* 마련(‘19.3.)

(2) 주요 내용과 분석
<표7>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영향 분석
구분
안전중심
경영체계

과제
안전기본계획 작성(매년 1월말, 금년은 6월
말까지)
안전관리규정 수립, 운영

작업장
조치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자체 점검(현장 근로자 안전조치 사전점검

시설‧안전

분석

및 미준수시 퇴거 조치)

현장 안전조치 형식적 점검보다 보호구
착용 여건 마련 등 조건 확보 위한 대
응 필요

위험성 평가(도급‧발주 작업장의 위험성평

원‧하청 공동, 노동자 참여 위험성 평가

가를 점검(도급‧발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필요

부실한 경우 보완 조치 요구)

위험성 평가 수행 위한 내부 준비 필요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신입직원 현장
단독 작업 제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 중
안전
관리

근로자 안전
조치

지 및 휴식 제도(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19.1),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강화

(’18.5)) 철저 이행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

(공통)

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기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신설․운

관리

영

관리

사업장 안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중점

위해 원하청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안전

기관*

근로협의체’ 운영

경영평가

하청의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 위
한 제도 마련 요구
하청 교육 시간 확보와 교육 위한 추가

안전교육 강화
안전전담 조직 기관장 직속 설치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근로자‧ 전문가

안전

현장 적용 점검 및 요구

인력 충원 등
안전경영위원회 하청 노동자 대표 참석
요구
안전근로협의체 하청 노동자 대표성 확
보 및 자주적 선출 보장, 실질적 운영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와 통합 운영
등도 모색)

매년 기관별 산재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안전사고 목표 형식적 달성 위한 산재

설정하고 주무부처 책임 하에 관리

은폐 및 책임 전가 차단

지표 개선, 평가단 보완

모니터링 및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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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원 책임
강화

과제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
관련 임원에 대해 공운법 제35조에 따라
해임․해임건의 추진
정원 협의시 시설안전 및 재난예방 등 안
전 분야 필수인력에 대해 우선 증원 추진
(‘19.3)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 안전전담부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약 1,400여명 증원

분석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 회피를 위한 책
임 전가 대응 강화
인력 확충은 원청만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원청 중에서도 무기계약직 등이
배제되는 경우 발생
무기계약직, 하청 인력 확충 요구

인력확충 및
투자‧예산

19년 예산 전용, 추경, 계획변경 등을 활용

확대

하여 노후시설물 보강 등 안전분야에 5%
이상 투자 확대를 유도

안전 예산에 외주 분야의 인력 확충이

체계

- 2018년 안전예산 13.7조 : 안전관련 사업

나 시설 개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

개편

비(9.6조원), 시스템 비용(1.6조원), 인건비

하고 대응할 필요

(1.1조원), 물품구입(0.6조원), 외주비용(0.4
조원), 안전R&D(0.2조원) 등으로 분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상습적인 안전법
령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모니터링 및 대응

제한 강화
계약제도
개선

안전관리 평가 강화낙찰자 선정시 재해
율·재해예방활동 등 안전 평가를 의무화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

공시확대

안전 분야 공시 항목 신설

안전 평가 항목 개입 필요

자회사 등에서 활용 필요
공시 항목 형식화 개선

<표8> 안전관리 중점기관(97개) 목록
유형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기관명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원랜드, 주식회사
공기업
(33개)

에스

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
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주), 해양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

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
준정부

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기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

(40개)

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

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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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

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
북대학교병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3)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1) 주요 경과
- 17년 말 환경미화원 연이은 사망 이후 문대통령 환경미화원 대책 마련 지시(1.16)
- 환경미화원 노조관계자 감담회 및 의견 수렴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8.8.)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협의회 구성(9월말), 1차 회의 개최(10.12일)
*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양규서 국장, 2019년에는 공성식 국장 참석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발표(19.3.6.)

(2) 개선 방안 주요 내용
<표9>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과제 목록
부처

행안부

환경부

과제명

추진기한

①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반영

’18.9.

② 정부합동감사 등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이행여부 점검

’18.9.~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18.8.

④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추진

’18.12.

⑤ 휴게시설(쉼터) 조성 등 자치단체 특별 재정지원

’18.10.

⑥ 공무원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추진

’19.3.

⑦ 지자체 합동평가에 ‘환경미화 업무’ 지표 신설

’19.6.

⑧ 청소행정 담당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19.3.

① 주간근무 원칙 확대 적용

’19.12.

② 차량유형에 따른 근무체계 확립(3인1조 준수 등)

’19.3.

③ 표준인력모델 마련

’19.3.

④ ‘지역도급제’ 실시 권고

’18.10.

⑤ ｢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 제정

’18.9.

⑥ 시설‧장비 안전기준 설정, 정기 실태조사 실시 법제화

’18.12.

⑦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의무화

’18.12.

⑧ 환경미화원 필수 안전장비품목 설정, 착용 의무화

’18.12.

⑨ 안전장비 기준 마련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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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고용부

지자체

과제명

추진기한

⑩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등) 모델 개발

’18.9.

⑪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추진

’18.9.~

⑫ 친환경 청소차 보급 지속

’18.9.~

⑬ 기본급 기준 단가, 복리후생비, 보험료 현실화 및 표준 모델 마련

’19.3

⑭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개선 조치계획 등 보고 의무화

’18.9.

⑮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강화 및 제도화

’18.9.

⑯ 거점수거시설 설치 확대

’19.1.~

⑰ 배출 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로 홍보

’18.9.~

①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시 작업중지 등 작업기준 마련

’18.8.

② 작업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매뉴얼 개선‧배포

’18.10.

③ 사업주 대상 재해사례, 작업안전수칙 등 특별안전교육 실시

~’18.12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교육 지원

’18.9.~

⑤ 파상풍, 독감‧폐렴구균 예방접종 추진 지원

’18.9.

⑥ 휴게시설 구비 추진 지원

’18.9.

⑦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현장감독 강화

’18.8.~

⑧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점검 및 고용안정 확보방안 마련

’19.4.

① 휴게시설 구비 추진

’18.9.~

② 파상풍, 독감‧폐렴구균 예방접종

’18.9.~

③ 위탁업체의 계약 준수여부 및 위법행위 점검 강화

’18.9.~

④ 지자체별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18.9.~

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전면 실시

’18.9.~

⑥ 청소차량 안전 수시점검,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18.9.~

⑦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

’18.9.~

⑧ 위험 폐기물 등에 대한 올바른 배출 방법 등 홍보

’18.9.~

비고

(3) 추진 실적(정부 발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 위탁계약시 고용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
호지침」주요내용을「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반영‧강조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통보(7.23.)

- 휴게시설(쉼터) 조성 등 자치단체 특별 재정지원 추진 : 2018년 50억 사용, 2019년 30억
배정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마련(19.3.4)
<표10>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주요 내용
○ 청소차량 안전 기준 : 영상장치 설치, 상차원 직접 작동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배기관 방향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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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구 안전 기준 : 안전 기준 인증 청소장비 착용
○ 주간 작업 원칙
○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
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함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옥외작업 중단 : 지자체 및 대행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옥외작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4) 대응 방향
- 이미 시행된 개선 과제는 현장 적용 실태 등 파악하여 제대로 집행되도록 압박하고 현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해결
*휴게시설 마련 등에서 민간위탁 배제되고 있는 문제, 주간작업으로 변경하며 임금 삭감 사례 등

- 이후 추진 과제에 대해 대정부 협의와 현장 대응 병행, 지속
*현장에서 지자체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공세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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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임단투 전략과 주요 사례

<그림 132> 간접고용 임단투 전략

1) 원청 직접고용 쟁취 사례
(1) 케이블방송 씨앤앰, 원청으로 직고용
* 2015.7.19. 개최된 토론회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김진억 희
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의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투쟁 경과
- 케이블방송 씨앤앰(현 딜라이브)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은 2010년 1월 정규직 노조 건
설로부터 시작
-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10개월간 치열한 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했고, 35일간
에 파업 투쟁을 통해 비로소 임단협을 체결하고 노조를 인정받았음. 체결 이후 24개 외주
업체에서 AS,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 2년간에 걸친 지난
한 비공개 조직 사업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비정규직 지부를 건설.
- 과반수에 가까운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는 큰 무리 없이 노조 사수, 임단협 체결
로 이어짐, 하지만 곧 사측의 반격이 시작. 매각을 앞두고 대주주인 사포펀드 MBK, 맥쿼리
는 단계적 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 탄압을 자행.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5개 외주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109명 조합원을 해고, 이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지부는 무려 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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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치열한 투쟁을 전개.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12월 31일 해고자 전원 복직, 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쟁취. 이로부터 직고용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
-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에 실패한 사측은 무려 2조 1천억에 이르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림, 케이블방송은 한계산업으로 치부되었고 매각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
서 단기간 출구는 보이지 않고 부도 처리도 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사측은 생존을 위
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MBK, 맥쿼리는 경영 개입에서 배제되었고 채권단이 전
면에 부상. 2016년 12월 사실상 위기관리 체제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섬. 한계산업 케이
블방송을 넘어 새로운 활로, 경영 성과를 내라는 역할을 부여 받은 경영진에게 강력한 투
쟁력을 지닌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협
조를 요청했고 노동조합은 그 전제로서 직고용을 요구했음.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점 중에 하나는 단계적 직고용. 한꺼번에 하기에는 채권단
동의 여부, 동종업종 반발로 좌초 우려, 경영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 직고용을 진행. 그 결과 2016년 3개 업체 120명, 2017년 150명 직고용이 진행. 고
용 형식은 씨앤앰 고객센터로 직고용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기존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단협을 2019년까지 동일 적용하는 방식.
- 그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음. ‘임금을 동결해
도 좋으니 직고용이 우선이다’는 결의를 가졌으며 결국 임금 총액 3퍼센트 인상에 단계적
직고용이라는 진전을 이루어냈음. 비정규직 노조도 임금 인상보다는 직고용을 우선으로 활
동을 전개. 향후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자회사보
다는 원청 직고용이 안정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받는 길이었음. 직고용과 동시에 임금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 임금 투쟁을 전개. 그 결과 2017년 최저시급 9천 원을 확보
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상향. 매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8년 단
계적 직고용 지속 여부가 주요 과제. 이는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진
전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

○ 시사점
- 현실 조건과 주체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인 직접고용 투쟁 전개. 단기적으로는 단계적, 지
속적 권리보장과 주체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는 직접고용 쟁취를 목표로 해야 함. 간접고용
으로 인한 문제, 폐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 사회정치적 압박과 원
청에 대한 설득과 투쟁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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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화 형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 과정에서 힘의 역관계, 구체적 조건, 상황 속에
서 정규직화 내용과 방식이 결정. 다양한 이해관계, 조건이 충돌하는 영역도 있는데, 이를
주체적으로 조율 조정하여 고용안정성 확보, 노동 조건 개선 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유의할 점은 충분히 원청 정규직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과정 없이 미리 후퇴하지는 않
아야 된다는 것
- 자회사 방식도 그것이 조직 확대 강화로 귀결되고 더 큰 힘으로 미래를 위한 진전이 가
능하다면 수용 가능. 조직 확대 강화가 없다면 수많은 자회사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만 보
장될 뿐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하게 됨.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조
직된 힘으로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원청 정규직과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직
과 주체역량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될 것.
- 또한 개별 사업장의 진전만이 아닌 사회적 구조, 의식, 제도, 관행을 바꾸는 사회적 투쟁
과 병행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법으로 사용사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 필요.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사용동기를 차단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 원청과 교섭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 보장,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통해 조직과 투쟁을 진전시키기는 것이 필요. 노조 할 권리, 주체화를 위한 조치들을 진전
시키는 것도 중요.

(2)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쟁취 투쟁 사례
*안민지, <비뚤어진 세상을 AS 하겠습니다 : 노동조합으로 변화를 만들어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2018년 노동조합 활동가 학교>>, 황수진,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노조 인정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보다 2018년 5월초. 참고

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설립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현장 노동자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태동.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100여 개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이중도급 구
조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
-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수록 삼성은 사용자책임을 삭제하기 위해 임금불
투명성을 높였음. 임금불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중간착취는 더욱 강화되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 이 과정에서 초동주체가 소속해있었던 동래센터가 폐업되었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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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자행. 하지만 동래센터 폐업은 오히려 노동조합 결성의 기폭제로 작용. 2013년 7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창립총회 개최.

② 초창기 성장

○ 민주노조 사수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삼성은 노조파괴에 나섰고 표적감사를 비롯한 극심한 노
조탄압이 전개. 3개월 만에 열사 투쟁 발생. 최종범열사 투쟁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리스 차량 제공 및 유류비 지원
을 약속했고 최종범열사 유족과 전 노동자에게 유감을 표명.

○ 최초의 임단협 체결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초의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임단투에 돌입. 첫 경고파
업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앞 전국 총파업까지 이어짐. 삼성은 위장폐업으로 맞대응. 두 번째
열사 발생. 41일간 전 조합원 상경 노숙농성 끝에 첫 임단협 체결. 삼성은 염호석열사에
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폐업센터 조합원 고용승계, 타임오프 및 사무실 비
용 지원 등 노조활동 보장, 기본급 및 단체협약 도입이 이루어짐

③ 정체성 형성

○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인권지킴이 등은 ‘삼바운동’ 을 적극 제안. 삼성을 바꿈으로
서 세상을 바꾸자고 호기롭게 제안. 조합원들 역시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체감하며, 삼성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세상 밖으로 나옴
-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꿔보자”고 외쳤다. ‘삼바
삶바’ 구호는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되었음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 이슈화되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삼성은 문제
해결에 나섰음.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태생부터 문제를 사회의제화하며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했고, 사회적 투쟁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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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 발랄한 투쟁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기존 노동조합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투쟁을 벌여 나갔음. 삼성전
자서비스지회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투쟁문화를 만들어나갔음.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
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렸음.
- 첫째, 스스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자. 둘째, 매일매일 다르게 싸우자. 셋째, 노동자투
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를 모으는 투쟁을 하자. 넷째, 예측 불가능한 것을
하자. 다섯째,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자.

④ 원청 직접 교섭 요구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 투쟁
- 2016년 총선,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3권 관련 3대 의제 질의(원청 사
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대체 인력 투입 금
지/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

○ 삼성의 3대 경영세습 사회 의제화
- 2016년 임단협 투쟁전술로 재벌개혁 투쟁을 진행. 삼성의 경영세습 문제를 알리며, 삼성
노동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를 벌였음. 투표에는 1만 2
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영세습에 대한 반대율은 90.1%로 집결. 삼성의 경영세습 문제를
담은 페이스 북 동영상은 조회수 18만을 기록

○ 위험의 외주화 문제 제기
- 2016년 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음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위험의 외주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언론· 인
터뷰 및 SNS 확산에 나섰음. 뿐만 아니라 전국 선전전부터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 고
용노동부와 삼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며 안전장비 및 2인 1조 작업 확보, 건당수수료 폐지
와 실적압박 중단,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 노동조합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화력
을 집중했고, 비정규직 죽음 이면에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음을 크게 여론화시켰음. 이를 통
해 설치수리기사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었고 삼성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일부 작업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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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 이재용 게이트 전면 대응
- 2016년 11월~2017년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에 정면 대응. 임단협 투쟁기간
이 아님에도 투쟁기금을 걷고 대체휴무, 주말, 아침·점심·저녁 시간을 활용하며 투쟁을 전개

○ 재벌개혁실천단 SSEN
- 2017년 4월 임협 투쟁에 돌입하며 2차 재벌개혁 투쟁을 결의. 그 시작으로 금속노조 비
정규직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인정,
비정규직법‧파견법 폐지’를 요구하며 4.22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총파업을 전개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임협 투쟁의 주요 요구를 ‘원청 직접교섭 쟁취’로 삼았음. 5월 27
일에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서울구치소 앞 집회를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하
청 노동자로서 직접 교섭을 요구
-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은 재벌개혁 투쟁부터 최저임금 1만원, 원청 사용자 책임확대,
노조할 권리 요구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사회화하는 사회적 투쟁을 전개. 구체적으로는 ‘최
저임금 1만원 요구 및 사회적 총파업, 문재인 대통령의 사라진 비정규직 공약 책임 촉구(원
청 교섭책임 확대), 원청사-하청노동자 직접 교섭, 삼성재벌 사회적 책임 촉구, 위험의 외
주화 중단,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 전면 인정, ILO 핵심 협약 비준 촉구, 최저임금
꼼수 중단, 체불임금 즉시 지급’ 등의 실천투쟁 전개

⑤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쟁취
- 2018년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
용하겠다고 약속
- 2018년 11월 마침내 삼성전자서비스가협력사 직원 7,8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함. 직접
고용 대상은 협력사의 정규직과 근속 2년 이상의 기간제 직원으로, 수리협력사 7천8백명,
상담협력사(콜센터) 9백명 등 총 8천7백여명. 상담협력사 직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분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CS㈜'로 고용
-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이나,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 투쟁으로 민간에
서 직접 고용을 쟁취한 모델
- 직접고용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4월 초 삼상의 노조파괴 문건 6,000건이 폭로.
2013년 7월 노조설립 직후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
련 수시 근로감독 결과 ‘요약본’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에 불리한 내용이 다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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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사건 당시 삼성이 부친에게 6억을 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
이 포함되었음. 삼성이 실질적 사용자였고 노조파괴를 위해 각종 불법적, 편법적 수단을 동
원해 왔음이 드러난 것임.
- 이는 우연이 아니라 노조 설립 초기부터 삼성 원청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투쟁을 한
결과임. 삼성이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세력이 되었기에 노조파괴에 더 열을 올렸고 결국 진
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
- 간접고용 노조가 원청 상대로 투쟁하고 교섭하며 조직을 확대하는 모델을 민간 최대기업
삼성에서 만들어 널리 확산하자고 했던 성과. 위장도급 소송 등 법에 기대기보다 원청이
노조를 무시 못 하게 힘을 키우자고 했고, 당연히 이겨야 할 소송에서 졌을 때도 심적 타
격은 있었지만 노조 탈퇴는 거의 없었음.
- 재벌개혁을 끊임없이 자기 투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도 함. 국정농단을 ‘이재용-박근혜
게이트’로 규정하고 몇 달 동안 거리에서 선전물을 뿌릴 때도 솔직히 많은 사람이 지친다
고 했으나 결국 이재용 구속.

2) 원‧하청 공동교섭 또는 노사협의회 운영
1) 의미
-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한 직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승계
를 요구하는 과정,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투쟁하여야 함. 법률의 공백이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여
용역업체보다 원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원
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원청이 나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탄압할 이유가 없음. 원청의 이러한 노동3권 침해행위는 결국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성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일 뿐
- 이러한 원청의 행태는 비단 공공부문 간접고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간접고용 사업장
은 원청의 강력한 지배력과 자본력, 원청-하청이라는 고용구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결국은 원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으로 귀결. 그러나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단체교섭을 회피. 결
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교섭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적
투쟁이 불가피. 결국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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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많은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
- 앞선 희망연대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 사례처럼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은 결
국 원청 직접고용 투쟁으로 나아가는 핵심적 경로임. 원청이 스스로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고서, 직접고용을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
- 원청에 사용자성 인정의 가장 높은 수준은 ①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이지만 한
국에서 쉽지 않음. 법원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청이 하청의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사용자들 역시 사용자로 판정받지 않기 위한 사전적 조치들
을 취하고 있음. ②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도 있음. 교섭의 형태는 아니지만 ③현안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끌어 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김용균 투쟁 과정에서 서부발전과의 합의
를 이끌어 낸 것, 삼성서비스지회가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 등.

(2) 사례 : 철도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합의 사항(자회사 관련)
<표11> 철도노조-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합의 내용
3. 자회사 직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2019년 7월부터 자회사 위탁업무 위탁비 산정 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

나. 가이드라인 처우 개선 중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
쳐 기존 자회사 위탁업무에도 추가로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다. 자회사 직원들의 위탁 인건비는 정부 지침에 정한 저임금 공기업 임금 인상률을 반
영한다. 공사와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
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라. 18년 단체협약에 따라 코레일 노사 및 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노사협의회’
를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세부 운영 방안은 추가 협의한다.

마. 자회사 위탁 인건비가 위탁 근로자 임금 외의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원하청 노

311

9강 간접고용·비정규직 임단투 전략과 투쟁 사례

사협의체’에서 세부 방안을 협의한다.

바.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의 경우 공사 직원과 근로시간을 동
일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원하청 노사협의체’에서 협의한다.

사. 용역 및 기타 처우 개선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추가 협의한다.

① 주요 합의 내용

○ 원하청 노사협의회 구성 합의
- 근거 : 단체협약으로 원하청 노사협의회 구성 명시하고 노사전협의체 추가 합의
- 주체 : 원청 노사, 자회사 노사가 참여
*원청 노사 모두 참여하는 방식은 원청 노동조합이 비후호적일 때는 불리할 수 있음

○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 관련 합의
- 법정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위탁비 증액 : 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휴일
수당 지급을 위한 위탁비 증액 필요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기존 자회사에도 추가 반영
- 원청 동일‧유사업무 동일 근속 대비 80% 임금 수준 단계적 개선 합의
- 공공기관 차등 인상율 제도 적용 합의 : 공공기관 일반 인상율+1.5%
- 자회사 위탁 인건비 임금 외 타용도 전용하지 않도록 합의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원청과 동일 기준 적용 합의 : 교대제 개선

② 시사점
-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자회사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여 원‧하청 공동교섭을 주장해 왔음
-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자회사가 존재하여 직접고용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즉각적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분야(기존 자회사 동일 업무 수행)의 경우 자회사 처우
개선 관련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시작
으로 원청 직접교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

3) 하청 집단교섭을 통한 원‧하청 관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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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 간접고용의 문제는 개별 하청의 단체교섭으로 원청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
특히 동일 원청에 복수 하청이 존재한다거나,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원청이 언제라도 하청
업체를 바꿀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더욱 증폭.
- 원청 직접고용, 직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원청을 규율하는 또다른 방식 중 하나는 동일
회사내 하청 직단교섭 또는 유사 직종내 하청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통일하여 원‧하
청 계약시 원청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2) 사례1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통신업 초기업 교섭
*이창근, 이정희, 허인(2018), 초기업 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 참고

① 교섭 현황
- 교섭구조 : 전국단위‧동일 원청 소속 다수 하청업체‧통일교섭
<표12>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통신업 교섭 구조

② 주요 협약 내용

○ 임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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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희망연대노조 2018년 임금협약 합의서

- 건별 수수료 체계 개선, 실적급 비중 축소와 고정급 비중 확대와 같은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에 두면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기본급 중심 정액인상 합의

○ 단체협약
-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재하도급 금지와 고용안정 조항 확보

<표14> 희망연대노조 재하도급 금지 및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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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체가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근속 인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에서 ‘근속인정’ 대신 ‘경력인정’ 관련 조항 쟁취
한 사례가 유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업체(센터) 경력은 100% 인정하고, LG유플러스 소속
다른 협력업체 경력은 50% 인정하는 내용. ‘근속’이 아니라 ‘경력’을 인정받은 것인데, 근
속을 인정하면 연차 부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근
속인정이 아닌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경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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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LG유플러스 하청업체 집단교섭 단체협약 ‘경력 인정’ 조항

(3) 사례2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집단교섭
<표16>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청소 집단교섭 구조

① 역사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투쟁을 이어왔지만, 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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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용역상태를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반복된 투쟁을 지속해야 했고, 간접고용 특성
상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별 투쟁이 산발적으로 벌어져 투쟁의 집중성을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이에 2008년부터 각 사업장별 임금과 노동조건 편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통한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대학 청소용역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
단교섭을 기획.
- 집단교섭은 2010년 전략조직사업과 대국민 캠페인의 두 축으로 진행되면서 본격화. ‘따
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통해 청소 및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냈으며, 이러한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조직사업이 활성화.
이에 2010년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조직되고, 2012년 시립대와 한예종 청소 및
시설노동자, 인덕대 청소노동자 조직, 2013년에는 중앙대, 건국대에서 노동조합이 설립. 집
단교섭 투쟁은 투쟁시기를 집중함을 통해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파업투쟁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에게 ‘다른 사업장 지원’을 넘어, 다른 사업장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공동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지부의 집단교섭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처음의 집단교섭은 청소노동자의 열
악한 환경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것, 이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투
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대학간 차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고 한
다면, 최종적으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책임을 원청이 져야한다는 것
으로 발전. 이에 서울지부는 2013년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표방한 6대 요구안 마련과 그 동
안의 집단교섭차원의 투쟁을 넘어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을 전개. 투쟁 결과 원청으로부터
6대 요구안에 대한 공감의 입장은 확인하였고, 공식 합의서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
세대, 고려대는 원청 확인서를, 인덕대는 사무처장과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한예종, 시립대,
인덕대는 노동안전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음.

