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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펴내며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맹위를 떨치며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던

1998-99년에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와 조직화를 위한 실천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특히 민
주노총은

2003년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5개년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이란 이름으로 제출하여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매우 혁신
적인 실천 제안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민주노총의 정신과 주체
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유력한 사회세력으로서 재등장하겠다는 옹골찬 계획
이 숨어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계획된 5년간의 실천 기간이 모두 흘러갔고 이제 그간의 활동을 평가, 검토할 시간이 되었습
니다. 예상컨대 그간의 실천활동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간부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 수행을 위해 힘썼지만, 우리는 기업별노조체제의 구습과 정규직 중
심의 활동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많
은 활동가들이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간
의 실천이

50점

짜리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변혁하고 더 낮은 곳으로 기꺼히 임하려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전략의 성공을 빼놓고는 노동자와 민중의 대표
로서 민주노총의 정체성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5개년에 걸친 수많은 간부와 활동
가들의 실천은 엄밀히 평가되어 제2기의 조직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합
니다.
끝으로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연구해 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영두, 김승호, 김종
진 연구위원과 고려대의 진숙경 박사, 연구진과 현장을 연결하고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신 민주노총의 김경란 정책국장, 면접과 토론에 응해주신 민주노총 본부와 지역본부 그리고 산별조직
의 미조직비정규 담당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과 조직화
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조직활동가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민주노총의 조직화전략 수립과 실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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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김영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민주노총 조직화전략 평가의 의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국 노동운동은 비상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탈규제적 경
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양극화는 노동자 내부의 결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낮은 조직율과 기업별노조체제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녔던 노조운동은 이러한 양극화로 인해 야
기된 조건의 격차가 노동자 내부에서의 주관적인 균열로 심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구조조정기 이후의 노조운동은 산별체제 전환 및 정치세력화라는 조직노선과 소득재분배 및 사
회개혁이라는 투쟁노선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 연대’라는 고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조합원의 구성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존 노동운동의 타성을 타파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층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 보장해야 한다는 긴박
함에 내몰렸다. 게다가 노조 조직율도 선진산업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다툴 정도였기 때문에 조합원
수를 늘여야 하는 과제도 컸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은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부여안고 시작되었다. 미
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7~2001년간에도

꾸준히 이루어

져 왔다. 당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에 내몰렸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찾아와 노조 건설 관련 상담을 의뢰하곤 했으며, 이후에는 산별연맹들 차원에서 조직화 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성공적인 조직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도 많
았다. 민주노총은 당시의 조직화 노력이 좌초되곤 했던 이유에 대해 '자발성에 기댄 소극적 조직화, 계
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제한된 조직역량, 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주진우,
민주노총은

2002~2003년간의

2006).

내부 논의를 거쳐 초기의 자생적이고 분산적인 조직화 노력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조직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된 조직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초기업단위의 전국적인 조
직화,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거기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 하는 조직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조직화 양상과는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사업은 "핵심 대상을 설정하여, 인력과 재
정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었으며, "아래로 흐
르는 노동자간 연대를 통해 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자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문화 혁신 사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규정되었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추진 방
침으로 '자원을 집중 투여할 전략부문 설정, 조직활동가의 양성과 배치, 비정규 조직화 기금 조성, 조직
화 사업체계 구축, 전조직적인 사업환경 조성, 사회적 연대 확장' 등을 설정하여 기존의 자발적인 조직

화 사업과 비교적 명확히 실천의 차이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주진우,

2006).

이러한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이 노조재활성화를 위해 주요 전략으로 조
직화 전략을 채택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며, 실천 방침에 있어서도 영미식의 '조직화 모델'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조직화 타깃의 설정, 사업체계 구축과 자원 집중, 미조직 및 비정규
직 등 팽창(expansion)과 장확장(field

enlargement)에

주안점을 둔 조직화 방식, 조직화 과정에서의 집

단주의와 사용자와의 대립성 강조 등에서 그러하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시기로 잡을 수 있으며,

2003~2004년을

2008년은

전략 형성의 시기로,

2005년

이후를 본격적인 전략 이행의

애초 설정했던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민주노총의 각급조직들은 사업의 대상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조직화 사업
을 실천에 옮겼다. 각급 조직들은 조직화 사업의 비중을 사업비 기준으로
지

30%가

2003년의 10%에서 2007년까

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직화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미조직비정규사업 부서,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위한 상설특위(미비특위), 미조직비정규 전
략조직화사업을 전담하는 미비전략조직화 사업단 등의 구성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50억원의

2006년부터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보다 안정된 자원 기반 위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직화 기금을 걷기 시작했고, 이 기금에 의거하여

24명의

조직활동가들을 양성, 배출하여 각

영역별 전략조직화 사업에 배치하였다. 민주노총이 양성하여 파견한 조직화 전담인력과 각급조직들이
스스로 확보한 사업체계가 결합된 이 조직화 전략은 국내 노조운동의 역사에서는 유례없는 새로운 사
업이었다.
보수정권의 지속적인 억압과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극단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에 빈번히 대응하느라 단
기적인 대응에만 익숙해 있었던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렇게 특정의 실천 주제에 대해

'5개년'이라는

비

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실천을 시험해 본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5개년에 걸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이 보고서가 목표로 하는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의 의의는 명확하다.
첫째, 전략조직화 사업은 5개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민주노총과 소속 각급조직들이 자원을 집
중적으로 투여하며 함께 수행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중요성이 크다.
둘째, 전략조직화 사업 같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미조직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외국 노조운동뿐 아니라 한국 노조운동의 재활성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관건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사업 수행의 귀추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전략조직화 사업은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민주노총 운동에 내장되어야할 지속사업이
라는 점에서 초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사업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전략조직화 사업이 초
유의 사업이자 향후 긴 기간 동안 지속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평가를 통해 그간의 실천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이 민주노총 조직에 내포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고 조직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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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평가 시각
사업평가의 방식에는 평가자들이 별도로 마련한 규범적인 준거에 맞추어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
고, 혹은 사업 수행의 당사자들이 애초에 결정한 목표와 방침을 준거틀로 삼아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가 규범적이고 다소 외삽적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내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자는 장단점이 있다. 규범적인 평가는 결과를 목표에 종속된 함수라고 보고 애초의 목
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고, 내재적인 평가는 목표의 형성뿐 아니라
목표의 이행 자체도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설정한 목
표대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검토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목표와 방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필자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
고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이행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체들이 애초에 설정한 목표와 방침을 잣대로 활
용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평가의 준거로 히어리와 애들러
(Heery & Adler, 2004)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노조 조직화의 구성요소와 차원들을 규명하고

자 했는데, 조직화의 구성요소를 추진의지(commitment), 목표설정(objectives), 접근방법(methods) 등으
로, 그리고 각 구성요소별 차원을 공식화(formal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 중심성(centrality)(추진
의지), 확장(expansion), 외연확대(enlargement), 깊이(depth)(목표설정), 집중(concentration), 초점(focus),
집단성(collectivism)(접근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자세한 논의는 보고서 제2장 참조). 이러한 논의는
결국 조직화의 목표와 대상(target) 설정, 조직 내에서 사업 추진시스템의 구축과 자원투여 수준, 조직화
의 방법 등의 범주들을 중심으로 지표들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러한 지표들에 맞게 조직
화가 수행될수록 조직화의 유효성(effectiveness)이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 진다.
한편, 민주노총의

2003년

및

2004년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역시 사업의 평가에 유용한 준거들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핵심 대상을 설정하여, 인력과 재정을 집중
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이런 사업은 아래로부터
의 연대, 새로운 주체형성을 통한 운동정체성 회복,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문화 혁신 사업으로
서의 의의를 지닌다(주진우,
조직화 대상 설정,

②

2006).

한편, 이러한 정의와 의의에 따른 사업 방향과 방침으로는,

인력과 재정의 집중 투여(조직활동가 양성배치와 조직화기금 조성),

③

①

핵심

부서, 특

위, 사업단 구성 및 사업비 책정 등을 통한 사업체계 구축,

④

교육과 홍보, 비정규직 할당제 등의 조직문화환경 개선,

비정규직 노동권의 사회의제화, 시민사회와

⑤

관련 강령 및 규약 제개정, 조합원 일상

의 연대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 등이 거론되었다(민주노총 사업보고,

2004;

주진우,

2006).

이러

한 방침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민주노총 및 산하의 각급 조직 모두에 그 이행이 요구되었기 때문
에 공식적인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히어리와 애들러의 논의를 평가자가 채택할 수 있는 규범적인 평가의 잣대로 삼을 수 있고, 민
주노총이 애초에 설정한 목표와 계획을 주체 입장에서의 평가의 잣대로 간주할 수 있다.
히어리와 애들러의 논의를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방침에 대비시켜보면, 민주노총의 방침은 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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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애들러의 논의에 등장하는 구성요소들이나 차원들을 상당히 흡수하여 방침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5대영역의 설정은 팽창과 장확장 등 타깃설정의 구성요소에 충실하고, 조직화 전담인력
확보와 사업시스템 구축, 조직화기금 조성, 사업비 의

30%로

비중 증대 등의 목표 설정은 조직화 의지

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대상과 자원집중을 구체화하도록 촉진하고 집단적 주체 형성을 통한
조직화를 강조했던 점은 집중, 초점화, 집단주의 등의 조직화 접근방법의 요소에 해당된다. 더욱이 민주
노총의 사업방침에서는 히어리와 애들러 논의에서는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부조직화와 외부관계망
형성 문제가 조직문화환경개선과 사회적 연대의 확장이라는 방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서 주목된다. 아울러 공식 방침화되지는 않았으나 영미에서의 논의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제도․정치적
환경 조성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윤진호,

2006).

반면, 민주노총 방침에는 목표와 대상 설정 및 조직화 추진의지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조직화를 위
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구체화의 임무를 각 부문에 분산시킨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직화의 양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인데, 이는
조직화 사업이 초기임을 고려해 사업체계와 조직문화 구축와 같은 질적 과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목표-수행을 대비시켜 사업 평가를 할 경우, 앞서 살펴본 민주노총의 5대 방침을 평가의 준거로
삼고, 각각의 방침에 포함되는 세부 방침들을 수집하여 평가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2003년과 2004년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은 각 방침별 세부방침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

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 방침에는 조직화의 양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급조직의 사업 전개 현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 점을 주목하기는 곤란하다.
외려 각급조직별로 전개된 다양한 조직화 시도의 의의를 점검하는 일이 민주노총 평가틀에서는 더 필
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

1-2-1>은 5대

방침과 그에 포함된 세부방침들을 전개해 본 것으로, 이 요소들이 앞으로 민

주노총 각급조직의 평가에 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표

<

1-2-1>

민주노총 조직화 방침
구성요소

조직화 대상 설정
인력과 재정 집중

세부요소
(1) 5대 핵심 영역 설정 집중
(1) 조직화 기금 모금
(2) 조직활동가 양성, 배치
(1)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사업체계 구축

(2) 미비특별위원회 구성
(3) 사업비 배정(07년 30%)
(4) 비정규사업 연대단위 구성

조직문화환경 개선
사회적 연대 확장

(1) 강령 및 규약 개정
(2) 상시 교육체계 설치
(1) 비정규직 노동권 의제화
(2) 시민단체와의 연대 확장

주: 위의 표에서는 이행 상황이 아니라 평가요소들의 구성을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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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평가를 위한 조사와 분석
이 보고서에서는

2003년

대의원대회의 결의 이후 전개된 민주노총, 5대 전략 영역의 산별조직, 민주노

총 지역본부 등에서 이루어진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면접조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우선, 민주노총 및 5개 산별조
직의 미조직비정규 담당자, 민주노총 전직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실무 책임자, 2곳의 민주노총 지역
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 담당자, 그리고

2006년부터

이루어진

50억

조직화 기금 모금 사업을 통해 각

영역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배치된 조직활동가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연구진 간의
논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에 준거하여 응답을 얻어내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의 전현직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는 집담회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두번째로, 해당 영역에서의 유관 자료와 문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문헌자료들은 각급조직의 미조
직비정규 조직화사업 관련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담당자들로부터 얻은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되
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급 조직의 미조직비정규 담당자들과 파견 조직활동가들
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응답이 극히 부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결과를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표

<

1-3-1>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인원

민주노총 중앙 미비 실무담당자(전현직)

3명

산별조직 미비조직화 실무 담당자

6명(5곳)

민주노총 지역본부
미비조직화 실무 담당자

2명(2곳)

50억 조직화기금에 의한 파견 조직활동가

15명

문헌조사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5개 핵심부문

설문조사

각급조직 미비조직화 담당자 및 파견 조직활동가

약 150명

비고

응답부진으로
보고 취소

조사 결과,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현황에는 희소식과 그렇지 않은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 대표
적인 희소식으로는 각급 조직에서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과거에 비해 중요 사업으
로 현저히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부 산별 조직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의
30%

이상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각급 조직에서

조직화를 위한 지식과 숙련이 누적되고 조직화의 양적 성과도 조금씩 축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반면, 문제점도 분명히 노출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각급 조직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담당자들과 활
동가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족과 높은 피로도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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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조직화 기금에 의해

각 부문에 파견된 조직 활동가들은 사업 전개의 어려움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민주노총 및 각 산별조
직의 지원 내지 조직적 관리의 부족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전략
조직화 사업을 각급 조직의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 했던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문화환경의 개선, 특히 조합원과 간부들의 충분한 동의 확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존 사업의 총화와 새로운 방향 설정을 통해 극복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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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국내외 논의 검토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기존 연구 검토
서구나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이 논의된 것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둘러싼
인식과 논쟁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1) 먼저 서구에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위기를 불러일으
킨 조건들을 내외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외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의 지구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탈규제화 및 산
업구조 재편 등이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준 악영향이 거론되었다. 이중 특히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는 서구에서 고용과 실업 조건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
로 알려지고 있다(Fairbrother,

2003; Hechter, 2004; Hyman, 2001).

한국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

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가 큰 변화를 겪고, 이로 인해 노동자 내부에 균열과 차이가 확대되었다.
둘째, 노동운동의 내적인 측면으로는 노조 조직률 하락과 노동계급의 연대감 상실, 총연맹의 역할과 헤
게모니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Confield
1992).

특히 지난

(18.9%)와

15년간

영국(11.9%)은

하여 노조 조직률은

10%

주요 나라들의 노조 조직률은

10%p

& Mcammon, 2003; Hyman, 1999; Visser,
10%p안팎의

조직률 하락을 경험했고, 호주

이상 조직률이 하락했으며, 한국 또한 지난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수준이다.

1) 하이만(Hyman, 1992)은 1980년대 서구 노동조합의 위기를 ①개인주의화와 노조 조직율 감소, ②
노동계급의 분화/양극화, ③집합적 정체성의 소속성, ④ 탈중앙집중화 문제로 보고 있다. 분열과 분
화를 강화시키는 과정 3가지는 첫째, 경제적 침체의 위기문제. 둘째, 경영정책과 생산 조직에서 장
시간의 직업부문과 영역의 변화. 셋째,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성향이다.
비써(Visser, 1992)는 노조 조직률 및 중앙 노총의 역할의 감소에서 노동운동위기를 찾고 있으며,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으로 ①제조업 하락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②노동력 구성 변화로 인
한 화이트칼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비중의 증가를 들고 있다. 한편 하이만(Hyman, 1999)은
1990년대 노동조합의 위기의 상황을 물질적 측면과 이데올로기 측면 이외에 다른 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하나(외적도전)는 ①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②노동력의 여성화 진전, ③가정과
직장의 관계변화를 꼽고 있으며, 다른 하나(내적도전)는 ①국제경쟁 심화가 각국 노사관계에 주는
압력, ②비우호적 정치환경, ③사용자의 도전(반노조주의, HRM, 초국적기업)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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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1>

주요 나라의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1990-2005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태리

1990

17.2

25.2

16.1

41.0

38.1

35.8

37.5

39.1

1995

12.5

23.8

14.9

32.7

32.3

34.3

36.0

38.5

2000

11.4

21.5

13.5

24.7

29.5

31.9

29.0

36.0

2005

9.9

18.7

12.5

22.4

26.2

30.0

26.6*

35.0*

변동폭

-7.3

-6.5

-3.6

-18.6

-11.9

-5.8

-8.5

-4.1

년도

주 : * 독일의 노조 조직률은 2002년이며, 이태리의 노조 조직률은 2004년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 노동통계(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캐나다, 이태리)

이처럼 서구와 우리나라 모두 노동운동의 위기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노동조합은 단
순히 내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거듭나기를 위한 노동운동의 재활
성화 방안(labor

movement revitalization)의

일환으로 조직화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노조 조직

화 전략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여 노동조합의 효과성(union
effectiveness)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었다(Frege

2005; Fiorito, 1995).

& Kelly, 2003; Confield & Mcammon, 2003; Turner

일반적으로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도, 실업보험 관리 방식),

△노사관계 제도 단체교섭 집중화
(

△정치적 환경 좌파정당 지배력 △노조 조직률간의 관계가 인과적으로 상
(

),

호 영향을 주는 관계 3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신광영,

1995).

그런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노조

조직화 전략은 조합원 확대를 통해 작업장 수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동원 역량과 노동시
장에서의 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서구에서는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제기되었다(Schenk,

2003; Fairbrother, 2003; Cregan, 2005; Moody, 1997).

애초 조직화 모델은 미국 노총(AFL-CIO)의 기존의 조직 노선이 노조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실리주
의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서비스

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조직화 모델은
안된 후,

1995년에는

모델이라는 비판이 수반된, 조직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

1990년대

초 미국 노총 산하의 전미서비스노조(SEIU) 등에서 제

미국 노총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조직화 모델은 호주, 영국 등 영미

권의 노조운동에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Fairbrother,
표

<

2-1-2>

2003).2)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의 비교
서비스 모델

조직화 모델

1. 조합원의 불만과 요구에 기초해 리더쉽 주도로 문제
해결
2. 고충처리와 협상과정에 전적으로 의존
3. 수동적인 멤버십 또는 지도부의 협력요청에만 반응
4. 전문가와 노조 간부에 대한 의존
5.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채널
6. 중앙집중적이고 상부가 비대한 조직구조
7. 경영에 의존적, 사후 반응적
8. 내부활동과 외부조직화 활동의 구별

1. 집단적 과정이나 집합행동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에 조
합원이 참여하도록 고무
2. 교섭과정에 국한되지 않음
3. 교육에의 헌신, 노조 내부의 의사소통과 참여
4. 조합원의 기술과 능력의 개발과 그에 대한 의존
5. 정보의 공유와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
6. 분권화된 조직구조
7. 경영에 독립적, 선도적
8. 내부활동과 외부 조직화 활동의 구별이 없음

자료 : Schenk(2005:246-247)

2) 외국 노총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윤진호․김종진 외(20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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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3>

영국 노총(TUC)의 조직화학교 성과:

1998-2002

조직화학교의 성과 분류

인원(명)

1. 조직화 대상 사용자의 수

조직가 1명당 결과

1,260

10.77

19,596

169.00

39,987

348.00

1,800

16.00

5. 50%이상이 조합원 수 증가를 기록한 작업장

392

3.47

6. 신규 노조가 결성된 작업장

659

5.63

7. 노조 승인이 기대되는 사례

255

2.18

8. 노조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

84

0.72

2. 조직화학교 졸업 조직활동가에 의해 노조에 가
입한 노동자 수
3. 조직화학교 관련자에 의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
자 수
4.조직활동가의 캠페인을 통해 충원된 활동가

자료 : Herry & Adler(2003)

표

<

2-1-4>

미국, 영국, 호주 노총의 조직화 사업 소개

사례 소개 : 미국, 영국, 호주 노총의 조직화 사업
1. 미국 사례
- 미국 노총(AFL-CIO)에서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는 5년 동안(1995년-2000년) 조합원은 2배(100,000명→
200,000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조합원들의 상실된 부분(정리해고, 폐업, 재배치,
퇴직 등)을 제외한 통계이며, 전체적 구도에서 조직 노동자 증가 효과는 상대적 몇몇 노조에서만 해
당된 것이다. 실제로 2000년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80%가 AFL-CIO의 66개의 합병된 노조들 중 10개
에 의해 충원되었고, 단지 3개의 조합에 의해 50%가 충원(SEIU는 2000년에 70,000명 충원)되었다.
2. 호주 사례
- 호주 노총(ACTU)은 1994년 조직화 사업단을 구성한 이후 1994년 58명의 조직가 중 54명을 산하 노조에
투입(1만명 조직, 1인당 174명)하였으며, 1995년 1차 86명, 2차 52명을 취약 부문(호텔, 유통 등)에
투입했다.
3. 영국 사례
- 영국 노총(TUC)은 1998년에 조직 아카데미를 세우고 조직가 양성하여, 1년 동안 7,500명을 채용하여
첫해에 5,500명, 이듬해에 12,000명을 가입시켰다. 한편 조직활동은 공공 서비스부문(10%)과 민간
서비스부문(38%)이 조직 활동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캠페인의 절반 이상이 미숙
련 혹은 반숙련 육체노동자에 집중되었다.

조직화 모델은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한 노
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Kelly

& Waddington &

Heery, 2002; Hurd & Milkman & Turner, 2002; Herry & Adler, 2004; Bronfenbrenner, 1998).

실제로

조직화 모델은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방향이었던 구성원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 모델을
지양하고,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태도에 기초한 조직화 방식이다. 조직화 모델과 관련된 장 확장(field
enlargement)

전략에 따르면 조직화 사업은 주변화된 미조직 노동자들과 여성 및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Wever,

1998).

이러한 전략을 채용한 미국에서는 저임금 노동, 서비스 부문, 비조합원 여성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작업장의 경제적 이슈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
이 조합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Bronfenbr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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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그러나 조직화 모델의 선택이 꼭 조직화의 성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노조 조직화에 영향을 미
치는 조직 환경과 조직 특성 등이 조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여기서 조직환경이란 개
별노동자들이 노조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라든지 혹은 사용자의 반대 정도 그리고 고용성장의 여
부를 의미하고, 조직 특성은 조직화 주체, 조직 및 의사소통 등의 특성 그리고 조직화 전략을 의미한다
(Fiorito, 1995:616-619).

실례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내외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조직화 과정의
내적인 어려움으로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둘러싼 기존 조합원들의 조직화 방침에 대한 저항,
새로운 조직화 경향에 대해 회의적인 혹은 반대 입장 등이 나타났다. 한편, 외적인 어려움으로는 조직
활동에서 노동조합 간의 경쟁, 미조직 분야에 대한 사용자측의 저항 등이 나타났다(Kelly

&

Waddington & Heery, 2002).3)

한편 브롬펜브레너와 히케(Bronfenbrenner

& Hickey,2004)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외적 환경(세계화, 자본의 태도, 기업 및 산업 특성, 인구학적 속성 등)과 함께 노조 내적인 측
면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10개의

노총 산하의 주요 노조들(SEIU,

전략적 구비 요소들을 규명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잣대로 미국

HERE, UNITED, AFSCME, UBC, IAM, IBEW)의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성과가 있다고 알려진

10개

SEIU, HERE, UNITED

요소 중

2~3개의

조직화 전략 수행을

요소만을 활용했으며, 그나마 조직화

등의 노조들도 평균 4개 정도를 활용하는 데에 그쳤다.4)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사업장 규모나 하위 업종 등(1,2차 노동시장, 공식-비공식부문, 조직
대상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 중 주요하게 고려해
야 할 요인으로 작업조직의 차이를 주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미 현장 노동자와 연구자들은 조직
화 방안에 있어 해당 산업 및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윤진호․김종진
외, 2006).
4) 노조 조직화 전략의 사용 평균 빈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평균 4개 사용 그룹(SEIU, HERE,
UNITED), 평균 3개 사용 그룹(AFSCME, CWA/IUE) 평균 2개 이하 사용 그룹(IAM, IBEW, IBT, IUOE)으로 구분된
다(Bronfenbrenner & Hicke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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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5>

브롬펜브레너와 히케(Bronfenbrenner

의 포괄적 노조 조직화 전략

& Hickey, 2004)

가지

10

요소
브롬펜브레너와 히케의 포괄적 노조 조직화 전략 10가지 요소
1.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 투여(adequate and appropriate staff and financial resources)
2. 대표성 있는 조합원들의 조직화 기구/위원회 참여(active representative rank-and-file organizing
committee)
3. 조직화 과정(지원, 체계)에서의 평가와 벤치마킹(benchmarks and assessments)
4. 작업장 내외부에서의 대면(1:1) 접촉(person-to-person contact inside and outside the workplace)
5. 전략적인 조직화 요구사안과 대상 선정(strategic targeting)
6. 지역과 작업장에서의 주요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슈(issues which resonate in the workplace and
community)
7. 자발적인 조직 활동가들의 효과적인 참여(effectively utilized member volunteer organizers)
8. 작업장 내부의 창의적이고 단계적인 압박전략(escalating pressure tactics in the workplace)
9. 작업장 외부의 창의적이고 단계적인 압박전략(escalating pressure tactics outside workplace)
10. (미국 NLRB)노조 승인 투표이전에 최초 단협체결을 위한 조직화 작업(building for the first contract
before the election)
주 : 10가지 요소 중 위의 1,2,3번의 3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조직화 성공 비율)

결국 노조 조직화는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 노사관계 및 조직적 차원이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Frege,

2006).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노조 조직화 방안이

꼭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조직화 방안이 단순한 자원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노조
재활성화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히어리와 애들러(Herry
2004)는

& Adler,

노조 재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노조 조직화의 유의미한 분석 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은 주요 5개국(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 비교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 정부와 사용자
의 전략, 노조 정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미조직 조직화 문제가 노조 재활성화 전략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5) 여기서 히어리와 애들러(Herry
직화의 구성요소를 조직화 의지, 목표, 방법 등으로 구분한 뒤, 각 요소별로
성(조직화 의지),
상,

⑨조직화

대상 선정

④조직확장, ⑤조직외연

확대,

⑥조직

강도(조직화 목표),

& Adler, 2004)는

노조 조

①공식화, ②전문화, ③중심

⑦조직화

집중,

⑧조직화

대

방식(조직화 방법) 등의 9가지 차원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화 사업의 전개가조직

⇒ 조직화방법 선택 ⇒ 조직화자원 배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

5) 프레게와 켈리(Frege & Kelly, 2004)는 각국의 노조 재활성화 시도 경험에 기초하여 노조 재활성화 전략을 ①
조직화, ②조직 재구조화(통합, 내부적 재조직), ③연합형성(사회운동), ④파트너십, ⑤정치행동, ⑥국제연
대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허드와 밀크만, 터너(Hurd & Milkman & Turner, 2002)는 노조 재활
성화 전략으로 ①조직화, ②정치적 행동, ③연합전략, ④파트너십, ⑤재조직화, ⑥국제적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노조 재활성화의 성공요인으로 비노조원의 조직화, 단체교섭 캠페인 개발, 연합형성,
풀뿌리 정치운동, 새로운 리더십의 개발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동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터너(Turner 2005)는 기존의 분석 틀이 최근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
고, 노조 전략(작업장,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조 재활성화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노조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조합원 동원, ②민주적 참가의 확대, ③서비스 향상, ④조직적 노력 등
을 포함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터너는 혁신적인 노조 전략의 목표가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교섭력, 정치권력, 조직률, 내부 개혁 개방성 등)인데, 지구화 시대에는 노동운동이 지역, 국가, 국제적 차
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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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1-7>

히어리와 애들러(Herry

의 노조 조직화 사업 전개과정 내용

& Adler, 2004)

히어리와 에들러(Herry & Adler, 2004)의 노조 조직화 사업 전개과정
내용

① 조직화사업의 추진의지(organizing commitment)로서 필요자원의 투입-배치 정도
￭ 공식화(formalization)
: 총연맹조직 또는 개별 노조 차원에서 제시되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문서화된
(written) 정책지침과 사업목표 및 추진절차의 존재여부 그리고 사업예산의 할당수준
￭ 전문화(specialization)
: 총연맹 또는 개별 노조 수준에서 조직화산업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위원회의 구성
과 상근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 중심성(centrality)
: 노조부흥전략의 일환으로서 조직화사업에 부여되는 우선순위의 중요도로서 조직화
활동을 위한 투입 예산의 크기와 노조운동의 실천지향을 가늠하는 조직화모델로의 활동방
식 전환 여부
② 조직화사업의 대상 선정(targeting)
￭ 조직 확장(expansion)
: 기존 노조사업장에서의 신규 조합원의 충원활동으로서 ‘내부조직화(internal
organizing)'에 주력하는지, 또는 미조직 부문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는 소위 조직 확장
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 조직외연 확대(enlargement)
: 기존 조합원들의 인구적 특성이나 고용구조에 부합하는 노동자집단의 추가 조직화
로 접근하는지, 또는 여성․소수인종․청년․비정규직 등의 새로운 노동자집단에 대한 조직화
를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
￭ 조직화 강도(depth)
: 조직화모델과 서비스모델간의 지향점을 대표하는 것으로 노조의 조직적 근거지를
확보-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는지, 또는 개별 조합원의 충원을 위주로 활동 전개하는지에 대
한 전략적 선택
③ 조직화 방법(methods)
￭ 조직화집중(concentration)
: 조직화사업의 추진방식이 미조직대상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와 온라인매체 등에 의
존하는 분산적인 형태를 갖는지, 또는 특정 조직대상 집단에 대해 상당 기간 전문적인 활
동역량의 투입을 통해 집중적이며 전략적인 조직화캠페인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
￭ 조직화 대상(focus)
: 조직화사업의 추진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즉사용자의 노조 승인 또는
노조활동 지원을 확보하려 주력할 것인지, 또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조가입을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
￭ 조직적 집단성(collectivism)
: 노동자들을 신규 조합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서
비스 제공(서비스모델)에 치중할 것인지, 또는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활동가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의 전략적 선택
자료 : Herry & Adler(2004:50～51).

