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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으로 적극 추진한 정책효과가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을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얼마나 무기계약직(자회사 전환노동자 포함)으로 전환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있으나,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수치는
찾기 어려웠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공공노련, 공공연맹 등)들을 볼 때,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상당
수가 전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얼마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정
확한 통계가 없어 추론에 그쳐야 했다.
① 2016년까지 10.3% 정도에 머물렀던 노조 조직률이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증가한 점, ② 2019년 말 기준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173,943명이고,
늘어난 총조합원 수가 199,149명인 점, ③ 2018~2019년에 민간부문에서는 1.0%포인트 노조 조직
률이 증가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7.3%포인트 증가한 점, ④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결과, 공공부문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추론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늘어난 노조 조직률이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인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권익보호의 확장
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추진
Ⅲ. 정책효과에 따른 노조 조직률 제고에 대한 추론
Ⅳ. 결론: 노조 조직률이 늘었다면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도 늘려야 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 N 이슈

제2021-09호

Ⅰ. 들어가며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사업장
이었다. 이후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개하였다. 추측건대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첫 방문 사업장으로 고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아주 높아서였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기준 87.4%, 현 정부의 전환정
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에도 86.1%라는 높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을 보
이고 있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이었고,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이루어
졌다. 이중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노동자로의 전환이 67.7%로 가장 많았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 정책이 추진된 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조직
률 상승은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2019년 유럽노총연구소(ETUI)는 보고서를 통해
32개국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암울한 미래(bleak prospects)를 전망하였다(Vandaele, 2019).
이에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의 효과가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 늘어난 노조 조
직률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권익보호 확장에 기여해야
함을 밝혔다.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추진
1. 이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다. 이전 정
부에서부터 추진되었다. 과거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2013년 「공공부문 비정
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과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
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외에 2004년, 2006년, 2008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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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한 바 있다. 거의 2년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해 왔다.
2011년, 2013년과 2014년, 2016년의 정부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김철 외, 2017; 이승우 외, 2014). 지적된 내용은 대략 민간위탁, 파견, 용역,
외주, 하도급 등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소극적으로 되어 있으며
처우 수준이 낮다는 점(2011년), 또는 간접고용 노동자 축소 대책이 빠져 있는 점(2016년), 노
동시장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정규직 ‘이외’의 인력 사용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2013년),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2016년) 등이었다.

2.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

종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방점이 있었던 반
면, 현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
적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 만약 신설되거나 확대된 자회사의 존속이 향후
문제되거나 현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용과 처우는 다시 사회문제화될 것
이다.
즉 현 정부는 대체로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전환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시도하였다.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기관 비정
규직들을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였다. 그 처우는 종전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지적도
있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보완이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아래 Ⅲ.의 추론에서
보는 것처럼, 노조 조직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전환정책은 노조
조직률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Ⅲ. 정책효과에 따른 노조 조직률 제고에 대한 추론
먼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의
노조 조직률과 그 이전의 노조 조직률의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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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 조직률의 변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2016년의 노조 조직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 10.1%에서 10.3% 사이를 오가며 조직률이 유지되었다.

<표 1> 연도별(2011〜2016) 조직률 및 총조합원 수
(단위:%, %p,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직률(%)

10.3

10.8

10.5

10.1

9.8

10.1

10.3

10.3

10.3

10.2

10.3

전년대비
증감률
(%p)

-

0.5

-0.3

-0.4

-0.3

0.3

0.2

-

-

-0.1

0.1

총조합원
1,559,179 1,687,782 1,665,798 1,640,334 1,643,113 1,719,922 1,781,337 1,847,586 1,905,470 1,938,745 1,966,881
수(명)
출처: 고용노동부. 각 연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고용노동부(2016),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참고.

그런데 2017년 이후 노조 조직률의 추이(아래 <표 2>)를 보면, 노조 조직률과 총조합원 수
가 상승한다. 2017년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
행된 해여서 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표 2> 연도별(2017〜2019) 조직률 및 총조합원 수
(단위:%, %p, 명)

연도

2017

2018

2019

조직률(%)

10.7

11.8

12.5

전년대비 증감률(%p)

0.4

1.1

0.7

총조합원 수(명)

2,088,540

2,331,632

2,539,652

출처: 고용노동부. 각 연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참고. 현재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2019년도까지 발표된 상태임.

다시 말해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이른바 ‘공무직’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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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전환노동자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2017년 이후 노조 조직
률이 상승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 추론에 따라 노조 조직률의 상승이 공공부문 비정
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노조 조직률의 성장이 더 커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 변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현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정책효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조 조
직률 변화추이를 대비시켜 보여주려 하였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2014년〜2017년까지 9.0〜
9.3% 사이를 오가다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2019년 0.3%포인트 증가해 두 해
동안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2017년에 전년 대비 1.0%포인트, 2018년 5.2%
포인트, 2019년 2.1%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계산하면 7.3%포인트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 증가는 늘어난 공무직 수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 가능성을 뒷받침한
다.

<표 3> 연도별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 (2014년～2019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민간(%)

9.3

9.1

9.2

9.0

9.7

10.0

공공(%)

62.7

62.3

62.2

63.2

68.4

70.5

출처: 고용노동부(2019),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14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 발표” 참고.