② 주요 협약 내용

○ 임금협약
- 집단교섭에 참여한 업체 소속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표준협약
-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에서나마 초기업적으로 직종별 기본급을 통일하고 기본급을 통일시
키기 어려운 일부 직종은 인상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율 하고 있음
- 2016년까지는 직종별로 임금총액 기준 정액 인상 방식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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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방식은 경비직과 같이 노동시간이 긴 직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
져 왔음. 그래서 2017년부터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표17> 2018년 집단교섭 임금협약 합의서

○ 단체협약
- 2018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단체협약에는 노동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조합활동 보장,
해고 사유 제한, 고용승계, 안전보건,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명시
- 최근 주요 요구는 ￭ 원청(대학) 시설이용 ￭ 노동조합 간 균등 처우 위반 시 관리자 인사
조치 ￭ 공정한 채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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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2018년 집단교섭 단체협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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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의제별 대응
1) 민간위탁 철회, 직영화‧공영화 쟁취 투쟁
① 1단계 오분류 사무 재검토
- 계약의 명칭, 형식과 무관하게 용역계약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1단계 전환 대상임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위탁한 사무의 용역 등 1단계와 3단계 모두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도 1단계 오분류 사무로 주장할 필요

<표1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자료(17.7.20.)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 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
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

(

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표20><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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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관에 1단계 전환 대상임을 주장하고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검토 요청 필요
*기관 단위 이견 발생시 노동부로 검토 요청 하도록 되어 있음

- 1단계 오분류 사무로 판명이 되면 이후 1단계와 동일한 절차로 전환 추진

② 민간위탁 부문 재검토
- (논의 방식 판단) 민간위탁 직접수행 여부는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심층 논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2가지 경우를 두고 전환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소관 부처의 심층 논의 진행시 노조를 중심으로 통일적 대응 필요
*콜센터, 전산 등은 산업부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소관부처 차원에서 직영화 검토가 될 경우 산업계 의
견을 반영하여 전환 불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높으므로 신중할 필요

- (협의 방식) 1, 2단계 전환과 달리 노동자 참여 절차 명시 없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 참여하는 전환 협의 요구해야
- (판단 기준) 정부 정책 방향에는 전환 여부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음. 현재 관련 민
주노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 제시 필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원이 참여 중이며 노조도 연구진 회의에 결합하여 의견 개진 중, 4월 중 연
구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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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
- 간접고용 구조는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으로 이어짐. 최초 용역사업비 예정가격은 실제 노
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삭감되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됨.

(1) 중간착취 발생 사유

○ 원청의 예정 가격의 계산
- 원청은 용역 계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예정 가격을 계산.
-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은 원가계
산에 의해 작성토록 하고 있음
- 기타 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의한 원가계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청소, ,
경비, 검침 등의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2019년 1.1일부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는 72,020원, 시급 기준 9002원, 월209시간 188만 1,523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타용역 주요 내용
-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학술용역> 기준 적용 가능
-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
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
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
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
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
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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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용역 예정가격 계산 주요 내용
○ 인건비
-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기준단가,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의 합계액으로 하되,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함

○ 경비
-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함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
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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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 이윤율 비율 상한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 입찰 과정에서 설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
-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양자의 차이를 낙찰
률이라고 하는데 경쟁입찰이건 협상에 의한 입찰이건 차이가 발생하게 됨.
- 공공부문의 경우 낙찰율 최저선을 87.995%로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최저선이 최고선이
되는 경우가 빈번. 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
*2019년 시중노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월 165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 용역업체에서 계약금액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을 포함시킨다거나(교육비, 사업소세 등)
- 계약단가보다 낮은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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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김용균 노동자 투쟁 합의 내용과 후속 과제
① 당정 발표문 및 세부 브리핑

가. 진상규명 관련
-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발표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마련키로 함

나.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관련
-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은 발전5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
들며 그 세부사항인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속히 합의하기로
함
- 아울러 노사전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키 위해 노동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고 근로자 대
표 재구성 이후 전문가 위원을 노사협의로 선정함

다.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관련
- 경상정비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전문성
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는 방안을 마련함.

라. 임금 개편 관련
-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임금이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함. 이에 따라서 추후 임
금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임(‘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 하기로 함)

마. 인원충원 관련
-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함.

바. 발표문 이행 관련
-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하여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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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적정임금제 주요 내용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
로 지급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

<표21> 시범사업 방식 비교
방식

(1안) 노무비 경쟁 방식

(2안) 노무비 비경쟁 방식

재료비

재료비
노무비
입찰
방식

경비
이윤 등

× 낙찰률+ α
α : 적정임금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낙찰률에 반영

경비

× 낙찰률

이윤 등

노무비

→ 경쟁제외

공사비

•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
(입찰 시 확정)

• 노무비를 제외한 입찰금액
+ 실제 지급한 노무비(준공시 확정)

노무비
관 리

• 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함께 관리
(발주자는 노무단가 준수만 확인)

• 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구분관리
(노무비는 업체 청구에 따라 지급)

장 점

• 기술경쟁을 통한 공사비 절감가능

• 노무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큼

단 점

• 건설업체가 인력투입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일 • 공사비 증가폭이 크고 건설업체의
가능성
노무비 허위청구도 우려

공 통
사 항

•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단가 지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등을 함께 적용

○ 시범 사업 우선 추진
- (사업대상) 발주물량이 많고 사업관리 경험이 풍부한 LH, 도공, 철도공단, 수공 소관 10
개 내외 현장을 매년 선정, 2년간 실시
- (사업방식) 건설업체는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지급하되, 2개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시행
* 발주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확인(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시범사업 기간 중 사업모델별로 건설근로자의 소득, 공사비,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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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전면개편 추진(’18～’19)
- 직종별 평균임금 →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반영, 세분화
- 사용자단체(건협) → 중립적․객관적 기관*이 조사․발표
* (예) 전문기관(국토硏, 건기硏 등) 산정 또는 노사정 공동조사위원회 심의 등

○ 제도화 :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년부터 시행*(건고법 등 개정)
- 시범사업 성과평가(’18～’19) → 제도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축(’19.上) → 시행근
거 마련을 위한 건고법, 계약법령 등 개정완료(’20.上)

(3) 대응 방향
- 건설업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다른 업종에도 확산하여 인건비 만큼은 용역 계약
시 낙찰 과정에서 삭감이 없도록, 즉 예정가격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필요
*건설 시범사업 사례처럼 인건비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용역계약시 인건비는 낙찰율과 무관하게
예정가격 그대로 집행되도록 함

- 제도 개선 : 용역관리자보호지침 및 국가계약법 개정
- 현장 대응 : 자회사 등 수의계약 가능한 부문부터 계약금액 그대로 적용되도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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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계 대응
(1) 임금 실태 분석

①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
- 의외로 조합원의 임금 실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단순히 평균적인 임금
수준 뿐 아니라, 직종, 직무, 세대, 성별,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고(임금구조), 실질적인 임금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

○ 임금수준 : 임금의 절대적·상대적 수준
- 임금수준은 말 그대로 임금의 절대적, 상대적 수준을 의미한다.. 절대적 수준은 실질적인
임금의 금액이라면, 상대적 수준은 이윤과의 상대적인 분배율을 의미. 생계비 보장이라는
측면과 다른 기업(또는 직종‧산업)과 비교할 때 적정한가가 문제.

○ 임금구조 : 임금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 연령, 직종, 근속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의 문제.

○ 임금체계 : 임금을 어떻게 결정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는가?
- 임금수준이나 임금구조가 결과라면 임금체계는 결정기준과 방식.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노동자간 임금분포를 낳는 결정 원리가 무엇이냐는 문제.
<표22> 임금체계 세부 내용
구분
임금결정

임금구성

내용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
가?

- 연공급 : 근속년수(또는 연령)
- 직능급 :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 직무급 :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

임금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구성과 비중

고 각각의 비율은 얼마인가?

- 고정급여와 변동급여의 구성과 비중

임금형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

임금조정

임금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 시간급제 : 노동시간을 기준
- 능률급제 : 작업성과를 기준
- 베이스업 방식
- 개별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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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다분히 형식적인 접근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공급체
계는 대부분 직급별 호봉제. 직급별 호봉제는 직급별 임금등급과 임금등급 내의 호봉으로
구성. 직급에 따라 임금등급이라는 큰 틀이 임금 범위가 결정되고 이 범위 내에서 정기적
인 자동승급(승호)에 따른 임금조정이 이루어짐. 그런데 직급이라는 것은 직무 부여의 기준
이 되고 인사 고과라는 개인 능력 평가의 결과물이므로 직급은 직무적 요소와 직능적 요소
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보면 직급별 호봉제는 순수 연공급제가 아니
라 연공급+직능급+직무급의 혼합형인 셈. 만약 직급별 호봉제라하더라도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이 적고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이 크다면 연공급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반면 직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등급 내에서 자동승급이 존재하는 경우 직급별
호봉제와 비슷할 수 있음.
- 예를들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직급별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직급
별 임금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직급별 호봉제와 같으나 직급 내에서의 임금의 조정이 자동
승급이 아닌 평가에 따른 차등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름. 이런 점에서
기본급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본질적 차이는 임금등급 내에서의 임
금조정이 자동적으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지는가 아니면 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개
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차이.

② 자료 분석

○ 자료 취합
- 알리오, 클린아이 등 공공기관 공시사이트에서 평균적인 급여 자료 공개
- 사측에 요구하여 전 직원별 급여 자료 확보 할 필요
- 또는 크레딧잡(https://kreditjob.com/) 등 민간 급여 정보 제공 사이트 활용

○ 분석 항목
- 임금 수준 : 기관 평균 임금과 유사 기관 동종업계 평균 임금의 비교, 기관내 직급, 연
령, 근속, 직종별 임금 수준 비교
- 임금 구성 :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법정수당(시간외, 연차) 등의 비율은
적정한가?
- 기본급 : 임금등급의 구성원리, 수, 수준과 범위, 등급 내 이동, 등급 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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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기본급 결정과 조정 주요 요소
항목

내용

임금등급 구성 원리

직무 가치 중심인가? 개인 능력 중심인가?

임금등급의 수

등급의 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임금등급간 차이, 임금등급 내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는 얼

임금등급의 수준과 범위
임금등급 내 이동

마로 할 것인가?
자동‧일률‧일괄적 방식인가 선별‧차등‧개별적 방식인가?

임금등급 간 이동

승진의 기준은 무엇인가?

③ 요구 취합
- 직급별, 연령별, 직종별, 성별 임금 관련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

(2) 전략 수립

① 인건비 총액 극대화
-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은 일차적으로 예산지침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인건비 총액 수
준, 인상폭에 달려 있음.
- 따라서 기관의 인건비 예산 편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인건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 인건비 예산 편성을 극대화하려면 예산지침에 의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인상율을 높여
야 할 뿐 아니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높여야
- 사측이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여 주어진 예산을 100%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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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적 분배
- 현재 공공부문 운영제도 하에서 기관별 임금협상의 주요 이슈는 주어진 인건비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임금체계
- 임금인상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전에 장기적으로 임금체계와 그 결과 어떠한 임금
분배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함. 이는 특히 급여의 안정성과 공정한
분배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함

①급여의 안정성 확보, ②기본적 적정 임금 보장를 기본으로 하되, ③에 대해서는 조합원
내부의 평등과 공정의 원리, 노동조합 결정권한 극대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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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기본급 체계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가. 기본급 결정 원리 : 현재와 같은 기업별 임금결정 구조는 기업별 임금 격차에 취약, 기
업내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계급)별 임금체계로는 초기업적 임금 표준의 형성과 이에 기반
한 기업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에 취약. 기본급의 Base 결정은 적정한 생계임금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초기업적인 요소(숙련 등)를 기본으로 해당 등급 내에서 근속에 따른
승급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 경우에도 근속에 따른 적절한 인
상폭도 판단되어야. 기본급을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에는 특히 폐
해가 심각하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음.

나. 임금 구성 : 일괄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고정수당 극대화 필요. 노동시
간 단축과 연계하여 법정 실적 수당을 기본급, 또는 고정수당화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활용
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분을 활용한 인상전략이 중요
가. 기본급 인상 전략
• 정률 방식 : 알기 쉬우나 임금격차가 확대
• 차등 인상률 방식 : 임금격차를 가장 적극적으로 축소 가능
• 정액 방식 : 임금격차 축소 가능, 단결에 용이

나. 수당 신설 등 : 일괄적-고정적 급여 항목(기본급, 고정수당)을 증대를 우선하고 부문적변동적 수당으로 보완

(3) 집단적 투쟁
-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단적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집단적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
- 임금인상 요구안의 마련에서부터 투쟁,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집단적 의사를 모
으고 집단적 투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당장의 실리 추구가 장기적인 조직 약화나 사회적 연대 약화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투쟁의 목표 역시 조직 강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의 관점에서 수립되
고 추구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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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체계 개편 대응
① 기본 방향
- 공공부문에서부터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 축소로 저임금 불평등 노동시장 개선
- 기관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체계 적용,
없을 경우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적용
-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와 공공기관의 통일적인 표준 체계를 지향하되 하후상박 인건비 인
상과 노정교섭 제도화와 교섭구조 집중화 우선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

② 세부 내용
-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는 임금의 생계비, 공정성, 연대성이 보장되어야 함
- 기본급 비중이 높아야 하며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 고용형태, 직종, 성별, 기관과 무관하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하
고 동일 직군/직종 내 그리고 직군/직종간 수직적, 수평적 임금 격차는 적정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함. 노동의 가치는 직무 뿐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시장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함.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③ 전환 과정 임금체계 적용
○ 기관내 유사 직군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 직무와 경력 산정하여 기존 임금체계 적용
- 전환 과정에서 임금하락 없도록 함

○ 기관내 유사 직군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없는 경우
- 기관내 유사 직군 없는 경우 별도 직군 도입하되 승진, 승급 포함한 인사제도 설계
- 임금체계는 기존 직군과 차별없는 통합적 체계 적용

가. 기존 임금기준 적용
- 기존 직급-임금표 적용하되, 유사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급 신설 적용
*예)기존 기능직에 부여되는 직급이 존재하고 전환자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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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 임금기준 마련
- 별도 임금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직급-임금표 신설하되, 기존 정규직‧무기계
약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설계하여 통합성 유지하고 차별 방지
- 직군의 수는 가급적 최소화
- 근속에 따른 승진‧승급체계 도입
-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적 임금은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차별없이 적용

④ 기타
- 용역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기존 사업비는 온전히 처우개선에 활용
- 사업비 등에 편성되어 있던 비정규직 인건비를 온전하게 전환자 인건비로 전환
- 전환 과정에서는 노사전협의체라는 협의 기구의 한계, 예산 제약으로 제대로 된 임금체
계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전환 과정에서는 현 체계에서 임금 수준만 인상하여
임시로 적용하고 이후 단체교섭으로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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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복수노조 ,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과 투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
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4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집단적으로 활동할 때에 비로소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
서 근로관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교섭
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을 위해 ‘단결’하고, 교섭에서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3권 중 가장 본질적 권리는 교섭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승리한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과정에 대한 법률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섭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복수노조 시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법률투쟁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1.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창구단일화제도의 개념
(1)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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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 즉 노동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단결
에 대한 내용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대한 각종 절차와 규정 등이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음.
단 결 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이 노사 동등한 지위를 갖고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교섭 결렬 상황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부분파업,
순환파업, 태업,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근로기준법 : 개별근로자 보호 법률 → 대등한 관계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3권 행사요건에 대한 규정 → 대등한 관계 (○)

(2) 노조법의 창구단일화제도
2011년 7월 이후 노조법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조합
이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
요하게 되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
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교섭
권을 가져갈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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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
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누36956 판결)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중앙2018단위5).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수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교섭은 물론 단체행동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노동2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또한, 2012. 6.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
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됨.

[헌법재판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합헌결정]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
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
대등의 원리 하에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며, 더욱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
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노동위원회를 통해 소수노조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를 부과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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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

(1)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 무력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 위치에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사
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 행사도 제한되는
등 사실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2) 공정대표의무를 통한 권리구제의 한계
이에 대해 우리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도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대표할 것을 강제하
고 있으나, 사실상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거나 명시적으로 차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에 한계 존재.

더욱이,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적극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이 아닌 사후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는 역할에 그칠 뿐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으로 인정받더라도 다시교섭 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
라거나 교섭권을 박달하는 것에 이르지 못함.

(3) 사용자에 의한 개별교섭제도의 악용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합헌결정을 하며, 그 근거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교섭단위 분리도 가능
하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 역시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거나 사실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

즉,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 의사에 따라 개별
교섭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소수일 경우 개별교섭을 통
해 교섭권을 보장하게 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큼. 반면 민주노조가 소수노조일 경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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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에도 부정적 의견을 밝혀 어
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고 노동위원회 역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이러한 교섭단위 분
리 역시 한계가 분명히 존재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절차 이해하기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요
(1)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
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할 수 있음.
[교섭요구 가능 시점 이전에 교섭요구 한 경우]
이 사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개시를 위한 교섭요구 시기 도래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부적법하고 만약 이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를 위한 것으로 허용
한다면 향후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경남2011교섭8).

② 교섭의 요구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기재사항]
노조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요
2011년 7월 이후 노조법상 복노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
함. 노조설립으로 곧바로 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교섭절차는 크게 교섭참여노조를
확정하는 절차와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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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섭참여노조 확정절차

노동조합의 최초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해당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를 하는 노동조합들을 다시 사용자가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
교섭참여노조를 특정하게 되는 것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로부터 14일 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방식을 선택 또는 교
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청을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교
섭참여노조들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각각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게 됨. 반면 사용자가 각 노조에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동의해주지 않으면, 교섭참여노조들은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함.

즉,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노조를 결정하게 되고, 과반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섭참여노조들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섭위원, 대표자를 자
율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자율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교섭참여노조들 중 한 노조라도 노
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수를 배분하고, 교섭참여노조 중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됨.

(3)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
① 교섭요구 및 교섭참여 노조 확정공고

⇨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7일간 공고
→ 공고기간 동안 타 노조의 교섭요구(창구단일화 참여)신청
→ 공고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사용자는 5일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섭대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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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체결한 단협은 교섭요구 확정 노조 전체에 적용됨.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 교섭
요구 노조로 확정된 노조만이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가능

② 조합원수 확인하는 기준일
[관련규정]
시행령 제14조의7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하여 공고하는 첫째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확인.
즉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에도 조합원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의 24시를
기준으로 삼게 됨.
[사례연구 : A노조가 2013. 1. 7. 교섭요구를 하였다면 조합원수 산정의 기준일은?]
사용자는 2013. 1. 7일부터 2013. 1. 14.까지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3. 1. 15.에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수는 확
정공고 첫날인 2013. 1. 15. 24:00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③ 사용자가 늦게 공고했다면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 산정
노동위원회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가 지연되더라도 최초교섭요구가 있는 날을 기점으
로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확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공고한 날’을 ‘확정공고하여야 하는 날’인 특정일로 해
석하는 이유는 사용자 고의이든 과실이든 사용자에 기인한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일이
달라질 경우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달라져서 노동조합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
한 날은 정상적으로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 공고했어야 하는 날에 공고하지 않고 다른 날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했어야 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강원2012교섭6서울2011
교섭5, 서울2011교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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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대표 노조 결정 절차
[1단계]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① 교섭요구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음

② 교섭대표노조 선정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
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로 확정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통보]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하여야 함

③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 교섭 시작 전 또는 진행 중 일부 노조가 탈퇴하거나 불
참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그대로 유지

[2단계] 과반수 노조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 또는 2개 이상
노조가 위임․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 즉, 근로기준법 상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와 다른 개념으로 단
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
[조합원 수 변동 혹은 연합이 철회된 경우]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조합원 수 감소로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는 그 지위를 유지
위임․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조로 인정되어 교섭대표노조가 된 이후에 위임․연합 의사를 철회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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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반수 노조는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사용자는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중 과반수 노조 인정에 이의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과
반수 노조 지위를 판단하게 됨.
[과반수노조 통보 예시]
문서번호 : 노조 제23호증
시행일자 : 2011. 10. 1.
수

신 : 공공공사사 대표이사 홍길동

제

목 :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2013. 12. 21. 공공노동조합(가나지부)은 다음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합니다.
- 다 음과반수 노동조합 : 공공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박철수 (가나지부장 박동철)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300명
공공노동조합의 조합원수 : 151명
공공노동조합 위원장 박철수

[3단계] 공동교섭대표단
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참여노조 전체 조합
원의 10%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노조를 대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조합원 수가 전체조합원 10% 미만 노조 및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과 사용자
가 체결한 단협은 적용되고, 쟁의 찬반투표 대상 인원에도 포함됨.

② 노조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 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섭참여노조 신청에 의해 노
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예외
(1) 사용자 동의에 의한 노동조합별 개별교섭
① 교섭참여노조가 확정 공고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창
구단일화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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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의 기간 이외에 개별교섭에 합의한 경우]
14일의 기한 외에 노사가 개별교섭 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교섭 동의 기한을 규
정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개별교섭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
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이 정한 기간 즉,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
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한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을 뿐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동의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법 2011. 6. 29. 선고 2010구합3420 판결)

② 개별교섭 할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더라도 개별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는 ‘확정된 교
섭요구 노조’이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의무 없음
[개별교섭 합의의 효력유지 기간]
개별교섭 동의 효력은 그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동의
후 신설된 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유효
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능

③ 문제는 이러한 사용자에 의한 개별교섭 동의가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소수노
동조합에 해당할 경우 악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과거 개별교섭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민주
노조가 다수노조가 되면서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교섭단위 분리
①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교섭단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조건 혹은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현격하게 존재하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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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9조의3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
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고
용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
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섭단위란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
여야하는 단위(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로서,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
되지 않음.
[사업자와 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
이 규정의 취지는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고, 교섭단위의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
위 분리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중앙2016교섭19).
[교섭단위와 사업(장)단위 개념구분]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
고 그 예외로 하나의 사업 내에서 근로조건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교섭단위를 분
리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반대로 애초부터 인사관리나 회계운영이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별도의 교섭단위
로 보아 각각의 사업 단위별로 교섭이 진행되어야 함.

② 신청주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신청가능, 즉 노동조
합 내지 사용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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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시기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에 신
청가능하며(시행령 제14조의 11), 교섭창구 절차 진행 중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단 교섭
단위 분리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됨.(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
[교섭단위 분리신청 시기]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기간(30일)을 감안하면 최소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4개
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

④ 교섭단위 분리결정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 기준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면 각 교섭단위별로 또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별로 체결된 단협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장 전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사
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한 것(노사관계법제과-1107)

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
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여야 함.

⑥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교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리하려는 교섭단위가 위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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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하며, 주로 지역적/
지리적 구분, 고용형태별 구분, 직종별 구분, 노동조합 조직 범위별 구분 등이 분리단위로
주장할 수 있어.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
①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며, 경우에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권한 보유
[교섭권 제3자 위임]
한편, 우리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29조 제3항)’고 규정하여, 교섭권을 포함하여 교섭
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고 있음.

② 조정 및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권한

교섭대표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권한 보유하며, 쟁의행위 결정 주체로서 쟁의행위
가 적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 부담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쟁의행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
대상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원 10%미만 노조 조합원도 포함됨.
교섭대표노조는 모든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가 정당
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리․통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찬반투표 후에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등을 상당기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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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대상자 통보 권한

교섭대표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각 노조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
자를 통지하여야 함.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시 유의할 점]
교섭대표노조가 자의적으로 타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지
명․통지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능성 있으며, 사용자 역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
지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통보하는 경우 각 노조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
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야 함

⑤ 공정대표의무 부담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으로 교섭 및 단체협약 등을 불편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은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
담하도록 하고 있음.

3. 소수노조의 단체교섭 전략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내에서 한 동안 소수노조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교섭권을 확보하는 방안 내지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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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소수노조로서 현재 노조법 상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사용자와 개별교섭
에 합의하는 방법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다수노조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 연합을 통
해 과반수 노조지위를 확보하는 방안,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방법 혹은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

1) 사용자와 개별교섭 가능성 타진
우리 노조법은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대신 노동조합별로 창구를 다양화하
는 등 개별교섭에 합의하는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소수노조와 교
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단, 이 경우 개별교섭의 유효기간은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며, 문제는 소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일 경우에 한해 이를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

2) 연합을 통한 교섭대표 지위 확보 가능성
한편, 우리 노조법은 위임이나 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
았고, 위 규정을 백분 살려 우리 노조가 독자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면 다른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또한, 제1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면 다른 소수노조들과 연합전략을 통해 과반수
노조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등 과반수노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3)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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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
게 되는데, 이 경우 우리 노동조합이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으로 참여하
여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함.

4)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만약, 우리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종이나 고용형태가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현격히 차이
가 난다면 우리노조가 속한 업종이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줄 것을 노동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1) 교섭단위분리제도 취지 및 최근 흐름
노조법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교섭을 지체시키거나 협약체
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허용함.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예외로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교
섭을 지체시키거나 협약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5. 2. 선
고 2015구합67199 판결)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있어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은 분리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징표적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모두 갖추었을 때만 분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
으로 봄이 상당함.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있어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은 분리의 필
요성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징표적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요소
들을 객관적으로 모두 갖추었을 때만 분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중앙2018단위6 대한법률구조공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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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
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교섭단위를 분리 하도록 하여야 할 것.
향후에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표·대변할 것으로 기대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과 상용직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여 달성되는 이익보
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앙
2018단위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신청 사건).