이와 같은 조직화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활동가의 역할인데, 외국의 조직화 학교에서는
조직 활동가들의 조직화 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사업 내용과 작업지시서(매뉴얼)를 통한 평가
(체크리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조직화 사례를 보면 조직화 사업은 초기 전략이 중요하며, 특히

조직 대상의 선정이나 조직 사업에 대한 비밀 유지가 성공의 핵심이다. 또한 조직화 과정에서 조직 활
동가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특정 요일과 시간: 작업장, 교회, 집 등)과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조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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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는 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노동법, 상담 및 회의기술, 활동기법(전단지 작
성, 피케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harpe,

2004).6)

반면 노조 조직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직화 전략에 비판적인 논자들은그것이 기
껏해야 미봉책이나 성과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논자들은 “조직화 전략을 조직화의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Moody,
2003; Turberville, 2004).

1997; Stirling, 2005; Fairbrother,

또한 조직화 모델 에 대해서도 조직활동가 주도로 조직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노조 재활성화
의 측면에서 조직화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많은 이들에게 공통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상기시키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집합적 노력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사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화 모델을 채택하는 근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에 주목한다면, 노조 조직화 모델이 개별 나라들의 상이한 맥락 속에서 존재
하는 노동조합의 상황과 위기 해결에 꼭 적절한 해답인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2. 노조 조직화를 위한 조건과 과제7)
그렇다면 서구의 노동운동 조직화 전략이 한국 노동운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서구에
서 노조 조직화 모델은 기존의 노조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변화였다. 한국 민주노총의 노조 조
직화 전략 또한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검토되고 진행되었다. 때문에 현 시기 한국의 민주노총이 진행하
고 있는 전략 조직화 사업은 노조 조직화의 의지나 목표 방법 등에 있어 부족한 지점이 많다. 기존의
민주노총 및 산하조직의 조직화 방안을 다룬 연구결과(윤진호․김종진․이시균․진숙경,
2006bc;

김종진․남우근,

2007)

2006;

김종진,

또한 나름의 조직화 방향을 제시한 측면은 있으나, 조직화 방안을 노조

재활성화의 측면에서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민주노조 진영에서 노조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노조 조직화의 구성요소와 차원
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직화 전략은 노동운동이 거듭나기(부활,
소생, 재활성화)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 유일한 방안(one

best way)은

아니다.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력의 변화에 따라 조직화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노조 조직화에 대한 논의
또한 조직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 데 다양한 이론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화 논
의에서 중요한 이론은 자원동원론인데, 이 이론은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이
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발생 과정

6) 미국 호텔노조(HERE)의 캘리포니아 지역(Local B)의 Bayview Campaigns 조직화 사업(190명) 당시 조직 활
동가의 역할을 보면 190명의 사업장을 조직하기 위해 1명의 조직 활동가는 36명의 노동자를 조직화 기구(위
원회)에 참여하게 했으며, 이 36명의 노동자들은 현장 190명 노동자들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특
히 해당 조직 활동가는 36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노조교육(참여교육)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사용자 & 중간관리자의 태도)에 대한 대처 기법(집단적 대응 등)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조
직화 전략을 수립(고참 포섭 등)하는 등의 교육훈련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였다. 게다가 조직 활동가
는 피케팅, 전단지 작성 등의 활동기술 등도 갖고 있어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Sharpe(2004)를 참조할 것.
7) 본 절은 김종진(200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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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적된 사회적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과 동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Diani,
1998).

한국 노동조합 조직화와 동원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동의 발흥을 주도하는 핵심인력 등
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며, 운동의 확산과정을 보면 합의동원과 같은 의미형성과정보다는 운동 이전부
터 존재하는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운동의 안정화에는 안정적인 자원동원이 필요하
며, 이는 운동 주체의 전략과 함께 노동자 집단의 시장 위치도 중요한 요인이다(정이환,

2000:981).8)

물

론 노동조합 조직화에 있어서는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가치 그리고 동
원의 잠재력이 필요하다(McAdam

& Snow, 1997:127; Klandermans, 1984:585).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

화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 자원의 투입보다는 내부 자원의 투입이 더 중요하다(정이환,

2000).

다른 한편

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대한 한 설명은 조직율이 국가의 태도나 노동자 혹은 활동가들의 의식적 노
력,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며, 노조 조직화에는 참여 비용이나 자원동원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조돈문,

2004:316).

통상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은 주변화되었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은 노조 조직
화와 통합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집합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력의 정도),

△국가 자본의 태도 참여비용 동원 활동 △이데올로기적 활동가들의 여부 의식적
/

(

/

△자연발생적인 동원 자발적 조직화 의
(

)

),

3가지로

(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와 자본의 태도 문제

일반적으로 민주화의 성과로 인한 서구 나라들에서 국가와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덜 억압적이다. 물론 국가(정부)와 자본(사용자)의 성격으로 보면, 노동조
합에 대한 통제방식은 과거의 억압적 체제보다 구조적이면서 관료적 통제 방식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쉽게 단정 할 수많은 없다. 그럼에도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서의 헤게모니적 전제체제로
표출되는 현상(자본 유출, 공장 폐쇄, 경영이전 공장철수 등)에 비하면 노동 탄압의 정도는 미약한 편이
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자본의 현장 통제 방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공부문은 노조
조직화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 이데올로기적 활동가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경우 내부 자원의 투여가 중요
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노조 조직화 모델을 채택한 미국, 호주, 영국의 노조에서는 조직화의
주요한 대상을 취약 부문과 계층에 조직 활동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주요 조직화 대상이 대부
분 서비스산업과 취약집단(여성, 저임금, 소수자 등)인지라 활동가 대부분의 조직 활동도 이에 맞추어져
8) 조효래(2008)는 제조업 중 금속산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발생과 과정을 고찰하면서, 정치적인 기
회구조보다는 내부적인 대중투쟁들과 조직력 강화과정이 조합 결성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노조 결성이후 사내하청 노동운동의 성장은 ①비정규직노조의 대중동원 역량, ②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같은
외부자원의 동원, ③원청 사용자의 억압강도와 통제의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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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방식 또한 조직 활동가에 의한 조직화 방안을 선택했다.
한편 조직 활동가들의 조직화 방식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조직활 동가가 지역 차원에서 조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역의 노동조합이나 단체 등을 통한 정보나 물적․인적인 자원을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와 시
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켰다. 때문에 노조 조직화 방식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3) 자연발생적 동원 문제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례(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직 등)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조직화로 연결된 주요한 기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높은 불만이 조직화와 동원화의
잠재력(mobilization

potential)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즉, 노동조합의 형성은 이데올로기적 활동가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조직화보다는 자발적 조직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의
대부분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잠재력이 조직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때문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 자연발생적 동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발적 조직화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시기와때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진영
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적 형성의 시기를 앞당기고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일상적 선전전, 상담소 운영,
교육, 연대활동, 후원활동 등)이 필요하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
간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
그림

<

2-2-1>

노동계급의 조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9)

자료 : 조돈문(2004)

끝으로 노동운동진영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인들이
9) 노동조합 가입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현재 노조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조 가입을 희망
하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좌절된 수요(revealed frustrated)’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조접근 기회 및 가입기회의 제한이라는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이
채워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노동조합의 보호 및 대변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한 혹은 스스로 포기한 상당한
크기의‘은폐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윤진호․김종진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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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외적 환경과 요인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노
동계급의 내적 헤게모니 여부, 사회적 반응,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여부(시민사회단체 등), 언론(대안매
체)과 진보정당의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서구의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노동운동의 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도된 측면이 크다. 특히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 영미권의 나라들이 노조 조직화 전략을
채택한 경우인데,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해 자국의 노
동조합 헤게모니나 조직률 등의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경우다. 반면, 조직화 모
델을 선택하지 않는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적 환경이 노조에 유리한 조건이며, 단
체교섭제도 등의 노사관계 제도화 수준 높고 안정적인 상황인지라 노조 조직화 모델을 선택하지는 않
았다.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시장지향적 자본주의 유형의 나라들(영미형)에서 선택된 노조 전
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노동조합 권력과 자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의 유지(서비
스)와 충원(조직화)을 통해 노동조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의 노동조합 조직화 전략이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기본적
으로 노조 조직화 전략 문제는 자본의 지구화(신자유주의, 탈규제,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대응하는 노
동조합 대응방안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노조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변화(조
직화 전략 선택)였다. 하지만 노조 조직화 전략을 선택한 나라들의 경우 조직화 전략이 중요시되고는
있으나, 과연 노조 재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영국
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조직화 전략 하
나만으로 조직률 하락이라는 대세를 막기에는 한계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직화 모델은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에서 선택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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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사업 평가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전개는 크게는 2개의 시기, 조금 더 나누면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 시기는 5억원 기금모금을 추진했던

2000년부터

모금이 실패로 판명된

고(2000~2002년), 둘째 시기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조직화 사업을 수행토록 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05년을

2007년까지의

50억원의

2003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이

조직활동가를 파견하여 전략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다시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조직화기금 모금을 매개로 본격적인 조직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기점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계기와 전환점은 예산확보의 필요성 제기로부터 이루어졌다. 이
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기금모금 사업은 조직화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게 되었다
는 것과 동시에 해당 전략에 대한 전 조직적 실행의 의지를 갖추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사실 조직활동가 파견으로 집약되는 전략조직화 사업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조직화를 통한 조직확대는 정규직 중심의 노
동조합운동이 낳게 될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장기 계획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흔히 전략적 과제
나 목표로 불리는 이러한 계획은 여러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전략적 과제를 제출하고 전파시키는
단위의 존재 여부와 그 역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중간 계층의 조직과 담당자들이 있
는가,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이 별도의 수입원이
없이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에 의존하는 조직의 경우 기존 구성원들의 참여 혹은 이들의 참여를 조직하
는 주체와 문화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평가의 지점을 낼 수 있다. 평가의
지점들은 결국 민주노총이 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하고 집행했던 영역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
가가 될 것이다. 즉, '전략적 과제로 설정된 비정규사업을 위한 인력과 자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
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력과 자원은 적절하게 (시스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혹은 '이들 영역에서
확보될 전망이나 조직될 전망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선 민주노총에서 조직화 전략이 형성되고 수행된 과정을 연도별로 서술한 후 평가를 하도
록 한다.
1)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방침 변화

(1)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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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세운 것은

2000년이다.

민주노총 출범 당시부터 비정

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었으나 특정 부문에 해당되는 문제, 혹은 전면화되지 않은 부분
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틈탄 자본의 대공세와 수세적 국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실현하기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
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월

17차

2000년 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사업방향으로 미조직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으로

배치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재정 및 인력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동
시에 5만인 선언을 통해 1인당 1만원, 총 5억원의 미조직조직화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3

단계로 입안된 계획의 중심내용은 미조직조직화 사업체계 마련 및 담당자 선임, 마련된 재원을 통한 조
직활동가 훈련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조직조직화 사업은 조직실
산하 조직2국과 미조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 절대적이었다고 평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측은

2000년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남긴 것이 미조직 조직화사업

영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5억원 기금 모금 사업의 성과가 1억원 모금에도 미치지 못했고, 조직
내부에 이를 둘러싼 쟁점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대응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
에 적극 조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미조직 조직화사업 과제와 목표에 따라 집행된 사업들을 보면, 첫째 미조직 기금 5억원 모금운동,
둘째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사업, 셋째 미조직특위 구성과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5억원 기금사업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86,395,807원이

모금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이러한 성과도 금속산업연맹 소

속 중소영세사업장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사업은 중앙에서의
보험설계사 조직화사업, 전국건설운송노조 결성, 서울지역본부의 학습지 단일노조 결성, 한국통신 계약
직 노조 결성 등으로 사업이 확산되었다. 한편, 총연맹 중앙에 미조직특위가 상설위원회 기구로 설치되
어 각 지역본부와 연맹별로 미조직특위가 설치되고 미조직담당자가 배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
직체계의 구축은 5차례의 기획회의, 5차례의 미조직 담당자 수련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을 점검
하고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본부와 연맹별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사업체
계의 수립은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다.
`(2) 2001년
2001년

정기대의원대회(19차)에서는 조직전략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으로 확대, 전환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총연맹의 미조직조직
화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미조직조직화 사업의 안정적인 체계를 연맹과 지역본부별로 구축하는 한편,
2002년까지

시(지구)협의회에 노동상담소를 개설한다는 목표가 이때 결의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전 조직차원에서 통일적, 위력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비정

▲미조직 조직화 사업체계가 중심적인
조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직쟁의실을 분리해 미조직사업실 신설 ▲산하 각 조직에 미조직특위와 미
조직 사업국을 설치하도록 조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를 우선
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내용을 강령에 포함시키는 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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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 미조직특위는 설치 2년차가 되었음에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경우에는 경기본부, 경남본부, 대구본부, 보건의료노조,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에서만 정착되
었을 뿐, 나머지 조직에서는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되지 못하였다. 조직화사업의 경우 업종이나 고용형
태별로 진행되었으나 지역적 특성이나 활동조건에 따라 조직화의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렀으며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기업별 단위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과 유지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 단일직종의
비정규직 노조도 노조결성 이후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
수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화 방식에서의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연맹과 지역본부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 지역에서 조직되는 일반노조와 부문별 조직과의 관계문제 등 조직화영역을 넓히는 문제
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8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이후에도 미집행되었고 조직
화방식 연구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 이는 미조직특위 사업을 전국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치
되었으나 이를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사업집행, 전국화와 조직강화의 미비로 귀결되었다.
노동상담소 개설은 지속적으로 준비팀 회의를 수행하였으나 충실하지 못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동상담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논의되는 등 실질적인 상담소 운영에 관련된 논
의들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규약 및 강령개정을 위한 준비사업으로는 규약 및 강령개정 홍보소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했다. 2년째 접어든 미조직기금 모금은
진을 면치 못해 목표액의
부에

50%씩

되어서도 부

모금된데 불과하였다. 본래 모금액은 중앙과 지역본

배분되어 집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금액수가 너무 작아 중앙에서 배정받아

사용한 금액이
남본부가

24%인 1억2천6백만원이

2001년 12월말이

2000년 3천여만원, 2001년 3천8백여만원이고

650만원을

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 1천2백여만원, 경

지급받았을 뿐 대부분 지역본부가 2백여만원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왜 모금해야 하는가라는 산하조직의 문제제기, 모금과정에서 모금결과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분열로 나타나는 논의들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2년간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령개정운동과
모금운동, 홍보책자와 모금운동,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조직화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
지 않고 있다. 일례로 강령규약 개정사업은 비정규직 사업의 중요성을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결의를
모아내는 한편 미조직 사업 혁신의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나 소책자 발간 사업 수준으로 전
락되었으며 그나마 집행되지 못했다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
(3) 2002년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23차)는 총연맹의 주요 사업방침을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로 명확히 설정한다

는 것으로 정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첫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를 1차
조직대상으로 하고 규약개정을 통한 가입운동을 중장기적인 조직화전략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조직내부의 선전홍보와 비정규직 공동단협을 요구함으로써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 촉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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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와 조직화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화 원칙과 방안을 통일시킴으로써 공동조직계획 마련

▲규약개

정과 비정규직 조직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확대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민
주노총 미조직특위를 강화하기 위해 특위장, 조직쟁의실, 정책기획실, 교육선전실 등으로 미조직 특위
기획회의를 운영하고, 미조직 특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연맹과 지역본부에 특위설치 및 특위장과 미조직
조직담당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소영세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5억기금 완납을 조직하기로 하였다(2001년

12월

현재

126,046,945원

모금).

이들 사업을 위한 조건 형성으로 조직2국의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미조직 조직화 전략 및 방침 마련과
토론회, 비정규직 유형별 조직화 투쟁사례 분석과 토론회, 간부, 조합원용 교육자료 발간, 비정규직 노
조 간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속대책 마련(2003년
실시) 등을 수립하였다.

▲임단협투쟁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위한 법 제개정투쟁 ▲정
책연구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직화사업 ▲미조직특위 체계 확립과 회의체계 강화로 설정하였다
한편 미조직특별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

여기서 조직화사업과 관련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억기금 모금은
1년

동안 추가로 모금된 금액이 4천여만원으로,

25%에

2000년

모금 결의 후 3년 동안 모금된 총액은 목표액의

불과한 1억6천3백만원이었다. 5억 기금 모금은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총연맹과 연맹의 사업추진 미흡, 모금운동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
해 부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별도의 모금이 아닌 경상 사업예산의 확보를 통
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조직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총의 중심적인 사업과제와 전략으로 정립되었으나, 이에 걸맞
는 사업배치와 사업주체, 사업체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미조직특위장은 상당수 조직에서 선임되지 않았거나 선임되더라도 형식적일 뿐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담당자는 있으나 중심업무가 아니거나 중복 업무로 인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체계의 측면에서, 각급 조직에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나 미조직특위가
없고 있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담자의 부재와 함께 전국적인 사업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조직특위가 사업단위가 아니라 회의체로서의 역할 이상을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직화 사업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인 조직
화 열망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장기의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 공세적인 조직
화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주요하게 제기된 과제는 인력과 재정의 투여, 사업체계 구축, 조직문화환경 조성
등이었다. ‘민주노총의 중심전략과 중심사업으로서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사업전담자와 예산이 있어야 한다. 단순 담당자가 아니라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조직활동
가를 육성하여 현장과 각급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 전체 사업비의
2007년까지는

전체 사업비의

30%가

10%

이상을

2003년에

배2정하고

투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사업부서를 설치하고 미조직특위

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적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정규직 조직노동자 중심의
사업에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
고 전조직적 실천과 집중 전략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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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3년
2002년의
'5대

평가는

2003년에

들어와 민주노총의 조직화전략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도록 하였다.

핵심 부문 조직화 사업을 위한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조직화의 주요 대상(target)을 의미하는

5

대 핵심부문으로는 하청노동자, 서비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건설 일용노동자
등이 선정되었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핵심 조직화사업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가능성
있고 파급력이 강한 곳부터 조직하여 전체로 확대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5개년 계
획으로 각급 조직 재정, 인력을 조직사업에 확대 배치하도록 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준으로 매년

5%씩

증가시켜

2007년에는 30%가

2003년 10%를

기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이를 위한 4대 핵심사

업으로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조직화, 차별철폐와 생존권보장, 조직문화환경 개선과 조직화 전략 캠페인
사업, 전국적 사업체계-시스템 구축과 강화를 제출하였다.
한편 미조직특위는 5년간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제출, 1단계 사업으로 전략조직화 사업, 차별철폐투쟁,
교육사업, 문화환경개선전략 캠페인, 정책사업 등 5개 영역의 사업내용을 제출하였다.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조직화의 경우

2003년은

대중조직화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 조직화방안 마련까지의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조직활동가와 비정규직 현장간부 육성은

100명의

조직활동가와

300명의

비정규직 간부

대오 육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조직활동가 학교를 개설하여 기존 활동가와 신규활동가 각

50명

을 배출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조직문화환경 개선 및 전략캠페인 사업은 조직내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 공유와 문제해결, 조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캠페인과 교육선전사업을 추
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또한 미조직 5억 기금 완납을 목표로 하였다. 전국적 사업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를 배치하되

⑴

총연맹에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실을 설치 운영하고 연맹과 지역본부는 사업전담자

2004년까지는

전담사업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⑵

미조직특위를 사업체계로 강화하고 전

국적 조직화 사업망으로 연결하는 한편, 각 지역본부 상담소(법률센터)의 기능을 조직상담과 조직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⑶

비정규직 주체단위의 강화를 위해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와 전국지역(일반)

노조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⑷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한다는 등의 계획을 수립

하였다.
2003년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전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첫해이다. 총연맹은 5대 전략사업부문을 선정해 조직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추진의 단위와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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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전략조직화 사업추진 단위와 방식

전략사업부문

사업추진단위

추진방식

하청노동자

총연맹: 불법파견 근절 대책회의
연맹: 미조직 특위
단위노조: 비정규특위, 사업담당자

연맹중심, 총연맹 지원

서비스·유통노동자

조직화 연구팀

총연맹 중심, 해당연맹/
관련단체와 사업추진

특수고용
노동자

화물운송

화물연댈 지원대책팀, 정책연구팀

건설운송

논의안됨

골프장

진행안됨

학습지

논의안됨

텔레마케터

진행안됨

해당연맹과 총연맹이
함께 사업진행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

전략기획팀 추진 중

연맹중심, 총연맹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간담회 정례화->논의 유보

연맹중심, 총연맹 지원

단위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연맹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점검이 되
지 않았다.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 근절을 매개로 한 조직화와 투쟁이 상급조직과 각 사업장의 공유
와 준비부족으로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조직활동가와 비정규직 현장간부 육성사업은 4개 영역으로 시행되었다. 조직활동가 학교는 연맹과 지역
의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실시했으며 총42명이 참가했다. 신규조직활동가
학교는 비정규 미조직 운동을 전망으로 결의한 예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18명이

참가하였다.

그 외에 비정규직 현장간부 대상 교육은 시설관리노조와 학습지노조, 지역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사내하청 조직활동가 학교는 진행하지 못했다.
조직문화 환경개선 및 전략캠페인 사업은 연구사업과 캠페인 사업, 선전사업, 5억기금모금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연구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기금은

2003년에 3,628,000원을

추가 모금하는데 그쳤다. 그

외에 각종 캠페인과 선전사업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미조직특위 강화와 전국적 사업시스템 구축계획은 크게 4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계획과 실제 집행 현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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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1-2>

전략조직화 사업시스템 구축계획

사업영역

계획

전담자 확
보와 사업
체계 설치

▲방침
-연맹과 지역본부 사업전담자 배치
-2004년까지 전담부서 설치
-500명 이상 사업장 담당자 배치
▲조직의 조건을 고려하되 각급 조직
은 2003년 사업비의 10% 이상을 비
정규노동자 조직사업에 배치

미조직특
위구성
사업시스
템구축

▲연맹, 지역본부 상반기 미조직특위
구성과 특위장 선임
▲각 조직단위 연결하는 전국적 사업
시스템 구축: 3/4분기 완료

비정규직
주체단위
강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성
▲전국 지역일반노조 연대회의 결합
▲지역별 비정규연대회의 구성

비정규사
업 연대단
위 구성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사
업단 구성:3월
▲불안정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연
대회의 구성:상반기 지역별 구성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노동기본
권 보장 공대위 강화

집행
▲사업담당자 및 전담자
- 연맹 22명의 담당자 중 전담자 9명,
지역본부 20명의 담당자 중 전담자 4명
▲전담부서 확보조직: 공공연맹과 보건
의료노조/건설연맹, 여성연맹, 비정규교
수노조, 운송하역노조는 골간사업으로
전개, 5개 지역본부
▲10% 이상 예산확보:운송하역노조/6개
지역본부
▲5개연맹, 2개본부 제외하고 구성
▲4개연맹, 3개본부 미선임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준
비위 구성:2004상반기 출범예정
▲지역일반노조 연대회의 결합:서울본부
에서 결합
▲지역별 비정규연대회의 구성:서울지역
에만 운영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
단:5월 구성, 비정기 회의진행
▲불안정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연대
회의: 3개 지역본부 구성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공대위:역할, 활동 미비

이에 대한 평가는 전략사업 1차년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미조직 비정규사업이
민주노총의 중심 전략사업으로 모색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
어지고 있다. 조직활동가 학교를 2회, 비정규현장 간부학교를 3회 진행하면서 사업주체를 발굴 육성하
였고 이에 따라 중장기 전망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 사업의 조직적 공유와 절박성이 부족하고 주체동력이 미흡하여
실천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 사업이 현안에 대한 대응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사업의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미조직특위는 활동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하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정에 따른 집행의 미비, 운영상의 문제점, 현안 사업에 종속당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직 내에
서 비정규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
(5) 2004년
2004년은 5개년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2년차가 되는 해로서 5대 전략조직화사업과 조직문화환경개선 사

업을 중심에 둔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첫째,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 조직화사업을 위해 5대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방침을 세웠
다. 이에 따라

①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업장에 원하청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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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변경과 집단적 직가입을 통한 통합 조직 건설을 추진한다.