3. 공무직의 증가와 총조합원 수의 증가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
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2018년에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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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이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 3천명(전환완료 17만
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그리고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4차)｣에 따
르면, 2017년 이후 늘어난 공무직의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173,943명이었다(아래 <표
4> 참고). 다만 늘어난 조합원 수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인
원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 4> 2019년 무기계약직(공무직) 규모
(2019년 말 기준, 단위:명)

구분

정규직
(A)

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완료
계
(C)
(B+C)

무기계약직
(B)

정규직 대비 비율
((B+C)/A)

중앙행정기관

290,094

20,582

22,480

43,062

14.8%

지방자치단체

350,637

52,939

23,465

76,404

21.8%

공공기관

318,573

24,676

85,786

110,462

34.7%

지방공기업

55,429

9,466

5,945

15,411

27.8%

국공립 교육기관

521,932

104,287

36,267

140,554

26.9%

1,536,665

211,950

173,943

385,893

25.1%

합계

출처: 고용노동부(2020),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4차)｣ 재구성; 남우근(2020), “공무직 차별실태 및 개선
방안; 공무직위원회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 ｢비정규직 관련 국회토론회｣ 자료집, 한국노총 참고

위 <표 2>를 보면, 2019년의 총조합원 수는 2018년 대비 199,149명 늘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의 결과, 공무직들의 노조 가입이 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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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직률이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늘어난 공무직 전체가 노동조합에 전부 가입하진 않
았겠지만, 조합원 수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에서 자
회사 노동조합의 신설이나 확대 규모를 볼 때,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한 공무직들이 얼마나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도 현 정부의 전환정책 이전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던 노동자 수와 이후 공
무직이라 불리고 있는 무기계약직 중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라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이듬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발간하는 각 년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과 2019년 공공부문과 공무원 부문의 조합원이 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는 2017년 공공부문
조합원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에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오히려 줄
었다. 아래 4개 부문(민간, 공공, 공무원, 교원)별 조합원 수의 변화를 볼 때도 공공부문 비정
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노조 조직률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한다.

<표 5> 각 년도(2017~2019) 부문별 조합원 규모
(각 년도 말 기준, 단위:명)

구분

2017

2018

2019

민간부문

1,857,886

1,793,833

1,923,779

공공부문

-

245,541

280,810

공무원 부문

223,558

282,997

320,347

교원 부문

7,096

9,261

14,716

총조합원 수

2,088,540

2,331,632

2,539,652

출처: 고용노동부. 각 연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참고

Ⅳ. 결론: 노조 조직률이 늘었다면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도 늘려야 한다.
위의 추론에 따르면, 공공부문 특히 공공기관에서 많이 늘어난 자회사 전환노동자와 무기계
약직의 증가가 공무직 노동조합을 신설 또는 확대시켰고, 이들이 노조 조직률 제고를 선도한
셈이 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집단적 이해대변 조직이자 자치적 권익보호 조직
이다. 그만큼 늘어난 노조 조직률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의 강화와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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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자회사에 노동조합이 신설되거나 조직이 확대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이 개별기관 단위
로 조직되었다면 모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회사와 교섭해야 한다. 따라서 자회사 노
사의 교섭의제는 사실상 모기관의 통제하에 결정된다. 자회사 노동조합이 초기관 단위로 설립
된 경우가 있지만, 그 조직 단위는 통상 소산별 수준이다. 더구나 소산별로 조직되어 있더라
도, 교섭은 대체로 개별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화력발전소 자회사들을 보면 개별 자
회사를 넘어 소산별로 묶여 있지만, 교섭은 자회사별로 진행하여 조직 단위와 교섭 단위가 다
르다(김기우, 2021).
따라서 공무직의 중가로 노조 조직률이 상승했지만, 늘어난 만큼 노동조합이 이행하는 집단
적 이해대변의 크기까지 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는 또
다른 주요 역할인 자치적 권익 보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대변의 크기
는 조직 단위와 교섭 단위의 크기와 연동한다. 즉 조직의 크기나 단위가 클수록, 교섭대상의
크기나 교섭 단위가 클수록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도 커진다. 결국 전체 노조 조직률 증가에
따라 집단적 이익대변의 크기가 증가하려면 조직과 교섭의 크기 또는 조직과 교섭의 단위가
커져야 한다. 정부는 조직과 교섭의 단위가 상위일수록,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조직과 교
섭의 크기가 사업장 또는 해당 단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예컨
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 체제하에서 초기업 단위 교섭이 이루어지고,
그 교섭 결과가 당해 사업장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자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직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전제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가
가능한 지점, 노동조합이 대정부 또는 대사용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활용 가능한
최대치까지만 조직의 크기를 확장하려 하고 조직 단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
대표자나 소속 조합원의 대다수가 조직의 안정적 관리나 유지에 관심이 많다면 조직의 확대나
조직 단위의 변경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경 한국노총 산하조직으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별 공무직 노조,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초기관별 공무직 노조가 설립되었다. 이 경우에도 교섭과 조직 운영
모두 개별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노동조합 스스로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 이외에, 정부의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공무직 노조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
신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는 2023년 3월 말까지 공무직위원회 내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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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논의를 계속해 갈 전망이다. 이 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주재하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 공무직 관련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내용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제기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은
노조 조직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공
무직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제도개
선은 노조조직 확대의 주요 동인(動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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