(2) 어떠한 경우에 교섭단위분리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①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혹은 교섭관행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고 각각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경우라든가 취업규칙
이 구분되고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
리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이 경우 과거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두 집단을 각각 결정한 전례가 있다거나 분리교섭
관행이 존재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② 용역계약에 의해 원청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속할 경우
용역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장을 단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용역 직종의 경우 현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
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범주인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
용역 직종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업종 특성 상 용역계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해당 용역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현장을 단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
로 용역 직종의 경우 현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범
주인 현장 단위로 교섭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중노위는 2016. 11. 21. 중
앙2016단위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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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하게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달라 조합원 간에 교류가 발생하지 않고, 조합원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의 이해관
계를 공정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직 직군 등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은 소속변호사 직군 근로자로만 구성
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
합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
고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2018. 6. 22. 결정 중앙2018단위6 대한법률구조
공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참조).

5) 일부 교섭권 위임 요구
한편, 우리 노조법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 등이 교섭대표노조에게 특정
부분에 한하여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전략을 통해 교섭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를 통해 소수노조는 특정 교섭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됨. 하지만, 교섭이 결렬되어도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교섭참여노조 전체 동의에 따른 소수노조만의 지명파업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공통부분
교섭대표노조가
교섭하고
협약 체결

소수노조
고유
사항에
대한
교섭권
위임

교섭대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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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영향력 극대화 방안
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적극 참여
소수노조의 교섭 참여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노조는 대표노
조가 체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잠정합의
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찬반투표를 하는 총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 교섭대표노조가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다면,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

②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들 사이의 합의로 교섭권 행사 원칙을 정하자
노조 간 계약을 통해 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그 규율 내용은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와 확정 절차, 교섭위원 인원수와 배정, 노동쟁의 조
정신청 시기와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와 방법, 쟁의행위 형태와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권한 등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될 것.

4. 공정대표의무를 통한 소수노조의 권리구제 방안
1)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에 공정하게 교섭권을
행사하고 체결된 단협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적용해야할 의무임이며,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소수노조에 대한 보호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
노조법 제29조의4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
가 있은 날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
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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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와 최근 동향
(1) 의무주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

(2) 최근동향
우리 법원은 최근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
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함.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즉 적극적인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서울고등법원은 2017. 8. 18. 선고 2016
나2057671 판결)

또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
다고 보았음(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70088 판결 참조),

3)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공정대표의무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
으로 대우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
해 소수노조에 대해 차별하거나 노동조합 간 지배개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약
간의 차이점이 존재함.
즉,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지켜야 할 의무라면, 부당노동행
위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폭넓게 지배개입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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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대우를 포함하여 불이익 취급하거나 교대노조에게 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포함하
여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은 절대적인데 반해 이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성실한 이행 요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지위 유지기간 동안 공정대표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할 권리가 있음.

공정대표의무
교섭 참여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단체교섭 과정
- 의견 수렴 여부 확인
- 교섭과정 공유 여부 감
독
- 교섭요구안 마련에 대
한
적극적 의견 개진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 자체의 차별
내용 확인/시정 요구
-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감독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 행사 감독을 통한
간접적 교섭 참여

5)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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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이행
- 이행과 관련한 차별
발생
관련 시정 요구
- 일상적 노조활동 관련
차별 방지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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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준비

교섭개시

교섭요구안 마련에 대한
소수노조 의견청취, 수렴과정에서
차별
교섭진행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교섭요구안 수정 등 단협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별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적용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
자체의 형식적
차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에서 실질적
차별

일반적으로 ⅰ) 교섭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ⅱ) 단체협약에 차별적인 조항을
정한 경우, ⅲ) 단체협약을 해석 및 적용 하면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였는지 등 전반적인 절
차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단.

(1)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
■ 소수노조의 의견을 요구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소수노조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청취할 뿐 사실상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면 공정대
표의무 위반으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 교섭대표노조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
합의 헌법상 교섭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소수노조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교섭대표노조의 권한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구할 필요 있음

■ 교섭절차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잠정합의한 마련 후 이를 설명할 의무를 부담
특별히, 단체교섭의 최종단계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구속받게 될 단체협약의 내용을 파악
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협약체결권의 핵심 권리로,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체교섭의 최종단계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을 알리
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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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이나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서울고
등법원은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최근 우리 법원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소수노조 조합원
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교섭대
표노조 조합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음.

교섭대표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면,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전
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이상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하거나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서울고등법원은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 단체협약 체결사실을 알리고 이를 전달할 의무 부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소수노조에게 알리고 임단협 자료를 전달하며 그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소수노조에게 체결된 임단협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강원2012공정2 (합)봉호상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참조).

⇨ 단,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단협 체결되기 전 교섭과정에서 곧바로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

(2) 단체협약 내용 및 그 적용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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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
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8.
8. 30. 선고 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불리하게 배분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경우 역시 공정대
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 및 이를 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소수 노조와 비교하여 조합관련 업무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수 노조
라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고 조합의 관리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은 있다 할 것이므로, 각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
도를 배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합원 점유율이 10% 미만인 소수 노조에 대하여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
는 차별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62976 판결).

■ 임금 등 근로조건 적용 시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배제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비교해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임금 등 근
로조건을 낮게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2011 임금교섭에서 운전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교섭하였을 뿐 신청
인 노조 조합원인 청소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교섭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운전직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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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10만원이 인상된 것에 비하여 신청노조 청소원의 임금은 동결되었으므로 교섭대표노조
와 사용자간 2011년 임금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이 있다(경북지노위
2012. 1. 31. 2011공정1 천년미소(주)사건(일부인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도록 하는 등 협약내용을 차별적으로 규정한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심의·결정,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 2015. 9. 8. 중앙2015공정36,37)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향유
하여야 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별 조항에 대해 노조를 대표 하는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체협약의 일
부 조항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2015공정36 사건).

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1) 시정신청 주체 및 신청기한
①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조만 시정신청 가능
②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만 신청 가능
③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공정대표의무 위반 3개월 시정신청기간이 지나도 법원에 가처분 제기 가능]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 외에
법원에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제척
기간이 지나도 법적인 대응방법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가처분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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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견수렴 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나, ‘단체협약 제O조에 대하여 재교섭하라’는
신청취지를 담도록 합니다.

(2)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하게 재교섭 할 것을 명령하기도 함.

② 교섭대표노조 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범
위에 따라 벌칙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 제2호)

(3) 긴급이행명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노동위
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행을 명할 수 있음

(4) 손해배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령을 하기도 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및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모
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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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투쟁 너머 소수노조에서 다수노조로
지금까지 복수노조 상황에서 소수노조의 교섭전략과 투쟁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음. 하지만
이는 당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
권을 가져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현실적으로 단결권에 기반한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조합원 수 확대를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탄압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신속하게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

이를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소수노조에서 다수노조로 나아가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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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안

1. 임금체계 관련 상황진단
- 기획재정부는 노동연구원이 수행한 1단계 연구 용역에 이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연
구」(2차) 결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유형> 토론회 발표(2018.12.10.), 이후 가이드라
인(직무급 도입 매뉴얼) 형태로 구체화하여 2019년 6월 발표 추진
-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보수 체계 가이드라인 관련 노정협의 진행하
기로 협의 중,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동 요구안 마련 논의 중.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는 노동계의 반대로 표준임금체계
(안)를 확정 발표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내용을 현장에 안내
- 노정협의틀로 상정된 ‘공공기관위원회’가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 중이나, 민주노총이 경사
노위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하는 조건

※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정세 조건
- 공공-민간부문 임금격차 지속 확대(근속-연공급이 주요 요인으로 진단)
-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업별 임금 분절로 노동시장 격차 확대(전체 노동시장)
- 한국경제가 고성장→(구조적·장기적)저성장 시대로 전환되어 연공급, 재정 부담 가중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규직 전환 포함) 추진 시 기존 임금 수준 부담
⇒ (시사점)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만 고집할 경우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개편될 우려가 큼. 따라서 △상급조직 차원에서는 거시적·중장기적
으로 대안적인 임금체계·임금제도를 제시하고,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지침의 독소조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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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방향, 목표
- 지난해 결정한 대정부 요구안(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 의결 2018.8.29.) 준용하되,
변화된 상황 고려해 요구안 및 사업 보완

1) 기본 방향
- 정부가 도입하려는 현재 제시된 직무성과급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
-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 현재 공공기관 임금제도는 △기관별·고용형태별 격차 확대, △노조와 교섭 없는 일방적 결정, △기관
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 지침, △일자리 확대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방향도 △사용자(정부) 주도의 임금결정, △직무"성과"급제로 성과급 요
소 강화, △차별해소 방안 부재 등 문제가 있음
*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재정)도 고려 필요

-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어를 넘어,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
조 요구안을 반영하는 공세적 노정 및 노사교섭으로 전환
- “직무성과급제”가 아니라 “임금 차별해소, 일자리 확대, 노동기본권”을 핵심방향으로,
(가칭)<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 요구

2) 대응 목표
o 2019년 대응 목표
- 중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하는 과제이므로, 2019년 가이드라인은 △추상적 원칙
제시, 노사 자율 추진(경영평가 미반영 등)으로 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투 트랙 접근) △상급조직(대정부) 차원에서는 기관·고용형태를 넘어 임금형평성 추구,
‘연대임금’ 실현, △기관별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과 독소조항을 막는 방어

o 대정부 대응(상급조직)
- 우리 노조의 임금체계 대안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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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관철(대정부 요구안 참고)
-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무성과급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저지
- 임금체계 노정협의를 계기로 노정협의 제도화,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o 각 공공기관별 대응(산하조직)
- 각 기관별 임금체계 개편은 노정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노사 자
율 교섭으로 결정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경우 공공본부 투쟁방침에 따른 공동임
단투를 통해 저지(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 대응 전선)

3. 대정부(기재부,행안부)요구안
① 임금의 “공정성(동일노동-동일임금)”, “평등성(절대적 격차 축소)”, “안정성(성과급 등
변동급 축소)” 동시 추진
* 위 내용은 주로 정규직(공공기관사업본부) 기준으로, 비정규직까지 포함 시 생활임금 확보 목표 추가

② 기업별 임금결정(기준)에서 초기업 임금결정(기준)으로 전환
※ 2018년 기존 주요 논의는 <첨부1> 참고

① 노정,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 (노정협의)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은 노정협의(공공기관위원회) 통해 결정하며 정부가
일방시행하지 않음, 올해 임금체계 노정협의를 계기로 노정교섭기구 및 산별교섭틀 구성
- (기관별 노사합의) 노정협의로 가이드라인에 요구가 반영될 경우 이를 ‘참고’하여 기관별
노사교섭 진행, 다만 유사기관은 격차 축소를 위해 산별교섭·공동교섭 촉진
- (경영평가 반영) 경영평가 반영 방식, 지표는 노정협의로 결정
※ 노정협의의 결과로 상설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와 (이후 산별/초기업교섭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사용자 단체 구성, 총인건비 결정 방식 개선 및 임금, 근로조건 협의, 중장
기적인 임금체계 개선(공공기관 임금표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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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 절차(안)>
가. [협의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정협의를 진행한다.
나. [의제 범위] 노정협의의 의제의 범위는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단체교섭, 임
금 관련 예산 편성 및 관리제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연관된 정책 전반으
로 한다.
다. [先(선)노정협의, 後(후)기관노사합의] 노‧정 모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
에 임하며, 합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각 기관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다.
기획재정부는 노정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대한 어떠한 권고안이
나 가이드라인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② 부작용 방지 위해 ‘생애기대임금’유지, 장기간 개편 방법으로 추진
- (생애 기대 임금 유지) 임금체계 개편 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직원의 생애 기대 임금
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보전수당 등 수단도 가능)
- (5년 이상 로드맵) 임금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단계적으로
개편, 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

③ 기관별·고용형태별 격차 축소
- (총인건비 인상방식) 격차 축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하후
상박’ 혹은 ‘정액 인건비 인상’ 방식 채택
- (유사기관 격차 해소) 유사업무 수행 기관 간 격차 축소 위해 수년간 단계별로 인상률
(액) 조정하여 임금수준 수렴
* 기관별 격차 해소는 △유사 기관의 범위, △격차 축소 목표 설정 후 △일정 기간 연차별 조정
(격차 축소 목표 예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임금 수준 정규직 80% 수준까지 차
이를 줄이고,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3.5배 이내로 축소)

- (기관 내 격차 축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임금격차 축소, 하위직급 임금 개선
* (정규직 전환자 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자 임금은, △정규직 유사직종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체계에 편입(해당 직군 정원 증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확대(자회사 포함), △총인
건비에서 별도 관리하여 추가 처우개선 인상률(액) 부여,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노정 합의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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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자리 확대 등 공공적 가치에 친화적인 임금지침 개정
- (예산편성지침 개정)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 개선 병행, 법원 판결
반영하여 통상임금 총인건비 반영 및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등
- (“일자리 친화” 임금정책 반영) 장시간·교대제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필수서비스 일자리 증원과 연계한 인건비 편성 등
- (“공공가치 친화” 임금정책 반영) 기관별 과도한 성과경쟁 부추기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률 축소, 절감 재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재원에 활용
* 우리는 노조는 여러 해 동안 공공기관노조 내 쟁점토론 통해 경평성과급 축소(공기업 150-200으로
축소, 준정부기관 50%로 축소 방향을 결정. 양대노총 공대위는 각 노조(연맹)별 입장 차이로 쟁점 상태

<노정교섭 시 요구안(예시)>
1. (임금체계 개편 원칙)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양극
화를 축소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 및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2. (기관 간 격차 축소) 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상·하위 10% 간
격차가 3.5배로 축소될 때까지) 총인건비를 정원에 비례한 정액 인상 방식으로 한다. 유
사기관의 격차 축소를 위한 조정 방안은 부처별 노정 협의로 마련한다.
3. (기관 내 격차 축소) 기관 내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무
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별도 인상률(액)을 부여한다.
4. (임금저하 방지) 노사합의로 임금체계 개편 시 기존 직원의 생애기대임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인의 임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임금체계 개편 재원) 노사합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경
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축소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한다.
6. (일자리 확대, 공공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사
가 합의하여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발생한 추가 비용만큼 초과노동을 단축하여 수당 절
감분을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비용은 예비비에서 총인건비로 산입한다. 기관별로 노사합의로 추가로 초과노
동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추가 현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교섭·협의 제도화) 총인건비 결정 방식 개선 및 임금, 근로조건 협의, 중장기적인 임
금체계 개선을 위해 상설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및 사용자 단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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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투쟁
1) 교섭·투쟁 방향 개요
- (상반기 先 대정부 교섭, 공동투쟁) 정부 가이드라인이 쟁점이므로, 상반기에는 각 기관
별 교섭·투쟁보다 대정부 교섭·투쟁에 집중, 기관별 교섭·투쟁은 하반기 진행
- (교섭권 집중, 공동투쟁) 공동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사업본부에 ‘임금체계관련 교섭‧체결
권’ 집중, 교섭·투쟁시기 집중
* 각 산하조직은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섭권 집중, 공동투쟁 결의 (공공기관사업본부에서 표준 문구 제시)

- (양대노총 공대위 공조) 노정협의는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진행, 투쟁계획은 공공운
수노조 독자적으로 우선 수립하고, 시기 별로 협의하여 공조

2) (교섭, 협의) 先 노정협의 → 後 기관별 교섭
- (공동요구안) 공공운수노조 내 논의(1~2월), 양대노총 공대위 논의(2월) 집중적으로 진행
하여 공동요구안 수립
- (노정협의) △기재부에 노정협의 요구(2월), △공대위 위원장단의 기재부 장관 면담 추진,
△임금제도 쟁점은 기재부-공대위 노정 직접 협의 방식으로 추진, △노정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6~7월?), △경영평가 편람 반영 관련 논의는 후속협의
로 하반기까지 지속
※ 기재부 노정협의 추진 계획에 준하여 행안부(지방공기업) 노정협의 병행 추진
- (노정교섭단) △노정협의 교섭단은 양대노총 공대위 협의하여 구성(실무협의는 집행위원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 높음),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가칭)“노정·단체교섭위원회” 구성하
여 노정 협의 내용에 대한 점검, 보완하고 본부 운영위에서 의사 결정
- (기관별 교섭) △상반기 임금교섭 돌입(6~7월 투쟁까지 쟁의권 확보 목표), △노정협의에
서 합의로 정부 가이드라인이 결정 시 기관별 교섭 보완,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유형별 교
섭 가이드라인(대응방향) 마련하고 임단협 교섭 지원(교섭위원 교육 및 산하 노조에 교섭위
원 지원, 교섭 정책 컨설팅)
* 하반기 기관별 교섭은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인사·경영권 조항 삭제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후
퇴된 단체협약 복원 포함하여 별도 공동요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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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투쟁) 先 대정부 총력 투쟁 → 後 사업장 임투 집중
- (3~4월 현장 조직화) 임금체계 개편 대응 투쟁 요구·방향 현장과 공유, 공동투쟁 조직화
(산하조직 집행부 간담회, 간부·조합원 교육 등)
- (5월 간부투쟁) 노정협의 쟁점 부각 시기 6~7월 공동투쟁까지 결의하는 간부 결의대회
- (6~7월 공동투쟁) 노정협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
※ 산하조직이 쟁의권 확보하고 공동투쟁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운영위·대표자회의 결의
※ 상반기 임금교섭(임금체계 개편 제외 의제)으로 6월까지 쟁의권 확보 추진, 파업 전술
사용 여부는 당시 정세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사업본부 별도 논의
- (하반기 임투 공동투쟁) 각 기관별 사용자의 공세는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개악안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 쟁점 사업장은 투쟁 시기 집중(경영평가편람 및 2020년 예
산편성지침 대응 연계)
※ 상반기 노정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까지 대정부투쟁 지속하고 현장
임단투와 결합한 하반기 투쟁 계획 재결의(7~8월 경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대표자회의)

5. 실행 일정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7월

내용
대정부 요구안, 투쟁계획 결정

비고

: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위·수·사 합동)
노조 내 각급 의결단위 결의

공공운수노조 및 산하조직

양대노총 공대위 요구안, 투쟁일정 협의
기획재정부에 노정협의 요구
노정협의 착수
산하조직 집행부 간담회, 간부·조합원 교육
노정협의 진행(계속)

정책토론회 등 여론사업 병행

산하조직 집행부 간담회, 간부·조합원 교육
노정협의 진행(계속)
간부 결의대회 및 기재부 앞 농성 투쟁
조합원 결의대회, 집중투쟁

노정협의 상황 따라 수위조절
민주노총(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집중 노정협의

비정규직 투쟁과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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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안

(노정협의 합의 시) 기관별 임단협 교섭
8월~

경영평가편람 등 후속 의제 노정협의

산하조직 교섭 지원

(노정협의 결렬 시) 하반기 투쟁에 쟁점 결합
임금체계 쟁점사업장 공동투쟁
11월

* 대정부(예산편성지침 및 [노정협의 결렬시] 산하노조 임단협 결렬 등
임금체계), 대국회 제도개선 투쟁

370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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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9년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공동요구안, 권고요구안 해설
※ 공공운수노조 2019년 3차, 4차 중집위원회 결정
※ 4월 이후 노동법 개정(개악)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요구안 등 추가 보완 예정

1. 임단투 기조
-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강화하여 노조할 권리 쟁취, 임금체계 개악저
지와 차별해소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전환자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요구
- 공공부문 유형별 노정교섭·집단교섭 강화 : ①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양대노총 공대위-기재부
협의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 공동 대정부 협의 ③사회서비스 등 업종별 협의 등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중장기적·지속적 대응 위해 2019년은 노정협의 틀 구성을 목표
- 공동요구, 시기 집중 투쟁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과 연대, 산별토대 강화
- 공동요구안 반영과 타결 현황 보고 활성화하여 정부와 사용자 대응 양상 파악하고 공동대응 강화
- 공공운수노조 집중 투쟁 시기에 대정부 투쟁과 사업장 임단투 결합하여 투쟁력 집중

2. 요구안 개요
1) 구성
교섭수준별

의제별

노조 공동요구

업종/특성별 공동요구

기타 요구

對 정부 요구
세부내용 참고
사업조직 작성‧취합 대정부 정책요구
對 사용자 요구
세부내용 참고
사업조직별 작성
권장요구(3)번 참고)
- (6대 대정부·임단투 요구) 대정부 요구 및 사업장 임단투 요구의 기조가 되는 총괄 요구
- (노조 공동요구) 모든 교섭 단위 요구에 반영해야 할 핵심 의제로 대정부 요구와 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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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구 포함하는 요구안.
* 공동요구의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업종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등 특성별로 공동요구안을 별
도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요구안의 문구가 일부 변경되더라도 공동요구안의 핵심취지를 담는다
면 반영한 것으로 봄

- (업종‧특성별 공동요구) 사업조직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산하 조직의 모든 교섭 단위 요구
에 반영해야 할 핵심 의제로, 업종‧특성별 요구 중 대정부 요구를 포함함(업종별 노동조
건, 공공성 강화 정책 요구 등)은 취합하여 중앙에서 관리 진행(사업조직에 위임 가능).
- (대사용자 권장요구) 교섭단위 상황에 맞게 요구안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는 의제
※ 각 교섭단위는 “노조 공동요구”와 “업종·특성별 공동요구”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에
반드시 반영하여야함

2) 6대 대정부·임단투 요구 개요
(1)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노동개악저지
-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시간유연화 저지
- 최저임금결정구조 개악반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철회

(2) 노조할 권리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사용자 정의 확대 등 원청 사용자 책임 확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책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등)

(3) 임금체계 개악저지와 연대임금 실현
- 직무성과급제 반대, 차별해소·일자리 확대·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연대임금” 실현
- 공공기관의 기관 간, 기관 내(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축소
- 2019년 ‘기본급’기준으로 월 205,000원 이상 인상(민주노총 요구안 준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무관한 사업장은 고정수당 반영 가능

-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위해 건설 산업 적정임금제 공공부문 전면 적용
- 최저임금 인상(민주노총 요구안에 따름)

(4)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
- 필수 공공서비스 강화, 국민생명안전 위한 공공부문 안전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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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년1800시간으로 단축, 24시간 근무기준 최소 4교대제 이상으로 개선,
주52시간 상한 전면 실시, 휴가·휴일 권리 확보)
- 잘못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원상회복과 민간투자 확대 정책 중단
- 노동이사제 도입과 경영감시, 시민참여로 지배구조 민주화
※ 사회보장확대, 민영화반대·재공영화 등 각 부문의 공공성 요구는 별도로 정리하여 대정부 투쟁

(5)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현
- “1~2단계” 전환대상 완료 및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공영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6) 전환자 임금 노동조건 개선 (차별철폐)
-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 및 대정부 교섭

3. 공동요구
※ 모든 교섭단위에서 요구안에 포함해야하는 요구안

1) 임금교섭 요구
o 임금요구 방향
-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액(민주노총 요구안 준용) : 기본급 기준 월 205,000원
- 사업장내 직군, 직급,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액임금인상 요구를 원칙
으로 하되,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인상률, 수당 등으로 환산하여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3.4%, 무기계약직은 평균 6.9% 인상 효과

-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임금 부문에 추가인상 등 단위사업장별로 요구할 수 있음
-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의 평균인상액이 (정액 기준으로) 정규직의 평균 인상액에 미달
하지 않도록 합의 (총인건비 통제와 연동되므로 대정부 협의에도 요구함)
-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상반기 임금교섭은 노정협의, 대정부 투
쟁을 통해 임금제도 가이드라인이 정리되기 이전이므로 원칙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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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가 합의에 이를 경우 하반기에 임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요구안은 별도로 보완함
- 임금체계 개악에 대해 노사합의를 회피하기 위해 신입직원부터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요구

<임금교섭 요구안>
- 기관 특성과 기존 임금체계, 근무체계(노동시간)에 따라 요구안 구체화(사업장 임금체계
를 감안하여 인상률, 수당 등으로 환산하여 요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비정규직은 노정협의, 대정부 투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임금협약
요구는 변경될 수 있음.
1. 1인당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월 205,000원을 인상하며, 세부적인 기본급 및 수당 조
정은 별도로 정한다.
※ 최저임금에 근접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으로 요구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무관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인상방식으로 인상액을 반영할 수 있음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평균 인상액 이상으로 인상한다.
3. 향후 신입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 최저임금 사업장 추가 요구
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한다.
※ (참고) 민주노총 임금요구 공공부문 적용 시 환산
① 2018년 3분기 기준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1인당 보수 기준
- 정규직 평균(기관별 단순평균이 아닌 기관별 인원 고려한 가중평균) 72,020,000원
- 무기계약직 평균 35,531,000원
② 2019년 1.8% 총인건비 인상율을 인상액으로 단순 환산한 경우
- 정규직은 평균 월 108,000원 / 무기계약직은 평균 월 53,000원
② 205,000원 정액임금 인상시
- 정규직은 평균 3.4% 인상 효과 / 무기계약직은 평균 6.9% 인상 효과