유통서비스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직화

②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조직활동가 현장교육을 통해 현장활동가를 배출한다. 이어 유통서비스 전략조직화
사업단을 구성하여 활동한다.

③

공공서비스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사업단위를 구성한다.

④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수고용

대책본부 강화를 통해 일상적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전망하에 활동하는 조직간부를 육성한
다.

⑤

건설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한

다는 세부 방침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

150명의

조직활동가와

비정규직 현장간부 교육

▲전

▲ 활동주체간 연대와 교류 강화를 위해 전국비정

략사업의 전진기지로 비정규직 전략조직 센타 구성
규직 활동가 수련회와 인터넷 모임방 신설 등

300명의

▲ 임시계약직 실태와 여성노동자 조직 연구팀 구성 등

이 제시되었다.
둘째, 조직문화환경개선(혁신)사업으로는

①

비정규 강령 제개정운동을 통해 총연맹과 연맹의 강령을

개정하고 단위노조의 규약과 규칙을 변경한다

②

비정규직 조직화와 연대노조 운동을 위한 교육을 일

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연대노조 운동 실천 교육강사단

50명을

확보하고 또한 통일된 교육자료를 마

련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셋째, 사업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해서
미조직특위 강화,
⑤

④

각급 조직단위 전담자를 확보하고,

①

각급 조직단위 예산을 전체사업비의

15%

②

비정규실 신설,

③

이상 미조직비정규 예산으로 확보하고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연대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 세

워졌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각 영역별로 집행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5개

부문의 전략조직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산하조직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실패, 현안문제의 발생 등으

로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다. 상급조직 간부 조직활동가 학교는 참가생이 없어 취소되었고, 현장간부 조
직활동가 학교는

18명이

수료했으며 신규 조직활동가 학교는 2차에 걸쳐

40여명이

화환경개선사업 중 강령규약 개정사업은 조직혁신 사업의 일부로 배치되어
표로 진행 중이며, 교육강사단 수련회에는

18명이

2005년

참가하였다. 조직문
사업계획 수립을 목

참가했으나 실제 강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까지는 나

아가지 못했다. 사업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일상화되고는 있으나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체적으로 회의 참가율이 연맹

38%,

지역본부

48%로

저조하다. 이는 미조직특위 운영의 관성화와 미조

직특위 회의가 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주체의 경우

2003년에

비해 사업담당자는 감소했고, 전담자 수는 변화가 없어 담당 주체가 양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사업담당자는

2003년

감소했고, 사업전담자는

연맹

2003년

22명,

지역본부

연맹 9명에서

역량으로 인해 미조직특위가 7개 연맹,

11개

10명,

20명이었으나 2004년

연맹

12명,

지역본부

11명으로

지역본부는 2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적

지역본부에 구성되었음에도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비

정규직 관련 예산은 예년에 비해 상당한 비중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공공, 금속, 건설, 보건의료노조 등
에 편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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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략 조직화 측면에서 사업이 정체된 것은 미조직특위가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집중함으로써
비정규직 관련 투쟁이 중심 활동내용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비정규관련 투쟁의
경우 조직의 골간사업이나 조직쟁의 차원에서 다루고 미조직특위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 점검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비정규 미조직 사업은 민주노총 중심 사업과제로 정립되었고 주요 사업으로 진
행되고 있다.
사업,

98-99년

2001년 3대

비정규직 문제의 확산과 문제인식 태동,

투쟁 및 7대 임단협 요구,

2002년

2000년

미조직특위 구성과 5억 기금모금

중심사업과제와 요구로 전면화,

계획 수립과 전략조직화 사업, 사업예산, 체계, 담당자 확대,

2004년

2003년 5개년

사업

예산확대와 사업체계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가 활성화되고 전략조직화 사업이 조직전략 과제로 제기되었음에도 전략
조직 사업 2년이 지난 시점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은 정체상태에 있고 제
반 사업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과 체
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즉, 자발적 조직화 요구, 소극적, 수세적 상담 위주의 조직화에서
전략적 조직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연맹의 경우 각급 단위 전략사업에 정책
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며 최소한의 점검조차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총연맹의 기
본 사업 역량과 체계, 조직문화, 환경,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총연맹 비정규실은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 투쟁, 현안투쟁 지원, 법률, 정책사업 등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반면 전략조직화를 위
한 연구 정책 사업에 역량을 투여하고 있지 못해 조직화 사업을 점검, 지원, 관장할 체계와 역량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조직화사업을 전개할 조직활동가를 육성, 배치하고 있지도 못하며,
비정규실도 비정규직 관련 조직유지 관리와 투쟁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전략적 계획과 사업배치, 인력과 재정의 배치
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략사업은 그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고
수년에 걸친 꾸준한 조직사업, 조직적 힘을 싣는 사업배치와 이를 위한 인력과 재정을 집중투여 해야
한다. 또한 각급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체계적으로 투입해야 함에도 현재의 전략사업은
기존 조직사업의 강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안문제와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 천착하게 되
면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전략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
치하고 전략적 사업을 위한 사업체계-전략조직화센터 건설이 필요하다.
(6) 2005년
2005년의

한

50억

비정규·미조직 조직방침은 비정규조직센터의 설치와 고용안정센터의 전환, 조직화 사업을 위

기금 모금, 이주노동자 조직화방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

전략적 조직화를 위해 유급 조직활동가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을 집중 조직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출되었다. 즉, 비정규 사업이 중심
과제로 정립되었으나 조직화사업은 정체하여 계급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임단협 시기 비정
규 요구의 제기 및 최저임금투쟁,

2004년

하반기 비정규요구를 내건 총파업 수행, 조직화의 활성화와

- 31 -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와 투쟁 전개 등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정규직 중
심의 관성으로 조직화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5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사업의 질적

인 전환을 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인적, 물적 역량
을 집중해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 전략적 조직화 활동을 위해서는
(집중

조직화 대상 설정)

②

①

조직화 대상을 집중하고

이에 걸맞는 전략 조직단위를 조직하고(5대 전략사업 중심)

③

이 조직화

사업을 담당할 조직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필
요하다. 그리고 모금사업은 전조합원이 새롭게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자 민주노조 운동
의 연대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금은 정책연구, 교육선전, 조직활동가 양성, 유급
조직활동가 채용 등에 사용한다. 특히 전략사업을 위한 조직활동가 활동비(임금)을 3년간 지급하고, 예
산은 연맹과 지역본부별로 전략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중집에서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다만 각 조직
전략사업 예산 중 인력운영에 대한 예산만 기금에서 집행하고 이외 사업예산은 각 조직별로 일반예산
에서 확보하도록 하였다. 모금 방식은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비정규 기금 납부를 대의원대회나 총회에
서 의결하고

2005년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일괄 공제할 것을 결의하도록 한다.

한편 비정규조직센터에 대해서는 전략적 조직화를 위한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며 추진할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전략조직화 단위의 조직방침과 체계적인 조직화 기획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과 조직활동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역할 범위는 전 조
직적 비정규 사업의 기획과 조정, 정책 수립,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선전 등으로 설정되었다. 비정규조
직센터는 민주노총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비정규실 사업을 이관하되 비정규투쟁사업은 조직실로,
정책사업은 정책실로 이관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비정규센터의 운영과 체계는 민주노총 임원이 센터
장을, 연맹과 지역본부의 미조직특위장이 운영위원을 담당하고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간부를 두는 것으
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센터-미조직특위-전략사업단위-각급조직단위로 이어지는 전략조직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안정센터는 비정규직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여 조직화의 저변을 만들고 확대
할 수 있도록 비정규 고용안정 중심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고
용안정센터를 설립해 비정규 고용안정 서비스 사업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과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하반기 예산확보를 통해

터 시범지역을 설치 운영하되

2007년부터는

2006년

하반기부

전 지역에 고용안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정규조직화전략 연구사업은 일정이 늦어졌으나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전략조직화 방안은 각급 조직의
비정규 담당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담당한 각
급 조직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략 사업체계를 갖추는 등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금은

2005년 12월

50억

현재 9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이로 인해 애초

터 시작하기로 했던 조직활동가 학교가 연기되었고,

10월 19일

기금 모

10월

중순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는 기금

모금의 저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였다.
50억

조직화기금 조성사업은

2005년

비정규조직화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의 계획과 결의, 추진을 통해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결합력을 높이고 각
급 조직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금조성 실적 자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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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하다. 이는 총연맹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 미흡, 각급 조직의 조직화와 기금 조성 사업에 대
한 이해도와 절실함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직문화 환경 개선사업은 조직혁신위원회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비정규 사업친화적 사업방향의 설
정, 비정규단위의 의결단위 참여, 강령 및 규약 개정 사업은

2005년에

진행되지 못하고 차기과제로 넘

어가고 말았다.
사업체계는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을 해소하고 비정규조직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미조직비정규
사업실이 담당하던 비정규 관련 조직화, 투쟁지원, 정책관련 사업 중에서 비정규조직화 관련 사업만을
비정규조직센터로 이관하고 투쟁조직과 지원은 조직쟁의실로, 정책관련 사업은 정책실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조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변화과정에서 진행되는 비정규
투쟁에 대한 조직화와 지원에 혼선과 공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조직특위는 9월까지 진행되다
가 비대위 체제인

10월부터

중단되었고, 일부 연맹과 지역본부에 편중된 참여 형태를 보임으로써 비정

규조직화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차를 보였다. 미조직특위 또한 이러한 체
계변화에 따라 비정규투쟁 조직화와 지원, 비정규 입법투쟁 등 정책사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조직화전
략, 조직활동가 학교준비,

50억

기금 조성 방안 등 조직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심의하게 되

었다.
(7) 2006년
2006년

조직사업의 기조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에의 전면적인 돌입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

라 비정규조직센터는

2006년을

조직활동가 양성, 배치를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사

업계획을 입안하였다. 4개 영역으로 입안된 사업계획은
조직화 기금 모금

③

비정규 조직화 사업체계 강화

조직활동가 양성배치는 전체

90명을

④

①

조 직활동가 양성 배치

② 2006년도

비정규

사회적 연대 확장 등이었다.

목표로 3회에 걸쳐 조직활동가 학교를 진행하며, 5대 전략부문에

조직활동가를 배치하되 이에 대한 의결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조직활동가가 배치된
전략단위별로 전략조직화 사업단위를 운영하고 총연맹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전략조
직화 사업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기금모금은

2005년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2006년에도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정규 조직화 사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연맹 비정규센터의 역할을 증대시
키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부문별 전략조직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전략사업단은 해당연맹, 해당노
조, 지역본부, 조직활동가 등이 결합하되 전략사업단내 책임조직은 연맹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총연
맹의 판단하에 지역본부가 관장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전략사업단은 학교를 통해 배출된 조직활동
가가 5대 전략부문에 배치되어 활동할 시점인

2006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내에 모

든 산하조직에 비정규 사업담당자를 선정토록 한다는 목표하에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총연맹-연맹-지역본부간 원활한 사업체계를 마련하고 계통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연대 확장은
비정규 사업을 민주노동당 등 각계각층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한편 조직쟁의실 사업목표로는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 전개가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으로
비정규직 철폐 총력투쟁본부 구성, 비정규 노동자 조직을 위한

2006

캠페인이 설정되었다. 비정규직 철

폐 총력투쟁본부는 총연맹, 산하 각조직으로 구성되며 집행체계는 불법파견, 특수고용 등 정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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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전 담당자로 구성된다. 또한 캠페인은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조직활동가 양성은 총 3차례를 통해
에는 2회에 걸쳐

60명의

90명의

활동가를 교육,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이 중

활동가를 교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금모금이

15억원에

2006년

그치고 있어 1회

24

명의 활동가를 교육한 후 사업추진이 유보되었다. 조직활동가들은 영역별로 제출된 전략조직화 사업계
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8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유통, 공공, 건설 3개 부문과 서울지역에 총
23명이

배치되었다. 배치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평가는 조직활동가가 배치된 연맹과 지역에서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과 함께 전략조직화사업을 위한 기획단회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단은 각 영역별
사업내용에 대한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조직활동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교육프로그램
또는 조직화방안 연구 등)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기획단의 역
할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센터 차원의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조직화기금 모금사업은

2006년 12월

현재

15억 4천만원에

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독려하였으나

그치고 있다. 연맹과의 간담회, 사무처장단

1000명

이상 대기업노조의 납부가 저조해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비정규 조직화 사업체계의 구축과 강화는 총연맹 담당임원, 비정규조직센터, 5대 부문 담당임원이 참여
하는 전략조직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점검과 총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임원의 구
속, 수배 등으로 총화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총연맹-연맹-지역본부간의 원활한 사업체계 마
련 및 계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총연맹 비정규 사업체계는 개편되었으나 산하조직
전반에 걸쳐 비정규 조직사업을 위한 사업체계를 갖춰나가도록 총연맹 차원의 대안제시와 노력이 부족
했다. 다만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공유와 함께 지역본부의 적극적 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활동
가가 배치된 지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다른 한편 비정규투쟁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진
행되면서 비정규조직사업과 투쟁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소통구조 기능을 담당했던 미조직특위가 불안정
하게 운영되었고 여전히 연맹과 지역본부의 참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맹 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총연맹과의 원활한 사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조직활
동가가 배치된 연맹과 지역본부는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렇지 않은 조직은 사업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조직활동가는
연맹별로 배치되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연맹과 지역본부가 함께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모든 지역
에서 사업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총연맹의 비정규사업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미조직비정실의 업무가 투쟁, 조직, 정책으로 담당부서가
분리되면서 사업이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비정규 사업의 총괄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곧 앞에서 제기되었던 제반문제들을 시급히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2) 전략조직화 사업의 이행 경과

(1)

사업 이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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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주된 기조와 계획, 집행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시기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로 조직화 사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

축에 집중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으로 배치하고자
했던 기조 위에서 이를 전담할 조직체계의 확립이 이 시기의 주요한 목표였다. 3년간의 사업에서 주되
게 제기되는 과제는 인력과 재정의 투여, 사업체계의 구축, 조직문화 환경 조성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
나 실상 민주노총 중앙부터 인력과 재정의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쟁의실 산하 조직2국
이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민주노총의 중심사업으로 배치한다는 기
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으로 배치하고자
진행했던 5억원 기금의 경우도 분명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동의나 조직과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중앙과 지역본부가 배분해 사용한다는 원칙만 제시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작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했으나 민주노총의 전략

적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표

<

년 전략조직화 기조 및 계획 대비 집행

3-1-3> 2000~2002

연도

2000년

2001

2002년

2003년부터

주된 기조와 계획
▲중심사업으로 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인력과 재정 배치가 주된 기조
-담당자 선임
-5억원 기금모금
-미조직특위 구성과 운영
-활동가 학교 운영
▲조직체계 정비가 주된 기조
-강령규약개정
-미조직사업실 신설
-산하조직 미조직특위/미조직사업국 설
치 조직화
- 산하조직 인력과 사업비 우선 배치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 설정
-규약개정/산하조직 비정규 조직화
-미조직특위 기획회의 설치
-산하조직 특위장/담당자 선임 조직
-5억기금 완납

집행
-조직쟁의실 산하 조직2국(1인 담당)
-기금 8천6백만원 모금
-연맹별 미조직담당자 배치 시작
-미조직특위 구성 및 회의
-강령규약개정 사업 논의 못함
-조직쟁의실 조직2국체제
-미조직특위, 사업국 설치 미흡
회의 운영은 안정적 진행
-5억기금 모금분 배정 산하조직 사업
기초 제공
`-기금 3년 동안 25%(1억6천)모금
-산하조직 특위장/담당자 선임 부진

시작된 전략적 과제의 상은 3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로 제출되고 있으며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총연맹 중앙에 미조직비정규실이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미조직비정규실
의 설치는 전략적 과제로 제출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된다. 이는 최소한 2가지 측면
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활동 단위로서의 위상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단위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4명이라는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총연맹에
서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의 전략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계획으로 보면 5대 전략부문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력과 재정의 확보 및 조직체계
의 구축이라는 기존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 과제가 단기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하조직들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예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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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2003년

2003년과 2004년의

사업

총연맹의 미조직비정규실 설치를 계기로 제출된 5개년 계획과 집행

실적을 보면 4개 영역에서 명목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2003

년의 경우 전략사업 1차년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전략사업의 토대구축은
사실상
표

<

2000년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적된 사업집행의 결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1-4> 2003-2004

연도

전략조직화 기조 및 계획 대비 집행
주된 기조와 계획

집행
-담당자:연맹 22명(전담 9명), 지역본부
20명(전담 4명)
-전담부서: 6개 연맹, 5개 지역본부
-10% 예산: 1개연맹, 6개 지역본부
-5개연맹, 2개본부 미구성
-4개연맹, 3개본부 특위장 미선임

▲전담자 확보와 사업체계 설치
▲사업비의 10% 이상 배정
▲미조직특위구성과 특위장 선임
2003년

2004년

▲비정규 주체단위 강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성
-전국 지역일반노조 연대회의 결합
-지역별 비정규연대회의 구성
▲비정규사업 연대단위 강화
-비정규노동/차별철폐 사업단
-불안정노동/차별철폐 연대회의
-차별철폐/기본권 보장 공대위 강화
▲5대부문전략사업/조직문화환경개선
-활동가 150,비정규간부 300명 교육
-비정규전략조직센터 구성
-강령/규약개정
-연대실천강사단 50명 확보
-전담자확보/비정규실설치/특위강화
-예산 15% 이상 확보

-대표자 연대회의 준비위 구성
-지역일반노조, 지역별 비정규연대회의
는 서울본부만 결합/구성
-사업단 5월 구성, 비정기 회의
-차별철폐 연대회의: 3개 본부 구성
-공대위:역할, 활동 미비
*5대부문 전략사업 진전 없음
-조직활동가학교 참가자없음
-현장간부, 신규 활동가 학교 58명
-강사단 18명 교육, 강사단 구성못함
-사업담당자 감소/미조직특위 구성되었
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예산 확보는 일부 조직에 편중

결국 전략조직 사업 2년에 대한 평가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은 정체상태에 있고 제반 사업은 지지부
진하며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체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기존의 비정
규실의 사업이 정책과 투쟁에 편중되어 있어 이러한 업무를 분리하고 ‘조직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즉,

2005년의

조직방침은 비정규조직센터의 설치와 고용안정센터의 전환,

50억

기금모

금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비정규조직센터의 역할은 전략적 조직화를 위한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
며 정책과 투쟁 등은 정책실과 조직쟁의실로 이관된다. 그리고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를 양
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50억

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제 비정규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미

조직비정규 사업의 전략적 과제 중에서 ‘조직화’라는 좁은 영역, 즉 5대 전략부문에 배치할 활동가 양
성과 배치, 관리라는 영역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3) 전략조직화사업 이행 평가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과를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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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연화 전략은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함께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 결과 노동자 내
부의 격차가 커지고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조직의 전략적 과제 혹은 중심사업으로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이렇게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 때 수립된 혹은 선택된 전략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 결
정이나 선택은 무의미해진다. 즉,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개
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자원은 조직이 보유하거나 활용가능한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라는 이미지도 하나의 자산일
수 있다. 혹은 민주노총 중앙과 산하 조직간의 협력관계도 자원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자원을 재배
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라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한 조직 정책은 인력과 재정이라
는 자원의 확보, 그리고 이들 자원을 조직 혹은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
서 시스템 구축은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사업을 조직 전체의 전략적 과제로 제출하고 사업을 입안하
며 집행하는 조직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협력관
계나 혹은 조직간의 협력적 관계는 중요한 조직자원이 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전략에서 인력과 재정의 확보, 그리고 이를 시스템화할수 있는 조직자원의 구축을 중요한 수단으로 설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
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노총이 조직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총연맹이 비정규사업을 핵
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수행하고자 한다는 신호를 조직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즉, 총연맹 내에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수
행하는 사업단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단위가 독자적으로 설치된 것은 비정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한지 3년이 지나서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사업의 일관성, 집중성을 유지하기 어렵
고 산하조직에서의 자원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2003년

비정규사업실이 설치됨으

로써 단기적, 간헐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비정규사업실은 비정규사업 전반에 대한 비정규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
행기능을 자체적으로 혹은 미조직특위를 통해 상당부분 확보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사업을 주
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사업실은 비정규 정책, 조직, 투쟁에 걸친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
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비정규사업실은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서 그 위상을 바꾸며 비정규사업 중 조
직화 인력의 양성과 관리라는 극히 협소한 영역으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하고 말았다10). 이는 정책은
정책실로, 투쟁은 조직쟁의실로, 조직화는 비정규센터로 분할 이관한다는 지극히 기능적인 사고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총연맹에서 비정규사업실의 위상과 역할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적 축
10) 그러나 다른 장에서 보듯이 총연맹 비정규센터는 이러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
조직화 사업을 위해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에 파견한 활동가들은 일관되게 민주노총의 자기역할 방기를 제기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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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더 나아가 비정규사업실로 상징되는 총연맹 중앙이 관장하는 미조직특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미조직특위는 산하조직의 자원배분을 강제하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을 전국화하는 시스템
으로 설정되었고, 인력부족이나 전담자의 미배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즉,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전반에 걸친 기획과 집행을 추동하는 단위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센터가 전략조직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과 파견, 관리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해버림에 따라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 전략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하부단위 부서의 담당자나 핵심 관련자들을 최
대한 참여시키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략 형성 과정에 하부단위의 조건을 반영하면서 정확한 정
보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전략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하부
단위 부서를 전략 형성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의사결정 상의 주요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민주노총의 제반 사업을 결정하고 사실상 집행하
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인 산별연맹 위원장이나 지역본부
장은 민주노총의 전체적 관점을 요구받으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사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범위의 민주노총 사업을 집중해서 검토
하거나 고려하기 어렵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업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집행은
명확하게 설정된 사업단위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단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2가지가 된다. 첫째는 민주노총 중앙에서 확
실하고 책임있게 사업을 추동하는 주관단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부 단위 담당자의 참
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일일수록, 또한 조직
전체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사업일수록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별도 단위의 역
할과 기능이 갖는 중요성도 커진다.
이런 점으로 보면,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 유지와 집중성 유지의 실
패, 기금에만 의존한 사업추진과 그로 인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확보의 실패, 파견 활동가들에 대
한 관리, 유지의 실패라는 한계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확보의 실패는 단순히 물적 토대를 갖춘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점에
서 기존 사업 기조 자체의 변경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중 비
정규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다. 예산은 관행대로 배분되거나 내키
는 대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나 권한이 집중된 곳에 할당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결코 중
요한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의 부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의 중심사업이 조직노동자를 축으로 진행되는 관성을 벗
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빌리면 ‘중앙의

50억

50억

기금의 사용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 지역본부의 평가를

기금, 활동가양성 등의 성과가 지역에 배치되지 않고 산별조직과 연맹에 집중되었

다. (지역)본부는 인적역량과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이 설정했던 전략은 총연맹과 산하 각 조직에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과 이들 주체들이 시스템화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사업을 기획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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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이는 현재 산별조직이나 연맹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
루어지고 있는 지역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배치될 수 있는 계기였다. 비정규사업 주체의 문
제와 관련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산별조직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체계에서 지역본부의 역
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기금이라는 자원 또한 산별조직을 중심으로 배분되었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중 하나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즉, 민주노총에서 독자적인 자원과 계획을 가지고 비정규
사업을 추진할만한 산별조직은 금속, 공공, 보건 등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
문인데, 이 경우 비정규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든 자원이든 아니면 미조직특위의 구성이든 소규모 산
별조직은 이를 실행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 산별조직 중심체계에서조차 비정규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은 전체 차원에서는 총연맹 비정규실이,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본부가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종횡으로 그물망을 짜듯이 민주노총의 사업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여
기에 산별조직으로 자원이 배분되더라도 해당 산별조직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에 밀집된 부문을 중심으
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화사업의 경우는 더 그렇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략 조직화
사업은 5대 부문으로 설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와의 관계, 역할 등은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조직과 투쟁은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
본부 산하조직들의 사업결합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의 지역본부가 사업이나 조직관장력을 갖
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별조직 중심의 조직체계와 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서 비정규 조직화와 투쟁사업은 일관된 전략적 내용을 갖추기 어렵다. 산별조직으로 배정되는 인력과
자원은 산별조직에서 다시 한정된 지역으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수
행되어야 하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을 부문별로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중심은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중심은 선언하거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자원을 지역 중심으로 배정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으로 배정된 자원을 어
디에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는 해당 지역본부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역조직이 활
성화되고 사업의 주체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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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평가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서울지역본부 현황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노동조합(산별노조 지부 포함)의 수는 민주노총
직인 시설연맹 제외) 산별연맹․산별노조 소속과 서울본부 직가입노조를 합쳐 총
조합원수는
표

<

노조이며, 총

143,730명이다.

3-2-1>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현황 및 대의원수
조합원수

단위명

구
성
조
직

250개

15개(사고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서울)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병원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서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서울)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
민주노총서울본부 직가입노조
민주버스
화물통준위

노조수
28(27)
47(45)
1
1
1
1
3(2)
1
94(89)
(44)
1
1
1
7(6)
7
(12)

민주택시
구성조직 소계
동부지구협의회
산 서부지구협의회
하 남부지구협의회
조 북부지구협의회
직 남동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산하조직 소계
총계

2007년
6,094
45,156
10,879
260
11,947
1,813
14,851
120
29,607
8,966
500
14,331
2,051
13,282
1,743
9,935
1,176
797
143
2,700

250
22
28
32
19
30
39
170

주 1: ( ) 안은 기업별노조의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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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094
32,517
5,046
264
11,741
1,745
14,839
120
28,596
6,393
500
11,998
2,135
12,413
1,463
6,895
971

기준조합원
대의원수
수
5,607
23,503
1,542
142
10,869
485
12,165
4
15,556
4,325
0
7,768
1,084
10,748
352
5,608
738

6
24
2
0
11
0
12
0
16
4
사고
8
1
11
0
6
0

99,758

101
7
12
9
9
10
10
57
158

공공운
수조직
통합

176,351 143,730

주2 : 서울지역 조합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32,621명이 줄었는데, 서울에 소재한 노조의 편재를 따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이 서울지역 조합원수로 계산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를 정확히 함. 전국공무원노
조의 경우, 조직내부 문제로 조합원 수가 대폭 줄었음.
주3: 지구협의회 참가 노조 수는 지부, 지회, 분회까지 포함한 수치임.
주4: 노동조합의 수 및 조합원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총연맹 및 각 산별연맹․산별노조의 보고를 취합.

(2)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연도별 경과

서울지역본부에서 미조직조직화사업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다.

사업내용은 조직국이 관할하는 상담센터의 상담활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울본부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지역본부의 가장 기본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조직화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영세소
기업, 서비스업종, 여성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상담센터의 주된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상담센터는 3달
간

21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노조설립 상담

24건

중

13건이

실제 노조설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

았다. 그러나 상담센터는 상근자원봉사 2인, 반상근자원봉사 3인, 자원노무사 2인, 지원노무법인으로 운
영하는 등 서울본부 자체의 자원이 아닌 외부자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2000년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총

44개

노조

4,100여명을

조직하는 등 조직화 성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인적/물적 조건이 미비하고 시설업종과 학습지업종을 중심으로 직가입노조가 증
가하는 양상을 낳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본부의 책임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신규노조가 설립
직후 교섭과 투쟁에 돌입하는 조건에서 본부의 지원체계는 한계에 이를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문제를 노동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이
나타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조가 상당수 존재함으로 인해 기존 조직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선
전 사업의 전개와 이를 소화하기 위한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본부의 경우 정치적, 지역적 상징성과 주요 기관의 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조직화대상
도 매우 다양했다. 학습지교사, 한국통신계약직, 방송사 비정규직 등이 차례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처
럼 사업영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서울본부는 상담센터를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미조
직·투쟁사업영역 담당 조직부원 3인, 법률지원 센터 4인 등으로 상근역량도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필요한 재정자원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민주노총 교부금만으로 부족
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
본부는 조합원의무금 납부에 따른 원칙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지역 조합
원이 납부하는 의무금 비율에 따라 서울지역본부로 내려와야 할 교부금

200원

중약

110원

정도가 다

른 지역본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전체 자원의 배분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비정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와 사업단위도 형성되었다.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비정규사업을 중심적으로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단위의 결성으로 대부분 비
정규 노동조합들이 조직과 동시에 노조사수,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면서 노조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들
이 민주노총과 서울본부의 비정규직 투쟁으로 결합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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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서울본부의 비정규사업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비정규노동자를 주체로 한 사업에 주력함으
로써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요구 투쟁을 조직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거의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평가
한다. 어쨌든 비정규조직화에 집중한 결과 총

44개

노조가 신규 조직되었으며 이를 상급단체별로 분류

해보면 화학연맹, 화물노련, 공공연맹, 언론연맹, 금속연맹, 보건의료 등이며 이들 연맹에 속하지 않는
업종으로 시설관리, 학습지, 식당, 제과점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조직사업에 따른 과부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5억
기금 모금운동도 부진하게 진행되었다.

11월

기준 서울지역본부 목표액 1억6천만원의

천7백여만원이 모금되었다. 그나마 전교조가 모금한 1천만원을 제외하면

12%에

불과한

54개노조가 7백만원을

1

모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서울지역본부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주체-미조직·투쟁
활동가-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며 이들을 미조직사업 현장에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2001년은 2000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조직체계상 진전을 보인 해였다. 서울지역 비정규관련노조대책회의

를 계승, 발전시켜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각종 비정규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비정규직 투쟁의 기반과 분위
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요구와 투쟁은 상층의 당위적 결의와 뒤늦
은 비정규 임단협 투쟁지침, 교육용 비디오만 제시되었지 실제 위의 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침과 준비, 실질적 집행과 역량투여는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 관련 사업과 투쟁, 조직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울본부가 과도하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당면 현안투쟁에 매몰되었다고 평가하
고 있다. 즉, 비정규 사업의 외연확대만이 아니라 주체역량에 기반한 사업의 집중점을 잡고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투쟁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점검, 평가하여 이
를 조직지침이나 투쟁지침으로 만들어 투쟁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거나 비정규투쟁의 과정에서 제기되
는 과제에 대해 정책토론이나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비정규투쟁의 공감대확산과 주체형성을 위한 교육
선전 사업 등을 상대적으로 소흘히 하였다는 것이다.
2001년

사업의 수량적 성과는

조설립 상담건수 자체가

12개

30여건으로

노조,

1500명의

조직화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저조하였다. 이는 노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고,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비정

규 투쟁에 역량이 집중됨으로써 신규노조 조직화 사업에 상대적으로 역량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조직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5명의 상근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조직부
원으로 배치하고 기회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2002년

사업은 지난 2년의 사업평가를 토대로 몇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고 정리되었다. 첫째, 비정규사

업의 외연확대보다는 주체역량에 맞게 사업의 집중점을 잡고 내실있게 사업을 전개한다는 면에서는 비
정규 단위노조들의 동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비정규 주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기를 다지기 어려웠고 각종 법제도에 근거한 탄압이 집중되었기 때문
이다. 두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임단협 투쟁의 양적 질적 비약을 조직한다는 면에
서, 서울지역본부는 실질적인 개입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민주노

- 42 -

총 조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울지역본부만의 역량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은
아니다. 세 번째, 비정규 사업 및 투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
사업의 일상화는 상반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교육, 하반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계기로 지구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할 수 있었다.
2003년

비정규 사업은 민주노총 방침에 따른 정규직화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사업

등에 적극 결합하되 비정규 조직주체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단협 투쟁 지원을 주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비정규연대회의를 비정규 단위노조의 조직강화를 위한 월례회의로 조정하
여 각종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계획, 집행하였다. 또한 서울본부 미조직특위를 설치하고 지구협의
회의 경우도 미조직특위장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일부 지구협은 미조직특위장을 선임했고

1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정규 담당자를 3인,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전담자 1인을 배치하는 등 조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본부 산하 6개의 지구협의회가 안정적인 틀을 갖
춤으로써 지역내 다양한 사업과 비정규,미조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미조직특위의 설치, 비정규연대회의의 월례화, 지구협의 안정적 운영 등은 미조직비정규 사업 토대 구
축의 일대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이 미조직특위의 활동내용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조직 설립후 지구협 담당자가 결합한다는 원칙이 지켜짐에 따라 본부와
지구협 사이에 일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설정한 전략사업 5개년 계획의 1년차 추진 상황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단
위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관력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본부 차원의 안정적 진행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04년의

사업은 미조직특위의 강화와 사업내용의 충실화로 요약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다양하게 제출

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사업내용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고, 주되게는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사업흐름에
적극 결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본부 미조직특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비정규 미조직 사업을 적극 전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본부만이 아니라 지구협의회에서 미조직특위장을 선임하여 특위를 건설하고 본
부와 지구협으로 이어지는 특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고 미조직특
위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미조직 전담 소통라인을 마련하고 비정규연대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미조직특위를 안착시킴으로써 안정적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미조직
사업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2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중
2005년

73%가

조직결성 상담을 수행했다. 이중

20.6%인 19건이

노조

생존했다.

사업은 미조직비정규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미조직 상담사업과 일반노조 지

구협의회 등 미조직사업의 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미조직비정규 사업에서 지구협의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서울민중연대와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 사
업의 외연을 확대하여 공세적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과 연동하여 유통서비스, 공공부문비정규직, 정보통신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계획 및 단위
구성을 준비하였다. 또한 조직활동가 육성을 위해 2회에 걸쳐 학교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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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을

교육훈련시켰다.

그러나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지체되고 1명의 전담자가 모든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조건에서 사
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구협의회에 미조직특위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
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나 고민이 부족하고 미조직특위의 사업을
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상적 사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전략사업 대상과 조직화 방안 및 계획)이 부
재하고 기반과 조건(인력, 예산, 미조직특위 활성화)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6년

서울본부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해나가는

시기였다. 전략조직화 사업단을 구성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진
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부문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의

25%

배정, 담당임원과 담

당자, 조직활동가를 확보함으로써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가고 있다. 그러나
전략조직화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략사업단
에 참가하지 않는 조직을 견인하지 못함으로써 전략조직화 사업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서울본부 미조직특별위원회를 서울본부의 전략사업단위로 설정하였으나 전략사업단과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고, 각 지구협의 미조직특위와도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부내에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총괄하고 본부 전체의 사업속에 녹여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
는 평가가 있다. 본부의 전체 사업 속에 미조직비정규 사업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활동들이
담당자의 판단하에 각 영역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성과를 모아내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6년에

나타난 현상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조직상담 및 조직화 사업의 방향전환이다. 즉

2006년

들어

상담건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지역본부로 일원화되었던 미조직 상담 및 조직화가 연맹 단
위로 다변화되고 있는 요인도 있지만 연맹에서 진행하는 상담 역시 실제 조직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민주노총의 영향력 약화, 미조직 노동자들의 소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조
직비정규 조직화와 관련해 연맹단위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가능한 직가입노조로 조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본부는 기초 상담과 초동주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연맹(노조)으로 이관하고 있다. 이
런 과정에서 지구협은 현안투쟁에 대한 지원역할에 머무르게 되었고, 신규사업장의 지구협 결합이 높아
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조직화과정에서 지구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신규조직화와 관련해 연맹과 지역본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정립되거나 종합적인 틀로 구축되지 못
하고 있다. 지역본부의 역할을 연맹이 떠안게 됨에 따라 지역본부와의 결합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본부가 조직하고 연맹으로 이관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본부나 지구협의 영향력이 존재하
는데 비해 연맹이 초기 조직화과정을 담당할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2007년의

사업에서 역량형성과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방향은 첫째, 공세적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미조직․비정규 사업체계를 재정비한다. 셋째,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해 낸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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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단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서울본부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체계를 구축.

서울지역 조직화 사업의 공유, 지원, 집중 등 총괄단위로서의 서울전략사업단, 서비연, 본부내 미조직

비정규 사업체계 정비.
②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원칙과 방향에 입각한 조직화 사

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고 강화.
-

실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정형을 창출: 지역에서의 미조직 사업을 본격화하며, 유통(북부)사업에 본

부 조직활동가 역량을 집중 투여, 지구협의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지원
-

서울전략사업단 강화: 정책팀과 교육팀 활동 강화 등

- (전략)조직화

사업의 확장과 보완: 서울본부 운영위 교육 및 간담회, 지구협 및 단위노조 순회교육, 사

업설명회, 토론회 등 진행.
-

유통부문 비정규 조직화: 이랜드(이랜드 일반노조

-

뉴코아)공동투쟁본부 결합, 북부 및 남동지구협등

유통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에 결합
-

공공부문 비정규 조직화: 공공연맹과 중부지구협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적극

적으로 전개
③

서울비정규연대회의 강화사업

-

서울본부와 서비연의 결합력 강화하고 서비연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

-

주체 강화 사업 전개

-

일상적 연대 강화: 공동 교육 사업과 대중사업 진행. 집중 투쟁사업장 선정

-

안정적인 사업 운영: 2월 사업계획 수련회, 상반기 조합원 대상 대중사업, 7월 상근간부교육, 9월 비

정규노동자 한마당,
-

10월

현장간부교육, 월 1회 기획교육, 토막 교육 등을 진행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선도

④

지역(업종)노조 공동활동의 틀을 마련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

-

지역(업종)노조 워크샵 등 지역(업종)노조 공동의 사업을 마련

-

지역(업종)노조가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⑤

주체 형성 및 발굴 사업과 조직혁신 사업

-

서비연을 통한 비정규 주체 강화와 활동가 양성사업, 교육 및 토론사업 등 진행

-

상하반기 각 1회 조직활동가 학교와 ‘미조직 비정규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배치.

-

전략조직화 사업에 따른 현장활동가 학교 진행하고 서울전략사업단 교육팀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교

육과정 및 내용을 서울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사업에 반영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집행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4개 영역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전체의 조직화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지도집행력은 미약하였으나, 지역차원의 사업이 진행되
기 시작함으로써 조직화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7년

전략조직화사업의 최대성과는 지역별로 조직화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됨으로써 조직화사업을 전

조직적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비정규직문제 미조직조직화사업이
지역연대운동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되고 일정정도 사업의 물리적 틀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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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체를 관장하는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반기 후반이후 사업단이 마비되어 사업
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조직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조직화 핵심사업을
재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조직비정규 사업체계는 여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본부의 미비사업 역량을 적절히 배분
하지 못한 한계 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미조직 비정규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본부내의 체계재편, 각 지구협의 미조직 사업단 추진, 서
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강화 및 서비연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서울본부내의 미비국이
신설되는 등 체계정비를 위한 작업들이 계속되어 이를 통한 서울본부의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보다 체
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투쟁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전략조직화 사업 중
단, 서울전략사업단의 담당자 교체 및 부재, 공공부문에 있어 주요 추진사업단위의 혼동, 미비국내의 소
통부재, 서비연 안정화 실패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해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였지만, 기존의
현장간부를 미조직활동가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간 본부는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을 위해 조직활동가 학교를 배치해 왔으며, 비정규 관련 교육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조직활동가 학교, 본부내의 교육, 서비연의 간부교육 및 다양한 교육, 서울전략사
업단에서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교안 재작성 사업 계획 등은 비정규 노동자가 새로운 운동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
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고민이 녹아들어가고 있다. 향후 다
양한 주체발굴을 위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맞춤교안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정규직화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하였다.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위한 다방면의 시도와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랜드- 뉴코아 투쟁
의 밀착지원, 공공부문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위한 서울시 비정규 대책팀 구성, 비정규 투쟁단위들을
모아내고 사회화 하기위한 비정규투쟁연석회의 구성, 각 지구협별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단 구성,
비정규법 시행에 맞춘 비정규 노동자 행동의 날 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
고 단발적인 사업에 머물렀고, 각 기획단 및 사업단의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3)

서울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특징과 평가

가. 지역본부 자체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과 시스템 확대의 시도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위하고 무작위적인 상담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록 외부자원이긴 하지만 당시
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으며 노무법인의 안정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토대
가 되었다.
상담사업을 통해 조직되는 역량은 서울본부의 조직/투쟁 주체로 전환함에 따라 노조설립 초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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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압에 대응하여 조직을 사수하는 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상호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외부 자원에 의한 조직확대의 외연을 넓히는 사업에서 점차 서울본부 자체의 인적자원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자원을 배치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특위장과 각 지구협의 담당자 선임을 위한 노력이 그것
이다. 각 지구협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조직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직
화 사업을 위한 인적 자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연맹과의 관계 설정: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서울본부의 입지 축소로
2005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단위가 기존의 미조직특별위원회와 중복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각 지구협의 미조직특위와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혼선이 발생하였다. 서울본부가
포괄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하에서 수행하는 조직화 사업은 상호충돌할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서울본부로의 직가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연맹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더욱 커지
게 되었다. 과거에는 조직결성-투쟁-조직안정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서울본부와 각 지구협이 관장하였
으나 이제는 기초 상담과 초동 주체에 대한 교육만 지구협에서 담당하고 연맹이 책임지는 형태로 변함
에 따라 지구협은 보조적이고 지원적 역할에 머물게 되어 지구협과 해당 조직의 결합력이 떨어지는 결
과를 낳았던 것이다.
다. '소극적 상담사업을 통한 광범위한 노조건설 지원'인가, '적극적 공세적 전략조직화 사업'인가
서울지역본부의 조직화사업은 찾아오길 기다리는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본부는
이러한 상담사업을 단순한 법률구제나 민원 해소가 아니라 분명하게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여
기에는 상담에서의 전문성과 조직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였으며 서울본부는 외부의 지원
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한 셈이었다. 이러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조직화와 비교하더라도 결
코 뒤떨어지지 않는 성과를 낳게 되었다. 오히려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취했
다면 조직화 사업은 특정 부문에만 집중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 연맹단위를 조직하는 틀, 연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소조직을 보호/지원하는 틀
서울본부는 다양한 산별연맹 산하 조직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고 동질성을 갖추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럼에도 서울본부는 산별연맹의 중앙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조직들을 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화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상담은 특정 산별연맹이라는 틀에 고정되어 진
행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포괄할 수 있었던 단위가 서울본부라는 조직체계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지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수한 조건이 아닌한 하
나의 산업이나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사업은 그 자체로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산별연맹의 산하 지역조직의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면 그 조직역량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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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감안한다면 서울본부는 조직화 대상에서의 광범위함, 산별연맹 산하조직을 하나의 단위로 연결시
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소조직을 조직화하고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마. 자원의 확보와 산하조직과의 네트웤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적절한 자원의 투입과 자원 투입
의 지속성이다. 서울본부의 경우 외부자원의 활용에서 점차 내부 자원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사업의 성과가 지구협이라는 보다 현장 밀착형 조직구조를 통해 체계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비
정규단위의 조직적 주체화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이러한 체계가 혼선에 빠지

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는 사업을 일관되게 기획하
고 집행하기 위한 담당자의 부재 혹은 사업의 연기(철회)가 자리잡고 있다. 미조직 사업이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것만큼 중심사업으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피하려면 조
직화 사업을 위한 담당자의 선배치, 고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는 본부와 지구협간의 관계에 있
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주 바뀐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여 집
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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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평가

김영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사업 추진 개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산하조직(2개)으로 구성된

97개

2007년

현재 소속 조합원 약

47,000명,

가맹조직

16개

산별 및

사업장 조직, 상근자 9명, 예산 약 1억원 등을 지니고 있다. 의결체계는

총회-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 등이 존재하며, 집행체계에는 집행위원회-임원-사무처장-6국 등이 존재한다.
이외에 5개의 상설 및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부설기관으로 북구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동 본부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효문단지의 화학산업 노동조합들 등 울산공단의
대규모 사업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 굴지의 지역본부이다. 그러나
합원이

61,000명

규모였던 동 본부는

2002년과 2004년에

2001년까지

소속 조

태광산업과 현대중공업 등 주요 가맹조직이 민

주노총을 탈퇴하거나 혹은 제명 처리됨으로써 규모가 적잖게 줄어들었다.
표

<

3-2-2>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직현황(2007년 상반기)

소속 조합원수
2001년
2008년 상반기말
상근자수

61,000명
47,030명
9명

예산

약 1억원

가맹산별조직

16개

사업장 조직

97개

직가입조직수
-

2개

건설연맹
공공연맹/공공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노련
민간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화섬연맹
IT연맹
직가입

3,350명( 2개)
1,798명(17개)
1,754명( 5개)
32,617명(22개)
21명( 1개)
1,486명( 9개)
383명( 4개)
192명( 4개)
465명( 9개)
260명( 4개)
2,326명( 1개)
1,750명(16개)
504명( 3개)
124명( 2개)

자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싸이트(http://ulsan.nodong.org).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조사 결과(2007.8).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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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본부는
8일

2007년

초부터이다. 지역

중점사업으로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지역본부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의 ‘미조직특별위원회’를

10만특위)”로

2007년

2007년 2월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이하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회의를 2월13일에 개최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하였다.

지역본부는 기존의 미비조직화 사업이 신규 조직에 대한 상담과 총연맹 수임 사업 위주로 명맥만 유지
하는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미비조직화를 추진하자는데 조직적 결의
를 모았다.
기존의 지역본부 미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가 미비특위와 비정규직노조대표자회의로 이분되어 있
었고, 미비특위 담당자는 사무차장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10만특위를

통해 조직이 개편되었다.

우선 미비특위와 대표자회의를 단일한 체계로 통합하였다. 대표자회의는 현안 대응 위주로 조직을 운영
해 왔기 때문에 현안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약화되었으나 상시 사업인 미비특위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활성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도 별도 재정의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
한 모금 활동이 시도되었다.
(2)

목표 및 전략 형성

지역본부는

2006년

실시한 <단위노조 비정규직 미조직 현황조사>를 통해 조직부문의 미조직 노동자 현

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약

57,000명이

가맹조직 주변의 미조직 노동자 규모가 약

을 파악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화할 경우 기존 조합원

47,000명을

57,000명에

이름

포함하여 조합원 규모가 약

10

만명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본부를 이를 부각시켜 사업의 양적 목표를 '조합원
10만명'으로

표

<

3-2-3>

정하고 사업 단위의 명칭도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로

설정한 것이다.

울산지역본부 가맹조직 미조직 현황(단위: 명)

조직명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버스
민주택시
보건의료
민간서비스
화섬연맹
건설플랜트

조직 현황
미조직 현황
조직명
1,800
8,000 현대자동차
1,700
2,300 현대모비스
3,000
11,200 현대미포조선
200
1,000 화물연대
500
2,900 덤프연대
400
600 학습지
400
400 기타
1,650
1,500
3,000
7,000
합계

조직 현황
미조직 현황
25,000
10,000
500
1,300
3,000
3,600
700
6,000
350
500
100
1,000
4,700
47,000

57,000

자료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2007.2),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

2007년 2월부터의
3-3-4 >

및 <그림

일련의 회의를 거쳐 수립된
3-3-1>에

10만조직화특위의

소개되어 있다. 지역본부 측은

정책 방향과 전략 전개도는 아래 <표

1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강력한 지역본

부 건설을 사업의 최종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대대적인 산별노조 가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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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민주화 추진운동 지원,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및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지역일반노조
확대 및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략 과제의 달성을 추진할 담당 주체로는
하

10만

설치하여
표

<

조직화 특위'(이

특위)를 설치하고, 내부에 정책기획팀, 교육선전팀, 그리고 주요 가맹산별(5개) 조직화기획팀을
10만조직화사업을

3-2-4>

목

'10만

울산지역본부

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조직화특위 정책방향과 기대효과

10

정책방향

기대효과

10만 조합원 지역본부 건설

지역사회 노동자 위상 강화

▶ 가맹조직당 1만명 조합원 시대

▶ 가맹조직
역량 강화

정책･교섭･조직･투쟁･재정

⇨
▶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
전략과제

노동운동의 대중화

노조 조직율과 대표성 증대

▶ 대대적 산별노조 가입운동
- 가맹･산하조직 비정규･미조직
조직화(직가입 추진)
- 조합원 및 당원 가족 조직화

▶ 가맹조직
- 공공노조
- 금속노조
- 연대노조

▶ 노조민주화 추진운동 지원
- 대표성 부여, 정책지원, 참관조직

▶ 현장조직 위상강화, 활성화 촉진
- 현장조직력 및 집권가능성 증대

▶ 교육훈련 체계구축 및 운영
- 예비조합원 학교
- 산별시대 간부학교

추진기구

▶ 계급연대 및 대표성 강화

⇨

조직력 확대･강화(예)
: 1,800명 ⇒ 4,000명
: 3,000명 ⇒ 6,000명
: 100명 ⇒ 1,000명

▶ 조직활동가 육성, 간부역량 강화
- 두터운 초급 간부층 형성
- 조직활동 의지와 자신감 고양

▶ 취약계층노동자 처우개선사업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임금직불제도 도입 추진
- 노동법지키기･사회보험가입 운동

▶ 저임금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개선
- 법정 최저임금 인상
- 중간착취 약화
- 법정 노동조건 준수

▶ 지역일반노조 확대 및 강화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 지역일반노조 조합원 1,000명
- 청소, 경비노동자 조직화

10만 조직화 특별위원회

조직사업의 목적의식성 제고

▶ 정책기획팀

▶ 조직화사업 지원 활성화

▶ 교육선전팀

⇨

▶ 가맹･산하조직 조직화전략기획팀

▶ 가맹조직과 협력관계 고도화
▶ 전략목표에 기초한 조직활동

자료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2007),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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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만조직화사업' 전개도

'10

자료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2007),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

전조직적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맹조직의 지역본부/지부, 단위노조 대표자 내지 비정규ㆍ미조직사업 담
당자로 특위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회의는 월 1회 열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기
타 단위들도 참관형태로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조직화 사업에 실천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을
특위로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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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만조직화특별위원회 조직도

3-2-2 > 10

자료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2007), 10만조직화사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안).

동 지역본부의 사업계획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예산 및 전담활동가 배치 계획이었다. 지역본부측은 주
로 소속 조합원과 및 간부들의 모금에 의해 1억원의 특위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4명의 전담활동가들을 채용할 계획을 설정하였다.
표

<

만조직화사업 예산 확보 계획

3-2-5> 10

관

항
모금함제작비
미조직특위사업
수련회비
비
소계
정책토론회
각종선전물제작비
언론광고비
정책･선전사업비
연고자찾기･산별가입홍보비
기타홍보비
소계
각종집회개최･지원비
교육사업비
조직사업비
조직활동가지원비
지원사업비
소계
예비비
예비비
합계

예산액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0
12,000,000
2,000,000
2,000,000
27,000,000
8,000,000
4,000,000
48,000,000
6,000,000
66,000,000
5,0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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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현장모금용 모금통 제작
상･하반기 각1회 전체수련회
조직화사례발표회, 토론회 등
신문, 포스터, 스티커 등
TV,라디오 문자･연설광고 등
카드, 선전물 제작 등
각종선전물 제작
울산비정규노동자대회, 전노대 등
예비조합원학교, 조직활동가 교육
1,500,000원×32월(4명기준)
노조민주화,취약계층,일반노조지원

(3)

사업의 수행

가.