2)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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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요구안 적용 개요
o 단체협약 요구 방향
- 공공운수노조의 2019년 대정부 투쟁 요구안의 맥락과 일치하게 사업장 투쟁요구 제시
- 2018년 개정된 노동법, 정부지침 등을 반영하여 단체협약 보완
- 노동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여성노동권 등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을 통해 더욱 부각된 투
쟁과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사업장에서도 쟁취할 수 있도록 반영(일부는 ‘공동요구’
에, 일부는 ‘권장요구’에 반영)
- 2019년 노동개악 추진 사항(탄력근로제, 노조법 등)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힘을
모으되, 법 개악으로 귀결되는 경우 이후 사업장 방어투쟁을 위해 단체협약 요구안 보완

o 공동요구안 적용 예외
- 공동요구안은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 예외 인정
① 임금·단체협약 공동요구안 중 이미 확보된 경우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
* 단체협약요구안 중 적용 제외(예시)
- 각 조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이 기 확보된 경우 제외
①-2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 : 공공기관 등 제외
②-1 조합원 교육시간 : 조합원 교육시간이 연16시간 이상 확보된 사업장
②-2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 이미 인사위 혹은 징계위 노사 동수 참여가 보장된 경우
② 사업장 특성 상 해당되지 않는 요구안은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
* 단체협약요구안 중 적용 제외(예시)
- 공공기관이 아니고 위험업무가 아닌 경우 : ④-1,2 제외해도 무방
- 일근제 근무만하는 사업장의 경우 ①-3, 4 탄력근로제, 시간선택제 등 근무시간 변경
시 노사합의, ①-5 교대제개편 요구안을 제외해도 무방함
- 직접, 간접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 : ②-3,4, ⑤-1,3,4, ⑥번 요구를 제외해도 무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사업장 : ⑥항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항 제외 무방
③ 그 외 요구안을 반영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협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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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 요구안 항목
① 노동시간(52시간제, 탄력근로제 등)
1. 노동시간은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노사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마련한
다. 2019년 내로 연장·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6)
2. 탄력적근무시간제, 시간선택적 근무시간제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조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
● 탄력근로제가 이미 도입·시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3.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금을 보전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하며,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별·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조합과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
●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4조2교대(혹은 5조3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 민간,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5.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7)
※ 탄력근로제 개악이 유력하게 예상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탄력근로
제 신규 도입 혹은 확대 관련 사항은 교섭을 거부함. 다만 탄력근로제가 이미 시행 중이거
나 불가피한 경우 제3항과 같이 요구하여 안전장치 마련
※ 운수, 사회서비스업종의 경우 “주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위해 상반기 중
인력을 확충하며, 7.1.일부터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다”고 하여 인력확충 병행 요구

② 노조할 권리 보장
1. (조합원 교육시간) 년 (16)시간, 분기별 (4)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
6)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임기 중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포함.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계획 수립 요구, △2018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을 확정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7) 공휴일 유급휴일이 지난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2019년 합
의 시점부터 즉시 52시간 이내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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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채용과 승진·승급·포상, 전직·전출·
전보·배치전환·파견, 인사·노무관리, 평가제도의 개선,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3. 사용자는 자회사 및 외주용역·민간위탁 협력사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
에 응해야한다.8)
※ ‘교섭’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협의’ 수준에서도 시작(“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 간접고용의 경우, 하청용역 사용자에 대해 요구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모회사와 공동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한다.
※ 조합원 교육시간 요구는 각 산하조직에서 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조합원 교육 활성화
를 위해 요구, 교육내용은 공공운수노조 부설 교육센터‘움’ 및 교육실 협의(지원)
※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노동기본권 탄압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에서 삭제된 인사·경영
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조항을 적극적으로 복원

③ 임금체계 개악저지와 연대임금 실현
※ 임금교섭 요구 참고

④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
1. (인력충원)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등에 부족한 인력 (

)명을 충원한다.(세부 충원

기준 별도 합의)9)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외주용역·민간위탁 업무를 포함하
여 안전관리업무 및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
2. (공공안전·시민안전·노동안전) 위험업무 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최소 2인 1조 근무
를 원칙으로 한다. 안전을 위해, 기계 기구 등의 내구 연한과 정비 주기의 임의 연장을
금지한다.10)
8)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 관계부처합동)에도 ‘모-자 회사 공동협의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 확보에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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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 반영) 공공안전, 시민안전, 노동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건법과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에 따라 제 단체협약을 개정한다.
※ 인력충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정원 반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정원 기관은 자체적으로 정원에 즉각 반영하도록 병행 요구(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산출하여 요구, 공공운수노조 중앙에 보고하여 대정부 투쟁·협의에 반영)
※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인력확충은 ①노동시간(52시간제, 탄력근로제 등) 요구안 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개정에 따른 단협
반영 요구안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해설 자료의 요구 문안을 반드시 참조

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시 지속 업무의 비정규직은 직접, 간접고용(외주용역, 민
간위탁)을 포함하여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전환 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노조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함

2. (비정규직 사용제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비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 사전 심사 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11)
3.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위험 업무 및 안전관련 업
무는 직접 고용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4. (원청 기관의 안전 책임) 간접고용(외주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원청 기
관이 책임진다.12)

⑥ 전환자 임금 노동조건 개선 (차별철폐)

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 기획재정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인력확충을 공공기관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
로 요구하고, 민간사업장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위험업무 인력확대 요구
10)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2019.2.5.)>에 반영된 사항은 모든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확대 적용을 요
구할 수 있으므로, 위험업무 2인1조 근무 등을 각 사업장에서 적용하도록 요구(2인1조 근무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
합대책(2019.3. 기획재정부)>에도 반영되어 있음)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2018.8.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진행되는 사전심사 절차에 노조 참여 보장 요구
12)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2019.2.5.)>에 반영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 및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원청 기관 책임, 안전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조항을 모든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도 적용 요구(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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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고용) 정규직, 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
한 사내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13)
2. (간접고용) 자회사, 외주용역·민간위탁 업무 종사자의 인건비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
해 인건비에 낙찰률을 준용하지 않으며,14) 근로복지기본법(62조) 취지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한다.15)

3) 사업장 권장 요구안
※ 모든 사업장 임단협 요구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아니나, 노사관계 및 제도 변화를 감안
하여 가급적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 (세부내용은 해설 자료 참고)
① 성폭력 근절과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
② 고용과정 성차별 철폐
③ 양육·돌봄 성평등한 분담
④ 노동조합 활동 보장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확대
⑤ 노동이사제 도입과 경영감시, 시민참여로 지배구조 민주화

13)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13.9.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미 직접고용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반영된 사항이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조가 요구
14)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2019.2.5.)>에 반영된 <건설산업 일자리대책(2017.12.12.)>에 포함된 적정임
금제를 준용하여, 하청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방식은 ①
기존 낙찰률에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 ②인건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
식으로 도입할 수 있음
15)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12. 관계부처합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따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자회사 공동사용하도록 노조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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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 방침
1) 기본 방향
① 임단투 시기 집중
-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집중 시기에 맞추어 임단협 및 쟁의권 확보
-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개악(3월)에 이어 노조법 개악(4월~6월)이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므
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해 최대한 조기에 쟁의권 확보
- 현장 임단투와 대정부 투쟁(공공기관 임금체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처우개선 등) 결합
- 공공기관은 임금체계 관련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 중앙(공공기관사업본부)로 집중
특성
공통

공공기관

집중투쟁시기
상반기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 투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비고
임시대의원회(4

최대한 쟁의권 조기 확보
월) 및 민주노총 투쟁일정 참고
10~11월, 기관별 교 임금관련 교섭권 공공기관사업본부로
5월 간부투쟁
섭·투쟁 + 대저정부 집중(교섭·투쟁시기 집중)
6~7월 공동투쟁
*임금체계 개편 대정부투쟁 투쟁 연계

상반기 쟁의권 확보
△5월 쟁의권 확보사업장 시기집중

공공부문

5월 1차 집중 투쟁

11월 노동법개정, 예 파업 조직 및 비정규직제로 선언 2주

비정규직

6말7초 2차 집중 투쟁 산편성지침 대응 투쟁 년 즈음 투쟁 집중 △ 6월말~7월초
2차 투쟁 집중

※ 민간, 항공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의 임단투는 1차 6~7월, 2차 10~11월 집중투쟁 전개

② 집단교섭 활성화 및 확대
- 사업조직별로 업종·특성별 공동교섭 단위 적극 구성
*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노정교섭,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노정교섭, 부처별 집단교섭 확대, 지자체 행
안부 노정교섭 추진, 공공기관 원하청 공동교섭 등

- 조직 상황에 맞게 집단교섭/통일교섭/대각선교섭 등 추진
*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노정교섭과 교육청 집단교섭, 지자체 공공부문 지자체별 노정교섭 및 집단교
섭, 지부별 초기업 집단교섭(서울지부 등) 등

- 이를 실현하지 못하여 기업별교섭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도, 교섭 내용, 쟁점, 진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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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긴밀히 공유하여 ‘조율된 교섭’ 진행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소 기준의 타결지침을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 포함

③ 보고 및 점검
- 포괄위임 받은 단위는 해당 교섭단위(산하조직 포함)에 요구안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 교섭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조직 및 노조 중앙 조직담당자에 보고하고, 잠정합의
에 이를 경우 이를 노조 중앙에 보고해야함
* 요구안과 타결안은 전문을 노조에 보고
* 보고양식에 따라 보고 (상반기에는 엑셀, 하반기는 DB로)

- 포괄위임 받는 단위는 반드시 <단체교섭‧체결권 포괄위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
* 포괄위임 조건(신청서 양식 참조) : △소속 교섭단위의 교섭방침 준수여부를 확인∙심의한 후 교섭권
을 위임하고 체결권을 위임하겠음 △교섭관련 업무담당자를 배치하고 본부 교섭단위의 교섭현황과 요
구안/합의안 심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본부 교섭현황과 요구안/합의안 심의현황을 보고하
고, 노조의 전체적인 교섭관련 사항을 소속 교섭단위와 공유하겠음 △포괄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임단
협 방침과 다른 요구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노조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소속
조직에 포괄위임 시 노조 규약과 규정, 교섭 방침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음, △기타 주요한 단체교섭 사
항에 대하여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 교섭방침 미이행 사업조직·기본조직에 대한 지도 강화(방침 위반 시 포괄위임 철회)

④ 개악안, 노사화합선언 거부
- 사측 개악안, 노사화합선언 등은 거부하여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음

2) 대정부 교섭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집중 교섭, 부처별, 지자체별 교섭 등 중층화된 교섭 진행
- 대정부 교섭, 노정협의는 중앙에서 관장하되 사업조직에 위임 가능(포괄위임과 별개로 관리)

3) 대사용자 교섭
- 산하조직의 교섭은 사업조직 중심으로 기업을 넘어선 공동 임단투를 상황에 맞게 추진
- 사업본부, 업종본부 소속 조직은 해당 본부가 임단협을 주관하고, 협의회 소속(미배정 포
함) 중 전국규모 조직은 중앙 조직실에서, 협의회 소속 조직 중 지역소재 조직은 지역본
부에서 임단협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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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조직에 교섭권 포괄위임, 사업조직은 사업조직의 방침에 따라 기본
조직에 재포괄위임 가능
* 과거 연맹 소속 조직은 별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해당 조직에 교섭권이 위임된 것으로 간주. 노조
의결단위에서 결정된 공동의 교섭 방침에 대해서는 준수 의무 존재

- 산하 조직은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조직)와 공동 임단투 진행
* 공공운수노조 산하 복수 조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임단투 요구안 마련 및 교섭 과정에 비정규직 전
환 대상자 또는 전환자 참여
* 자회사로 전환된 경우 원‧하청 공동 투쟁 진행

4) 타결원칙
o 방향
- 노조 차원에서는 모든 산하 교섭단위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타결원칙 제시, 사업조
직별로 세분화된 타결원칙 결정 가능
- 타결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의결단위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 가능

o 노조 타결 원칙
- 무쟁의 선언, 노사평화선언, 교섭권 회사 위임 등의 합의 금지
- 근기법, 노조법 등 관련법 이하의 단체협약 체결 금지(예: 필수유지업무, 노조활동 등)
- 노조 공동요구 핵심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합의 금지 : 노동조건의 심각한 후퇴, 비정규
직 정규직 전환 봉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및 격차 확대 등

o 사후 조치
- 교섭방침 위반 시 포괄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

4. 단체교섭권 위임 방침
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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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단위 단체교섭권한은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사업본부, 업종본부, 지역본부)에
포괄위임. 포괄위임 받은 사업조직은 소속조직에 대한 단체교섭 포괄위임, 교섭권 및 체
결권 위임, 교섭권 집중 여부 등의 결정 및 집행권한 부여. 협의회 소속 전국사업장지부
의 경우 노조중앙(타 사업조직 소속 제외)에 포괄위임을 신청하여 발부 받는다.
- (舊 공공운수연맹 가맹노조) 기존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권이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단, 공공운수노조 교섭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소속된
사업조직(예: 공공기관사업본부 교섭방침)이 단체교섭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집중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름

2) 포괄위임
- (포괄위임 범위) 포괄위임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단체교섭 권한
- (포괄위임 기간) 2019년 교섭방침 결정 때(3월 중집)부터 2020년 교섭방침 결정까지
- (사업조직별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포괄위임 받은 사업조직은
공동투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하 기본조직의 교섭권을 집중할 수 있으며, 노조 중앙
은 교섭권 집중 및 초기업단위 교섭추진을 촉진하고 지원
- (포괄위임 절차) 2019년 교섭방침 확정 후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은 포괄위임 신청서
제출(별첨1) → 단체협약위원장 내용 검토 → 위원장 결재 → 포괄위임장 발급
- (포괄위임 제한) 포괄위임을 받은 산하 조직은 교섭원칙을 준수하고 공동요구안을 쟁취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 의결단위를 거쳐 징계
및 포괄위임 유보·철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포괄위임과 위원장 직인) 포괄위임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체교섭·쟁의조정(조정신청, 노
동위원회 조사, 조정회의 참석 및 결정)·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
이나, 노동위원회 등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시 하는 기관에서는 위원장 직인의 유무가 문
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조직을 통해 위원장 직인을 찍어야 함
*지역/업종본부에 포괄위임된 사항에 대해 직인 사용 시 노조서버에 등록
# 직인 사용대장 : 서버 / 공공운수노조 / 2019년 / 03_공문기안_위임장_직인 / <2019년 공문목록>의
직인사용대장에 등록

- (포괄위임의 철회[교섭권 회수]) 교섭방침을 위반한 경우, 교섭 중이라도 공공운수노조 중
앙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 교섭권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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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요청 및 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 (원칙) 교섭요청 및 창구단일화 절차 참여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단위노조ㆍ지부(이하
산하 조직) 명의로 진행.
- (사업조직 보고의무) 각 사업조직은 간접고용업체(용역, 파견 등) 내 복수의 단위조직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조에 보고하며, 업체의 변경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함. 보고 누락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발견 즉시 사업조직은 지체 없이 노조로 보고하고 노조에 협
의를 요청해야 함

4) 하나의 교섭단위에 복수의 산하조직이 병존하는 경우
① 간접고용업체(용역, 파견 등) 내 복수의 단위조직
- 해당 산하 조직은 교섭요청 및 창구단일화 참여시 교섭창구단일화 공고문 부착의 범위까
지 각 사업조직(지역본부, 업종본부, 사업본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사업조직은 노조와 협
의 후 노조의 지시에 따라 이후 교섭요청 및 창구단일화 절차 과정을 진행

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수의 노조 내 산하조직
- 중앙행정기관내 동일한 정부부처의 복수산하 조직의 경우 교섭 전에 노조에 알려 공동교
섭 추진
- 요구안 수립과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모든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소수의 의견
을 존중하고 단일한 공동교섭단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 다만 민주적인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 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처리
③ 정부(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단체교섭
- 대 중앙행정기관[부처] 교섭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부처]를 상대로 하는 복수의 산하조직
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 중앙(조직실, 정책실)에 사전 보고하여 공동교섭단 구성을 원
칙으로 하여 교섭 추진
- 대 지방자치단체 교섭의 경우, 지자체를 사용자로 하는 복수의 산하조직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지역본부에 사전에 보고하여 공동교섭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교섭 추진
*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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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의 위반 시 제재조치
- 하나의 교섭단위에 복수의 산하 조직이 병존하고 있음에도, 노조의 방침을 위반하여 산
하 조직 명의로 교섭요청 및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경우, 노조는 단체교섭권한 위임
(포괄위임 포함) 유보·철회·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전국공공운수노조 규약 중 단체교섭권 내용
제59조(권한 등)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대정부 교섭,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은 조합에 있으며 위
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제외한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해당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받은 교섭대표자는 조합의 단체교섭 방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④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은 자체 규정에 따른 의결기구를 거쳐, 기본조직에 위임된 교섭권을 사업조직에
집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 소산별노조는 교섭권에 대하여 기본조직으로 본다.
⑤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은 교섭권을 위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⑥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단체협약체결)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
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의 대표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
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전항에 있어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그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산하조직이 조합이 정한 교섭방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 위원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조직은 성실
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부칙 제4조 (가맹조직 경과규정)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구)공공운수연맹에 가맹되었던 노동조합은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기존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노동조합’ 호칭을 유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은 해당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소속된 사업조직(협의회 제외)이 단체교섭권의 일
부 혹은 전부를 집중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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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체결권 포괄위임 신청서
조직명
본부 교섭관련
업무담당자
포괄위임 기간

이름 : 직책 : 연락처 :
2019년 임단협 교섭방침 결정 후 2020년 임단협 교섭방침 결정까지
소속 교섭단위의 교섭방침 준수여부를 확인∙심의한 후 교섭
권을 위임하고 체결권을 위임하겠음

포괄위임이후
교섭관리 관련
확인사항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공란에
√표시)

교섭관련 업무담당자를 배치하고 본부 교섭단위의 교섭현황
과 요구안/합의안 심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본부 교섭현황과 요구안/합의안 심의현황을 보고하고, 노조
의 전체적인 교섭관련 사항을 소속 교섭단위와 공유하겠음
포괄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임단협 방침과 다른 요구와 합
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노조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음
소속 조직에 포괄위임 시 노조 규약과 규정, 교섭 방침을 준
수토록 지도하겠음
기타 주요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
겠음

노조 규약과 단체교섭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본부소속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2019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의 포괄위임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본부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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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일련번호] 2019- 호

아래와 같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사용자(사업장 명시) 간의
2019년 단체교섭·쟁의조정·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하는 기간>

2019년 임단협 교섭방침 결정 후 2020년 임단협 교섭방침 결정까지

2019년 월 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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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대 공동요구안 해설 및 요구안 세부 문안
1.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노동개악저지
o 취지와 개요
- 3월 임시국회에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
월->6개월 연장 등 독소조항 개악 시도 예정.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결정방식 제도 개악을 추진
- 국민 위험, 노동자 건강악화, 무료노동 확대 등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등
확대저지 및 축소,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저지에 집중
- 실제 법제도 개악 상황에 따라 단위사업장 대응을 위한 임단협 요구안은 보완
구분

대정부요구

주요 요구
•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 장시간 불규칙 노동 근절, 노동시간 노동자 선택권과 권리 확대, 포괄임금제 철폐,
노동시간상한 추가 단축 토대 구축, 노동시간 특례업종 완전 철폐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악 반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철회
• 근무시간 변경시 노조와 합의 없이 시행 금지

대사용자요구

• 탄력근로 신규도입 혹은 확대 사항 교섭 거부. 도입중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주별·일별 근로시간 노조와 서면합의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무력화

① 탄력근로제 저지

o 방향
- 현재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
고 있음. 따라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 근무시간 변경시 노조와 합의, 임금보
전 방안, 사용기간 등을 확보해야 함.
- 현행 근기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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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노
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가 근로자대표가 됨. 따라
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조합원들 의사에 반해 사측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가능
- 현행 근기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로 사측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위 조항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미만인 노동조합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
로시간제 도입시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조항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한 노조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o 대사용자 요구안
1. 탄력적근무시간제, 시간선택적 근무시간제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조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
○ 탄력근로제가 이미 도입·시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2.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금을 보전하고 11시간 연
속휴식을 보장해야하며,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별·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조합과 서면 합의하여
야 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근무시간 변경]
①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
의하여야 하며,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회사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최소한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제, 선
택적 근무시간제 등을 적용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동,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여타 이유로 ①항에
서 규정한 노사합의를 생략할 수 없다.
※ 그 외 사항은 노동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개선 요구안으로 대체
관련 법규
근기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
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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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
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
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
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
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
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노동시간 단축
구분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 계획 마련
• 주 52시간 예외 5개 특례유지 업종 폐지(육상운송, 항공운송, 선박운송, 운성서비스업, 보건업)

대정부요구

• 운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시간 규제강화 제도개선
• 공공부문 교대제 운영지침 마련, 교대제도 개선 선도
• 시간제 일자리 등 나쁜 일자리 종사 노동자 좋은 일자리로 전환

대사용자요구

• 교대제 개선(24시간 근무 기준 최소 4교대, 11시간 휴게시간 보장, 주 1회 35시간 휴
식보장 등)과 야간노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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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상한 전면 실시
• 단시간,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전환
• 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와 사용일 수 확대,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

o 방향
- 2018년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각 사업장 임단협에서 현실화
- 탄력근로, 주52시간 도입으로 ‘노동시간은 고무줄’인데 ‘임금은 삭감’되는 폐해를 예방하
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꾀하고자 함.
- 탄력근무제 법제도 개악에 대응 강화. 근무형태 변경시 노조와 합의, ‘연속휴식시간제’도
입,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등
- 교대제 개선(24시간 근무 기준 최소 4교대, 11시간 휴게시간 보장, 주 1회 35시간 휴식
보장 등)과 야간노동 제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사용일수 확대,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
- 특례 유지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 보건업)은 근무체
계 변경을 통해 11시간 연속휴식 시간 보장
- (노선버스업종)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위한 인력 확충, 근무체계 개편(6.30 이전 노사합
의, 격일제에서 1인2교대로 개편)대사용자 교섭과 투쟁과 병행
- 주52시간 특례업종인 운수와 사회서비스 업종의 노동시간 규제강화 제도개선과 폐지, 탄
력근무 도입 저지는 대정부 투쟁으로 대응. 다만, 탄력근무도입 저지는 대사용자교섭과
투쟁 병행
- 근기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이 신설됨으로 사업장규모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요구(300인
이상: ’20.1.1, 30～300인 미만: ’21.1.1, 5～30인 미만: ’22.1.)

※ 교대제근무체계 개편관련 세부내용은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보고서” 참조 (노조 홈페이지(kptu.net)/자료마당/문서자료
/1724 참조)
해설
(1) 노동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 즉각, 전면 시행 단체협약으로 요구
-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꼼수 저지 : 상시근로자수 축소로 적용시점 연기, 특별연장근로 도입, 특례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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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간주근무제, 시차근무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무제
도 변경 거부
- 노동시간 외 업무인수인계, 작업준비 시간 등을 통한 실노동시간 확대, 실 휴게시간 축소, 명목 휴게
시간 확대 꼼수 저지

(2) 인력확충
- 현재의 노동강도(단위 시간당 인력 등)를 유지 또는 완화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필요 인력
산출, 정규직으로 충원
- 외주화, 비정규직 활용, 리베로 등 땜방 전문풀 운영, 야간전담 신규채용 등 저지
- 공공부문의 경우 탄력정원제 방식 거부하고 정식 증원 요구(수시 정원 협의 등)

(3) 생활임금 보전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총액임금 감소 보완 대책 요구
- 포괄임금제, 성과연봉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요구 저지
- 기형적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급, 고정급 확대
- 고정 OT수당 감액이나 폐지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기본급 산입 또는 고정수당으로 전환 요구
-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 정부 지원 활용

(4) 노동통제 강화 저지
- 출퇴근시간 엄수, 작업장 안전규정 철저엄수 등 기준준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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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기준 위반 적발 투쟁
- 작업 준비·정리 등 임금지급대상 근로시간 내에 정착 투쟁
- 보장된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제한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적극 대응

(5) 교대사업장
- 추가 정규조 편성, 인력 확대를 통한 교대제 개선
<교대제 운영 원칙>
① 야간노동 : 야간노동은 최소화, 3일 연속 근무 금지
② 노동시간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③ 휴식시간 : 근무간 11시간 휴식, 주1회 연속 35시간 휴식, 휴가 사용 보장
④ 교대주기 : 짧은 주기 교대, 정교대 순서 유지
⑤ 작업환경 : 야간노동의 노동강도 조정, 단독근무 금지, 건강진단 실시와 결과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 현재 인원으로 교대제 늘리는 방식(교대조별 인력 감축) 저지
-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인수인계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함
- 교대조를 여러 개로 쪼개 집중근무시간에 배치하는 시차근무 방식 저지
- 휴가, 휴일, 교육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요구

(6) 특례업종

① 특례 유지 업종

가. 기존 특례 합의 사업장
- 기존 특례 합의 유효성 확인, 특례합의 폐기 요구
- 근무간 11시간 규제에 대한 사용자의 위반행위 고발조치 등을 활용하여(2018.9.1일 시행) 요구 및 인
력 확충
- 기존 교대, 교번제상의 최장 휴게시간 단축 금지.

나. 특례 미합의 사업장
-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제도 도입에 따라 인력충원이 요구되고, 사용자의 특례합의와 변형근로 합의
압력이 예상됨. 그럼에도 1주 연장근로 12시간근무 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므로 초과 연장근
무에 대해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거부 지침을 발휘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대응
- 특례합의 교섭 및 탄력적근무제 등 변형근로제 도입 교섭 거부
- 전체 사업 내용(사업자 등록상의 업태 기준)에 따라 특례 업종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직종 일부가
특례업종에 해당한다는 회사 주장에 주의(사업자등록증 확인, 표준산업분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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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례 제외 업종
- 적용시점 확인하여 도입 시기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요구
-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임을 활용하여 탄력적근무제 등 변형근로제 도입 교섭 거부
*기존 합의 사업장의 경우 특례 제외 적용되는 2019년 7월 1일, 미합의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적용

(7)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설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 사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
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o 대사용자 요구안
1. 노동시간은 연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노사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마련한다. 2019년 내로
연장·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2.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3.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4조2교대(혹은 5조3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노동시간단축]
① 회사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시간외노동을 포함하여 실노동시간은 주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없다.
② ( )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제00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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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노동절(5월 1일)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른 휴일)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6.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00조 [교대(교번) 및 야간노동] 회사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대, 야간노동
을 금지하며, 교대, 야간노동 변경과정에서 실질임금 저하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① 회사는 교대, 야간 노동을 할 경우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노동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근무표를 작성해야한다.
② 24시간 연속된 노동의 경우 최소한 3교대 이상의 교대조를 편성해야하며, 야간근무가 3일 연속되
지 않아야 한다. 2조2교대 금지 및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할 수 없다.
③ 회사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대방식, 주기를 달리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④ 야간 전담 근무형태는 금지하며 용역, 파견, 하청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⑤ 교대노동의 경우 근무와 다음 근무일사이에 1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1회 이상의
35시간이상(11시간 + 1일 24시간)의 휴식 보장과, 월 1회 이상 주말에 연속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추가
⑨ 야간노동의 경우 단독 근무는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⑩ 교대스케줄은 최대한 간단하고, 예측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⑪ 임신중인 여성은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⑫ 여성의 경우 40, 남성의 경우 45세 이후 가능한 주간고정 근무로 전환한다.
⑬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 야간 노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적정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⑭ 노사는 교대, 야간노동 최소화를 위해 필요시 교대노동 개선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8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3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② 휴게 및 식사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③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추가 조항
④ 유해·위험부서의 경우 50분 노동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⑤ 연장 노동을 할 경우 매 2시간 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노동을 위한 석식시간은 60
분으로 한다.
제00조 [연장․야간․휴일노동]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3일 전에 직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직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③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주 ( 12 )시간을 한도로 한다.
⑤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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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고려한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인력을 유지하여
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청구한 연차휴가의 사
용을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휴가를 청구한 날의 근무시간의 장단 또는 근무시간이 역일 상 2일에 걸쳐 있는 사정 등과 무관하
게 특정일의 연차휴가 사용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휴게, 휴일, 휴가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③ 최저임금

o 방향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정은 최저임금 억제를 위한 것으로, 현행 결정구조의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님. 현실적으로도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임박한 상황
에서 결정구조 개편 시 졸속논의 우려
-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조가 없거나 중소영세 비정규사업장에서는 사용
자에 의한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가 우려되므로 임단
협에서 임금체계 개악 저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이후 임금체계 개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최저임금 월205,000원 인상(민주노총의 조합원 임금인상액 요구). 최저임금 인상액 요구
는 민주노총 요구안 결정에 따라 공동투쟁
해설
o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무력화
- 임금 인상 시 "기본급" 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노사
합의하도록 요구
- 만일 위와 같이 합의할 경우, 해당 변경액을 제외한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 금액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합의
* 임금인상액은 민주노총 요구인 월205,000원(평균임금 기준)을 사업장 임금체계/수준에 따라 환산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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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사용자 요구안
1. 1인당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월 205,000원을 인상하며, 세부적인 기본급 및 수당 조정은 별도로 정한다.
※ 최저임금에 근접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으로 요구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무관한 사업
장에서는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인상방식으로 인상액을 반영할 수 있음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평균 인상액 이상으로 인상한다.
3. 향후 신입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한다.
(최저임금 사업장 추가 요구)
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한다.
세부 문안
제00조[임금인상]
① 회사는 모든 노동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의 기본급을 월 205,000원을 인상한다.
또는
① 회사는 모든 노동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의 기본급을 작년대비 0%를 인상한다. 단, 무기계
약직과 비정규직은 처우개선을 위해 0%를 추가 인상한다.
② 1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00조 [임금체계의 개편]
① 회사는 직원의 임금관련 각종 규정과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금·직급·근무체계 관련 규정과 제도를 도입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야 한다.

제00조[생활임금 보장]
회사는 2019년 사업장 내 모든 비정직, 자회사 소속 노동자,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최저
시급 1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2. 노조할 권리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o 취지와 개요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제적인
노동 기준임.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노조법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헌법상의 노동3권 규
정을 갖가지 형태로 무력화시켜왔음.
- 한국은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이래 27년간이나 결사의 자유 원칙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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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으며,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노동권 탄압에 대한 지적과 개
선 권고를 매년 받아왔음.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ILO 핵심협약 87호
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임.
- 따라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헌법 정신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은 그것을 위
한 출발점임.
- ILO협약 비준을 빌미로, 경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노조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으
므로, 대정부 투쟁과 함께 사업장 임단협에서도 방어
구분

주요 요구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당정청 공동 노력, 비준 일정 구체적 제시, 국회 동의 절차 추진
•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전면 개정.

대정부 요구

• 기존 ILO 권고사항 모두 이행(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필공제도 개선, 공공기관
자율교섭 일방 개입 중단)
•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정부 부처별 노정·집단 협의 정례화.
• 대기업·공공부문의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불법파견
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
• 대기업·공공부문의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의 사용자 책임 이행

대사용자 요구

• 년 16시간, 분기별 4시간 이상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으로 인정
• 인사위원회 노사동수로 구성

o 방향
- (ILO 핵심협약 비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따라서
사회적 대화라는 명목의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집행해야 함.
- (7대 입법과제) 국제규범과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전면 개정. 특히 특수고용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관련 법 개정사항을 최우선 추진해야 함.
- (8대 선행조치)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제·개정
과 행정처분 등의 선행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함.
- (ILO 권고 이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 정부 지침
이나 경영평가 등으로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교섭에 대한 개입 및 단체협약 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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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등을 주문하는 기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준수해야 함.
- (노정교섭 제도화) 핵심 노동정책을 비롯해 각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민주노총의 노정
협의와 공공운수노조가 주체가 되는 정부 부처별 노정·집단 협의 등을 진행하고, 정례화
- (원청사용자성 인정)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당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②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③ 그밖에 노무수령자로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용자 지위
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포함시키도록 해 원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함.

o 대사용자 요구안
- 타이오프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단협 개악 공세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된 조합
활동 확대와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 확대, 복구
-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원-하청 공동 교섭 참여 요구하여 노조할 권리 확대
1. (조합원 교육시간) 년 (16)시간, 분기별 (4)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인사위원회)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채용과 승진·승급·포상, 전직·전출·전보·배치전환·파견,
인사·노무관리, 평가제도의 개선,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3. 사용자는 자회사 및 외주용역·민간위탁 협력사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 ‘교섭’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협의’ 수준에서도 시작(“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 간접고용의 경우, 하청용역 사용자에 대해 요구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모회사와 공동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년 (16)시간, 분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입 직원 입사시 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00조 [인사위원회]
① 회사는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채용과 승진․승급․포상
2. 직원의 전직․전출․전보․배치전환․파견
3. 직원의 휴직․복직
4.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5. 평가제도의 개선

399

첨부자료 2019년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요구안 해설
6. 기타 인사원칙의 결정 등
②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노사윤번제로 하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실․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조 [원하청 공동협의회]
① 회사는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모회사-자회사 운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자회사
노·사를 포함한‘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협의회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인력확충, 노동시간 단축, 임금복지 개선, 고용안정, 노동안전, 고
육훈련 등 제반의 사항을 논의한다.

3. 임금체계 개악저지와 연대임금 실현
o 취지와 개요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직무성과급제’ 반대, 공공기관의 올바른 임금체계(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노정협의, 임금격차 해소 위한 정책
요구와 대안 제시
- 2019년 최저임금인상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름. 기본급 기준 월 205,000원 정액인상, 최
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 실현코자 함
-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 예시
- (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3.5배 이내
로 축소
- (기관 내) 비정규,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인상액은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액 이상으로 인상
* 다만, 공공부문-민간부문 임금격차 축소에는 여전히 한계이므로 총노동 투쟁 병행

- 한편,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관련 대응과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 위해 공공부문부터 임금
격차 최소화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하는 ‘건설산업 적정임금제’(고 김용균 노동자 관
련 당정발표에 반영) 등 준용을 요구
-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노정교섭 추진
구분
대정부 요구

주요 요구
• 직무성과급제 반대, 임금 차별해소•일자리 확대•노동기본권 확보 “연대임금” 노정,
노사교섭 통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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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 위해 공공부문부터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전면 실시
• 공공기관 노정, 노사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 일자리 확대등 공공적 가치에 친화적인 임금지침 개정
•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변경 근거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음.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는 기관내 유사업무 임금체계 적용, 없을 경우 차별
대사용자 요구

없는 임금체계 적용
•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위해 인건비 낙착률 준용 금지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 변경시 노사합의

o 방향
가.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편
가) 기본 입장
- 정부가 도입하려는 현재 제시된 직무성과급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
-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 현재 공공기관 임금제도는 △기관별·고용형태별 격차 확대, △노조와 교섭 없는 일방적 결정, △기관
특성 고려 없는 획일적 지침, △일자리 확대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방향도 △사용자(정부) 주도의 임금결정, △직무"성과"급제로 성과급 요
소 강화, △차별해소 방안 부재 등 문제가 있음
*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재정)도 고려 필요

-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어를 넘어, 현행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
조 요구안을 반영하는 공세적 노정 및 노사교섭으로 전환
- “직무성과급제”가 아니라 “임금 차별해소, 일자리 확대, 노동기본권”을 핵심방향으로,
(가칭)<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 요구

나) 개선 방향
- 임금의 “공정성(동일노동-동일임금)”, “평등성(절대적 격차 축소)”, “안정성(성과급 등 변
동급 축소)” 동시 추진
* 위 내용은 주로 정규직(공공기관사업본부) 기준으로, 비정규직까지 포함 시 생활임금 확보 목표 추가

- 기업별 임금결정(기준)에서 초기업 임금결정(기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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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정부(기재부,행안부) 요구안
요구안과 해설
① 노정,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 (노정협의)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은 노정협의(공공기관위원회) 통해 결정하며 정부가 일방시행하
지 않음, 올해 임금체계 노정협의를 계기로 노정교섭기구 및 산별교섭틀 구성
- (기관별 노사합의) 노정협의로 가이드라인에 요구가 반영될 경우 이를 ‘참고’하여 기관별 노사교
섭 진행, 다만 유사기관은 격차 축소를 위해 산별교섭·공동교섭 촉진
- (경영평가 반영) 경영평가 반영 방식, 지표는 노정협의로 결정
※ 노정협의의 결과로 상설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와 (이후 산별/초기업교섭 실현을 위한) 공
공기관 사용자 단체 구성, 총인건비 결정 방식 개선 및 임금, 근로조건 협의,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
선(공공기관 임금표준) 협의
<노정협의 절차(안)>
가. [협의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정협의를 진행
한다.
나. [의제 범위] 노정협의의 의제의 범위는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단체교섭, 임금 관련 예산 편
성 및 관리제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연관된 정책 전반으로 한다.
다. [先(선)노정협의, 後(후)기관노사합의] 노‧정 모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며, 합의
된 내용을 참고하여 각 기관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다. 기획재정부는 노정협의가 완료
되기 전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대한 어떠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일방적
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② 부작용 방지 위해 ‘생애기대임금’유지, 장기간 개편 방법으로 추진
- (생애 기대 임금 유지) 임금체계 개편 후에도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직원의 생애 기대 임금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보전수당 등 수단도 가능)
- (5년 이상 로드맵) 임금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단계적으로 개편, 입사
년도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
③ 기관별·고용형태별 격차 축소
- (총인건비 인상방식) 격차 축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하후상박’ 혹
은 ‘정액 인건비 인상’ 방식 채택
- (유사기관 격차 해소) 유사업무 수행 기관 간 격차 축소 위해 수년간 단계별로 인상률(액) 조정하여
임금수준 수렴
* 기관별 격차 해소는 △유사 기관의 범위, △격차 축소 목표 설정 후 △일정 기간 연차별 조정
(격차 축소 목표 예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임금 수준 정규직 80% 수준까지
차이를 줄이고,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3.5배 이내로 축소)
- (기관 내 격차 축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임금격차 축소, 하위직급 임금 개선
* (정규직 전환자 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자 임금은, △정규직 유사직종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체계에 편입(해당 직군 정원 증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확대(자회사 포함), △총인
건비에서 별도 관리하여 추가 처우개선 인상률(액) 부여,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노정 합의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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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자리 확대 등 공공적 가치에 친화적인 임금지침 개정
- (예산편성지침 개정)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 개선 병행, 법원 판결 반영하여
통상임금 총인건비 반영 및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등
- (“일자리 친화” 임금정책 반영) 장시간·교대제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생명·
안전·필수서비스 일자리 증원과 연계한 인건비 편성 등
- (“공공가치 친화” 임금정책 반영) 기관별 과도한 성과경쟁 부추기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축소,
절감 재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재원에 활용
* 우리는 노조는 여러 해 동안 공공기관노조 내 쟁점토론으로 경평성과급 축소(공기업 150-200으로 축
소, 준정부기관 50%로 축소 방향을 결정. 양대노총 공대위는 각 노조(연맹)별 입장 차이로 쟁점 상태
<노정교섭 시 요구안(예시)>
1. (임금체계 개편 원칙)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양극화를 축소하기 위
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 및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2. (기관 간 격차 축소) 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상·하위 10% 간 격차가 3.5배로 축
소될 때까지) 총인건비를 정원에 비례한 정액 인상 방식으로 한다. 유사기관의 격차 축소를 위한 조정 방
안은 부처별 노정 협의로 마련한다.
3. (기관 내 격차 축소) 기관 내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에 별도 인상률(액)을 부여한다.
4. (임금저하 방지) 노사합의로 임금체계 개편 시 기존 직원의 생애기대임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인의 임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임금체계 개편 재원) 노사합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률 축소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한다.
6. (일자리 확대, 공공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통상임
금 소송 결과로 발생한 추가 비용만큼 초과노동을 단축하여 수당 절감분을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비용은 예비비에서 총인건비로 산입한다. 기관별
로 노사합의로 추가로 초과노동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추가 현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교섭·협의 제도화) 총인건비 결정 방식 개선 및 임금, 근로조건 협의,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
해 상설적인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및 사용자 단체를 구성한다.

나. 비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개편
- 공공부문부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평등성(격차 최소화)과 공정성(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인건비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인건비에 낙찰률을 준용하지 않는 ‘적정임금제’를 준
용. 고 김용균 투쟁 합의의 공공부문으로 전면 확대
해설

○ 고 김용균 후속 대책 당‧정 발표문
-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
선대책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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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일자리대책(2017.12.12.) 중 적정임금제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 시범 사업 실시 중, 20년부터 시행 예정
*시범사업은 ①기존 낙찰률에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 ②인
건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시 중

○ 철도노조-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2018.6.27.) 사례
- “자회사 위탁 인건비가 위탁 근로자 임금 외의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원하청 노
사협의체’에서 세부 방안을 협의한다”

o 대정부 요구안
요구안과 해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위한 표준임금체계 마련>
- 정규직, 비정규직간(무기계약직 포함), 기존 직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간 동일가
치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표준임금체계 마련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 통일적 임금 기준의 형성.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하여 공통의 직급구분과 임금기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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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부처 단위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공공부문 단위로 확대
- 표준임금체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

o 대사용자 요구안
요구안과 해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1. 원칙
1) 기본 방향
- 공공부문에서부터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 축소로 저임금 불평등 노동시장 개선
- 기관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체계 적용, 없을 경우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적용
-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와 공공기관의 통일적인 표준 체계를 지향하되 하후상박 인건비 인상과 노정
교섭 제도화와 교섭구조 집중화 우선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
2) 세부 내용
-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는 임금의 생계비, 공정성, 연대성이 보장되어야 함
- 기본급 비중이 높아야 하며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 고용형태, 직종, 성별, 기관과 무관하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 직군
/직종 내 그리고 직군/직종간 수직적, 수평적 임금 격차는 적정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함. 노동의 가치
는 직무 뿐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시장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함.
-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2. 전환 과정 임금체계 적용
1) 기관내 유사 직군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 직무와 경력 산정하여 기존 임금체계 적용
- 전환 과정에서 임금하락 없도록 함
2) 기관내 유사 직군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없는 경우
- 기관내 유사 직군 없는 경우 별도 직군 도입하되 승진, 승급 포함한 인사제도 설계
- 임금체계는 기존 직군과 차별 없는 통합적 체계 적용
① 기존 임금기준 적용
- 기존 직급-임금표 적용하되, 유사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급 신설 적용
*예) 기존 기능직에 부여되는 직급이 존재하고 전환자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급 부여
② 별도 임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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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임금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직급-임금표 신설하되,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하게 설계하여 통합성 유지하고 차별 방지
직군의 수는 가급적 최소화
- 근속에 따른 승진‧승급체계 도입
-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적 임금은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차별없이 적용
3) 기타
- 용역업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기존 사업비는 온전히 처우개선에 활용
- 사업비 등에 편성되어 있던 비정규직 인건비를 온전하게 전환자 인건비로 전환
전환 과정에서는 노사전협의체라는 협의 기구의 한계, 예산 제약으로 제대로 된 임금체계 마련이 어려
울 수 있음. 이 경우 전환 과정에서는 현 체계에서 임금 수준만 인상하여 임시로 적용하고 이후 단체
교섭으로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

다. 민간부문

o 취지와 개요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무력화 : 임금인상시 ‘기본급’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요구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매월 지급 변경 시 반드시 노사합의하도록 하며, 해당 변경액
제외한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 금액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합의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정액임금 인상 요구 제시)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정액임금 인상안 예시)>
제00조(임금인상)
① 회사는 모든 노동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의 기본급을 평균 월 205,000원 혹은 (
다. 단,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처우개선을 위해 ( )% 추가 인상한다.
② 사업장 내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1만원(월 209만원) 이상으로 한다.

)% 인상한

③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발생한 추가 비용만큼 초과노동을 단축
하여 수당 절감분을 총인건비에 산입하여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를 위한 증원에 사용한다.
④ 1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최저임금에 근접한 사업장에서는 기본급 인상으로 요구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무관한 사
업장에서는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인상방식으로 인상액을 반영할 수 있음.
제00조 [임금체계의 개편]

406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① 회사는 직원의 임금관련 각종 규정과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금·직급·근무체계 관련 규정과 제도를 도입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참고: 민주노총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
□ 민주노총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19년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을 제시함.
□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
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
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 정액 인상안’(월 205,000원)을 2019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함.
□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8년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9년 경제성
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했음 ▲월 205,000원의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
면 6.0%인데, 이는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5%)의 합이 4.2%이고, 여기에 소득분
배 개선분(1.8%) 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음.
□ 한편 월 205,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
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21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63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50.7%임. 월 205,000원 요구안이 달성되
면, 정규직은 월 3,415,000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835,000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
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현행 50.7%에서 53.7%로 개선함으로써 3%p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최고임금제
도입을 촉구함. 또한 포괄임금제도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화시킴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보
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촉구함.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은 1만 원(월급 209만 원) 으로 정하되 관례에 따라 노동·
시민·사회 등 유관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 협의로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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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서비스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
o 취지와 개요
- 적정인력 확보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일_생활 균형’, ‘안전하고 충
분하고 평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일자리가 4만 6천개 증가(2017년 기준)하여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일반정부가 7.7%, 공기업이 1.3%)임. 이는 2015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8.1%에 못 미침. 한국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경제규
모와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경제위기를 앞세워 투자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영리병
원 허용 등)으로 민영화 확산이 우려됨.
- 문재인정부의 친자본 정책에 맞서 무료노동, 임금삭감, 비정규직, 여성희생 없는 일자리
가 마련돼야 함. 또한, 저성장기에 자본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민영화 정책 폐기, 외주화
중단과 재공영화 정책 단행,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한편, 주52시간 근무 도입, 탄력근무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독소조항 무력화와 모든 사
업장에 52시간 상한제 5개 특례업종 폐지, ‘11시간이상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노동시간
규제 강화, 포괄임금제도 폐지 등 법제도 대응과 현장 대응투쟁도 진행해야 함.