2007년의

먼저

10만

추진 상황

특위의 구성은 무난히 이루어졌다. 동 지역본부의 소속 조직들과 간부들은 조직화사업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준비 단계에서 전개
된 논의들은 다른 지역본부의 조직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준
비단계에서 제기된 주요한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조직과 단위노조 집행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피력되었다. 이
는 가맹조직이나 단위노조들이 정규직 중심의 조직들이기 때문에 실천의지를 조직하는 사업이 매우 중
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모금의 경우에도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집단적 관심과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면 매
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조
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요인을 고려하여 투쟁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셋째, 별도의 모금을 통한 예산확보를 통해 조직활동가들을 특채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해고자들을 활용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넷째, 원활한 재정 확보가 사업 추진에 중요하므로 모금팀을 특위 체계 내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섯째, 지역본부 사무처 간부들이

10만특위에

배치되어 있으나,

업무 및 활동의 과부하로 집행력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직화 사례로는 중앙케이블 조직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앙케이블은 지역본부측에서 결합하였다가 공
공으로 넘겨준 조직화 사례로 채용 활동가와 공공노조 미비담당자가 함께 결합하여 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 사례가 하나 발생하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조직활동가
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즉, 조직활동가의 주요 역할이 조직화의 장에 나가서 조직
화 촉진활동을 하는 데에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인 주체들이 상담을 오게 되면 이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문제가 그것이다.

2007년에

조직활동가가 했던 역할은 후자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으

며 지역본부는 이 역할이 지역본부의 상근자에게 적절한 역할이고 전담 조직활동가는 전자에 중점을
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2008년

10만특위

추진 상황

사업은

2008년

들어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 우선 사업 대상에 있어서 실제로 미비사업이 가능한 가맹조직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침이 수립되
었다. 1년의 추진 경험을 통해 분산적인 사업 방식의 소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생겨 '될성부른 떡
잎을 찾아서 사업 전형을 만들어 파급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게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등을 집중적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이
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경우

2008년 2-3월부터

2008년의

특징이라

화주사업장을 타격하면서 조직확대를 꾀하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리플렛 배포, 버튼 달기, 화물연대 자체 모금 등을 통해 화물연대와 특위사
업간의 결합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노조 미비기획팀을 통해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부와 울산병원 정규직화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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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본부가 공공기관 투쟁에 결합, 개입하는 모양새가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현대호텔 룸메이드

28명을

정규직화하는 투쟁 과정에서

지역본부는 전보다 훨씬 결합을 높일 수 있었다.
둘째,

2007년에 1억원으로

3,400만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2007년

모금결과가

2,7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2008년에는

줄어들었다. 지역본부에서 채용하는 전담 조직활동가도 따로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

신 공공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가 전담 조직활동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실행 과정에서 생긴 실천적 인식과 더불어 사업 추진의 조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4)

사업 평가

가. 울산지역 사업 평가
2007-2008년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전개한 전략조직화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본부의 사업전개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지
역본부의

10만특위

사업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화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우선 가맹조직에서 돈을 걷어왔기 때문이
고, 다음으로는 조합원 입장에서 소속감도 별로 없는 지역본부가 내 관심사도 아닌 미비조직화사업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동의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울산지역본부 미비사업담당자 인터뷰). 결
국 주로 공공운수의 화물 부문에서만 모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가맹조직에서는 대중적 동의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교육사업은 1회성을 벗어나지 못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넷째, 조직활동가는 4명을 채용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모금의 부진으로 1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1인마저

2008년

들어와 복직과 함께 활동을 해소하였다. 지역본부측은 이를 대신하여 공공노조의 민

주노총 파견활동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가맹조직 지원에 있어서는

2007년에

화물연대, 공공, 보건의료, 농협 등을 지원했는데, 백화점식

나열로 집중점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맹조직에 따라서는 사람이 부족해도 자기 사업
영역에 대한 경계심리(일종의 관할권 문제)가 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계심리의 일부는 가맹조직
에 대한 현실을 모르는 조건에서 겉핥기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되기도 하
였다.
여섯째, 민주노동당과의 가시적인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주로 당의 분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지역본부 및 가맹조직 내 전담자 상황을 보면, 우선, 전담 상근자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는 상근자 1인에게 조직화사업을 전담하도록 배치하였다. 반면, 가맹조직들은 상근
자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미비사업 전담인력을 내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울
산지역본부에 가맹한 어떤 조직이든 상근자는

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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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미비조직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고민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민주노총이나 산별조직의 중앙단위에서 발견되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지역 조직의 경우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중앙조직의 경우 미비사
업의 높은 스트레스와 제도화된 직무순환 기회가 맞물려 있는데 반해, 지역조직에서는 직무순환 기회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가맹조직에서 미비사업에 특화된 직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직책을 지닌 상근자가 미비사업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조직화 상담은 총

13건(848명

관련)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울산지역본부의

10만조직화특위사업을

총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업은 외견상 분명

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1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는 애초의 계획과 예상에 상당
히 못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한계 지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한계로서
성,

③

①

소속 조직들의 정규직 이해관계 중심성,

②

민주노총 교부금의 재정적 취약

산별 가맹조직의 연합체라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에서 나타나는 일

반적인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조직비정규 사업은 가맹조직들과의 공유, 동의, 협력 관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그 주도권은 결국 가맹조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울과 울산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자원의 풍요로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중앙조
직들이 집결해 있고,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업무협조도 원활한 편이다. 반면 지방
은 사람이 없으며 사실상 금속 중심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원 네트워크도 미
비하다. 특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앙단위 조직들과의 근접성이 서울과 울산의 추진력 차이를 벌어
지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셋째, 가맹조직의 조건들도 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대중적 결의
의 가능성인데, 이 결의는 통상 집행부와 대의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이상의 대중적 결의
가 아니면 조직화 사업 추진 성과가 달라진다. 다음 문제는 가맹조직별 조직화 사업 관점의 차이이다.
금속노조는 1사 1조직이 사실상의 주요 조직화 사업방법이다. 반면 화물은 총파업을 통해

4~5천명의

신규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조직화사업의 결과가 아니다. 버스,
택시, 전교조 등도 다들 조직적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처해
진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화의 상이 다르고 경로와 방식이 다르다. 문제는 이를 지역본부가
포괄해서 총론적 방향을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각 가맹조직에서 보면 지역본
부가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해고자의 경우 민
주노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존재하고 있다.
나.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역본부 담당자의 견해
지역본부 미비담당자는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주체인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그 핵심 이유를 가맹조직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연합체적 구조에서 찾았다. 이런 점에서 산별조직에게 책임의 대부분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 추진해야 한다면 민주노총의 체질과 관장단위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관장단위에 관련하여 민주노총 중앙은 직책은 있으나 실제 전략조직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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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편제에서는 미조직비정규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므로,

①

전담 상근자 3인 배치

②

사업예산의 절반 배치

③

조직실로부터 미비

실의 분리 및 미비특위의 강화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50억기금의

사용방식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독립적인 조직활동가 육성 방식이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가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지역의 비정규노조 활
동가들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특히 지원과 모니터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자원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2개의

전략 영역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여 사업정형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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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5대 부문의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1. 금속 부문의 하청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진숙경(고려대 경영학 박사)

1) 사업개요

2005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전략 조직화 1기 사업에는 집중해야 할 산업으로 금속산업은 포함되어 있

지 않았다. 그러나 산별노조 전환과 함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금속노조, 금속산
업연맹은 민주노총의 조직화 방침과 맥을 같이 하여 꾸준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욱이 현대차, 기아차, 대우GM 등 대공장노조들의 산별 전환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는

미조직 사업부

서를 재편하여 중앙 차원의 재정 및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제조업의 대표자격인 금속산업에서 최근 조합원수와 노
조 조직률이 함께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금속산업노조가 금속 전체 노동자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획득
해 하는 데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노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의 경우
2002년까지

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나타났다. 양대 노총 소속 금속노동자수 또한
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표

<

4-1-1>

금속노련

금속노조

합계

2005년말

현재 약

2004년부터는

1998년부터

조합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998년 29만여명에서 2001년 30만 2천여명으로

27만

증가하였

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금속노련 및 금속노조 노조수 및 조합원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노조수

653

596

631

667

676

653

637

640

조합원수

124,945

119,379

121,013

120,768

109,140

116,864

118,573

118,573

노조수

192

252

281

295

240

172

157

127

조합원수

166,922

172,658

173,122

181,938

183,190

175,730

166,420

157,156

노조수

845

848

912

962

916

825

794

767

조합원수

291,867

292,037

294,135

302,706

292,330

292,594

284,993

275,729

출처 : 노동부 노조연맹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추이 각 년도.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 현황
과 과제’, 미조직․ 비정규사업 특별위원회 교육수련회 자료집 2007. 8. 23.에서 재인용.
주 :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

노동부가 조사한 노동조합원수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해 금속산업내 노조 조직률을 추정해
보면,

1998년 21.0%에서 2005년 14.7%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년만에 조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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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포인트나

줄었고, 조합원수는 가장 많았던

2001년,

약

30만명에서 2005년

현재

27만5천명으로 2만7

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절대적인 조합원수가 감소한데 비해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조가 이들에 대한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2004년에

2007년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비해 비정규직 인원이

수 대비로는

6,900여명

증가하여 8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합원

2004년 60.1%에서 2007년 55.2%로

비율은 전체 종업원수 대비 약

40%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전체 종업원수 대비 약

가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금속노조 등,

30%

2007).11)

사용자측의 정규직 일자리를 직간접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새롭게 증가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조직화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노조는 전체
‘금속노동자에

대한 대표성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나아가 역사적으로 민주노조운

동이 주목해 온 중소영세,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잘 나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자’로 전락하여 노조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 내 연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간 차별과 분열의 확대는 추상적 가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직력 약화로 현실화되고 있다. 즉 정규직만의 파업으로는 생산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이는 노조 교섭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2008년

현재 출범 5기를 맞이하는 금속노조는 미조직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조직의 최대 과제로 삼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금속노동자의 대변자로서의 대
표권을 획득하고 실질적인 노조 조직률을 증가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
선을 위해 조직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단 중소사업장 조직화 사업과 대공장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일환인‘1사1노조’사
업, 삼성 및 포스코 등 재벌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그것이다. 일부
사업을 전 조직 차원에서 집중 사업을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고 있
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업의 단계로 봤을 때 평가를 조직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향
후 진행될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2) 목표와 전략 수립

금속노조는

2008년

현재 5기 사업을 맞이하였으나,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4만 금속노조 시기를 마

감하고 대공장들이 결합한

2006년

중순 이후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

략화 사업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11) 금속노조 내 사내하청 비율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30%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
를 통해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비율은 3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노조의
사내하청 축소 노력의 성과는 별로 크지 않으며,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
용의 안전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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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 내 통합력을 높여

15만

금속노동자를 단일조직으로 재편

하고,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체계 확립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 계급적 연대와 민중연대투쟁을 강화하며,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조직운영으로 현장조직력을 강
화한다”는 사업기조를 정립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로는 산별노조 정비 및 산별교섭 확보 등 내부 조
직 건실화를 기초로 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정규직화와 현장조직력 강화, 건강권 확
보, 지역사업 강화, 반전평화·민중연대사업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현재 전략조직화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한 조직의 목표
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추진한
활동가 교육 및 영입과 같은 “몇 명의 발탁채용은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아니다”고 보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상시적 업무(공정)의 정규직화’를 목표
로 삼았다. 이와 함께 둘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별 교섭의 쟁취와 이렇게 확보된 단
체협약의 동일 적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차별철폐’가 주요 목표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화이다.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달성을 위해 금속노조는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전략적 과제를 풀어가는 핵심 고리는‘조직화’이다. 조직화를 통한 실질적 계급적 연대,
공동투쟁을 통해 차별을 철폐해 나가고 정규직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금속노조, 2008)

정리해보면,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기반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내용적으로 쟁취해 나간다는 전략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앙 차
원에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던 미조직비정규실(이하 미비실)과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이하 미비특위)
를 중심으로 조직화 방침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는 한편,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 계획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실
천 사업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금속노조의 1차적인 전략 조직화 목표는 같은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직화가 2008년의 핵심 목표다.”(금속노조, 2008)

금속노조는 장기적인 조직화 대상을 매우 넓게 잡고 있다. 즉 금속산업과 연관하여 업무하고 있는 모든
직간접 노동자들이 조직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
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소, 식당, 경비 등 근로자파견업이 허용된 업종에 이르기까지 금속노조로
모두 포괄하여 조직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인 조합원들의 정서와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차적인 조직화 목표는 같은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대공장의 사내하청과 중
소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금속노조가 주력한 사업은

‘1사1조직’

사업이다. 이는 사업장을 기본

범주로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정규직노조가 조직화의 대상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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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라는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창립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에서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없이
단일조직 체계를 구성하며 기업을 뛰어넘는 지역단위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전환기에 있는 다수의 지부, 지회들은 기업 단위 조직을 기초로 하는 기존 노조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사업은 중앙 조직 규약에 맞게 지부, 지회 규칙을 변경
하라는 매우 당연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직 체계가 바뀌었다고 기존의 조직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사람들의 의식이 한 순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당
연한 지침’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3) 사업체계 구축

금속노조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미비실과 미비특위를 확대 구성하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있다. 지역지부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비특위는 두 달에 한번씩 개최되며 전국 사업을 관장하고 지도, 조정하고 있다.
지역지부 차원에서도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상시적으로 담당할 임원 및 실질적인 사업 실무
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차원에서의 담당자를 선정하고 현장단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사업 단위를
구성하도록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하반기

14개의

지역지부는 지부 차원의 부지부장 등

임원 1명과 간부 1명을 미비 사업 담당자로 선임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별 지회 차원에서 미
비담당자를 선정하여 미비담당자회의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대구지부의 경우는 미조직비정규직사업위원을 선정하는데, 지부 차원의 미조직위원장이 사업
의 주 책임자이고 조직부장 1인이 실무 담당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외 상신브레이크나 한국게이츠의 경
우처럼 지회 차원의 비미 담당자를 별도로 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대동공업이나 동협, 델타캐스트 등
처럼 미비사업을 겸임하는 간부가 참여하는 케이스도 존재하였다. 이외 대구지부에는 간부는 아니지만
개별 활동가라 할 수 있는 2명의 미비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지역지부들은 미비사업을 위해 일차적으로 미비담당자회의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었고, 이들에 대한
조직화 훈련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지부 조건에 따라서 중앙의 방침대로 미비담당자회의가 구성되어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 등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조직이
나 선전 등 기존 업무에 덧붙여 미비사업까지 떠맡도록 한 일부 지역은 기존에 업무에 치여 새로운 사
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추진한 경우도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
획이 마련되고 재정적 지원까지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지역의 준비 정도는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지역은 새로운 사업의 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업단위조차 안정적으
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4) 사업추진 과정

금속노조가

2008년

한해 가장 주력해 온 사업은 바로 ‘1사1노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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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지회가 존재하는 사업장 내의 직간접 비정규직들 조직화 대상으로 한다. 금속산업의 매우 적은 사
업장에는 정규직노조와 함께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가 결성되어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
부분 사업장에는 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조만이 존재하고 비정규직들은 노조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금속노조 중앙은 규약을 통해 모든 종류의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있고 더욱 그 조직 형태는 한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12) 따라서
정규직노조가 규약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으로 받아들일 경우 ‘힘 있는 정규직노조’에 기대어
노동조건 개선을 원하는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 사내하청의 조직화는 정규직과 별도의 조직체계(노조, 지회)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
식(원-하청 연대회의)이었으나 별도의 조직체계는 원-하청노동자 공동투쟁에 구조적인 한계
를 노정시켰다. 서로 다른 요구, 다른 투쟁일정은 공동투쟁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갈등의 소지
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정규직 단위가 비정규직 단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통합이라
는 부정적 측면이 생기기도 하였다.”

“2005년

이후 자동차공장의 불법파견을 매개로 조직화의 바람이 불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조직을 세

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인원에 비해서도 소수에 머무는 등 비정규직(사내하청) 조직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열망하고 있지만
노조를 선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며 정규직, 원청노동자와의 신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
장 큰 확신은 하나의 조직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역지부 소속의 사내하청지회에 대해 금속노조와 지역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명확했다. 현장출입 문제부터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
웠으며 원-하청노동자간의 연대, 공동투쟁에 해법이 있다.”(금속노조, 2008)

하지만 ‘1사1노조’ 사업의 핵심적인 걸림돌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에 대한 거부감’
이다. 단적으로 지난

2008년 9월

현대자동차지부는 앞서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

조 가입을 승인하는 규약(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 번째로 규약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대
의원대회에서 안건은 부결되었다. 당시 현대차지부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노사간의 쟁점을 둘
러싸고 집행부가 성과 있는 임단협 결과를 내 오지 못하면서 지부 집행부의 사퇴문제가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1사1조직’안 통과를 위해 대의원 설득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금속노조
중앙에서 집중한 만큼 지부 차원에서의 사업 집중도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정족수인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물론이고, 심지어 반대표가 과반이었

12)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후 새롭게 결성되는 사업장 지회의 경우는 노조 중앙 규약에 입각해 정규직이나
사내하청, 파견 등 직간접 등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조합원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 노조들
또한 이같은 지침에 따라 규약 변경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기륭전자분회에는 ‘정규직+기간
제+파견 노동자’가 함께 조직되어 있고, ASA지회는 ‘정규직+사내하청’, 대구의 삼우정밀지회는 ‘정규직
(42명)+이주노동자(22명)’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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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비정규직과 한 조직에 묶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거부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거부감은 “비정규직들과 한 조직에 있기 싫다”는 정규직의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기 보다는 정규직
들의 고용불안감과 생존권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운동이‘정규직만의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달콤한 미끼로부터 노동자들을 떼어내는데 실패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사내하청 비율이 높은 조선업종이나 철강업종의 경우 조직률이 자동차 부문보다 훨씬 낮은 수
준이어서 ‘1사1조직’사업을 통해 사내하청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금속노조 중앙 차원의 계획
은 단기간 내 큰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사1조직’ 사업과 함께 금속노조가 주력해 온 사업 중 하나는 지역지부의 공단 중심의 선전전을
통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07년에

실시한 금속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

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속산업 종사자의 회사
규모별 추이에서
있는데 반해,

50인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이상 대규모 사업장 비율은

을 확인할 수 있었다(금속노조,

2007).

1996년 38.6%에서 2005년 45.6%로

1996년 34.0%에서 2005년 24.4%로

꾸준히 높아지고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치는 노조운동의 중심이 대공장에서 중소사업장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조직률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금속노조는 조직률이 특히나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주
력하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은 지역지부가 중심이 되어 공단을 중심으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
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담당하는 실천 단위를 구성하여 꾸준한 선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대부분 지역지부들은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노
동자들의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 차원의 전략적인 조직화 대상 공단을
선정하고 이후 공단 내에서 꾸준한 선전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미조직비정규실 예산의
30~40%인

약 1억원의 정도의 돈을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부와 지회에 배분하고 있으며 이외 선전사업에 필요한 선전물 등은 중앙 차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제
작하여 배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선전 내용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정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노동3권 보장 및 4대 보험, 최저생
계비 등에 대한 제도적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산재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
다. 선전의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민주노총 등 중앙 차원에서 제작한 홍보 선전물이나 지역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방송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실시, 주요 공단 내 현수막 게시 등이 가장
기본적인 홍보 방법이다. 이와 함께 다수 지역에서는 노무법인이나 민주노총 법률원 등 전문적인 조직
과 연계하여 노동관련 가두 상담을 실시하는가 하면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공연을 벌이거나 야간 영화
제를 실시한 지역도 있다(<표
표

<

4-1-2>

참조).

년 금속노조 지역지부 미조직비정규직특별위원회 주요 대상 및 사업

4-1-2> 2007

경기지부

전략 조직화 대상 지역

주요 사업 및 목표

①반월, 시화 ②포승,안성,미양,송
탄 ③화성,용인,기흥 ④군포, 안

실태조사, 가두방송, 홍보전단, 현수막 게시,
가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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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등 4개 권역
경남지부

마산, 창원 공단

거리상담, 권리찾기 캠페인

경주지부

외동지역공단

정기적 집중캠페인, 지역지회 건설 모색

광주전남지부
구미지부
대구지부

목포 삽진공단, 영암 대불공단, 해
남 화원반도의 대한조선 등 전남
서남권
구미공단 중소사업장 및 삼성, LG
비정규직

서울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매주 수요일 출퇴근 선전전

서울디지컬산업단지, 용산전자상
가, LCD첨단산업단지 등
울산 북구 효문공단, 달천공단, 울
주군 길천공다, 상북공단,

현수막, 스티커, 유인물 격월 1회 선전전,
노동 건강 세무 등 상담, 공연 및 야간영화
제
노동법률 상담,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호, 노
동인권학교
‘산재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배포, 민주노총
상담소와 협력관계
격월 전지회 선전물 배포, 민주노총 서울본
부와 공동네트워크 구성
월1회 선전전, 이동상담실, 울산금속지회 건
설 목표

남동공단, 서부공단, 검단산업단지

주1회 이동상담실, 홍보물 분기별 배포

성서공단 5만여명

대전충북지부
부산양산지부

2008년 전남서남지역지회 출범 목표

녹산공단 2만3천여명

전북지부

선전․상담활동 강화, 익산지역금속지회 결성
목표

충남지부

주1회 선전전, 상담사업 강화

포항지부

포스코, 연일지역 중소영세사업장,
4공단 입주 사업장

월1회 선전전, 현수막부착, UCC 등 온라인
선전물, 볼펜 등 실용적 선전물,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출처: 금속노조 지부 계획서에서 재구성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비워 두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중적으로 실시하는 선전전은 노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권리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마련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로 나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상담 등의 활동은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고, 이러한 활동이 실제 조직화로 연결된 사례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금속노조는 또한 삼성, 포스코 등 미조직 재벌사에 대한 조직화에 주력하기 위해 ‘무노조재벌 전략조직
화 전국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쟁점화가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과 관련한 선전전에 적극 결합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SDI해고자복직투쟁 또한 적극 지
원하고 있다. 명목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금속노조 직할로 ‘포스코현장위원회’를 거
쳐 ‘포스코지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현장 선전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아직은 사업의 출발 단계이
기는 하나 향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침을 확정하고 우선 금속산업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차별
철폐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구지부의 삼우정밀지회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42명)이 이주노동자
들(22명)을 포괄하여 노조를 구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같은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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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간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비정규직 노동자조차 한 조직에 포괄하는 것을
꺼려하는 정규직 중심의 노조 현황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를 사업장 차원의 조직 틀로 조직한다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이주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한 사업은 원칙과 방침은 확정
하였으나, 노조의 현 시기 집중 사업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는 크게 4가지 사업 방침을 가지고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내 정규직노조의 규약(규칙)개정을 통한 비정규직의 흡수 조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사1조직’

사업과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 그리고

삼성, 포스코 등 재벌사에 대한 조직화,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등이다.
노조는 노조 설립 후 주로 1사1조직 사업과 공단 선전전 등 2개 사업에 집중하여 왔으나 공식적으로
시기별 사업의 집중점이나 사업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
5) 성과와 문제점

대공장노조의 금속노조 전환으로 금속산업 내 산별노조의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자, 산별노조는 자신
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매진하기로 한다. 실제 금속노조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기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다. 노조 중앙 차원의 인력은 5명이 미비실
에 배치되었고, 임원 중 한명이 미조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
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노조 결성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도 노조 차원에서 1년간 생계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기업별노조 체계에서는 실행하기 힘들었던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
다.
명실상부한 산업 내 대표적인 산별노조로 출범한 첫 해에 금속노조가 기업별노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던 정규직, 내부 조합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적인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사1조직’

사업을 통해 규약(규칙)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높다는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적 통합’이 사내하청 조직화에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시켜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2007년 11월

정기대의원회 이후 금속노조

203개

지회 중

5~60여개의

사업장 단위 지회가 정

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회 규칙을 변경하였다. 경주
지부와 케피코지회, 타타대우상용차지회 등이 규칙 변경에 성공하여 비정규직 조직화에 성공한 모범사
례로 얘기되고 있다.
“1사1조직 방침이 조직 확대의 유력한 방안임은 확인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직
을 하나로 통합하는 규약을 개정한 기아차 등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계
속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1사1조직 방침은 비정규직을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조직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직노조의 문호 여
는 것은 산별노조운동의 내용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굉장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 간부 인터뷰)

더욱이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토론 등은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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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연대에 대한 인식의 장을 확장시켰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150여개

지회에서 규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자동차 완성사 기업지부 중에서 기아차지부를 제외하고 현대차, 쌍용차,

GM대우

등 3개 지부

가 1사1조직안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였다.13) 노조는 다시 규약 개정을 위해 노력한
다는 방침이나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불어 닥치고 있는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이 고용불안
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 전환 때도 그렇고 대공장들이 움직이면 그 힘으로 중소사업장들이 쉽게 움직이는 편
이다. 그런데 핵심적인 대공장에서 1사1조직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
어나가야 할지 한 동안은 좀 힘들 거 같다...(중략) 게다가 지부 규칙이 중앙 차원의 노조 규
약을 위반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격이어서 난감하다.”(금속노조 임원 인터뷰)

2008년

말 현재 이 사업은 크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직에 안겨주지 못했다. 1사1조직 사업을 두고 조

직 내에서는 그 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지회 차원의 규칙
개정을 실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노조의 규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회(지부) 규칙을 무효화하고 노조의 규약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해도 현장의 반발과 정규직과의 괴리감만을 키울 뿐 실제 비정규직을 가입시키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2008 금속 미조직
비정규실 사업보고 중)

금속노조는 사업장내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연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지
회 차원에서 규칙 변경을 매개로 하여 현실적인 연대를 강화시켜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 조직 내 많은 사업들이 담당자들만의 사업에 그치는 것에 비해 지역 선전전의 경우는 선전
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업장 단위의 지회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여 함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사업에 적극 결합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가
단지 담당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변화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나
마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성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
역 차원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곳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원으로부터 전체 조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조직화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기아차지부의 경우, 1사1조직에 대한 규칙 변경 이후 신규 조직된 인원도 없지 않으나, 규칙 변경 이전에 이
미 구금속노조 산하에 기아차사내하청지회가 구성되어 일정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사용자들과 단
체협약 체결까지 성사시킨 성과가 있어서 기존 사내하청지회 조직원들이 규칙 변경에 따라 다수 이전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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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사업은 미비실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제 정책, 선전 역량이 다 결합해야 하는데, 실
천에 들어가면 다 미비실이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미비실 활동가는 종합예술가가 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1사1조직 사업과 관련한 정책, 홍보 등은 다 미비실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이나 선전부서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비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역에서도 미비 담당자와 임원이 있는데 임단협 시기가 되면 미비 사업이 흐트러지게
된다. 아예 골간 조직과 별개로 정책, 교육, 선전 역량의 완결 구조를 가진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 간부 인터뷰)

이제까지 조직 내에서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조직실의 한두명의 담당자를 두는 정도의 위상
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비실, 미비특위라는 독자적인 부서로 위상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 조직 운영에서는 “미비실만의 사업”으로 고립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4)
요약하면,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의 1년의 조직화 사업 경험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많은 가
능성을 열어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
중앙 차원에서는 5명의 실무자를 미비실에 배치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조의 주력사업으로서
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남지부와 광주전남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에
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담당자가 별도로 없어 사업 추진 주체 구성 자체가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
다. 또한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의 미비 및 참여 부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6) 전망과 과제

금속노조가 전략적으로 조직화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한 것은 약 1년 전이었다. 조직화라
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1년 정도 된 사업을 가지고 전망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는 이제까지 갖춘 사업의 틀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성공하기 위해 수립한 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강화는 필요하리라 보고, 그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한다.