① 인력확충
구분

주요 요구
• 필수 공공서비스 강화, 국민 생명안전 위한 공공부문 안전인력 확충 (위험업무시 단
독작업 금지, 최소 2인 1조 의무화)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철저한 안전관리 위해 현장 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과 간접

대정부요구

고용까지 포함한 안전인력 충원
• 공공기관 정원 확대, 인건비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경영관리 계량
지표인 노동생산성 지료와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개선)
• 버스, 사회서비스분야 등 주52시간 시행 대상 사업장 인력충원 지도감독 강화
• 사회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개선과 정규인력 확충

대사용자요구

• 부족인력 2019년 내 00명 정원 확보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철저한 안전관리 위한 현장 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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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까지 포함한 안전인력 충원 (위험업무시 단독작업 금지, 최소 2인 1조 의무화)
• 실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 버스, 사회서비스분야 등 주52시간 시행 대상 사업장 인력충원

o 방향
- 모든 사업장은 부족인력 충원 요구.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업무시 단독작업 금지,
최소 2인 1조 의무화 등 현장 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전면적
안전 인력충원 요구
- 버스, 사회서비스분야 등 주52시간 시행 대상 사업장, 교대제 개선, 신규 사업 위주 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사업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
- 사업장과 정부 각 부처별로 절대적 인력부족 해결,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충원, 제규정
준수를 위한 인력충원,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 등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
- 정부가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대정부 요구에 인력충원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 포함.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정원 확대, 인건비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도 개선 (경영관리 계량지표인 노동생산성 지료와 총인건비 인상률, 안전관련 지표 개선)
- 일자리위원회, 노정직접교섭 등을 활용
더불어민주당
2019.02.05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는다.
ㅇ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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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ㅇ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 당·정 발표문 세부 브리핑
1.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
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2.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
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한다.
②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
게 조속히 합의하여 매듭짓는다.
③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한다.
3. 경상정비 분야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5. 한국서부발전(주)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주),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

o 대사용자 요구안
1. (인력충원)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등에 부족한 인력 (

)명을 충원한다.(세부 충원 기준 별도 합

의)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외주용역·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및 현장 인력으로
충원한다.
2. (공공안전·시민안전·노동안전) 위험업무 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최소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인력충원)
부족인력 00명을 00년00월까지 신규채용으로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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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회사는 노사합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인력과 신규업무 발생 시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 하에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00조 [결원 시 충원과 비정규직 사용 제한]
① 회사는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 )일 이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가‧휴직 또는 파견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로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의 결원에 대해서
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제00조 [00업무 2인1조]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4조
① 회사는 00업무 종사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업무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모든 야간노동에 대해 단독업무를 금지한다
④ 회사는 이를 위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② 노동안전·공공안전

o 취지와 개요
- 철도, 통신, 난방공사 등 각각의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공공안전의 영역에서 점검보
수 인력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음.
- 설계당시 제시한 내구 년한을 넘겨 가동을 연장하면서 수리비용,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
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장치산업은 한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예방적, 선제적 안전점검이 필요함.
구분

주요 요구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철저한 안전관리 위한 인력 확충 (위험업무시 단독작업 금지, 최

대정부요구

소 2인 1조 의무화)와 예산 확보
• 장치산업의 노후시설 개선과 내구연한 연장 금지
• 경영평가시 안전평가제도 신설과 강화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신설(산재사망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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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장 경질)
•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인력 확충 (위험업무시 단독작업 금지, 최소 2인 1조 의무화)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및 하청 재해 예방
• 비정규 하청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청책임 강화
대사용자요구

• 기계 기구 등의 내구연한과 정비주기 임의 연장 금지
• 사업장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중지 권한 부여
• 사고 발생시 과도한 처벌 위주보다 원인규명 중심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직장내 괴롭힘 금지

o 방향
- 공공안전, 시민안전, 노동안전을 위해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직장
내괴롭힘금지 등), 고 김용균 관련 당정발표에 반영된 안전관련 조치를 각 사업장 단협
에도 전면 반영
-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적 매뉴얼 강화로 안전성 강화
-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과 관련한 전수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제일이 구호가 아닌 현실화되도록 함. 또한, 산재사고 시 원청
의 책임 강화함.
- 사업장 내부 자율안전을 확보하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
요, 이를 위해 사고 상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도록 해야 함.

o 대사용자 요구
1. (공공안전·시민안전·노동안전) 안전을 위해, 기계 기구 등의 내구 연한과 정비 주기의 임의 연장을 금
지하고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 사고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2. (개정법 반영) 공공안전, 시민안전, 노동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건법과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에
따라 제 단체협약을 개정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다중이용시설 지진대비]
① 회사는 내실설계 및 안전진단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회사는 시민 대피 및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③ 회사는 다중이용시설 내에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을 게시한다
④ 회사는 지진, 화재등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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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 [사업장내 지진대비]
① 회사는 사업장 내 일체의 건물, 설비의 내진 설계 적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노사합의로 선정한 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③ 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설비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자동 가동중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 노후설비 현황을 노사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현황 실
태조사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지진 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매뉴얼 점검 보
완과정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⑥ 회사는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방송, 대피장소, 대피 방법, 대피 보고 등 대응요령을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 (하청, 파견, 위탁등 일체) 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⑦ 회사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해당 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을 중지한다.
⑧ 회사는 위험 상황 발생 이후 작업재개를 위한 안전진단은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재개 여부
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00조 [00업무 2인1조]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4조
① 회사는 00업무 종사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①항의 업무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모든 야간노동에 대해 단독업무를 금지한다
④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00조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및 하청 재해 예방]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① 회사는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시에는 노
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금지 업무에 대해 직접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
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 승인 업무에 대해 도급승인 신청 시에는 적정성,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하청 산재예방을 위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급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노동조합
과 합의한다.
⑤ 회사는 하청산재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그 인원 및 활
동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⑥ 회사는 안전보건관리를 하도급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복수의 하도급이 진행될 경우 안전보건관리
를 전담할 안전보건 조정관을 선임 및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한 안전보건관
리비를 책정 보장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변경, 위험 공법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
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청업체의 공기연장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회사는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고등이 있을 경
우 이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 [비정규, 하청,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3조,11조,12조,15조/
산업안전보건법 5장 1절 도급의 제한/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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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근
로조건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②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혹은 회사가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청 및 재하
청 노동자의 대표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진행 시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행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재해 예방활동 일체를 보장한다. 특히 조합 또는 조합
에서 위임한 자가 행하는 수급인(하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 즉, 안전교육, 작
업환경측정, 측정결과 설명, 건강진단, 보호장구 지급, 작업시작 전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 수급인이 행하는 안전, 보건조치를 지도 및 지원해야 한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 하청노동자를 채용·사용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해야 하고, 교육주제, 강사 선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수급인, 비정규, 하청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
한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치 사항
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⑥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하청 노동자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⑦ 회사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적극 보호한다.
⑧ 회사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년1회 이주노동자의 모국
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⑨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세면 목욕실. 샤워시설, 세탁시설, 탈의실, 수면
시설을 제공한다.
⑩ 회사는 사외 도급을 한 경우에 하청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조건에 반영
해야 하며,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환기 설비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해 정기적으
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⑪ 회사는 화학물질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 철거, 해체작업 및 화학물질이 포함된 방역작업을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1조12조/ 산업안전보건법 64조
①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에서 관리하고 노
·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노 · 사 동수로 구성하며 노 · 사 공동대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③ 위 ①, ② 항은 하청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00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이사회 보고]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6조 / 산업안전보건법 14조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사회에 안전보건관리 예산. 인력,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하청, 특수고용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 제
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에 제출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에 00 개월 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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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을

의견을 받아야 하며, 성실하게 논의하고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사회 보고 사항에 대한 논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제출된 계획의 이행을 위한 노사 동수의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실질 이행 현황 및 계획
노동조합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 [작업중지권] 공공기관안전관리에관한지침 17조 / 산업안전보건법 52조
① 조합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
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
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제②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
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④항에서 의결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알려 노동조합에서 이를 확인
한 다음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00조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산업안전보건법 54조,55조,56조
① 회사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부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사전에 조합에 조
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등을 통보해야 하며, 외부기관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전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
우에는 하청 노동자 대표도 사고조사에 참여시킨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해제 요청 시 노동자의 의견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
하고, 정당한 의견 제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전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합의한다.
⑤ 회사는 노동부등 외부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일체의 조사 및 감독 결과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
공하고, 노사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⑥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등으로 노동부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에 법정 휴업수당 외에 임금 손
실분을 지급한다.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사업주와 협의하고 손실분을
보존해야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제00조 [감정노동 예방 및 보상] (이전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41조
① 회사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①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산재보상 신청 등을 위해 통화녹음(녹
취) 및 CCTV 자료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회사는 소비자를 대응하는 조합원이 긴박한 상황(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그밖에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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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처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
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폭력, 폭언, 성희롱 등을 하거나 반복하여 악성 민원을 행사하는 소비자에게
는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회사는 악성민원 등 불합리한 민원 해결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노동자의 인사고
과 및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⑥ 회사는 감정노동 예방을 위한 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⑦ 회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
해 <고객대응매뉴얼>을 노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의식변화캠페인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
기적으로 진행한다.
⑧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발생하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선정
하여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프로그램 등을 노사 합의하여 진행한다.
⑨ 회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검진결과는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노
동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⑩ 회사는 위 ⑧,⑨항의 정기 검진이나 조합원의 수시적인 검진결과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수
면장애 등이 진단될 경우에는 산재신청과 보상에 적극 조력해야 한다.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되더라
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보상을 해야 한다. 단,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 산재 승인된 경우 선 보상에 대한 처리는 법적 규정에 따른다.
⑪ 제⑩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소송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
⑫ 회사는 검진결과를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⑬ 회사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유급 감정휴가를 년간 0000일을 부여한다.
⑭ 감정노동 예방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 파견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 사업장 노동자
에 일괄 적용한다.
제00조 [기계 기구 등의 내구연한과 정비주기 임의 연장 금지]
① 회사는 기계,기구(사업장별 장비를 명시 예, 전동차 정비부품, 가스관 등) 설치∙제작당시 표기된 내
구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는 노사가 사전 합의한다.
② 회사는 기계,기구(사업장별 장비를 명시 예, 전동차 정비주기, 가스관 교체주기 등) 설치∙제작당시
작성된 매뉴얼에 따른 정비주기를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연장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는 노
사가 사전에 합의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범 단협안 (법개정_항목추가)

o 방향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됨.
- 법조항 :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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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위반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우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고, 해결과 예방 절차과정 명시에 집중함.
-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및 직장갑질 119 상담사례 참고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제00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00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함으로써 사업장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및 노동자 개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지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
제00조 (회사의 책무)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
무가 있다.
② 전항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부터 사후조치에 이르는 포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수단에는 작업조직, 인사노무관리,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들이 포함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회사 전 구성원들에게 공개적‧공식적인 방식으로 주지
시켜야 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
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또는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
③ 특히,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동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직장 내 괴
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제00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행]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3.
4.
5.
6.
7.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협박]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비하]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고용형태(비정규직), 국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무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따돌림] 상사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8.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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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하는 행위
10. [강요]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11.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차별]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사적지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배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차단] 컴퓨터, 전화 등 주요업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사직종용] 업무상 차별, 배제를 동반한 사직 종용 행위
[실업급여] 권고사직 확인 등 구직급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사비] 회사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게 하는 행위
[업무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후원] 특정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장기자랑]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22.
23.
24.
25.
26.
27.

[행사]
[태움]
[정보]
[건의]
[감시]
[모임]

28.
29.
30.
31.
32.

[모성]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SNS]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휴가]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비밀] 의사에 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시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행위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가입시키는 행위

33. [기강잡기] 사소한 업무상 실수 내지 부족을 구실로 강도 높은 질책이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34. [노조탄압]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비조합원 또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과 차별하거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 내지는 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삼은 괴롭힘 행위
35. [성과압박] 성과(실적) 목표 및 성과 미달시의 불이익을 경쟁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행위
36.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
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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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00조 (신고 및 상담 대응)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이를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식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제0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창구 등을 통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피해자나 신고직원의 의사를 물어 신
원을 보호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신고 접수 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정하거나
노동조합에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인의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회사의 인사조직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와 괴롭힘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며 회사는 조사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
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자등
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
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회사는 피해자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속한 협력업체, 하청
업체 등과 협의하여 위 제4항,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⑧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 (괴롭힘 처리의 절차)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를 위하여 비공식절차와 공식절차를 둔다.
② 비공식절차는 피해자가 배치전환을 원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괴롭힘상담원을 통한
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다.
③ 공식절차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위자의 배치
전환을 원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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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내 처리절차를 신청하는 피해자는 비공식절차 또는 공식절차 중에서 원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⑤ 비공식 절차(괴롭힘 상담)를 통해 피해자의 괴롭힘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식절차(사건조사)로 해당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제00조 (괴롭힘 상담원의 선임 등)
①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하여 00명 이상의 괴롭힘 상담원을 선임 및 채용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괴롭힘 상담원 중 00명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괴롭힘 상담원 선임시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의
신망이 높은 직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④ 내부 괴롭힘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사업장 내 상주하는 괴롭힘 상담원으로 전문인력 00인을 채용‧배치한다.
⑥ 회사는 괴롭힘 상담원이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제00조 (괴롭힘 상담원의 책무)
① 괴롭힘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진행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내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의 요청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내 결재권자
및 처리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시 사내 괴롭힘 처리절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
해주어야 한다.
제00조(괴롭힘상담의 조치)
①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위해 배치전환만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적으로 배치전환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과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
로 사건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여 약식 조사보고서를 괴롭힘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직장 내 괴
롭힘 행위의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면, 괴롭힘 상담원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
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시킨다.
④ 제3항까지의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모든 관련서류는 비공개하고, 비공
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⑤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하
고 조사위원회로 신청서를 이관한다.
제00조(조사)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
시한다.
② 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괴롭힘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

420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00조(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 신원보호, 피해자 대리인 선임,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00조(조사위원회)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인원 00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00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한다. 필요한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
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향과 조사의 범위를 정
하여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불리한 처우가 두려워 피해자등이 공정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기명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⑤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여 조사받는 당사자
들이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는 즉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비밀보호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
람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00조(괴롭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 심의 및 방지 조치 수립‧시행을 위해 독립적인 괴
롭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00인과 인사부서 부서장을 포함한 회사 추천 00인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동조합 임원과 인사부서 담당 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④ 상기 위원 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추가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쪽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괴롭힘 상담원으로
한다.
제00조(괴롭힘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 회의에 더해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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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 제3항 각호의 심의 사항을 결정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3항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 및 계획 수립, 현황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제반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처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제반사항
5. 그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⑧ 회사는 제7항 각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연 1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회사의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회
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조(사건의 종결) ① 회사는 제0000조(괴롭힘심의위원회의 회의) 제3항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회사는 괴롭힘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의 없이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제0000조(조사위원회) 제3항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
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
여야 하며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③ 회사가 본 단협 규정상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
하며 구체적 금원은 괴롭힘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③ 괴롭힘 처리가 종료된 때로부터 향후 2년 동안 회사는 반기별로 피해자를 모니터링하여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조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00조(징계)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괴롭힘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의 없이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동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스스로 또는 괴롭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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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 또는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민영화중단과 재공영화
구분

주요 요구
• 잘못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원상회복과 민간투자 확대정책 중단
• 시설유지보수, 경상정비, KTX-SRT승무원 등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중

대정부요구

단과 직영화
• KTX-SRT 통합, 철도상하 통합, 9호선 등 민자도시철도 재공영화
• 제주영리병원 도입 중단

대사용자요구

• 원격의료 제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공공성 후퇴 입법 반대
• 민영화, 외주화 정책 중단
•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 직영화

o 방향
-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된 3차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전면 재검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민간투자 확대 정책 중단, 기존 민간투자 확대 정책등 공공성과 안전평
가하여 재검토해야 함.
- 시설유지보수, 경상정비, KTX-SRT승무원 등 생명안전업무와 상시지속업무의 자회사, 용
역, 위탁 등으로 외주화 된 부문 직영화와 직접고용 필요

⑤ 공공성 강화
구분

주요 요구
• 노동이사제 도입과 경영감시, 지배구조 민주화
•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와 기초연금 강화
•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및 국고지원 확대

대정부요구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관련법 제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교통복지 강화
• 공공교통 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마련

o 방향
- 장기 저성장기 경제상황에서 국민 삶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의 공
공성과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의 민주적 공공관리 확대를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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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①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사용제한
구분

대정부요구

대사용자요구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강화와 쟁점 해결 노정교섭 실시, 상시지
속 예외 없는 정규직화와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이의 제기와 구제 제도 마련
• 공공성 침해 간접고용 해결 위한 민간위탁 직영화‧공영화와 처우‧운영제도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질화와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 개정
•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 없는 전환 실시
•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금지와 채용 사전심사시 노동조합 참여

o 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현장 대응과 대정부 투쟁‧협의를 병행.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현장에서는 2017년 기 제출된 노조 전환 지침을 준수
하여 전환 진행. 민간으로 정규직 전환 확대, 3단계 전환 대상이었던 민간위탁 부문에
대해 정부의 전환 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화‧공영화 추진과 함께 처우개선과
공적 관리‧통제 강화가 병행되고 있음
- 작년 노동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 채용심사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에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개입, 단체협약을 통해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
진하고 법‧개정 투쟁 병행
-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각종 지침 중에도 의미있는 내
용은 사업장 임단협에도 반영, 정부 지침조차 하회하지 않도록 대응
- 비정규직 당사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정규직도 함께 요구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현
해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 근거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018.5.31.)
⚫ 개요 :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시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토록 함

채용부서
▴채용계획서 작성 ⇨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심사·예산·
채용·예산부서
채용·심사부서
정원관리부서 등
▴채용사유, 인원 및 ⇨ ▴심사결과 반영하여 ⇨ ▴심사결과에따라채용
기간 등을 심사
예산안 조정
▴인력현황 관리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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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종류) 정기심사는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에 진행, 그 외 수시심사 진행
*중앙부처 4월말~5월초, 자치단체 9월말~10월 초
- (채용계획 수립) 비정규직의 직종, 채용 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 작성하고 사업별 비정규직 인원
‧인건비 등을 예산안 반영하여 예산부서 제출
- (심사과정) 인사‧노무 부서 산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사유 적정성(전환
가이드라인 준용), 인원 및 기간 적정성, 예산 적정성 검토

o 대정부 요구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① 정부 책임 강화와 쟁점 해결 노정교섭 실시
- 공공운수노조 등 관련 산별 조직,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예산실, 공공정책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
하는 전환 관련 노정 협의틀 구성
-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 노‧정협의 또는 통합 노사전협의체

② 상시지속 예외 없는 정규직화
- 민간위탁 오분류 용역부문 신속한 전환협의
- 민간 고도의 전문성, 중소기업진흥 등 예외사유 남용 방지 위한 추가 기준 마련
-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마련

③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 전환 방식 일방 결정 지양
- 직접고용‧자회사 판단 기준 마련

④ 기관 전환 심의 결과 이의제기와 구제제도 마련
- 전환 재심의 및 상급조직 이의제기와 구제제도 마련
- 2019년 중 노정이 공동으로 전환 결과 심층 평가하여 추가 전환 등 후속 대책 마련
- 전환 거부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나. 민간위탁 직영화‧공영화와 처우‧운영제도 개선
① 민간위탁 직영화‧공영화
- 공공성 침해와 간접고용 해결 위한 민간위탁 직접수행(직영화‧공영화)
- 직접수행 검토 논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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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제도 개선
- 민간위탁 노동자 적정 임금 보장 및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
- 민간위탁 업체 변경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 공공성 중심의 관리‧운영 제도 마련 및 노동자‧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다.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선
- 2019년 상반기 중 제도 시행에 대한 노‧정 합동 점검 실시
- 채용계획 공개(알리오 등 공시)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보장

②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 개정
- 근로기준법에 중간착취 배제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o 대사용자 요구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장 지침
- 2017년 1, 2차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내용을 특별히 유의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시 지속 업무의 비정규직은 직접, 간접고용(외주용역, 민간위탁)을 포함하
여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전환 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노조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함
교섭 원칙
① 노사‧전협의체 구성
- 노동자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리자 참여 반드시 배제하고 자주적인 대표 선출 되도록 지원
(노조 조직화 병행)

② 전환 대상
- 지침 상 대상자 누락 방지 : 단시간 노동자, 60세 이상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
- 지침 상 예외 대상 적용 최소화 : 민간 전문성은 원청에서 수행 불가능한 고가의 장비나 고도의 기술
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일반적인 전산 유지 보수 업무 중소기업진흥 명분으로 한 예외 적용 반대 등
- 지침의 한계로 인한 전환 배제 부문은 노정협의와 투쟁 병행하여 대응

③ 전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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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증원 요구,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차적) 정규직 전환
- 자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
o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모기업에 수행하기 어렵고, 별도의 전문적 별도
조직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o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 자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공공성과 안전에 도움이 되거
나 최소한 저해되지 않는 경우
o 간접고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우 : 모회사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불가피하여 불법파견의 소
지가 있다거나, 모회사에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차별이 명백한 경우는 불가
o 예외적으로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보장, 자회사의 법‧제도 근거
마련, 원하청 공동교섭 등 원청 책임 강화 등 보완 대책 마련
o 경쟁채용은 전문적 자격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

④ 전환 이후 처우
- 노동부의 현재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은 수용하지 않음
- 전환 과정에서 가용한 재원 활용하여 최대한 처우 개선 추진. 특히 용역 사업비는 전액 노동자의 처
우 개선에 활용
-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동일‧유사업무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별도 임금체계를 신설하되, 이 경우에도 승진‧승급 체계 마련, 근속과 숙련에 따른
합리적 보상, 정규직과의 격차 축소, 생활임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함.
- 전환 대상자 중 고령자 존재하는 경우 65세 수준 정년을 최소 보장하고 이후 현재 수준에서의 고용 보장

나.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제한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1. (비정규직 사용제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
고자 할 경우 채용 사전 심사 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세부 문안
제00조[비정규직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고용이 필요한 정
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다.
1.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노동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일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3.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계절적 사업의 경우(3개월 이내)
5. 그밖에 일시적·임시적 고용이 필요할 시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1년 이내)
② 회사는 상시업무 또는 직접고용업무를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외주, 용역, 도급에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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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시 반드시 사전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비정규직 채용 사
전심사위원회에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 1항의 사용 사유 해당 여부 및 인원 및 기간 적정성, 예산 적
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구분

주요 요구
• 노조법2조 사용자 정의 확대 등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도 개선

대정부요구

• 산안법 도급금지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공공부문부터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전면 시행
• 원하청 공동교섭(공동노사협의회의) 실시

대사용자요구

• 하청 안전인력 충원 등 안전 책임 강화
• 하청시 인건비 낙찰율 적용 제외

o 방향
- 상시지속 업무의 용역, 도급, 위탁을 제한하되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병행
-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 관련 법 개정
해설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관련 내용

2-3-3. 모 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o 모 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공
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 조성 모색
o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가칭)‘노사공동운영협의회’ 구성 합의(‘17.12월) - 공
항발전과 전환자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운영 등 논의

2-3-4.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o 기관 자율적으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근로조건의 공동 개선을 위한 제도 모색
*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
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o 자회사의 산업안전, 예산 등 모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 필요
* 합리적 근거 없는 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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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정부 요구

가. 노조법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등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도 개선
- 공공부문 각종 평가에 원하청 공동협의회 개최 등 사용자 책임 부문 추가

나. 산안법 도급금지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o 대사용자 요구

가. 원하청 공동교섭 실시
- 모회사와 자회사에 해당되는 조직 모두 요구
세부 문안
<대(對)원청사 요구>
제00조 [원하청 공동협의회]
① 회사는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모회사-자회사 운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자회사
노·사를 포함한‘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 노사협의회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인력 확충, 노동시간 단축, 임금‧복지 개선, 고용 안정, 노동
안전, 교육훈련 등 제반의 사항을 논의한다.

나.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세부 문안
<대(對)원청사 요구>
제00조 [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 및 원청 연대 책임]
① 회사는 간접고용(외주·용역·도급)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②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다한다.
1. 용역(하청, 도급)회사가 바뀌어도 당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고용승계
를 보장한다.
2.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미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진다.
3. 용역(하청, 도급)회사와 도급 계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3개월마다 노조 대표에게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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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의 외주화 근절
o 취지
- 故 김 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으로 추모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체 개정됨.
- 원청사업주의(같은 공간에서 업무 도급, 원청사업주가 제공하는 공간) 안전보건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나 도급금지 업무는 늘지 않았으며 발전소, 구의역 등사고성 재해는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
- 상시지속 업무의 용역, 도급, 위탁들 제한하되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병행
-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 관련 법 제정
구분

주요 요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정부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에 도급금지 승인대상에 사고성 재해를 명시 등 원청

대사용자요구

책임성 강화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직영화
• 하청 안전인력 충원 등 안전책임 강화

o 방향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한 기업처벌강화 및 당사자 참
여를 법제화 해야 함
-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어 중대
재해기업처벌벌 제정 필요

o 대사용자 요구안
(정규직은 기관 사용자에게, 간접고용은 원청기관에 대해 요구)
1.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위험 업무 및 안전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하
고 인력을 충원한다.
2. (원청 기관의 안전 책임) 간접고용(외주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
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원청 기관이 책임진다.
세부 문안
제00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① 회사는 비정규 관련법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비정규직
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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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1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전에 비정규직을 고용했던 해당 업무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후자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
하며 별도직군(호봉), 직제를 신설하여 편재할 수 없다.
⑤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동종 유사업무의 정
규직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⑥ 회사는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영 전환시기, 규모, 운
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조합과 합의한다.
제00조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및 하청 재해 예방] 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 3조,12조 / 산업
안전보건법 5장 1절,2절
① 회사는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시에는 노
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금지 업무에 대해 직접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
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도급 승인 업무에 대해 도급승인 신청 시에는 적정성,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하청 산재예방을 위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급인 선정기준에 대해서 노동조합
과
⑤
동
⑥
를

합의한다.
회사는 하청산재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그 인원 및 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관리를 하도급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복수의 하도급이 진행될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담할 안전보건 조정관을 선임 및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한 안전보건관

리비를 책정 보장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변경, 위험 공법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
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청업체의 공기연장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회사는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화학물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고등이 있을 경
우 이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 전환자 노동조건 개선 (차별철폐)
o 방향
- 공공부문부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평등성(격차 최소화)과 공정성(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인건비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인건비 낙찰률을 준용하지 않는 <건설산업 적정임금
제>, 故 김용균 투쟁 합의*를 공공부문으로 전면 확대
* 2019년 2. 5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중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
급되도록 개편한다.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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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결정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분절화된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통합. 정부부문 무기계약직은
공무직 법제화로 비공무원 정규직으로서 제도적 지위 확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과 차별 없도록 인사, 관리 체계 통합하여 운영

o 대정부 요구안
요구안과 해설
1.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위한 하후상박 임금 인상과 예산 편성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환자, 저임금 기관 등 저임금 부문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2019년 추가 예산 확보와 인건비 인상(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변경)
2. 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 복지포인트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공공기관 원하청 공동사내복지기금 운영 : 예산 지침과 경영평가 반영
3. 인건비 관리제도(총액인건비, 총인건비, 기준인건비) 개선
- 정규직, 비정규지간 차별이 철폐되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의 인건비 총액은 별도 관리하여 적정 인상률
보장
- 인건비 인상률은 매년 노정교섭으로 결정
4. 인건비는 낙찰률 미적용, 계약 인건비 노동자 100% 지급 의무화
- 국가계약법 개정,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전면 개정
5.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조건은 중층적인 노정교섭(협의)을 통해 결정
*중앙(기재부‧행자부-노동조합) 노정교섭 - 유형별 노정교섭(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 부처‧기관별 노정교섭(사업장 단체교섭)
- 공공부문 집단교섭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
6. 공무직 법제화, 정규직과 차별 없는 인사‧조직 운영
- 정부부문 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조례 제정, 부처별 관리규정 전면 개정
-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단일한 인사, 관리 체계로 통합하고 차별 없이 운영

o 대사용자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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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고용) 정규직, 무기계약직(공무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 사내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
용한다.
2. (간접고용) 자회사, 외주용역·민간위탁 업무 종사자의 인건비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인건비에 낙
찰률을 준용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62조) 취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한다.
세부 문안
제00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회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
로 전환한다.
제00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안) 가입대상자 범위를 규약에 정하는 경우, 규약만 개정
⇨ 2안) 가입대상자 범위를 단체협약에 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단체협약 확대.
제00조 [협약의 적용범위]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임시직, 도
급, 일용직, 시간제 등 근로형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
게 적용한다.
제00조 [무기계약직,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처우 금지]
① 회사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업(또는 사업장)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조 [인건비 중간착취 금지]
회사는 파견, 용역, 위탁 등 업무 일부를 불가피하게 외주화 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
지 않고 위탁 인건비가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제00조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간접고용 노동자의 복지 사업을 위해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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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장 권장 요구안 해설
<5대 권장 요구안>
(1) 성폭력 근절과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
(2) 고용과정 성차별 철폐
(3) 양육·돌봄 성평등한 분담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확대
(5) 노동이사제 도입과 경영감시, 시민참여로 지배구조 민주화

(1) 성폭력 근절과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
o 취지
-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 침해의 문제, 일터에서의 성폭력 근절
구분

주요 요구
•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 의무 배치 및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 성폭력
예방·성평등 교육 내용 감독 및 강화

대사용자요구

• 성폭력 발생 시 처리 기구(고용평등위원회 혹은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 의무 설치
및 기구 내 노동조합 역할 강화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업장 내 징계에서의 무관용 원칙

o 방향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성폭력 처리 및 해결 기구의 설치로 사업장에서 성폭력이 발생
했을 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제00조 [직장 내 성폭력 금지 및 처벌]
① 사업주, 상급자, 이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직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
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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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혹은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서류 등으로 대신 할 수 없으며, 강사가 직접 강의하여야 한다. 강사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노조의 교육 요구와 강사 추천이 있을 시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④ 사업주(혹은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경우 고용평등위원회(고용평등위원회가 없는 경
우 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추가 규정)를 개최
하여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사건 처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개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징계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근무 장
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공간 및 업무 분리 등 즉각적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혹은 회사)는 조사결과 성폭력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확인된 경우 사업
주는 이를 징계조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⑥ 사업주(혹은 회사)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추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추가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⑦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급휴가의 사용, 근무장소
의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처우 금지]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종업원, 성폭력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종업원 또
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한 노동자에게 해고, 감봉, 정직 등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와 그 밖의 따돌림.
감금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불이익조치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정을 두도록 한다.
제00조 [고객에 의한 성폭력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시 해당노동자가 고충을 겪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
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을 시켜야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
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④ 노동자는 고객에 의한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이탈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회사는 ④항을 인정해야하며 사후 조치를 신속히 밟도록 한다.
제00조 [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고용과정 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평
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인력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한 회사 측과 여성대표를 포함한 조합측이 각 ( )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성차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성폭력(성희롱 등 포함)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이행 점검, 위법사항의 시정,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의 해결, 고용평등실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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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회사는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
⑦ 회사는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 고용과정 성차별 철폐
o 취지
-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철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 목표
- 성별임금격차를 조장하는 고용과정 상 모든 성차별 철폐
구분
대사용자요구

주요 요구
• 모든 고용 과정(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환)에서의 성차별 철폐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저임금·불안정 여성 집중 일자리 질 개선

o 방향
- 사업장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시정에 대한 사업주에 의무 부과와 성차별적 관행 시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제00조 [성 평등과 차별 금지]
① 회사는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성(性), 나이, 학력, 인종, 신체 건강 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
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자가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
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하며, 당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입각하여, 성차별로 인해 저평가되고 부차화된 여성의 노동조건을 향
상시켜 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해야 한다.
제00조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① 회사는 모집, 채용, 승진, 승급, 교육 등에 있어서 학력과 성별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성별을 이유로 노동과정의 가부장적 차별(잡무, 호칭, 유니폼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2항과 관련하여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업주에게 채용 및 인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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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④ 1,2항과 관련하여 노동자 또는 노조가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제00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① 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임금지급방식에 따르
더라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으로
본다.
1. 동일한 직급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2.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시 차이를 두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는 것
② 회사는 임금 외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회사의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 또는 노조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00조 [성 차별적 우선 해고 금지]
① 회사는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성별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혼인, 출산, 유산, 임신 시술, 입양, 육아 및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내부부나 맞벌이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여성집중 부서를 외주화해서도 아니 된다.

(3) 양육·돌봄 성평등한 분담
o 취지
- 노동자의 노동권 및 재생산권 보장
-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과 경력단절 이후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집중의
원인이 되는 특정 성(性)에 전가되는 양육·돌봄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촉구
- 양육·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선택·노동시간 단축 이후
고용 안전성 보장
구분

주요 요구
• 임신 및 육아기 중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사용자요구

•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의 고용안정 확보
• 배우자 출산 및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적극 장려

o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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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돌봄노동에 대한 단협안은 모성보호 단협안이 아니라 출산·양육·돌봄노동의 분
담 과정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함.
-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조직문화 탈피
- 남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장려함으로써 양육·돌봄 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분담 촉구
- 2019.1.1.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확대와 전면화
- 휴직 기간 중 임금 보전, 휴직 사용 권한 확대를 통한 재생산권 보장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제00조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 회사는 여성노동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월 1일 이상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주며, 검진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태아가 32주에 해당하는 달부터는 월 2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00조 [임신 시술 휴가]
① 회사는 난임 여성노동자가 임신을 위한 시술의 요구가 있을 시 시술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준다.
제00조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①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조 [출산전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대하여는 (112)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56)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 산전후 (15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산후
에 (7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는 건강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산전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56)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
금의 일부를 정부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
거나 임금산정시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전보‧인사고
과‧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발견되거나 산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산후 60일에 달하
는 날까지 제2항에 의한 유급산후휴가를 연장해주어야 한다.
⑦ 회사는 직원이 산전후휴가 중인 기간과 그 후 1년간은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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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조항은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재계약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00조 [배우자 출산 휴가]
① 회사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일수 기준 (1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한다.
제00조 [유‧사산휴가]
① 회사는 유‧사산한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하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0일
②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예방적 염증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여성노
동자가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00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①
는
②
③

회사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 그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회사는 육아휴직 1년 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④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며, 직무배치‧승진‧경력‧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기금을 마련하여 그 내용과 절차와 관련하
여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⑥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다.
⑦ 회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노동시
간이 단축된 조합원에게 월정액 임금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것 이외에 모든 처우는 동일하게 보장하
여야 하며, 3,4,5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평균적인 육아휴직 및 육아목적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확대
o 방향
-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악되어 온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확대

o 대사용자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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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문안
제00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법률, 조합 결의, 조합 규약, 지부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각종 회의, 교육, 교섭, 행사, 출장 등 조합과 관련된 각종 대내외 활동에 참가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는 1항에 따라 조합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에
따른 시간외 근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③ 조합은 1,2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에 통보한다.
④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
다.
⑤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합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제00조 [각종 노사공동기구 활동 보장]
① 회사는 노동자대표가 아래 각 호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견청취시간, 조사활동, 회
의 준비시간, 회의시간,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불이익
한 대우도 하지 않는다.
[열거예시 1.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성평등관련분쟁자율적해결기구관련, 4. 우리사주조합
운영및 운영위원회 업무, 5. 상조회 등 직원 복리후생 및 재해부조관련 업무, 6. 기타 각종 노사공동위
원회 업무]
② 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 출장, 회의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월 000만
원을 활동보조비로 지급한다.

(5) 노동이사제, 지배구조 민주화
o 방향
- 정기 저성장기 경제상황에서 국민 삶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의 공
공성과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의 민주적 공공관리 확대를 꾀함.
- 노동이사 경영감시 권한 및 활동 보장, 노동조합 추천권 보장 등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참여로 지배구조 민주화를 요구
- 제도 도입과정 대정부 대응과 함께 현장 단체협약 요구에 포함

o 대사용자 요구안
세부 문안
제00조 [노동이사제]

440

임단투 준비에서 승리까지 2019년 임단투학교
①
②
③
야

회사는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을 노동이사로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이사는 일반적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 외에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가진다.
회사는 노동이사의 활동보장을 위해 활동시간 보장 및 사무공간, 인력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다.

제00조 [사회공공성 강화]
① 회사는 공공서비스 수급자(이용자)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정을 개선한다.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① 회사는 공공서비스 확대강화를 위하여 사용자와 조합 및 공공서비스 수급자(이용자)로 구성된 기
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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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개악 요구안에 맞서는 대응논리
단체교섭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단협 조항들은 크게 ① 노동조건 관련 조항, ② 인
사경영권 관련 조항, ③ 조합활동 관련 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음. 아래에서는 각 분류 항목
별로 사측의 주요 논리와 근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논리를 살펴볼 것임.

1) 노동조건 관련 대응논리
(1) 노동조건 관련 개악안의 주요 내용
[표1 노동조건 관련 개악안 주요 사례 예시]
현행 단협

개악안

조합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제4호(노동절)가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익일을 휴무로 한다.
공단은 조합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10년 근속단위로 1년간의 안식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식휴가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다.

삭제

삭제

평균임금 70%

- 단협 조항 중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즉 규범적 부분)에 대한 개악 요구의 주된 내용은 근
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해 높은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을 법률 수준
으로 축소하거나, 단협의 내용을 취업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
하는 것임.
- 노동조건은 그 기준에 관하여 정한 법령에 따라야 하고, 법령 수준을 초과하는 노동조건
은 부당․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주장, 각종 정부지침(정부 및 감사기관 지적사항), 보수언론의
공격(철밥통 노동자, 강성노조) 등이 개악 요구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2) 노동조건 관련 개악 안에 대한 대응논리
① 헌법 정신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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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법률은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 또한 이러한 법률만으로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장될 수 없고 사회적 불평등
이 해소될 수 없으므로, 헌법에서는 노동법률을 상회하는 기준을 단협으로 정하여 노사관
계의 규범으로 정하라는 의미로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장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노동법률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이유로 단협으로 정한 노동조건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됨.

②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노동조건 저하금지 규정에 위반됨
- 단협에서 기존의 노동조건 보장조항(노동조건의 저하 금지)으로 “이유 없는 기존의 노동
조건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단
협으로 보장된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취업규칙 및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동조건에도
적용됨.

③ 법령 수준으로의 축소 요구에 대하여 : 노동법령상의 기준은 최저기준임!
- 노동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원칙임.

④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기준으로 축소 요구에 대하여 : 단체협약 우선의 원칙
- 단체협약은 사규 등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음. 따라
서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노동법의 기본원칙
에 반함.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
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단체협약 내용 중에 협약을 갱신 체결함에 있어 기존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마땅히 이를 준수 실현시켜야 할 것임. (노조 01254-23431, 198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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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활동 관련 대응논리
(1) 조합활동 관련 개악안의 주요 내용
① 조합원 가입범위
- 조합원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규약에서 정할 뿐 단협에서 정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개악안은 조합원 가입제한 범위를 단협에 규정하면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임.

②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개악안은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또는 인정되는 조합활동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
임.
-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절차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사용자에 대한 “사전통
보”, “사전협의”, “승인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향을 보임.
-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을 축소․삭제하려는 요구가 있음.

[표 2 조합활동 관련 대표적인 개악안 사례]
현행 단협

개악안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회사가 인정한(또는 정당한, 적법한) 조합활동을 이유

한다.

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또는 홍보활동)은 특별한 사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또는 홍보활동)은 사전에 회사의

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한다.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충분한 교육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로 정
한다.

지정한 장소에만 홍보물을 부착하며...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삭제 또는 축소 요구.

③ 노조전임자
- 타임오프(time-off) 시행과 함께 전임자 수 축소, 전임자 무급대우 명시 또는 유급대우
명시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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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사무인력 지원 및 추가전임 인정 규정을 삭제하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
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자에게 활동계획서 제출을 강요함.
[표 3. 전임자 및 타임오프 관련 대표적인 개악요구안 사례]
현행 단협

개악안
전임자 불인정

전임자 인정

타임오프한도 이내에서만 근로시간면제자로만 제한적으로 인정

전임자 유급 규정

전임자 무급휴직

조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지원

삭제 요구
- 고시한도 이내(구간내 비율감안 축소설정)로 근로시간면제 보
장

타임오프 제도 신설

- 사용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 업무제한 규정 신설
- 엄격한 사용절차 규정 신설

노조전임자의 처우

- 시간외수당 등 폐지

④ 노조 운영과 시설 관련 편의제공
- 기존에 노동조합에 지원되던 사무실․집기 등의 지원 및 비용 지원의 축소․삭제 요구.
- 사업장 내 각종 시설 이용 및 노조에 대한 수익사업 보장규정을 제한하고, 외부인의 사
업장 출입을 통제함.
[표 4. 시설편의 제공 관련 대표적인 개악안 사례]
현행 단협

개악안

노조사무실 제공, 각종 비품․운영비 지원

노조사무실만 제공

각종 수익사업 관련 보장 조항

삭제 요구

상급단체 등 관계자 출입 자유

출입통제

⑤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 쟁의 중 대체근무 금지 및 쟁의행위 참가자의 범위를 축소․삭제하려는 함.
-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대체근로/신규채용/하도급 등을 제한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려 함.
- 보장되는 쟁위행위 관련 규정에 “정당한, 합법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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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쟁의행위 관련 대표적인 개악안 사례]
현행 단협

개악안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 보장한다.

정당한(또는 적법한) 쟁의행위 중에는 ... 보장한다.

공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

공사는 쟁의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신규로 직원을 채

하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도급

용하지 못하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도급 또는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전보, 징계 등을 할 수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

없다.

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요구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및 평화의무 신설요구

(2) 조합활동 관련 개악 안에 대한 대응논리
① 조합원 가입범위
-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규약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단협에서 정할 문제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비조합원 범위를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 관련판례 및 행정해석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를 막고자 함으로써, 직
제의 명칭이나 직위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역할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도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함.(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문제는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이 아니다.(1995.12.19, 노조 01245-1310)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그 직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핵심적
인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서부지
법 2019.2.19.선고 2018고합3 판결, 미확정)

②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노동조합은 헌법상 권리(단결권)에 기초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을 위
한 조합활동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 또한 조합활동 중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할 수밖
에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총회, 조합원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사
항에 관하여 단협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에서 단협으로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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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시행과 함께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자 이외의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의 유급활동도 타임오프 고시한도에 의하여 총량적으로 규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자에 한정
하여 유급으로 보장되는 조합활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 뿐, 전임자 이외의 조합활동
시간 보장조항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2010년 법 개정을 이유로 통상적으로 단협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노조활동 보장 조항들을 무급화 할 수는 없음. 전임자가 아닌 조합간부
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 노사 간의 각종 공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관계법상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③ 노조전임자
- 노조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음(노동조합법 제24조제1항). 따라서 타임오프의 시행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
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노조에서 타임오프 한도 내
에서 전임활동을 유급으로 보장받거나, 또는 노조 스스로 전임자의 임금 몫을 부담하고 전
임자를 계속해서 두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단협으로 정할 수 있
음. 즉 타임오프 제도에서 정한 한도는 타임오프 사용인원과 시간에 대한 한도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전임자 수와는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노조 전임자의 처우는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
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됨.
- 사측이 주장하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신흥여객)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
이나 지급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
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
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노조 운영과 시설관련 편의제공
- 사용자는 노조에 대한 각종의 편의제공이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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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므로,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제공이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특히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이 가능하고, “노동자
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8구합77166사건에서 2019. 1. 11.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
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
진 2018. 5. 31.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운영비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
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
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운영비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
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판
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음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획득한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결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
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
영비를 원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원조금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
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운영비의 무상제공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사내외
구판(사업자판기, 매점 등) 등을 임대하고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은 특혜에 이르지 않는 이
상 민사계약 상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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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자판기 설치,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반하여
자판기를 철거하고 설치장소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단협 및 노사합의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가단5991, 2012가단6000 판결, 1심
확정)
-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
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하
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 관리 규
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노
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

3) 인사경영권 관련 대응논리
(1) 인사경영권 관련 개악안의 주요 내용
- 인사경영권 관련 단체협약 개악안은 인사경영권을 노조가 개입,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
리로 주장하고, 경영권에 관련된 일체의 단협 조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개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즉, 조합원들의 징계, 인사, 인력 확충, 정리해고 및 외주화, 신규채용, 직접고용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사경영권으로 분류하여 관여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인사경영권 관련 단체협약 개악안의 특징은 첫째, 노조의 인사경영권의 참여수준을 단계
적으로 축소시킴. 즉, 기존 단협이 노사 간 합의 조항인 경우에는 협의로, 협의 조항의 경우
에는 노조의 의견제시 또는 참고로 노조 참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려고 함. 둘째, 단협
상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을 선언적, 추상적 내용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무력화시킴. 셋째, 아예 관련 조항을 단협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도 나타남.

(2) 인사경영권 관련 개악 안에 대한 대응논리
① 인사경영권 관련 전체적 대응논리
- 헌법은 노동3권과 달리 사용자의 경영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들 스스로나 경영계 일반에서는 경영권을 하나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음. 법
원은 구조조정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헌법 제15
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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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판시함(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
7225 판결).
- 그러나 경영권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며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한 이념적인 산물로서의 관념적인 용어이고, 어떤 특정인 또는 집단이 생산설비
에 대한 소유권 혹은 주주로서의 과점적 지위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
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분해하면 사용자가 기업시설의 소유권과 근로
계약에 따른 노무지휘권을 결합하여 영리활동을 해나가는 활동에 불과함.
- 또한 인사경영권의 구체적인 영역을 확정하는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 경
계선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문제임. 예를 들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경영의 측면에
서는 인건비의 결정 문제로 경영주가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통하여 결정할 핵심적인 경영권의
영역이라 할 것이지만, 노동3권이 헌법상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오늘날 어느 누구도 임
금수준의 결정은 경영권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음.
-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조건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자 개인 또는 노조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및
학계의 다수입장임.

②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은 당연히 교섭대상이 됨
-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8993 판결).
-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
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나 노사합의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1993.12.11, 노조 01254-1569).
- 열차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과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 요구 등이 철도산업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
선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3.자 2011라1409 결정),
- 방송사업 종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정방송의무 위반과 방송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나
423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16200,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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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교류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 개별적인 임용권 자체를 제한
하려는 것이 아니고 (…)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 인사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임(1994.7.28, 노조
01254-1049).
-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한 노조와 사
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구) 기타 노동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서울고법 1993. 3. 12. 선고 92구12096 판결, 대법 93누8993 판결)

③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
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
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판결]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④ 구체적 조항별 대응논리

○ 채용 및 인사이동 관련
- 직원 채용문제는 사업장내 일자리 보장과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노조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고, 또한 채용의 원칙으로 공개채용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
은 공정한 채용과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공개채용의 원칙이 규정된다고
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음.
-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이동 문제는, 조합원의 인사상의 대우에 대한 기준을 정
하는 것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 조항과 함께 단협의 주요 조항 중 하나이고, 노동조합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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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에서도 해당 단협 조항을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주요한 단협 조항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조합간부 또는 다수 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의 문제는 노조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협으로 조합간
부나 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의 기준을 정하거나 노조와의 합의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고 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님.
- 판례도 단협에 노조간부의 징계 시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사전 합의
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음.

○ 승진, 근평, 포상 등
- 승진에 관한 사항, 근무평가, 포상 등 고과 등이 인사경영권 사항이라고 하지만 고과 등
으로 인해 승진하거나 근무평가를 높게 또는 낮게 받아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면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노조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해당 문제들은 위에서 살펴본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와 함께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을 정한 것으로 단협의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것임.

○ 조합원 등에 대한 징계
- 조합원 등에 대한 징계 문제 역시 위에서 살펴본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단협으로 노조참여 규정을 두는 것도 유효함.
- 법원의 판례에서도 단협 등에 명시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어긴 징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단협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기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 고용안정, 외주화 제한
- 사업의 변경이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상의 변동이나
노동조건의 변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
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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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과 쟁의과정에서 각종 사용자탄압과 법률대응
1) 단체교섭 거부․해태
(1) 개요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주체이며, 단체교섭의무는
단체교섭응낙의무뿐만 아니라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협약체결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다
만 노사 간 이견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하는 것은 아님).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이행(교섭요구사실 미공고, 교섭요구노조 확정 미공고 등)도 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됨.

(2)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판례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교섭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
터 타협안을 제시받고도 합리적인 이유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만 무리하게 되풀이하는 경우,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설명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
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
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3) 교섭 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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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내부사정(ex.내부 감사, 을지훈련, 사장외유 등)을 이유로 교섭 거부.
-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조합원과 교섭.
- 문서로만 교섭을 진행.
- 취업규칙으로만 규율하면 족하다고 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
-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

(4)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례
- 합의달성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부터 공표하는 교섭태도(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
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경우)
- 교섭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단체교섭 내지 극히 형식적인 단체교섭(교섭담당자에게 실제
상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석상에만 참가하는 경우)
- 의제의 내용에 따른 실질적 검토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
- 합리성을 의심하게 되는 내용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며 선택만을 강요하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붙이고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
고 고집하는 경우.
-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서면화하는 단체협약의 작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쟁의 중에도 성실교섭의무 여전히 있음(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라도 마찬가지 - 중노위
1990. 3. 30. 90부노47결정 “근로자의 태업이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단체
협약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할 자세를 갖추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
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
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교섭거부․해태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 성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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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
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
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
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
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대응
① 교섭대상을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을 주된 요구안으로 하고 현안들은 부수적 교섭대
상으로 교섭 진행.
- 각종 경영, 인사권 등에 관한 사항 및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상 근로조건과의
직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폭넓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 등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으로 쟁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노동부(관할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제기.
- 아무런 사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몇 차례 교섭요
구 후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노동위원회는 “노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지도
를 지양”하도록 ‘행정지도지침’을 두고 있음. 이 경우 대개 행정지도 대신 조정중지결정이
행해짐.)

2)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 무단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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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위반
- 노동청(검찰) 형사고소

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해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관계
① 단체협약 해지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종탄압 수단으로 단체협약 해지 등장 / 노사관계 파탄선언
- 단체협약 해지 + ① 해지효력 발생시점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거나 ② 각종 조합
활동 상의 불이익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
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
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관계
- 규범적 부분 :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은 이미 개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으로
된 것이므로 여전히 효력 유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
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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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판결)
- 채무적 부분 :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 (노조 사무실은 예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
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판결)

[사례1] 보워터코리아지회 노동조합활동등 방해금지가처분 (광주지법 2009카합387)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즉, 위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피신청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해 사용, 수익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
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사무실에 대한 단선, 단전, 단수, 인터넷․팩스․전화․사내 인트라넷의 연결 중단, 위 사
무실에 비치된 집기, 비품의 사용금지의 방법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신청인 조
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사례2] 파카한일유압 건조물침입․재물손괴 고소사건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지회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도 노조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강제로
노조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을 분리하고 집기를 손괴한 사안에서, 회사 노무담당이사 등이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따라서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되었다고 사용자가 강제로 노조사무실에 침입하여 공간을 분리하거나 재물을 손
괴한다면 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 현장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하고, 목격자의 진술서 작성.