14)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의 SEIU 노조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구(=정책)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Researcher)와 선임 조직가(Lead organizer)가 회의(small group meeting)를 통해 마
련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업 목적이 명확해지면 바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회의(bigger group meeting)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는 각 부서에서 한명씩 빠짐없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
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퍼마켓 청소부들을 조직하기 위해 담당조직가는 물론이고, 언론 담
당, 대외협력 담당(특히 시민사회단체 연계), 선전 담당, 심지어 정치 담당자까지 참여하여 회의를 갖고, 각 부
문의 시기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각 부서의 담당자는 한꺼번에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용자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시점에 정치 담당자는 지역과 연관된 정치인들을 통해 사용자들을
압박하게 하고 대외협력 담당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지원을 조직하고, 언론 담당자는 그와 관련한
호의적인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특정
시기에 하나의 사업을 위해 각 부서가 각각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이런 모두의 활동
이 모아져 조직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조직의 시스템이 다르고 활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
라 노조가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담당자들이 함께 일하는
구조는 한국 노조들이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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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조직화 방침 마련 필요

일반적인 조직화 방침과 달리 최근 노조운동 내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조직화 방침’ 수립의 중요성의
핵심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조직성과를 최대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즉 한정적인 인력과 재정을 특정 시기에 어디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금속노조의 조직화 방침은 전략적으로 재배치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집중도에 대
한 전략적 조직화 방침이 일하는 주체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현 시기 가장 집중할 사업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전략적 조직화 방침’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 방침’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바로 현 시기의 집중적인 사업이 무
엇인지 조직원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그 시기에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역지부들은 약

200~800만원에

이르는 사업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선전사업 및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획득하려고 한 조직성과는 무엇이었나? 지역지부가 제시한
조직 목표를 보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가입 사업 추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의 사회
의제화’, 또는 ‘무노조 재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대부분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부 차원의 사업 단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노조 재벌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연 가
능한 것인가? 아마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조차도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
이다. 아무도 실행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조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방향타 없는 배를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질문: 실제 1년여의 조직화 사업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
나요?
답변: 금속노조가 추진한 조직화 사업과 민주노총이 추진해 온 사업은 그 상이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민주노총은 사람을 훈련․투입해서 조직화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공단 선전전은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것이 바로 조직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선전사업은 “우리 금속노조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오라”고 노조에 대해 잘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직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그칠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민주노총의 사업 방식은 우리
금속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금속노조 임원 인터뷰)

민주노총 중앙이 채택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선전사업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조직 목표는 분명하다.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목표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이며 노조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시기 어
떤 사업에 집중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평면적인 사업 방식에 익숙한 한국 노조운동은 좀 더 전략적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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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직 목표와 사업 방침은 구체적이고 가능하면 숫자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 목표가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야 사업의 평가가 구체적일 수 있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조직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활동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회 담당자가 참여 하는 미비담당자회의
의 안정화”라는 목표보다는 “전체 지회

40개의 50%에

해당하는 최소

20개

지회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월 2회 정기적인 회의 실시”라는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할 지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 준
다.
목표가 애매하면 평가도 애매해 질 수 있다. 평가가 애매하면 향후 사업 대안을 내오기 어렵다. 이런
점에 입각해 볼 때 금속노조 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평가하기 이른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초기
단계의 조직화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

가두 선전전, 상담을 통해 조직화가 가능한가?

금속노조 지역지부별로 상담-교육-조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지회가 지역 및 공단 전체를 가입대
상으로 하여 조직 확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유력한 조직형태로 강화․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는 사업기조는 기업별․사업장별 조직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의 틀을 활용하는 조직화 방
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금속노조,

2007).

그런데 공단 중심의 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역지부들의 꾸준한 노력은 인력과 재정이 투여
되고 금속노조 조직이 살아 있음을 공단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명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업이 노조가 최종 목적으로 삼는 ‘노조 조직화’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부족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가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두방송을 했
으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조직화 방침’의 일환
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가두방송을 듣고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로 달려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전이나 상담 활동을 통
해 연결된 개별 노동자들을 집단화시키고 조직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좀 더 집중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관성적으로 기존 활동을 펼치는 것에 벗어나 조직화의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활동 내용
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15)
현재 지역지부들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 지점으로서 ‘비밀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는 것이다. 노조에 호의적이고 노조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두렵거나 자기가 나서는 것을 꺼리는 개별
노동자들을 노조 가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각 지역지부들은 이에 대한 모범사
례를 창출하고 열쇠가 될 만한 전형을 형성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지부에서 제안한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에서 이탈한 노동자의 재조직화 사업 방
식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투쟁 과정에서, 사업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합원이었다가 이탈한

15) 새로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포항지부에서 제안한 UCC를 활용한 온라인
선전 방식은 색다른 제안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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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많다. (구미지역에는) 오리온전기, 금강화섬, 코오롱 등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사업
장을 이전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미조직 사업
은 상근 역량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선전과 상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조직할 사
람이 필요하다.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구미지부 전략조직화 2007년 사업
계획 중)

실제 많은 통계 자료들은 노조에 대한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다시 가입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런 점에서 구
미지부의 제안은 매우 유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활동가, 조합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중심으
로 지역 노동자들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나가는 것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집단화시켜내는데 매
우 유익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1사1조직 사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금속노조가

2007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추진한 1사1조직 사업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지부나 지회 규칙 개정 과정을 통해 조합원을 교육하고 현장
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연대를 이루어낸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안건을 3번이나 부결시킨 현대차지부 등의 현실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감의 증가 등
이 낳을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노조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매시기마다 이에 대한 재점검
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기업지부 해소를 앞두고 기업지부 해소 이후 지역지부 운영 방침 등이 조직 내 주요한 논의 안

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내용에 정규직-비정규직 운영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내용은 중앙 대의원대회 등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결정된 내용
을 실천하고 관철시켜나가는 방식으로 1사1조직 방침을 관철시킬 수도 있겠다.
한편 1사1조직 사업이 현 시점에는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보
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자체가 가지는 ‘기업별 의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근자들은 그간 기업의 경영실적에 기댄 노조운동이 노동자 투쟁의 장기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 주목했다. 초보적 계급의식의 정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한 사업장의
투쟁도 연대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에 집중했다. 그러나 오리온전기, 한국합섬, 코
오롱 등에서 보여지듯 자본의 쇠락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식도 같이 쇠락하는 것이었다. 여기
서 중요하게 되짚어볼 것은 투쟁의 고양기에 제기된 지역단일노조 건설논의가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연대투쟁은 그것을 제대로 담을 조직형식까지를 요구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주춤거리면서 대중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역 상근자들의 소심함이 크다.”(구미지부 전략조직화 2007년 사업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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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부의 지역투쟁의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단일노조 건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
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의식 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 형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1사1조직’사업은 또 다시 금속노조의 사업을 기업으로 한정짓는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를 낳고 있다.16)
금속노조는 과연 기업을 넘어서 지역차원으로 재편된 조직의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앞
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위로부터의 조직화 전략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조직화 노력의 결합 필요성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노조에 희망을 걸기도 한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자발적인 조직화 움직임에 노조나 지역 차원의 지원이 결합하면서 미조직비정규직의 조직
화,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마도 열악한 현장 조건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가피하
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투쟁과 조직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보인다. 아래로부터 진전되는 투쟁과 조직화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
만 이제 중앙 차원의 조직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전략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직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조직화 이후의 활동 및 대중적인 선전의 내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금속노조가 자본가들에게는 매우 겁나는 존재로 비춰지는 거 같다. 산별노조는 무서운 조
직이다. 한 사업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타사업장 문제로도 파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는 (노조가) 아직 희망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에 가면 좋을 듯한 데 목숨 걸고 고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금속노조 중앙 간부 인터
뷰)

미국의 청소부 노동자 조직으로 유명한

SEIU는 ‘청소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청소부들의 단결을 이
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최근 유통노조의 ‘서 있는 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슬로건도 이와 비슷한 배
경과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의자를 주자’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를 선전하고 조직화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로부터의 조직화 방침은 인력과 재정의 투자와 함께, 금속노동자 대중들에게 노조가
중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슬로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금속
노동자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노조에 대해 지지를 확대해 나갈 때 조직화의 토대는 더욱 강고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16) 실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02년부터 이루어진 정규직노
조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리교섭의 결과로 울산공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현대차 밖 협
력업체들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어, “현대차 사내하청이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지역 관계자
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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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지역에 따라 이슈가 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하고 안전, 안정된 노동(Clean,
등과 같은 슬로건을 제시하고

‘00지역

금속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을...’ 또는 ‘깨끗

Safe, and Stable Labor)’, ‘죽지

3~4년의

않고 일할 권리’, ‘중단 없이 일할 권리’

조직 목표 및 조직화 계획 등을 세워내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리

라고 본다.
위로부터의 조직화 전략은 위로부터 제시되고 조직된 대중 및 활동가를 설득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사업을 벌여나갈 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미조직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계획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역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노조 활
동의 쟁점을 노동자 생활 전반에 걸친 주요한 이슈로 확대하고 이를 매개로 관련 단체와 일상적인 연
대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런 활동이 밑받침되어야 노조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지역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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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연맹/공공노조의 공공서비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김영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사업 추진 개요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효시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4대 핵심 사업의 하나로 결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공공연맹은

2004년과 2005년에

2003년

사업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주요 목표로

자체적으로 선발한 6명의 활동가들을 축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여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 등에
서 해당 조직들을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

어와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변경되었다. 지

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주요 과제로 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민
주노총

50억

기금에 의거한 조직활동가 6명이 새로이 충원되었고, 서울,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

경남 지역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1차 근거지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에

걸친 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 사업주체와 관장단위의 불안정성이 노정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8년

들

어와 이 부문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다시 변화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된 조직활동가는 사직하고
대전충남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조직활동가는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고 서울로 재배치되었으며, 사업은
전반적으로 서울과 울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공공산별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정규직 기금을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이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연도별로 공공부문에서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 현황을 간략히 일별해 보기로 한다.
(1) 2001~2002년

공공연맹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가 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2000년 12월 13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기초로 한다. 이 결의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과업으로 결정하고 그 세부사항 실행을 위해 산별
노조건설특별위원회(이하 산별특위)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2001년

하반기에 설치된 산별특위는 산별기획소위와 비정규직소위로 구성되었으며, 비정규직소위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조직화방안 연구 및 초동주체 형성, 연맹산하 간부들에 대한 비
정규직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행, 산별노조와 비정규직 조직화 결합방안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01년

산별특위 활동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관련 사업은

한 차례의 교육에 그쳤다.
2002년

들어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연맹은 처음으로 가맹조직 비정규직 실태조사

에 착수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업에 관련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우선 비정규직조직화를
다루는 담당 단위가 산별특위에서 조직강화특위로 변경되었고, 조직실 내에 비정규직 전담자 2명이 배
치되었다. '연맹 중앙의 전담팀+지역본부 사무국+주요 가맹조직 현장간부'등이 결합된 사업체계가 필요
하다는 인식도 이 시기에 싹텄다. 다음으로 가맹조직들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이해시키는 교
육과 선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2002년 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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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정기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노동

자 조직화 사업과 투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초로 비정규직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
의하여

2002년말까지

약

2,946만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금액은 애초의 목표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2) 2003년

공공연맹은

사업
2003년

직특별위원회,
2003년

10월

사업의 4대 핵심목표 중 하나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설정하고, 같은 해 5월에 비정규
미조직비정규실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직화사업에 착수하였다.

공공연맹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주요 목표는 '조직화 전략 수립'과 '사업체계 구축'으로 설정

되었으며, 실행과제로는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설치, 조직활동가 양성/배치, 재정확보, 연맹내 조직화사업
체계 구축 지원, 총연맹 비정규직 제도개선투쟁 적극 결합, 기타 조직화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
라

2003년

상반기에 비정규직특위가 설치되고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비정규직특위는 연맹중앙(부위

원장(특위장), 여성위원장, 미비실장, 조직국장), 지역본부(2명), 분과위원회(2명), 소산별노조(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위는 실태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연맹은 특별위원회 형태로 진행
되는 미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말에 미비사업을 주관할 부서로 미비실을 설치하고 3명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조직화를 담당할 조직활동가를 6명 선발하여 관련 훈련을 받도록 지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비정규직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규직기금 모금을 결의하였고, 다시

2003년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비정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임금인상분

비정규직 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2004년말 현재

2,856만원

1%

모금을 결의하여

모금). 이 기금은 이후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

한 조직활동가 인건비 및 사업비에 지출되었다(각년도 연맹 사업보고서).
공공연맹의

2003년도

사업 목표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다. 성과적인 측면으로는 미조직비정규실과 비

정규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조직화사업을 담당할 조직활동가들이 자체 재
정으로 선발되었으며, 미비사업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벌어지는 등 사업기반의 구축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2003년 10월에

이루어진 상근자 3명으로 구성된 미조직비정규실의 설

치는 연맹의 미비사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축이 되었다. 반면 한계로는, 예정했던 조직화 전략의
수립이

2003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비실 및 비정규직특위와 업종 및 지역본부 간의 결합도 미진하

였다.
(3) 2004년

2004년도

사업

공공연맹은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의 기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수립'과 '조

직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화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으로는 '지역공공서비스
노조 건설 본격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인력충원 및 조직활동가 양성과 배
치', '단위노조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철폐 투쟁 조직', '비정규직 연대 강화', '총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
이행' 등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은

①

2,882만원이

투여되었다.

2004년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이 조직화사업의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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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서 주목할 점

②

자체 비정규직 특별기

금(2003년 조성)에 의해 6명의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미조직사업팀원(지역에서는 조직차장 직함 부여)
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점18),

③

실태조사, 연수 및 교류, 토론회, 연

대체 형성 등 사업 실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

사업 전개의 성과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민주노총에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예정대로

조직화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 둘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등을 중심
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최소한의 조직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차별
철폐 문화환경 조성'의 과제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예를 들어 차별철폐 분위기 형성의 주요 공간이었던
2004년

임단투에서 관련 요구를 내건 공공연맹 산하 사업장은

350개

사업장 중

29개에

요 사업인 실태조사 사업 역시 부분적으로만 실행에 옮겨졌다(공공연맹 사업보고서,

불과했으며, 주

2005). 2004년

사업

전개를 통해 연맹은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들 안에서 차별철폐와 조직화 참여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4) 2005년

2005년

사업

공공연맹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목표는 사업 전략 및 안정적 재정 마련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주요 과제로는
보,

③

①

전략조직화사업의 물적 토대 구축,

②

민주노총

비정규 관련 핵심요구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투쟁 조직화,

50억기금

④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지역

본부의 추가 설치(전북, 인천)와 지역본부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 확대,
조성

⑥

모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

⑤

조직내 비정규 운동 환경

비정규 철폐투쟁의 사회화 등이 설정되었다.

한편, 총연맹 전략조직화사업 계획에 따른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사업 계획이 이 시기에 확정되어 제출
되었다. 당시 제출된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은 아래 <표

3-2-3>과

같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첫

째,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주체는 중앙의 <공공연맹 미비조직화전략사업단>과

9~11개의

지역사업

단, 그리고 2개 업종(사회복지/공공시설)의 부문팀이다. 둘째, 또한 주요 조직 대상으로는 지자체 및 위
탁 사업장의 시설관리, 청소환경, 복지시설, 학교비정규직 등과 같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와 운수/에
너지/통신/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하였다. 이중 지자체에 직간접
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전
략조직화 대상을 담을 조직형태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설정하였다.

17) 공공서비스부문 전략조직화의 성과를 담을 조직형태로 공공서비스 노조가 설정되었다는 점은 공공연맹/공공
노조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공공연맹의 2004년 대의원대회와 중집위원회는 ① 공공서비스부문 미조
직⦁비정규 노동자의 전국적 단일노조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② 일차적으로는 지자체 산하 사업장과 공공시설
관리 사업장을 중심적인 조직화 대상으로 삼아, ③ 공공연맹의 4개 지역본부를 일차 거점으로 2004년부터 지
역별로 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하고, 2005년 이후에는 전국노조를 건설한다는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다. ④
연맹은 이를 위해 2004년부터 대전충남지역본부(1), 광주전남지역본부(2), 대구경북지역본부(2), 부산경남지역
본부(1) 등에 총 6명의 조직활동가를 선발, 배치하였다.
18) 당시 공공연맹은 조합원 당 5천원씩을 걷어 비정규직 특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조직활동가 6명의 육성
에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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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2-1>

공공서비스 전략조직화 계획(안)

항목
사업방향

조직화 대상

세부 계획

추진 일정

내용
-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연계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 공공연맹 비미조직화전략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전개
- 운수/에너지/통신/공공연구기관 종사자
‣ 직접고용은 해당 분과 또는 소산별노조에서 조직화, 간접고용은 산별조직
과 연결하여 조직화 전략 수립
- 지자체 직간접 사업장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시설관리, 청소환경, 복지시설, 학
교비정규직 등)
‣ 지역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 전략사업단에서 관장
- 조직형태 : 지역공공서비스노조
-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사업단(단장: 미비실장) 설치
▪ 2개 부문팀(사회복지/공공시설)과 9~11개 지역사업단 운영
▪ 중앙+지역본부+현장주체 월1회 점검회의
▪ 단장+조직실장+정책국장+여성국장+(교선국장) 월2회 기획회의
▪ 전략 영역별 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전체회의에서 총괄점검
- 조직활동가 양성 및 배치 계획
▪ 모집 : 지역조직화 사업 유경력자로서 지역별 추천으로 20명 확보
▪ 배치 : 1단계 7명은 서울2, 인천1, 대구1, 경남2, 전북1 배치
▪ 운영 : 연맹과 지역본부가 실천계획 수립 및 활동가 관리
- 사업예산 배정 : 1,800만원
<’05년> 사업단 구성 및 사업운영계획 마련
업종, 지역별 조직화 대상 및 유관조직 실태 파악
비정규 조직과의 연대 강화
비정규 조직화 및 투쟁 관련 1노조 1교육 실시
<’06년> 업종/지역별 미조직 조직화 사업 확대 강화
업종/지역별 비정규 요구안 마련 및 기획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조직 건설을 위한 연맹 총파업투쟁
산별로의 규약 변경, 비정규노조 통합, 조직화사업 강화

자료 : 민주노총(2005),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중 공공서비스 전략조직화 계획(안).

이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조직화 사업의 물적 토대 구축과 관련된
주요 과제로는 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이 제기되었으나, 연맹 중앙의 전략조직화사업단은 구성된 대신
업종별로는 사업단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지역별로 미조직특위가 가동되었으나 주로 지역공
공서비스노조 건설에 집중되었다. 연맹은 이 시기에

2004년에

인력을 투입했던 4개 지역 중 3개 지역에

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조직화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규 조직활동
가를 양성하여 배치하기로 하였으나 민주노총

50억

기금의 모금 부진으로 사업 자체가

2006년으로

이

월되었다.
넷째, 민주노총

50억기금은 2005년말

현재

48개

노조, 2억6백만원 가량이 모금되어 애초의 목표인

10억

에는 크게 못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섯째, 지역본부 확대 및 안정화 활동에서는 전북 및 인천 지역
본부가 설치되었고 인력이 배치되었다. 여섯째, 산별전환 및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비
정규직 문제를 반영하였으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일곱째,
상호 연결된 과제인 조직내 비정규 운동 환경 조성 및 비정규 철폐투쟁의 사회화 과제도 큰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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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못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주요 계기였던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 및 권리입법 투쟁은 총파업 참
여 조직이 저조하였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주요 계기인 임단투 역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공공연맹 사업보고,
(5) 2006년

2006년

2006).

사업

공공연맹 3대 사업기조는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및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로 설정되었

다. 이 시기에는 산별노조 건설 과제가 맞물려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의 확장과 연대
의식의 강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과제가 부가되었다.
2006년

공공연맹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의 목표로는

조직문화 혁신 등이 설정되었고, 중점 과제로는

①

조직화 주체 형성,

②

물적 토대 구축,

지역본부 사업의 확대 강화,

②

전략조직화사업단의

①

체계적 운영,

③

조직활동가 양성,

진전략으로는

①

관련 규약규정 정비, 각종 기구의 비정규직 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가 확보 배치,
⑤

③

④

③

공공서비스노조 건설 확대 등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추

투쟁실천단(기존 조직 현장활동가) 조직화,

④

②

조직활동

연맹내 비정규직노조 대표자회의 구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할 기획투쟁 조직 등이 설정되었다.

한편,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있었는데, 기존 사업대상과는 달리

2006년에

2006년도

그 계획이 수정되었다.

⑴

가장 큰 변화는 사업대상에

계획에서는 업종분과와 소산별노조 조직 내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이에 직접 가입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 조직화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파악되면서 이들 조직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쉽이 제안되었
다. 결국

2006년

공공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의 영역은 업종/분과 단위 조직화 사업, 지역 전략조직화 사

업,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공동조직화 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가 있었는데, 기존의 '중앙 전략조직화 사업단

-

⑵

사업 주체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

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틀이 유지되고, 업종 전략

조직화 사업단은 사업 기반의 형성이 미흡하여 별도로 꾸리지 않고 중앙본부의 조직국장과 비정규국장
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전략조직화사업단은 주체적 여건과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주노총 지
역본부와 공동사업단 형태로 꾸려졌다.19)

⑶

회의 체계는 크게 보아 연맹 중앙전략조직화사업단 사업

단장, 연맹 조직강화본부 미비사업 담당자, 연맹 지역사업 총괄팀, 사회복지 기획팀, 공공시설 기획팀
등이 참가하는 월 1회 내지 격주 1회의 '총괄기획회의'와 분기별 1회씩 교육수련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앙, 지역, 업종의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로 구분되었다.

⑷

이 시기부터

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기금에 따른 파견활동가들이 채용되어 서울 3명, 대구/울산/대전 각 1명 등 총
6명의

파견활동가들이 4개 지역에 배치되었다.

⑸

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의 서울지역전략조직화사업단 내

19) 실제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의 전략조직화사업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공공연맹 지역조직의 담당자가
결합하는 형태의 사업단이 꾸려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전략
조직화사업단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이 안에 각 부문의 노조조직들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공
공연맹의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은 별도의 사업단을 꾸리지 않고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략조직화사업단
내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공연맹은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에 3명의 상근 조직활동가를
배치하였고 사업 역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사업
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추진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사업전반이 조정 과정에 놓여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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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공서비스 영역 전략조직화 단위로 결합한 서울 중심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⑹

전략조

직화사업의 '조직노선'이었던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도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공공연맹,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⑴

2006).

연맹의

우선 추진 자체가 부진하였다. 분기별로 열리도록 되어 있

는 연맹 전략사업단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했고, 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인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의 경우 총론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옮겨지지 못했다. 연맹 중앙의 각 지역 전략조
직화사업에 대한 점검이 책임단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견) 조직활동가의 개별활동 점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⑵

각 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구, 대전, 울산

등 파견활동가가 투입된 지역에서 사업단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연맹과 지역조직은 사업단을 대체하
는 사업팀을 꾸리려고 시도했으나 이 역시 담당 주체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연맹의 평가서는 인적, 물적, 구조적 여건의 결여 및 인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사무국장이 미비사업을 전담 혹은 충실히 지원할 수 없는 인적 조건,

②

①

지역조직

사업단을 대체하여 조직화사업

을 주도해야할 중심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에도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인적, 물적 조건의 열악성,
총연맹 지역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
정규 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이 그 내용이다(공공연맹,
의 개별 활동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⑶

④

③

그리고 연맹 소속 노조들의 미조직⦁비

2006).

이에 따라 사업은 파견된 조직활동가

연맹이 사업 전형 창출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여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여기에는 조직활동가 3명이 투입되고 연맹 서울지역본부가 건설되었다. 연
맹과의 근거리성, 총연맹 서울지역본부의 서울지역사업단 구성, 활동가 및 지원 네트워크의 풍부함 등
이 함께 맞물려 서울지역의 조직화사업은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곳
에서도 사업단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연맹 서울본부 건설 과정에서 활동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조직화사업은 조직활동가 개인에 맡겨 점검하는 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들이 구성되지 못하였다.

⑸

⑷

업종 단위에서도 담당 주체

한편, 조직활동가들의 위상과 역할에서도 혼란이 발생하였다. 조직활동가들

은 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에서 기존의 노조활동의 관성을 지양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며, 초기업단위의
지역노조 결성, 신자유주의 반대 및 비정규철폐투쟁 등을 강조하고, 특히 지역의제 발굴, 지역투쟁과 운
동의 확장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공연맹 소속 활동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독자적인
조직화 계획과 실천에 집중하기 보다는 총연맹 서울지역조직화사업단 내에서 정책팀과 교육팀의 성원
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주된 업무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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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년 공공연맹 전략조직화사업 조직체계

4-2-1> ’06

자료: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조직실(2006).

(6) 2007년

2007년도

사업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사업은

2006년도와

다름없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통합연맹 건설(상반기)과 산별노조 전환 등과 같은 조직 내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맹 미비실이 폐지되고 사업담당자가 교체되어 관리주체가 모호했던 상황이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있었다.
전략조직화 사업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⑴ 5월부터

2007년

공공연맹의

공공연맹 내 산별노조인 공공노

조가 전략조직화사업을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공공연맹 내의 전략조직화사업단은 페지되었다. 대신 공
공노조는 미비실을 두고 월1회씩 전략조직화와 미비사업 전반을 지역의 조직활동가들과 점검하기 시작
하였다.

⑵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사업의 초점은 지역별 조직화에 두어졌다. 그러나 애

초에 예정했던 지역전략조직화사업단이 구성되지는 못했다. 대신에 서울과 울산에서 총연맹 지역전략조
직화사업단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위(서울), 공공팀(울산)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지부의
상근활동가 부재, 일상적 조직활동의 곤란, 사업장 임단협의 반복과 투쟁의 장기화, 운영 및 사업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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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으로 주체형성과 조직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⑶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들

은 4월부터 공공노조의 해당 지역조직의 미비사업 차장이나 부장으로 직책을 부여받아 보다 안정된 조
건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7년도

사업에 대한 노조내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조직들과 심도있게 사업을 토론, 교육, 계획하지 못했다.

⑵

⑴

전략 업종과 전략 지역에 관하여 해당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대전, 대구, 울

산에서 지역본부의 사업계획, 논의구조, 집행주체 등에 대한 책임이 조직활동가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이는 두 가지의 상호 관련된 요인 때문이었는데, 직접적으로는 연맹 지역본부 내의 조직 혹은 미비사업
을 관리할 상근자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공공노조 지역조직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⑶

한편, 기존 조직 내의 간부와 조합원으로부터 조직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한다는 계획 역

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역시 대상 조직의 여건이 열악한데 일차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공노조는 기존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지역본부, 지역지부의 미비상근역량 확보가 중요하고,
둘째, 총연맹 지역본부와 민노당 지역위와의 상시적 논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조 중앙의 관장력과 개입을 높여야 한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7) 2008년

2008년

사업

들어와 공공서비스부문의 전략조직화사업은 공공노조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공공노조는 사업 이

관 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2008년에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노조의 기존 사업 평가는 전략 업종과 지역, 조직화 주체 형성, 사업시스템, 산별 계급의식 제고와
조직화 사업 기반형성, 중앙책임단위의 역할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평
가에 기반하여 공공노조는

2008년

전략조직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로 하였다.

첫째, 노조 중앙의 사업 관장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노조 중앙의 관장단위는 미비실로 하고 사업의 기
획과 조정 기능을 가지며 전략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단위를 구성하고 사업단위를 지원할 전담지원 인
력은 미비실 성원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략조직화사업체계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공노조 전략조직화사업의 중앙 관장 단위는 '미
비실, 정책실, 교선실, 연맹 법규국

+

전략조직화사업 대상 선정지역 담당자'로 구성된 <미조직⦁비정규

위원회>로 하고 격월 1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사업의 기획과 조정 및 단위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을
수행 과업으로 삼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 업종별 정책단위를 구성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자체, 간병 및 요양시설, 중소병의원 등의 정책 논의단위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지
체되었던 지역별 전략조직화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지역사업단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설치하고 본부장 또는 운영위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는 '지역본
부+지역지부 및 관련지부 지부장과 전담자+미비실 지역담당자'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지역의 유관지원
단체들을 결합시키기로 하였다.
셋째, 지역본부와 관련 지부들은 지역의 전략조직화사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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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참가하는 단위는 기존 인력 중 활동력의

50%

이상을 전략조직화에 투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

도록 하였다.
넷째, 전략조직화사업의 재정은 공공노조 건설과정에서 모금된 노조 비정규직 기금(약2억원)에서 갹출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노조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인식 제고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그림 4-2-2>

공공노조 전략조직화 사업단 조직 구성

자료 : 공공노조 미비실(2008), 08년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계획

표

<

4-2-2>

공공연맹/공공노조 지역별 전략조직화 사업의 계획-실행-자체평가
서울

계획

- 서울지역공공부
문미조직비정규전략
조직화사업단 구성
- 정책, 교육, 선
전, 조직사업
- 사업대상은 공공
시설과 사회복지 부
문으로 집중

실행

- 민주노총 서울지
역본부와의 공동사
업단
활동
(2006~2008)
- 무기계약직 전환
을 계기로 한 조직
화 시도
- 송파구청 비정규

대전충남

대구경북

- 대전지역일반노
조를 중심축으로 조
직화
- 지역본부 미조직
비정규위원회(기획
기능) 구성
- 대상: 대학시설
및 환경미화, 지자
체 및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사회복
지, 문화예술
- 대전일반노조를
연맹에 가입시켜 지
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사업을 대체함
- 조직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 정규직단위와 논
의테이블 형성

- 사업단 구성
- 주요 조직대상
: 공공시설환경관
리 및 사회복지 분
야
- 사업방식 : 실
태조사, 대면조직
화, 캠페인, 상담소
- 조직화된 노동
자는 대구경북공공
서비스노조로 가입
- 2005년 7개지
회, 300여명의 조
합원을 지닌 대구
경북공공서비스노
조 건설에 성공
- 일상적인 상담,
조직, 투쟁사업을
전개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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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업종

- 전략조직화사
업단 구성
- 지역공공서비
스노조 건설을 통
한 산별토대 마련
- 지역네트워크
형성
-

- 의료연대의 간
병/요양
노동자
및 중소의원 조직
화 사업

- '울산지역공공
부문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기획팀
' 구성(2006)
- 07년 사업계획
수립(자치단체비
정규직 및 학교비
정규직을 중점 사

- 노조 비정규직
기금에서 사업비
지출
- 의료연대분과
부설 '희망터'를
중심으로 간병소
개소(희망간병 ),
요양보호사교육

평가

직 조직화 시도를
통해 약간의 경험과
연대단위 설정(공무
원노조 및 상용직
지부의 결합)
- 민주노동당 시의
원과의 실태조사와
결합된 현장 접근
(무기계약에서 제외
된 노동자들에의 접
근을 통해 조직화
시도 )
- 서경공공서비스
지부의 학교시설노
동자 조직화 성과
(연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등)

전략조직화사업을
전개하지 않음
- 청암재단지회,
영천팔레스지회,
구미복지관지회,
애활원 등 사회복
지 노동자 조직화
에 초점화
- 투쟁, 조직건설,
단협체결에 일부
성과
- 경산시 환경미
화원 공동교섭 및
단협 쟁취
- 경북대 간병인
투쟁을 계기로 대
구지역공대위 건설

업대상으로 설정)
하고 3~7월간 현
장방문,
설명회
및 간담회, 워크
숍 등을 통해 비
정규직법안 설명
을 매개로 한 조
직화 시도(2007)
- 학교경비, 학
교급식조리원, 학
교행정사무보조,
중앙케이블방송,
용시환경개발, 지
방법원집행관사무
원, 공공기관, 마
을버스 등 134명
조직화(89명 잔
류).
- 지역네트워크
는 초보단계

- 부족한 인력과
현안 대처로 인해
기획조직화 사업 추
진 곤란부재
- 사업대상의 분산
성과 주체성을 고려
해야
- 정당 및 공무원
노조, 상용직 노조
등과의 연대가 실질
적인 도움이 됨

지역차원에서
전략수립과 관련
사업을 이행하지
않음
- 산별 전환 과정
에서 공공노조 지
역조직의 능력이
약화되고(미전환사
업장), 기존의 전
략조직화 구심인
대경공공서비스노
조의 상근자 부재
로 자원과 책임성
이 약화

- 전략조직화사
업이 단기적 성과
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사업임을
인식해야
- 인력, 사업비,
권한 등의 부족이
만성적 문제
- 지역지부의 부
재로 신규조직 발
생시 담을 적절한
그릇이 없음

- 인력과 연대단위
의 부족
- 지역 차원의 기
획사업이 필요
- 노조 중앙의 지
원시스템 구축 중요

원, 요양보호사협
회 등을 외곽조직
으로 설립, 서울
및 대구에 연대단
위인 간병공대위
구성
- 중소의원조직
화사업: 지속적인
선전전과 실태조
사,
소모임활동
수행

- 약 250여명
간병노동자 조직
화
- 다양한 외곽조
직 건설에 성공
- 의료연대 조직
의 조직화모델로
의 이행(전조직적
조직화사업)
- 총연맹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
과는 독립적인 사
업임

자료 : 공공연맹/공공노조 전략조직화 사업 관련 내부 자료(2006, 2007, 2008).

2) 사업 방향과 전략 형성

공공연맹의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2003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공공연맹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5년에는

2001년과 2002년의

민주노총의

50억

기금에 의거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출범한 것

을 계기로 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대략적인 상이 구성되었다.
2006~2007년

사업 전개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8년에

준비단계를 거쳐

2005년의

전략조직화에 대한 상은

들어와 전략조직화 사업방향은 일정 정도 방향

을 선회하였다.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2007년

하반기 공공노조로 사업이 이관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사업은 대체로 본격적으로 조직화를 전개하기 보다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전
개를 위한 물적 토대와 조직 내적 조건을 구축하는 것을 과업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업의 방
향과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2003년경부터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이 공공연맹의 주요 조직사업으로 지위가 격상되기 시작

하였다. 둘째, 산별노조 건설과 연계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조직형태로 설정되고, 지자체 직간접 고용

- 82 -

비정규직이 핵심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셋째, 사업단 구성, 재정 확충, 지역본부 건설, 내부조직화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으로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사업의 양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
정되지 않았으며, 전략, 사업기반, 주체 등의 형성이 더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었다.
2006년부터는

민주노총

50억

기금을 활용한 전략적 조직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2007년부터는 4개의

지

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직활동가들에 의한 조직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도 사업의 목표나 전략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업기반과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주체 형성이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반면, 이 시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격이나 수행 조건은 이전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
는데, 산별전환과 관련한 조직 환경의 불안정성이 조금 더 두드러졌고, '전략적' '목적의식적' 성격이 강
조되어 과업환경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보다 복잡하였다.
3) 사업기반과 사업시스템 구축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반은 인적, 재정적, 조직적 기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적 기반은 사업
담당 인력의 적정 수준 확보를 의미하고, 재정적 기반은 사업 담당 인력과 사업비에 지출될 재정자원의
확보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적 기반은 기존 조직의 지지와 후원 정도를 의미한다.
우선 공공연맹/공공노조 전략조직화 사업의 재정적 기반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모금에 근거한
다. 연맹은

2002년, 2003년, 2007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 기금 형성을 결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3억3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었다(2002년
2007년

약 2억 5천여만원 등). 아울러 연맹은

직활동가 몫으로 민주노총

50억

2006년부터 3년간

2,800여만원, 2003년 2,800여만원,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 6명의 조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왔다. 따라서

2008년

현재 공공노조의 전

략조직화 사업의 재정 형편은 나쁜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그간의 기금들은 모두 재원 자체가
유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진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약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적 기반을 보면
씩총

12명(혹은 14명)의

①

우선 전략조직화 사업을 직접 담당할 인력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6명

조직활동가들이 육성되어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중 일부는 지역공공서비스노

조를 결성하는데 성공하여 해당 노조의 상근자로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활동에서 이탈함
으로써 현재로써 전략조직화를 직접 수행하는 활동가의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조직활

동가들과 더불어 중요한 인적 기반은 노조의 상근 조직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공공연
맹/공공노조의 실정은 상당히 열악했다. 노조 중앙의 비미실에서 전략조직화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상 1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조직의 관리와 투쟁 지원 업무에서 상대적
으로 독립한 전담 상근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노조의 상급단체인 통합
공공연맹에는 미비사업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③

마지막으로 기존 조직에서 육성된 활동가들이 있

을 수 있다. 이들은 조직화 사업을 주관하지는 않지만, 선전과 홍보 등의 일상적 캠페인과 네트워크 형
성, 투쟁 지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도 공공연맹의 사정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공공연맹의 유관 조직 활동가 풀은 조직 특성상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풍부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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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빈곤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 기반은 공공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늘 등장하는 난맥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기
존 조직의 동의 수준이 확인되지 않거나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결의를 해
놓고도 집행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직들이 허다했다(미바실장 인터뷰,

2008).

이 때문에 최근의 전

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소속 조직 및 조합원들로부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동의를 재확인
하고 사업을 이해시키고 인식을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이다(공공노조,
문제는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고, 심지어

2000년대

2008).

초 미비조직화 사업이 처음으로 형성될 때

부터 고려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즉, 오랜 기업별 노조 체제의 관성 때문에 미비조직화 사업이 조
직 내에서 충돌과 이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내부 조직화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공공
연맹과 공공노조는 미비조직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규약개정과 단체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진전, 간부들의 설득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체계는 노조 중앙의 미조직비정규실(이하 미비실)과 중앙 및 지
역 차원의 전략조직화사업단을 축으로 한다.

2003년

조직화 담당자와 비정규직특위를 축으로 했으나,
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증대하였다. 한편,

초까지 사업체계는 조직실 내의

2003년말 3명의

2005년경부터는

1~2명의

비정규직

상근자가 배치된 미비실이 설치됨으로

미비실과 전략조직화사업단으로 구성이 변

경되었다.
그러나

2006~2007년간

사업체계의 난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째,

2006년에

연맹 중앙의 전략조

직화사업단이 구성되었지만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둘째, 전략 지역으로 설정된 4개 지역에서
정식 사업단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기획팀 형태의 간이 사업단위가 꾸려졌다. 셋째,

2007년에는

공공노조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공공연맹의 미비실이 폐지되고 수개월 후에야 2명으로 구성된 공공노조
미비실이 설치되었다. 공공노조 미비실은 설치된 이후 전략조직화사업단과 조직활동가들을 추스르기 시
작했고 사업체계는

2007년말의

평가 시기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4) 계획-이행 평가

공공연맹/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조직형태 전환 상황을 겪으며 어렵게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은 여러 시행착오를 불가피하게 수반하고
있다.
공공연맹/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시기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003~2005년까지는

2003~2005년

국면과

2006~2008년

국면으로

대체로 조직화 전략과 사업체계가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

자체 직간접 비정규직의 핵심 조직대상 설정, 공공산별을 고려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논의와 실
천,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한 조직활동가의 육성과 사업 투입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업
의 성과는 3개 지역에서의 공공서비스노조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2006~2008년간은

민주노총

50억

기금에 의해 육성, 배치된 조직활동가들에 의한 전략조직화가 추진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공공산별 건
설에 따라 인력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이 노출되었다. 결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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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조직화 사업은

2008년

들어와 일정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계획 대비 이행 수준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각년도별 목표 대비 이행 상태를 비교해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예산의 확보 노력, 사업 전담부서의 구성, 조직활동가 일부의 양성과 배치,
일부 지역에서의 조직화 노력 등이 성과를 거둔 반면, 해당 년도 추진 과제의 이행 지연, 사업체계의
불안정성, 조직 내의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업예산 부족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표

<

4-2-3>

공공연맹/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 이행 상태

자료: 공공연맹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각년도 미비실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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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산 확보 상태를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04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면 전

략조직화 사업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각급 조직들은 미조직비정규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의
이상 확보하고, 매년
아래 <표

5%씩

증액하여

4-2-4>과 <표 4-2-5>에

2007년

말에는

3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의하면, 예산 기준으로 공공연맹(06년)과 공공노조(07년)의 사업비 예

산 중에서 비정규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연맹 시절에는
차지하고 있다. 한편,
2.5%, 6.3%를

15%

2007년과 2008년

4.4%,

공공노조 전환 후에는

10.4%를

하반기의 공공노조 결산 결과를 보면, 비정규사업비는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

민주노총 결의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공공연맹이 공공산별로 전환한 이후 사업비 중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표

<

4-2-4>

공공연맹(06년) 및 공공노조(07년)의 비정규사업비 예산20)

과목

06년도
금액

교부금
의무금
운영비
사업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편성비(%)

07년도(06.12~07.12, 13월간)
금액
편성비(%)

0
1,234,486,500
1,196,418,620
538,884,000

0.0
38.5
37.3
16.8

3,438,672,210
832,000,000
536,185,000
221,180,000

66.4
16.1
10.4
4.3

23,900,000

0.7
(4.4)

23,000,000

0.4
(10.4)

213,720,000

6.7

50,000,000

1.0

26,928,293

0.8

40,274,729

1.9

총계
3,210,437,413
자료: 공공노조 결산자료(2007, 2008).

100.0

5,176,919,500

100.0

- 비정규사업비
(사업비대비)
적립금 소계
기타

표

<

4-2-5>

공공노조의

년및

2007

년 하반기 비정규사업비 지출

2008

교부금소계
의무금소계
운영비소계
사업비소계
- 비정규사업비
(사업비 대비)
적립금소계
기타지출

2007년 하반기
지출액(원)
구성비(%)
2,176,673,720
61.7
527,527,000
15.0
332,080,648
9.4
100,572,122
2.9
2,531,980
0.1
(2.5)
374,809,197
10.6
17,011,690
0.5

지출총계

3,528,674,377

계정과목

100.0

2008년 하반기
지출액(원)
구성비(%)
2,167,788,690
55.9
582,317,100
15.0
365,009,802
9.4
126,699,182
3.3
7,946,390
0.2
(6.3)
416,276,976
10.7
219,221,625
5.7
3,877,308,375
100.0

자료: 공공노조 결산자료(2007, 2008).

이밖에도

2004년

민주노총 결의는 조직문화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규 강령 제개정 운동의 일환

으로 총연맹과 연맹의 강령을 개정하고 단위노조의 규약과 규칙을 변경하며, 비정규직 조직화 관련 교
20) 여기서 비정규사업비는 노조 일반회계 상의 '비정규사업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비정규 관련 사업은 교육, 선
전, 홍보사업비, 연대사업비를 통해서도 일부 수행되기 때문에, 비정규사업비가 비정규 관련 사업 지출 모두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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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맹 및 공공노조는 별도의 강령 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비정규직 조직화 관련 교육은 전략 조직화 중점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활성화
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진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06~2008년간

공공서비스부문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역에서 사업단위인 전략조직화사업단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부진했고, 조직
활동가가 파견된 지역에서조차 노조의 조직담당자들이 조직활동가들의 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 때문에 지역의 조직활동가들이나 미비사업 담당
자들은 전략조직화사업이 조직활동가들의 개별 과업으로 왜소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러
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몇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전략조직화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데 영향을 준 뚜렷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총연
맹 지역본부,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역의 유관지원단체들의 준비 정도이다. 공공연맹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직들이 편재되어 있어서 지역조직의 기능이나 자원배분이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연맹은 총연
맹, 민주노동당, 기타 지원조직들과의 연계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총연맹 지역본부
들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유관지원단체들은 지역별로 형편이 달랐
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다양하고 많은 지원단체가 존재했지만 대구나 대전 등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둘째, 사업의 부진 요인은 주로 내부 환경에서 발견된다.
2007년

⑴

조직구조 요인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벌어진 통합연맹 건설 및 공공산별노조 전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조직형태 전환은

매우 큰 조직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공공연맹 소속의 각급 조직들, 특히 조직업무 담당자들은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⑵

내부조직화에 소홀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공공연맹과 같이 전형

적인 정규직 노조 연합체에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지면서 동시
에 긴장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기존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인식이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 반면, 공공연맹은 이 점을 소홀히 했고, 이는 각 지역에서의 전략조직화 사업뿐 아니라 미
비사업 일반이 기존 조직의 적극적 지원을 업고 전개되지 않는 근거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담당자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사업 자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 내의 공유, 토론, 논쟁 등이
거의 전개되지 않았다...'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에 대한 조합원과 간부를 대상
으로 하는 기본인식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적 인식의 기반 속에서 실질적인 전개가 가
능하다"(공공노조 미비실장,

2007). ⑶

조직자원, 특히 인적자원의 열악성을 들 수 있다. 중앙과 지역 모

두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조직활동가들 이외에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상근간부를 확보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된 현재도 그러하다.
셋째, 담당 주체들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⑴

연맹 및 노조 중앙의 안정적 관장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일부 조직활동가들의 퇴직은 안정적 관장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변경되었으며, 사업의 초점도 약간씩 변경되었다.

⑶

⑵

조직화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지역별 전략조직화 사업의 정형을 창출하고자 했

던 서울에서도 사업목표와 방식에 대한 혼선이 존재했다.
5)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들의 활동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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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에 파견된 조직활동가들은 총 6명으로 공공연맹 지역본부 중 서울본
부 3명, 울산본부 1명, 대전충남본부 1명, 대구경북본부 1명 등으로 배치되었다. 이중 현재 잔류하고 있
는 활동가는 총 3명으로 서울 1명, 울산 1명, 중앙미비실 1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지원의 경위
조직활동가들이 전략조직화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경위, 조건 등은 다양하였다. 개인적인 경력에
있어서는 편차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6명 모두 나름대로 지역적인 연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노조사업을 처음 수행했던 활동가도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원의 동기에 있어서 미조직비정
규 조직화 사업을 노동운동의 핵심 사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 미비
사업 담당자의 상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21)22)
나. 활동 구조
조직활동가들은

2007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연맹(이후 공공노조)과 민주노총 미비실의 관리 하에 놓여있

었다. 활동가들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활동가들이 배치된 공공연맹 지역본부의 조직국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공공연맹 미비실은 월1회 점검회의와 반기별 수련회를 통해 평가와 총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
었다. 한편, 활동가들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조직활동가들에 대한 점검은
계기로 이완되었고

2008년

2007년

상반기 이랜드 투쟁을

들어와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활동가 대부분은 활동하는 지역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들이 정규직 중심 조직인 여건에서 전략조직화 사
업이 전조직적 사업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공공연맹에 아직도 많은 조직들이 잔류하고 있어서
적은 조직역량이 다시 연맹과 공공노조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공연맹은 별도의 전략조직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의 자원소모적 특성 등이 문제의 출처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조직의 상근역량이나 예산이 불충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을 위한 조직적 연결망들을 구
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였다.
"우리의 경우 지역본부에는 임원 1명, 조직국장 1명, 교선부장 1명, 미비부장 1명(본인) 등
4명의 상근자가 있다. 상근자들은 현장과 지역에서의 요구를 대응하는데도 급급하다. 따라서
나 같은 경우에도 기존조직 관리 업무가 50%, 전략조직화 사업이 나머지 50%을 차지한다.
나는 원래 지역 미비사업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의 중복이 역할의 중복 문제를 고민
하게 만들었다....지역 차원에서 보면 조직활동가들의 개념은 중앙과 다르다. 지역에서는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조직화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특화된 활동을 하
라는 중앙의 지시도 동의하기 힘들다. 활동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의 부족한 상근자를 고려
21) 6명 중 1명이 명확히 이런 입장이었고 다른 활동가들은 명확성을 띠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각 지역의 사정상 이러한 동기는 부분적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22) 조직활동가 1명은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 사업보다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미비조직화사업을 지원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이 활동가는 전략조직화사업과 일상 미비사업 사이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다가 결국 전략조직화사업 담당 조직활동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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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파견활동가가 아무리 전략조직화 전용으로 채용되었다고 해도 쉽지 않다. 처음 교육받
을 때 노조 상근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상근자 역할도 하고 미비담당
자 역할도 하게 되는 구조에서 일하게 된다."(조직활동가 A씨)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전략조직화사업은 민주노총 지역본부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높은 중요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활동가들에 의하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자원과 사업의지에는 편차가 있고 이 점이 산별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 전개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공공노조 서울본부의 다양한 조
직화사업 경험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 의지와 서울에 밀집된 다양하고 조밀한 네트워
크 자원들(시민사회단체와 노동운동 지원단체) 없이는 설명되기 힘들다. 또한 일부 지역의 민주노총 지
역본부는 전략조직화 사업의지 자체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는 곧바로 공공부문의 전략조직
화 사업의 저성과와 연관되었다.
조직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 의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회
의는 이들의 이념적 가치나 경력의 다양성에 근거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분위기
로 형성되어 있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회의의 근거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은 조직활동가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의 미흡, 방침과 실행의 괴리등이었다.
다. 활동 성과
공공부문의 조직활동가들은 전원 다 공공노조의 지역조직에 미비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에 투입되
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활동하였다.
활동의 성과는 사업체계 및 조직분위기의 구축, 양적인 조직화 성과, 개인적인 조직화 스킬의 향상 등
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사업체계 및 조직분위기의 구축은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조직활동가
들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성과를 결정짓는 것은 공공노조의 해당 지역조직의 자원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태도,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결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울본
부와 울산본부에 배치된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본부에
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경우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전략조직화사업 틀 내에서 기획, 교육홍보, 조직화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경력과 스킬을 익힐 수 있었다.
양적인 조직화 성과는 전반적으로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면접에 응했던 활동가들 모두 얼마간은

'

개인적인 수준'에서 조직화를 이루어낸 성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인 순
조직화 성과(조직화-이탈)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활동가는 1명뿐이었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노조결성 단
계에서 조직이 해체되거나, 기존에 관여했던 조직을 지원하는 결과에 머물렀다.
개인적인 조직화 스킬의 향상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다. 조직활동가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대상의 조건에 대한 인식, 적절한 접근방식에 대한 판단력, 조직화 도구들에 대한 운용능력, 네트워킹,
기획능력 등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라. 활동상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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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직 문제로 공공연맹과 공공노조로의 사실상 분리 상태로 인한 자원배분 및 의사소통의 분산,
정규직 중심 조직의 타성, 중앙 차원 논의 결과의 하부 전달의 미흡, 조직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과 일반적인 미비사업을 분리할 수 없는 여건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전략조직화를 추진할 조직적 준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조직적 지원은 잘 안된다. 노조 구조 때문인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노조들의 태도나 기
존 조직관리에 특화된 사업구조가 있다. 정규직 노조 관리가 중심이다 보니 강하게 제기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에 문제제기 하는 것도
개인역량에 의존하게 된다..."(조직활동가 B)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2006년만해도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지역에 배치되자 우리를 주목
하는 시선을 느꼈다. 반면 조직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느꼈다. 관련 노조와
사업을 추진해서 만나려고 하면 외부자로 간주되곤 했고, 미비사업 관련 일이 터져도 중앙 비
미실장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게 없었다. 2007년에 얻은 미비부(차)장이라는 직함도 실은 우리
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계기로 노조나 우리나 소속감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본
다."(조직활동가 B)