3) 선전활동 등 조합활동 방해
(1) 개요
- 헌법상 노동3권에는 ‘일상적 조합활동을 할 권리’가 포함됨.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이 있음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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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기타의 행위로 제1조에 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
전반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할 것을 확인하고 특별히 쟁위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 의
해서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쟁의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 삐라 첩부나 배
포, 완장착용, 집회, 머리띠, 연설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도 이를 인정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 아님.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판결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노무제공과 무관한 집회, 연설, 벽보판의 게
시, 유인물의 배포 등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
어 이를 규율하고 있을 때 (…)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
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
합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수막 게시 등
- 법원의 판단기준 : 조합활동권과 시설관리권 각각의 권리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판단함.
☞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적 시설이나 설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한.
☞ 단체협약 등에 정한 것이 없고 또한 노사관행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수막이
나 대자보 등 선전물 게시, 강당, 회의실, 현관, 운동장, 식당, 휴게시설 등 사업장 안에 있
는 여러 공간에서의 집회나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은 사업수행 장소이면서 또한
조합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점, 노동3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관리권과
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고려가 필요한 점,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사용자에
대한 배려 정도, 이용시간의 정도, 시설이나 설비의 성격, 그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 유의할 점 : 구체적으로 ▲시설 자체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시설의 부착물 또는 설비의
일부를 떼어내고 선전물을 붙이거나 선전물로 인해 출입이 어렵게 된 경우, 유리창에 붙인
선전물 때문에 외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 설비의 가동이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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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당히 어렵게 하거나(벽면 재료를 모두 교체해야
할 정도로 벽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선전물을 부착
한 경우), ▲사람의 명예나 인격, 신용 등을 매우 훼손하는 경우에는, 자칫 조합활동의 정
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징계책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노동자가 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옆면에 사용자에 대한 고소장 및 부당노동행위 사실 등의 자료
를 부착한 행위는 정당(서울행정 2010.4.23.선고 2009구합43765판결)
• 낙서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란투척행위는 청소가 필요하고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7.6.28.선고 2007도2590 판결(해고 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하고, 계란 30여개를 건물에 투척한 사례)
• 현수막 등의 설치는 그 내용이나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현수막이나 깃발이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에 대해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를 넘어서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
-기재 내용은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고, 회사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나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28. 선고 2015카합3053 결정)

(3) 선전물/유인물 배포
- 판례의 태도 : ① 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그 배포행위가 곧바로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
므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그 허가가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배포자를 제재할 수는 없다
고 하거나, ② 문서를 나누어준 목적이 정당하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는 반면, ③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직장의 원청회사에 노동
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
회사가 하청계약을 해지통지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도 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147 판결]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
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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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
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
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
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가능하면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친 감정표
현이 아닌 실제 목적에 맞는 선전물 제작 필요. 대개 사용자는 선전물의 일부 표현을 트집
잡아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고소나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됨.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
- ‘사실의 적시’ vs.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가치판단, 의견 표현
☞ ‘횡령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횡령이 의심된다, 횡령의혹이 있다’는 표현이 바람직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하지 아니한다.
- ‘진실한 사실’
①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경우 ☞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는 것이면 족함(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다수)
②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다수)
- ‘공공의 이익’
① 일반적으로는 국가, 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하나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한 집단
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②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함(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반드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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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며, 주된 동기이면 충분(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인물 등 작성시 주의
- 목적(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행위태양(출판물)을 이유로 가중처벌
- ‘출판물’의 의미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
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
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
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
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워드프로세스로 A4용지 7쪽 분량으로 작성한 인쇄물
②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
③ 가로 약 25cm, 세로 약 30cm 정도의 낱장 종이의 인쇄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터넷 게시판 등 주의
※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출, 가치판단, 의
견 표현 등 {주로 각종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이 이에 해당. 흔히 사용되는 비속어가 아니더라도 모욕에 해당될
수 있음. 예) 함량 미달의 듣보잡’(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님
① ‘부모가 그런 것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 막연하여 모욕이라 볼 수 없음(대법
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②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은 경멸적 감
정의 표현이라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적용되지 아니함

(4) 리본, 배지 및 조끼착용(이른바 ‘복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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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시간 중 리본 등 착용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거 : 직무전념의무 위반. 그러나
직무전념의무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은 노동자의 정신적 집중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고 그
정신적 집중의 저하가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한정됨.
- 호텔․백화점 등 고객에게 주는 ‘인상’이 중요한 업무 : 통상의 사업장에 비해 복장투쟁이
문제될 소지 ↑
• 식품매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노조 지시에 따라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노조
조끼 착용을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부산지노위 2005. 9. 15.자 2005부노54 결정)
• 열차승무원들이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
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리본 패용이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
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전치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소정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협력 68107-384, 2001. 7. 26)
•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대법원 1994.6.14.선고 93다29167 판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은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를 패용․착용한 행
위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내부적 단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학교운영자들에게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외부적인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와 같은 리본 등의 패용․착용행위가 ‘단결권’에 관한 것이라 하
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결권행사에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6.5.26.선고 2004다62597 판결)

(5) 사용자의 조합활동 방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무단철거한 경우, 노
조 소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에 해당, 부당노동행위도 검토, 관련 사
진, 항의공문 발송 등 증거자료 수집 필요.
- 조합활동 방해가 분명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중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노조사무실 출입, 화장실․샤워장․기숙사 출입을 막는다든지, 선전물 배
포 및 1인 시위를 막는 경우), 법원에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4) 사내 출입 및 집회 방해
(1) 사내 출입 관련
-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 또는 상급단체 임원이나 조합원의 출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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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설관리권과의 충돌)
① 출입 제한을 긍정한 경우
상급단체 간부들이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왔
는데, 당시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개최한 단체협약 체결 촉
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위 교섭위원 등이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단체교섭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사가 위 교섭위원 등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대법원 2002.4.2. 선고 2000도3485 판결),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아
닌 외부조합원에 대하여 시설관리를 이유로 일과시간 후에 출입통제를 한 것은, 노동조합
에 대한 지배개입은 아니라고 함(중노위2002.9.16. 결정2002부노133 결정).

② 출입 제한을 부정한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후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해고조합원들과 회사와의 근로
관계 없이 발전노조에 고용된 채용간부들에 대하여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이유로 이들의 사
내출입을 금지하고 퇴거요구에 응하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초기업별 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해고자와 노동조합 채용간부들의 사업장 출입권을 인정.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발전노조의 조합원 또는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들의 본질적인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당한 조
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 지부가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서울
고등법원 2008. 2. 11. 선고 2007라397 결정)

(2) 사업장 내 집회
- 사업장내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 집회는 집회신고 필요 없다고 해석 가능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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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 하청노동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근무장소인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집회 등 일상적 조합활
동을 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 즉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 공간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권에
는 그 본질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② 사
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근무지를 제공하고,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며, 실질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영향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 파견근로자
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률
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사업주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
해진 쟁의행위라면, 사용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를 수인할 의
무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점거농성
- 현행 노동조합법(제42조 제1항)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령(제21조)을 통해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금지 대상 시
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마디로 당해 사업장의 주요업무 관련 시설은 대부분 점
거가 금지되며, 식당, 휴게실, 탈의실, 운동장, 강당, 본관 로비일부, 등 주된 업무가 행해
지지 않는 회사 내 장소에 대한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는 적법하여 가능함.
- 판례는, 소유권의 본질적인 면을 침해하는 점거행위는 위법하지만 노사의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가능하다
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다수)
- 복도 점거농성 ☞ 업무방해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나, 통행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
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임.
- 사장실 항의방문을 갔다가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경우 ☞ 임원들이 퇴근을 못하였다
면서 이를 이유로 이후 감금죄로 문제 삼는 것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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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의방문
-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가 점거행위 없이 퇴거하였다면 문제되기 어려울 것.
-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방문에 응하지 않자 면담 요구하면서 연
좌하는 경우 ☞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로 문제 삼을 가능성 있음.

5) 쟁의행위 준비기 : 타임오프 미제공 등 편의제공 중단
(1) 편의제공 중단
- 단체협약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 전임활동 보장, 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이 하나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노동관행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바꿔버
리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
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
단체교섭의 결과로 또는 확립된 노사 간의 관행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을 이용해 온 경우로서
그 시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긴요한 것이지만 기업의 운영에는 그다지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
로 노동조합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가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법 ’04.7.22. 2003구합32923】

(2)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불허
- 단체협약이나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노동조합 주관의 행사개최․참여 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함. 정당한 업무지시권의 행사를 빙자하여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초과근로를 지
시하거나 출장 등을 지시하는 경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감시하는 경우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상급단체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에 해당되거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 각 회의의 참석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
용하여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근무배려 요청에 대하여 근무배려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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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조
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것에 해당한다.【대법 ’03.8.22. 2001두5767】

(3) 타임오프 미제공
기존 매뉴얼 (2010. 6.)

현행 매뉴얼 (2013. 7.)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

(관련 내용 없음)

리 업무 등 노동조합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
는 업무.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 상급단체(연합단체 등)도 노동조합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

법상 노동조합에 포함되며, 상급단체 파견 활동이 사업(장)

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상급단체 파견 활동도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
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 됨.

쟁의행위,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
에 속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
제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쟁의행위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은 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

6) 사용자의 비방과 의견표명
(1) 노조 비방 ☞ 사용자의 공세적 언론비방은 적절한 시기마다 끊어줘야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왜곡하고 마치 심각한 분열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사용. 이러한 사용자의 언론플레이는 사업장 내의 노동자들을 위축시키
고 파업 등 단결력을 흔드는 원인이 되므로 적기에 언론대응을 통해 사업장 내 여론을 환
기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들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
사실을 적은 글, 허위사실 청취자의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
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 조합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는 경우(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운운하여 노조 탈퇴 종용),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 사용자의 선전물, 공문 등을 잘 취합해 두고, 회사 관리자의 발언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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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 경우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편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경우, 그것이 행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
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살폈을 때,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
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
388 판결).
- 사용자가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황, 사용자의 입장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
실관계를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존재나 활동에 대한 비판
하는 것은 지배․개입 행위임.
-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사회적․정치적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조합활동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된 사실관계임을 알고서도 그에
기초하여 노동조합활동을 비난하거나,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거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부를 비난하는 등 노동조합
과 노동조합활동을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의견표명이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
회사의 조합비 가압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동조합(산업별노동조합 지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자, 회사 관계자들이 2회에 걸쳐 채권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하는 채권발행이나 근무시간 중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
실, 당시 노동조합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의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
에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
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회
가 회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발행을 강행하여 사용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이 노동조합활동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9.8. 2006도388】

- 또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었다면 의견표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인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그 결과를 예측하면
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큰일이 있을 것처럼 말하거나 특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성 말을 하거나, 노동조합활동 방향, 계획, 일정 등의 결정
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병원장이 파업의 결과를 현저히 비관적으로 표현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
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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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소의 분위
기를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병원장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
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1구합16384】

(3)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
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 :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반론보도청구 : 보도에 반론이 필요한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
- 손해배상청구 :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절차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문
배포 및 보도 요청해야 함
- 같은 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 정정․반론보도 요청을 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및 조정신청
- 같은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가처분 및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

7) 가처분
(1) 목적
-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금지하려는 목적
-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 파업을 무력화하고, 교섭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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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가처분의 내용
- 직장점거금지, 퇴거, 사업장 출입금지 등
- 노동조합의 주장 및 표현 내용 금지, 유인물 배포 금지 등
- 플래카드 및 대자보 철거
- 회사 정문 등에서 집회 금지, 앰프․마이크․꽹과리 등 집회 용품 사용 금지

(3) 절차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함.
-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함. 송달이 안 된 사람에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
지는 않음. 송달은 노동자의 주거지 주소로 함이 원칙이고, 주거지로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근무지나 노조로 송달하는 것은 위법(「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따라서 처음부터 신청서가 노조 사무실이나 천막 등지로 한꺼번
에 오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수령할 필요 없음)
- 신청인인 사용자는 통상 신속한 결정을 요구함.
-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심문기일이 정해져 기일통지서가 옴.
- 명기된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음. 기일 하루 전에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하되,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핵심적 증거를 제출.
-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
세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시간을 벌 수 있음.
※ 노동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 ☞ 고도의 신중을 요함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
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헌법이 근로자
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
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
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
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함(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 기일이 속행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
음(재판부는 통상 심문기일로부터 2주 안에 모든 주장을 제출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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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대응
- 법률원을 통한 대응 상담
- 평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ex. 평화적으로 농성을 벌이거나
집회를 하는 장면, 농성이나 집회 중 행인들을 위한 통행로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장면,
집회가 개최 중이나 차량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면 등)

8) 업무방해죄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1) 파업 = 업무방해죄?
- 이른바 ‘파업죄’, ‘단결금지법리’로서의 업무방해죄 운용(파업참가자는 곧바로 형법 제314
조 제1항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는 논리 ☞ 쟁의행위는 헌법
상 기본권이자 법률상 권리임에도 무조건적으로 범죄화되어 왔음)
-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 경찰과 검찰 공안부의 수사를 통한 불법 만들기 → 불법파
업화(형사책임) → 민사책임, 징계책임으로 확장

(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① 판결의 내용
- 다수의견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
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
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수의견 : 집단적인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② 의의와 유의점
- 종래 대법원은 파업을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파악하였음. 다만 쟁의행위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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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판단(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법성
조각(정당행위)으로 무죄라고 봄.
-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모든 파업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라면서, 전격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및 심대한 혼란 초래라는 요건을 제시함.
- 만일 사전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및 쟁의발생을 노
조가 사측에 통보하였으며,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격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절차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판단시 유리한 자료 : 사전 단체교섭 여부, 조정절차와 찬반투표의 공개적인 진행, 노동
쟁의 발생 통보,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돌입결정에 대한 사측의 인지, 사측이 파업을 예측
하고 대비한 사실{대체근로 사전 준비, 파업 시의 업무수행 대비책(비상수송대책 등) 수립,
대체근로 투입 정도, 평소 재고물량,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

③ 최근 대법원은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전격성을 부정, 무죄로 판단함(대법원 2017. 2. 3. 2016도1690판결)

(3) 손배, 가압류 대응
① 사용자의 탄압 형태
-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
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당연한 효과임.
- 그러나 이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면, 곧 불법파업이면 언제나 민사상 가압류나 손
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연결.
- 조합비 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의 임금과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압류를 하고서 해제해주겠다거나 손해배상책임
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미끼를 동원해 노조 개입 및 분열 유도.

② 대응원칙
- 공동책임을 전제로 철저하게 공동대응하여,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가 오히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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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력, 단결력을 강화시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시킴.
- 손배․가압류를 직접 당한 노조 간부들만 개별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의 조직
적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③ 사전 준비사항
- 쟁의돌입 이전에 조직적 대응을 결의할 필요가 있음.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조합원총회
등을 통해,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원 전체가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재판에 동참하여 공동대응할 것을 사전결의하는 등의 방식.
- 쟁의기간 중에 조합비를 가압류 당하여 투쟁경비가 없게 되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비상시
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쟁의기금을 조합비와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 번 가
압류가 되면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
-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i) 가능한 한 적법한 노조활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조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ii) 부당노동행위, 불성실한 단체교섭, 공격적 직장폐쇄행위 등 회
사의 불법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과실상계의 자료로 활용)
- 회사에 쟁의돌입 전 충분히 통보하는 것 필요(공문 등 여러 차례 발송. 사측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음)
- 회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공문 발송.
- 노조 유인물에 쟁의기간중의 생산물이나 시설물 보호 지시를 게재하는 것(우발적인 시설
물 파손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④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 위협에 대한 조합원 교육
-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는 유인물, 대자보, 개별 통신문을 통해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협함. 신원보증인에게까지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보내기도. 조합원들은 이러한 경우에 실
제로 자신들의 임금이나 재산에 수억 원대의 가압류가 떨어지고 손해배상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흔들릴 수 있음. 따라서 아래 사정들을 노조에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전액을 실제로 물어주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대부분
사업장은 파업 타결 시점에 민형사상 면책조항에 합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 실제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는 사업장은 소수이
고, 늦어도 차회 임단협까지는 이를 취하하는 합의에 도달함.
- 평조합원은 단순 파업참가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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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조합원은 불법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
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
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가압류는 권리행사를 제한할 뿐 그 자체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주지.
- 회사가 실제 노조나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압박하고, 탄
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

⑤ 면책조항의 확보
- 쟁의를 마무리할 때 "20**년 임단협 교섭 및 쟁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회
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
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확보.
- 면책조항이 있으면 회사는 이후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짐(부제
소특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면책조항이 존재함을 노조가 주장하
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가 각하됨.
-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징계도 불가.

9)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미와 요건
-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SJM 등 사업장에서 직장폐쇄 기승.
- ‘파업 → 직장폐쇄 → 조합원 퇴거 및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사설경비용역 투입 → 물리
적 충돌 유발,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 → 교섭거부․해태,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노조에 대한 공격 →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라는 패턴 반복.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의 일종임.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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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함(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함(노동조합법 제46조)

(2) 직장폐쇄의 양태
-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행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주로 활용(조합원과 비조합원, 파업 참가
조합원과 미참가 조합원을 각각 분리)
- 직장폐쇄 후 노조에 퇴거불응죄나 주거침입죄 등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통지하고 압박.
- 직장폐쇄 후 조합원과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봉쇄하고, 노조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며,
용역을 배치하여 충돌 유도.
- 사업장에서의 퇴거나 사업장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려 하는 경우에는 판례를 근거로 ‘파업종료확인서’ 등을 강요하고,
노조의 거부를 유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3) 직장점거 vs. 직장폐쇄
-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
설관리권능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
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 반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 후 노동조합의 직장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이탈
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1989. 1. 4. 노사
32281-26)

(4)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 대항성 요건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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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성 요건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현저히 불리한 압력 내지 손해를 완화, 방어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방어적․수동적 직장폐쇄)일 때만 가능.
- 판례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
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노사의 교섭 태도, 경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형평의 견지에서, 노
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
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때 비로소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직장폐쇄 대상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 준법투쟁 3일 만에 단행된 직장
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함(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사용자가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파업참가
자가 본사 건물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 또한
위법함(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45 판결)
☞ 노동조합이 시한부 파업종료 후 곧바로 정상업무로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직장폐쇄 이후 곧바로 쟁의행위의 쟁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조합탈퇴를 위한 탈퇴서를 송부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수동적․방어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직장폐쇄로서의 긴급성과 필요성 및
상당성이 결여함(대전고등법원 1995. 12. 19. 선고 95나1697 판결)
- 행정해석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는 없다고 봄(1998. 6.
9. 협력 68140-215.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해고 등 사법적 구제수단
으로 대응해야 하며, 직장폐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
-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생산시설이나 업무 장소에 노동자의
취업을 저지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한 시설(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게시판 등) 또는 평소에 통제되지 아니하는 생산시설이
나 업무 공간이 아닌 장소(식당, 기숙사, 주차장, 복리후생시설 등)를 이용하더라도 주거침
입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참조)
- 사용자는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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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공격적 직장폐쇄 사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에 정문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이 1~2시간
을 제외하고는 승무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도 배차를 거부한 채 직장폐쇄신고를 하였
으며, 비조합원들에게만 배차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는 일체 응낙하지 아니한 사안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 소수에 불과한 파업참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한 사안(대전지방법원 2002.
4. 19. 선고 2001노1004 판결)
-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지 3일 만에 수입감소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
장폐쇄를 한 후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조의 임금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장
기간 직장폐쇄를 지속함으로써 노조가 당초 입장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로 임금협정을 체결
한 사례(제주지방법원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 직장폐쇄가 이와 같이 단결력의 저해 또는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든지, 오로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공격적 직장폐쇄인 동
시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것임

(6) 노동조합의 대응
- 증거자료 확보 : 사측의 직장폐쇄 공문․공고문, 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자료 정리 등(공격
적․선제적 직장폐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 사측에 불법 직장폐쇄 철회 요구 공문 발송(여러 차례 반복)
- 합법적인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특히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이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출입금지가 행해지는 경우 강력히 항
의하고 법적 대응.
- 관할 노동청에 시정조치 촉구.
- 명백히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
급의 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 가능.
-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복귀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함 ☞ 복귀 결의, 복귀 준비를 위한 활동, 업무복귀의 진정성을 충분히 담은 내용의
공문 발송(여러 차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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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체근로 제한 및 대응
(1) 법규정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 형태
- 쟁의행위 돌입 이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신규사원을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으로 채
용하되 순차적․점진적으로 그 수를 증가시킴.
- 파업비참가자, 비조합원 및 동일 사업장 내 타 부서 직원 등(≠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을 투입하여 파업 효과 무력화.
- 사업 확장 내지 결원 발생으로 인한 부득이한 채용이라고 주장하거나, 쟁의행위 이전에
이미 채용이 예정된 이들이라고 주장.

(3) 위법성 판단
-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
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은 위법.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비조합원 내지
파업 미참가자들을 투입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이 아닌 여타의 목적을 위
한 대체근로 행위는 허용됨.
- 행정해석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가능하다고 함(1997. 8. 20. 협력 68140-333)
- 대법원도,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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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는 자인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였는데, 이들마저 사직함에 따라 신규채용에 이르렀
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대체근로가 아니라고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그러나 쟁의행위 돌입 전이라도 미리 쟁의행위로 중단될 업무의 대체를 위해 채용한 것
이라면 위법함(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7959 판결)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또
는 대체나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

(4) 대응방안
- 기초자료 확보
☞ 쟁의 전 미리 회사의 인력현황자료 확보(구체적 자료가 없을 경우 임금대장 등으로 확
인). 회사 내 인력수급관계 면밀히 고찰, 신규인력 투입 시 비디오 등으로 채증, 부서 내
조합원의 사실확인서 작성 후 보관, 쟁의 전․후 인력현황 및 내용․근무사실 기록 및 채증.
- 단체협약을 통한 제한.
- 법적 대응 및 실력 저지.
☞ 불법대체근로인력의 명단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개별 내용증명을 통지해 노동조합 업무
방해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압박, 용역
이 신규채용으로 투입될 경우 여론선전전 병행, 불법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파견법 위반으
로 고소․고발, 현행범임을 이유로 노동청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요구, 필요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활용
- 불법대체인력 투입이 확실할 경우 실력을 통한 저지(피케팅, 연좌 등)
☞ 위법한 대체근로의 경우 그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
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
용된다고 할 것이나, 정당한 방법을 벗어난 정도의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11) 쟁의행위 등 각종 투쟁 종료시 합의와 유의점
- 쟁의행위의 중단과 완전한 종료를 구분해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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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또는 합의서 체결 시에는 향후 그 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
도록 문구를 작성해야 함.
- 쟁의행위 등 투쟁 종료시점에서는 애초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
도 중요하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된 노사 간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
☞ 민사면책 : 민형사상 제기된 소 모두 취하, 민사면책 명시.
☞ 징계(인사상 불이익) 면책 : 징계면책과 민사면책은 별개임을 유의.
☞ 형사 문제 : 형사면책, 고소고발 취하, 탄원서 제출.
☞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면책 명시.
☞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교섭시기, 쟁의행위와 별개로 발생한 행위 전부 면책.
- 노동조합법(제44조)은 사용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규정하
고 있을 뿐이지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대부분의 노동조
합은 최종 타결과 함께 합의금,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쟁취 가능.

3.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초적 이해
-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단결에 대한 내용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대한 각종 절
차와 규정 등이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다.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만 적용 :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해고, 징계, 임금체불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마련된 이유
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
② 법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도 구제가 가능한 노동운동 방해 행위를 국가기관인 노동위원
회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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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성립요건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
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
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
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
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헌법불합치, 2012헌바90, 2018. 5.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
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①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행위. 사용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음

②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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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회사의 과장과 과장대리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
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③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닌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
만으로 충분하며, 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입
장(1992. 5. 1. 서울고등법원 91구11447 판결).
-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피해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노동조합활동 내용 ▲처분내용․
사유․시기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의 합리성 ▲종래 관행과의 균형 여부 ▲평소 사용자
의 언동이나 태도 ▲처분 당시 노사관계 ▲처분후의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 등을 종합
하여 판단.
-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2005. 10. 28. 대법원 2005두10415,
2000. 6. 23. 대법원 98다54960, 1997. 6. 24. 대법원 96누16063, 1988. 2. 9. 대법원 87
누818 판결).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불이익취급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5호
- 반조합계약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 단체교섭거부․해태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4) 구제절차
① 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진정․고소․고발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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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조사를 촉구하는 의미)
-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②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할 경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각이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 반대로 피신청인인 사용자
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재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③ 법원에 소 제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징계․해고 등 무효확인청구
- 조합활동․쟁의행위 방해배제청구소송,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 본안 소송(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방해배제가처분신청,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등 가능)
-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어용노조에 대한 설립무효확인 청구(서울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사용자가
계획하여 그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
이 모두 사용자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해당노조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함)

3) 부당노동행위 세부 대응지침
(1) 노동조합은 각종 공문 등 상황일지를 작성하고 공식화
- 회사 측과 교섭 관련 공문, 교섭 회의록, 소식지, 보도자료, 고소장 및 접수증, 동영상 화
면, 시간대별 현황, 사고보고서, 상황일지, 진술서, 상해진단서, 탄원서, 확인서, 유인물, 집

483

첨부자료 임단투를 둘러싼 사용자 탄압과 법률대응

회신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자료를 확보.
- 특히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이에 대한 항의공문 등 회사측에 대한 항의, 중단요구 등을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공문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됨. 공문 외 노동조합 탄압일지, 부당노동행
위 일지, ***폭행사건 진상보고서, ***부서장 부당노동행위 사례 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문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음.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 확보
- 진술서,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기본적으로 6하 원칙이 당연히 들어가야 함. 즉 누가
(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라는 부분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당시 상황을 재연하듯이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 목격자, 참석자
등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보해야. 그래서 누구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직책, 직급, 당
시 옷차림, 자세 등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는 데로 혹 시계를 보았다면
시, 분, 초까지 기재하는 섬세함을 가져야 하며, 어디서에 있어서는 그 어디의 상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아주 자세하게, 발언, 몸짓, 소리, 당시
분위기, 내용, 복장 등)
- 공문을 적을 때도 위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필요. 즉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에서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의 체계화 전문화
-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디지털카메라는 거의 가지고 있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잘 찍을 수
도 있음. 가급적 우리측 주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가
장 좋지만 무엇보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이라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노동조합 차원에 부당노동행위 채증단, 현장감시단 등 실천단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대
응하는 것과 현장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우
선 현장의 개별조합원들의 사전대응이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
제의식을 전 조합원이 인식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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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취(녹음)의 체계화
- 부당노동행위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고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최소 간부들은 녹취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자신과 당사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개별 조합원들은 휴대폰을 통
해 녹음이 잘되는 상황인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녹취(녹음) 자료의 확보가 중요.

(5)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명확하고 확실
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속히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측을 압박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사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관리자 등이 단체행동 및 파업 불참행위를 종용하는 서신․
공문․이메일을 배포, 게시할 경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여 노동조합에 즉시 보고.
- 관리자가 공문․공지․교육을 빙자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비난, 회유, 협박하는 경우 이를
채증하고, 직접 채증이 어려운 경우 목격자, 참석자의 진술서를 확보.
- 각 현장에서 명확한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당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
고,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 각 조직별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를 감시할 현장감시단,
채증단 등을 조직하여 운영. 파업 돌입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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