"전략조직화 사업은 현재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안된다. 구조를 갖추고 하기보다는 너무 개
인에게 맡겨져 있고, 전조직적 사업이 아니라 담당자의 개별 사업이 되고 있다. 가장 활발하
다는 서울지역도 사업은 많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같은 조직활동가들이랑 유관단위들
이 하는 것이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유관노조, 조직활동가, 해당 조
직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함께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조직활동가 C)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도 2-3번 바뀌었고, 공공노조의 미비실이
나 지역조직 담당자도 마찬가지이다. 미비사업이 재미없고 힘든 일인 듯하다. 민주노총 서울
본부도 담당자가 전부 바뀌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는 4명이 1팀이었는데 사무처 분 그만둔다
고 하다가 지금 정책실 가 있고 1명 병가, 1명은 그만두었다. 공공노조 중앙 미비실도 미비실
장님만 오랫 버티고 있고 실원은 계속 바뀌었다...그런데 나도 해보니 느낀다. 앞으로도 전략
조직화 사업을 하겠냐고 물으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 일을 싫
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활동가 C)

둘째, 비정규 투쟁의 장기성을 지적하였다. 조직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투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비
정규직 투쟁은 발생하면 협상을 통한 해결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전략
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장기투쟁에 집중하기 힘든 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다. 투쟁을 지원하더라도 적은
조직 자원을 소모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일수록 조직 자원의 미비로 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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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관된 전개에 딜레마를 가져다 준다.
셋째, 개인 역량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조직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다능화된 능력
을 필요로 한다. 기획, 연결망구축, 교육선전홍보, 현장 조직화 활동 전개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
문이다. 관련 현장으로의 투신이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현장조직활동 경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직적 여건,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 조직화대상의 여건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조직화 사례를 만
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조직활동가들은 계획성과 추진력, 끈기와 집요함 등을 조직
활동가들이 가져야할 덕목으로 들었다.
6) 공공서비스부문 전략조직화 사업 개선 과제

(1)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조직 내 인식 전환

공공연맹/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최근 3년간 부진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 사업에 대
한 조직 내부의 동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역에서의 사업시스템 구축의 부
진이나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나 이탈도 이 문제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니다. 기존 조합원 및 간부의 인
식 전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 수단은 결국 교육홍보, 조직구조 전환, 비정규직 투쟁의 대중화
등으로 모아지며, 여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2)

공공산별의 완성

공공산별 전환의 완료와 조직적 안정화는 공공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의 진전에 아주 중요한 조직상황적
요인이다. 정규직 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 노력, 조직자원의 이전 등 전략조직화 사
업의 실질적인 전면화는 공공산별의 완성과 안정화를 계기로 해야 앞당겨질 것이다.
(3)

사업 재정의 안정적 확보

현재 공공노조 전략조직화 사업의 재정은 민주노총

50억

기금과 산별 비정규직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전자는 지역에서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활동가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후자는
노조 자체의 전략조직화사업 추진비용에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법은 미비
사업이 실질적인 일상 사업으로 정착하여 노조의 경상비용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사업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지역 사업시스템의 필수적 구성요소로는 지역본부 미비사업 부서 및 상근인력의 구비와 민주노총 지
역본부-진보정당-공무원노조/전교조-지역 비정규직 조직-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망 구축을 들 수 있다.
지역조직의 조직 자원이 취약한 공공노조의 특성상 연결망에 있어서는 특히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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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전략조직화 대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조직의 잠재력 역시 전략조직화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개발 대상이다.
(5)

의료연대 전략조직화 경험을 사업전형으로 검토할 필요

의료연대 전략조직화 사업의 시사점은

①

전조직적 사업화(조직화모델로의 이행)

②

업종 논리와 지역

논리의 결합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의료연대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주요 간부의 결단이 지부대의원의
결의와 사업에의 일상적 결합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패턴의 확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연대의 간병/요양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직업소개소,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노동시장 조직을 외곽조직으로 직접 결성하고 이를
조직화로 연결시키는 업종기반 조직화 논리에 충실한 반면,23) 각지의 의료연대 소속 병원들을 조직화
거점으로 삼는 점에서는 지역 기반 조직화 논리가 겸비되어 있다.24) 한편, 서울지부에서 전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소의원 조직화 사업은 전형적인 지역 기반 조직화 사업이다.
(6)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공공노조의 관장력 제고

2007년까지

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사업은 상당 부분 각 지역의 상근자와 조직활동가들에게 분산적으로

내맡겨져 있었고, 이 점이 저성과를 촉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노조측은 이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2008년부터

하여

노조 중앙의 사업 관장력을 재차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

2006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직화 방안들에 대한 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3) 기존 노조가 직업소개소, 직업교육원, 직종협회 등을 결성하여 이를 조직화의 외곽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험은 업종-지역 논란과는 별도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경험은 '조직화를 위해서는 비노조 노동시
장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가 아니라, '이동이 빈번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거
점 사업장뿐 아니라, 해당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수단의 확보도 필요로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어 검
토할 필요가 있다.
24) 지역대책위 구성에 성공한 대구 경북대 병원 간병인 투쟁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 92 -

3.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 전략조직화 사업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사업 개요

민주노총은
50%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사업을 결의하고,

50억

기금 조성(현재 약

모금)과 함께 조직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현장배치를 했다.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의 핵심은

유통서비스부문이었으며, 이를 위해 조직 활동가

26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을

배치(현재 8명)했다. 그

렇다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1차 사업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통산업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은 산업구조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의해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며,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 직접고용(계약직, 파트타임) 및 간접고용
(파견

및 용역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25) 이처럼 유통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이유는 유통산업의 구조개편(인수합병)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자본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표

<

4-3-1>

유통업 성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현황(2007.8, 단위: 1천명,

%)

전체(남녀)
노조유

노조가입
자격

조합원수

133

68

정규직

48

비정규직

여성

유노조율

노조가입
자격비율

노조
조직률

조합원
구성

조합원수

40

12.1

6.2

3.6

100.0

20

2.8

100.0

42

25

22.9

20.0

11.9

62.5

10

9.3

50.0

85

26

15

9.6

2.9

1.7

37.5

10

1.7

50.0

임시근로

80

22

12

9.3

2.5

1.4

30.0

7

1.2

35.0

(장기임시근로)

36

10

8

6.0

1.7

1.3

20.0

4

1.0

20.0

(기간제근로)

43

12

4

16.3

4.5

1.5

10.0

3

1.9

15.0

임금노동자

조직률

조합원
구성

시간제근로

7

4.6

호출근로

2

7.4

특수고용

6

5.0

파견근로

4

3

3

16.7

12.5

12.5

7.5

2

10.5

10.0

용역근로

7

1

1

17.1

2.4

2.4

2.5

1

3.4

5.0

가내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재분석(2007.8).

하지만 유통산업에서 자본에 대응할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미비하고 조직된 노동조합은 대공장 제조업
노동조합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유통업의 노조 조직률은 지난

2005년 8월 2.4%(2만4천명,

25) 지난 10년 동안 유통자본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안 유통산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8명(80.8%)이 비정
규직인 현실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월평균 임금 117만원, 여성비정규직 93만원)
은 크게 개선된 바 없다. 그럼에도 유통산업의 노조 조직률은 2007년 현재 3.6%(비정규 1.7%, 여성비정규
1.7%)로 전체 노조 조직률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호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
기 위한 이해대변기구 또한 미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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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8%, 7천5백명)에서 2007년 8월

조사 원자료). 하지만

2007년 8월

(11.9%, 2만5천명)의 5분의 1에

율은

2.9%로

정규직의

현재

3.6%(4만명)로

다소 증가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

현재 유통업의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1.7%(1만5천명)로

정규직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 가입 자격 비

10분의 1(20.9%)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1만2천명)만이 그나마 조직되어 있고, 간접 고용형태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유통업에서 노조에 가입된 여성 비정규직은 1만명(1.7%)으로 남성 조합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개 노조)으로

말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된 유통서비스부문 노조 현황을 보면

2000년(6,462명, 29개

노조)보다 약

합원 규모는 서비스연맹의 전체 조합원 중

50%

816명

증가했으며,

2008년 11월말

정도(단위 노조 대비

35%

7,278명(22

현재 유통서비스 조

수준)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

스연맹의 유통업 노조 조합원이나 단위노조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노조 활동중지나 조합원 감소
등으로 조합원 수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랜드 뉴코아 투쟁으로 해당 노조의 조

합원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조합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비스연맹에 속한 유통서비스부문
조합원 규모와 분포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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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 조합원 규모와 조직사업비 예산 추이
유통업 조합원 수

년도

전체

서울

경기

조합원수
증감률

노조
수

～2008.11

: 2000

비정규 조직사업 예산
금액

증감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증감 특징
전체
조직사업비

비정규직

정규-신규노조

2000

6,462

4,197

2,045

-88(▼)

13

2001

6,374

4,126

2,142

-396(▼)

12

2002

5,978

4,284

1,612

140(▲)

13

∙농협유통 노조 설립(조합원 550
명) 시부터 비정규직 가입
∙미도파백화점 계약직 가입
∙뉴코아 계약직 현 수준 유지(단협
합의)
∙수협 바다마트(70명) 신규 가입

2003

6,118

3,993

1,454

526(▲)

20

∙수협 바다마트 33명으로 축소

충북유통(100명) 신규

2004

6,644

4,493

1,970

526(▲)

23

700만원

∙수협 바다마트 64명으로 증가

6,855

4,717

1,925

211(▲)

25

600만원

암웨이(219명), 영유통(20명) 신규,
충북유통(100명) 감소
로레알 코리아(450명) 신규

신설

∙수협 바다마트 27명으로 감소
∙농협유통 비정규직 581명
7,447
4,470
2,947
592(▲) 25
250만원
-350(▼)
∙수협 바다마트 노조활동하지 않아 울산 세이브존 (50명) 신규
2006
중앙위에서 제명.
∙이랜드일반노조 761명 증가(2005
년 339명→ 2006년 1,110명)
9,651
6,466
2,983
2,204(▲) 29
300만원
50(▲)
1,249만원 ∙뉴코아 비정규직 가입(150명)
엘카(960명), 샤넬(284명), 클라란
2007
(2.49%) ∙이랜드일반노조 비정규직 500명 스(118명), 엠티컬렉션(140명), 전
(조합원 수는 130명 감소)
주코아(80명), 식음료 유통(120명)
∙농협유통 비정규직 570명
신규
7,278
6,473
609
-2,373(▼) 22
2,168만
1,868(▲
8,700만원 ∙농협유통 비정규 중 무기계약(별 라프레리(37명), 아티스(27명) 신
2008
원
)
(1.28%) 정직)으로 전환(70-80%)
규
(3.2%)
∙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감소
주 : 1) 단위노조의 조합원 규모 : 해당 단위 노조(본사) 사무실이 있는 지역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 매장에 있는 조합원도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추산되었음. 이들 사업장
으로는 전국에 매장을 갖고 있는 이랜드 홈에버, 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노조 등 임. 한편 유통업 노조에서 청과 등의 단위노조 등은 제외하였음.
2) 서비스연맹 조직사업비 : 연맹의 비정규 조직 사업비 항목은 2004년부터 신설되었으며, 2008년부터 기존의 조직사업비 항목에서 “비정규조직사업비”가 별도의 항목으
로 만들어졌음. 2008년 비정규 사업비 항목에서는 특고 회의, 선전, 수련회 비용이 220만원이었으며, 비정규 전략조직 사업비(교통, 숙박, 수련회, 조직사업비, 통신비, 8인 활동
가)가 1,928만원 책정됨.
자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의원대회 자료집 각 년도에서 재구성(2008년 11월 노조 현황은 연맹 사무처 내부 자료).

2005

-100(▼)

1,200만원
(2.91%)
9,18만원
(1.75%)
1,518만원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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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3>

서비스연맹 유통업 각 업태-고용형태별 조합원 규모 현황

: 2008.11

백화점
직영

할인점
직영

입점
(화장품)

입점
(식품)

입점
(잡화)

식음료
유통

전체 규모

2,015

1,910

2,085

141

30

13

비정규직

-

?

?

?

?

?

주

: 비정규직 규모는 노조 해당 단위노조 인터뷰에서 확인 된 수치임. 이랜드 홈에버의 경우 최근 비정규직 조합
원 수치가 다를 수 있음. 한편 입점업체인 화장품, 식품, 잡화에 가입된 비정규직 조합원이 있으나 노조 차
원에서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
자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2008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2008.11)에서 재구성.

먼저, 유통서비스 소속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7,082명,
몰려 있다. 둘째, 업종/업태별로 보면 백화점(2,015명,
조합원이 전체의

53.8%를

27.6%)과

97.3%)지역에

할인점(1,910명,

차지하고 있으며, 입점업체 판촉․판매직 조합원이

26.2%)에

거의 대부분

종사하는 직영

30.9%(2,256명)를

차지하

고 있다. 셋째, 고용형태별로 보면 백화점(현대, 롯데미도파, 전주코아백화점) 및 할인점(홈에버, 뉴코아,
농협유통, 세이브존I&C, 세이브존 등) 조합원은
규직 조합원(뉴코아

22명,

농협유통

560여명,

3,925명인데,

전주코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비정

20여명,

홈플러스 테스코

300명

미만 예상)

1,000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서비스연맹의 조직 사업 과정 : 목표와 전략 수립, 사업추진 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산하 단위노조의 비정규직 조직 사업과 활동은 민주노총 5대 부분 전략 조직
화 사업으로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1기(2000년～
2004년)와 2기(2005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 조직 사업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사업 1기(2000년～2004년)
지난

2000년

서비스연맹(당시 상업연맹)은 노동조합의 조직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며, 서비스연맹의

초기 노조 조직화 사업은 제도개혁 투쟁과 조직사업 두 가지였다. 먼저, 제도개혁 투쟁은 기존의 법제
도 개선을 위한 사회민주단체와 연대를 통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조직사업은 연맹 산하 판매사원노조
(백화점․할인점․슈퍼의

판촉사원 및 비정규직) 결성을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단일노조를 건설한

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외식업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단일노조 건설, 외식업체 노조와 청과판매
노조의 형태로 업종별 단일노조 결성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6)

26) 서비스연맹은 이를 위해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는데, 유통분과 정책 사업 내용으로 △비정규직 채용형태와
현황 및 노동조건(계약조건) 조사, △업무내용 파악, △노동안전 보건 및 불공정거래 조사, △교육사업(산
별, 일상교육), △대중사업(수련회), △기타 유통부문 비정규직 조직방향과 파견 대응 모색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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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4>

서비스연맹 1기 조직사업 세부안

서비스연맹의 1기 조직 사업 세부 안
서비스연맹은 조직화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는데 △비정규직 상담센터 및 직업소개소 개설과
운영(연맹부설), △비정규직 권리 홍보 책자 발행, 10만부 제작 무료 배포, △비정규직 조직을 위한 여름
학교 운영(노조 간부 대상 조직활동 교육), △비정규직 제도개혁을 위한 연대투쟁 사업(공동대책위 구성공동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요청,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청원) 4가지였음.

한편 이시기 민주노총은

2003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5대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유통서비스부문을 결정하

고 해당 단위 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비스연맹은 당시

UNI와

같은 국

제단체와 함께 노조 조직화 사업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할인매장에 조직 활동가가 투입되어 조직화 사
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의 유통 관련 노조 등(UI젠센,

JSD

등)과도 꾸준한 국제교류를 진행

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연맹은 국제단체(UNI)의 도움을 받아 월마트와 한국까르푸 매장에 조직 활동
가를 배치하여 조직화 사업 및 조직화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비스연맹은 국제단체
지원을 통한 조직화 사업의 모색은 있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백화점과 할인점(까르푸)안에 있는 비정규 내지는 입점업체 조직하자. 계약직을 조직하자
계속 얘기 하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따로 전문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그게 2004년 까르푸, 2005년도에 월마트 조직사업을 했었고… 까르푸
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애기도 하면서 활동했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서비스연맹 노조 간부A, 2008. 10).

이쪽 산업이 수입이 좀 되서 조직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손을 벌렸던 게 국제조
직이었거든요. 스웨덴 사민당에다가 손을 벌렸는데 OECD 가입이 되니까 그런 게 불가능해졌
어요. (…) 그 당시 국제 활동 안 되서 두 번째 시도 했던 게 국제기금이었는데, 국제 조직에
서 1년에 5만 불씩 3년간 15만 불을 대라.“우리도 똑같이 1년에 5만 불씩 15만 불을 조성해
서 이 조직화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내부 토론회를
하고 연맹 단위사업장 위원장들한테 그런 기금을 대의원들이 결의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
잖아요. 제안하는 사업방식은 맞다 근데 그런 돈을 해주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냐. 돈의 사
용에 대해서, 잘 되지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거는 기금은 노조 간부들로 구성된 위
원회를 구성해서 회계든 집행이든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 당시 기금을 지원해주던 곳이 스
웨덴의 LO-TCO라는 조직인데, 거기서 1차 서류 검사를 했었어요. 대줄 수 있는 조건은 됐
는데 우리 기금 확정이 안 나니까 거기서도 주춤주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OECD 가입문
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어려워 진거지…….(서비스연맹 노조간부 E, 2008. 9).

그러나 이 당시 조직화 사업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실정이다(윤진
호, 김종진 외,

2006: 470).

결국

2004년까지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은 총연맹과 연맹의 사업 주관

문제, 연맹 내부의 동력과 단위 노조의 집행 의지 부족 등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27) 서비
27) 2002년 서비스연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p.110～112, 2003년 서비스연맹 제2차 정기대의원대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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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연맹의 조직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위한미조직
비정규직 대책위원회구성 자체가 늦어지게 되고, 연맹 비정규직 사업이 비정규직 관련 신규노조 지
원, 연맹 임단협 교섭에서 비정규 관련 안 마련, 비정규직 투쟁 결합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연맹의 비정규직 요구와 투쟁은 전체적으로 이미 증가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차별철
폐보다, 사용이나 채용 제한 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나 일부노조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에 발
판을 마련(비정규직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화(롯데 미도파) 또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
로 가입(농협유통)하는 성과를 쟁취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위한 자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3년까지

서비스연맹은 미조직 비정규 조직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

았다.
나.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2기(2005년～ 현재)28)
서비스연맹의 2기 조직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맹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략 조직화 사업의 경우 산별노조 건설과 연동되어 거점 중심의 조직화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전략부문으로는 비정규직과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형종합소매점
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서울 및 부산 등에 조직 활동가를 배치하고 사업을 진행했다.29)
한편 서비스연맹은
2005년

2004년부터

비정규 조직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 전략 조직화 사업과 연동하여 유통서비스부문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결정했다.

2005년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방향은 조직화된 사업장(노조규약 변경, 일상 활동 비정

규직 참여 보장, 단체협약 적용 요구)과 미조직 사업장(활동가를 양성하여 조직사업)의 두 가지 조직화
방침이었다. 구체적인 조직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조직 활동가 양성은 총연맹의 추천으로 민주노총
조직 활동가 육성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조직 활동은 전략 사업장을 선택하여 집중 조직화하여 그 성
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 기획과
사업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A. 전략조직화 사업 기획안

료집, p.109).
28) 서비스연맹의 2기 조직화 사업 시기(2005년～현재) 당시 연맹의 조직사업은 특수고용직 조직화 사업이 또
다른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연맹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직종은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노조 등인데, 최근 2년 사이 조직화된 대리운전기사(대구, 울산, 청주) 노조의 활동(타 지역
전파효과)이 나름 그 성과로 볼 수 있다.
29) 서비스연맹은 애초 10명(현장, 지역외곽)의 조직 활동가를 파견 받았으나, 2명(대구, 서울)이 그만 둔 상태
에서 2008년 10월 현재 8명(서울 4명, 부산 2명(현장 1인), 전라 1명, 충청 1명(현장 1인)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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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5>

민주노총 유통서비스부문 전략조직화 사업 기획안

1. 사업방향

산별노조 건설 및 거점 중심의 조직화 사업. 사업장에 조직 활동가 투입할 예정

2. 비정규직 현황

민간서비스 전체 비정규직 3,939천명 중 유통서비스(도소매) 비정규직은 1,294천명

1) 470만 서비스노동자 중, 166만 도소매업. 그 중에서도 대형 소매업 노동자를 전략
대상으로 선정.
2) 2003년 조직방안,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제 형성, 2004년 사업단위 구성하고 본격적
3. 추진계획
사업 전개.
3) 진행 : 조직방안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진행.
4) 세부 일정: 활동가 모입(2005.09), 활동가 교육(2005.10-12), 활동가 현장 활동
(2005.12)
1) 전략부문 선정의 근거 :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유통서비스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대
부분 비정규직(73%)이며, 여성노동자(특히 기혼여성)로 미조직,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
정규직과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노동자 조직화는 총연맹 차원에서 매우 중요
4. 전략조직화
한 의의가 있음.
대상
2) 조직 대상 : 백화점(3,200명), 할인점(약 8만명), 편의점, 전문판매원, 대형수퍼마
켓에 집중(전국 230여개 할인점이 앞으로 4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산됨)
3) 3년 사업으로 10만 서비스노동자 조직 목표(예산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 있음)
자료 : 윤진호, 김종진 외(2006) 및 서비스연맹 자료에서 재구성.

B. 전략 조직화 사업체계

그림

<

4-3-1>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체계와 사업단 구성

총연맹
지역본부

연맹 조직&교선국
유통분과 회의

유통서비스
전략 조직화 사업단

기획팀

○○조직 사업팀

△△조직 사업팀

▲▲조직 사업팀

주 : 1)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 연맹 임원, 담당국장, 활동가, 유통노조 간부(조직 사업팀)
2) 조직사업팀 : 조직 대상별/특성별로 구성(유통노조 비정규직, 미조직 비정규직 유통노동자)
3) 기획팀 : 조직화 사업단 사업 기획, 연구조사사업

C. 역할 및 회의 체계

표

<

4-3-6>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략조직화 사업 역할 및 회의체계
역할

회의체계

1. 유통노동자 조직 사업 총괄
2. 유통노동자 조직 확대
3. 조직 활동가 활동을 관장하고 지원
4. 조직 사업단 지휘아래 조직 대상별 각 사업팀
이 사업 진행
5. 연맹 각국(조직국, 교선국)이 조직 결성과 투
쟁사업 지원
6. 연맹 유통분과 회의 사업과 연계

1. 정기회의
- 매월 활동내용 총화, 활동 내용 공유
- 전체회의, 지역회의: 서울․중부권, 영호남 격주)
2. 특성별 조직팀 - ○○조직사업팀
- 조직대상별로 회의체계 구성, 조직대상에 대한 조
사결구 연구, 조직 방안, 사업 집행
- 각 조직사업팀 조장 책임 아래에 사업팀의 조직대
상에 대한 조직사업 진행
- 조직사업 집행과 조직 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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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략 사업단 사업

표

<

4-3-7>

전략사업단 사업과 일정

사업 항목

시기

내용

1. 조직 사업 점검
2. 투쟁사업 지도
3. 조사사업

2006.9-2006.12

4. 연고자 파악

2006.7-

5. 선전사업

2006 하반기～2007년

표

<

4-3-8>

- 조직활동가 사업정형 점검과 지도, 활동방향 논의, 보
고서 작성, 월간 사업 평가
- 현안문제 대응과 투쟁을 미리 준비(투쟁 흐름도 작성)
- 사업장의 기본 체계와 운영 파악, 노동자 구성 파악
- 정규, 비정규 상황, 의식조사(2003년 조사결과 비교)
- 연고자를 통해 사업장 파악, 대중화 작업의 출발로
- 설문, 선전물 배포와 면담
- 조직대상 정기적인 선전전, 노동자 권리 홍보
- 유통서비스 노동자 권리 리플렛 제작 배포

전략 조직화 사업 조직 활동가 배치
전략조직화 사업 조직 활동가 배치

1. 지역배치

2. 역할배치

1) 전국 유통망을 감안하고 유통노동자의 분포를 감안하여 배치
2) 전국에 분포된 유통매장과 조직사업의 균형을 감안하여 배치
1)노동조합 비정규직 조직 사업
- 연맹 소속 유통보문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 사업(각 노조와 협의하여 사업)
- 미조직 유통부문 노동자 조직 사업 병행
- 외각 지원 사업(선전전, 선전물 제작, 연대 투쟁 기획)
2) 미조직 비정규 조직사업(할인점을 중심으로)
- 조직되지 않은 유통부문 노동자 조직 사업
- 현장조직의 근거지 확보

한편 서비스연맹의 2기 조직화 사업의 핵심은 산별노조 건설과 서비스․유통노조라는 소산별 형태의
노조건설 그리고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사업이다.30) 이를 위해 서비스연맹은

2006년부터

산별

노조 건설을 위한 교육, 전국순회 간담회, 결의대회, 공동임단투 과정 등을 마련하고 산별노조 건설 사
업을 진행했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 가입과 단체협약 단계
적 적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표

<

4-3-9>

서비스연맹

2007년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였다.

년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공동요구안

2007

서비스연맹의 2007년 단체협약 요구안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핵심 내용
`1.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조직화 조건 마련
- 비정규직에 단협상 효력 확장, 규약개정으로 가입 촉진, 비정규직 노조 활동․가입 보장(노조 가입․결성시 고용계약해
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임시계약직 고용보장(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 금지), 간접고용노동자 노조가입․결성시 고
용계약․원하청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 금지, 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2.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 비정규직 차별 대우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복리후생 동일 적용, 최저임금 보장(산별최저임금 보장),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3. 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의 제한, 정규직 업무의 비정규직화 금지,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 이상 비정
규직 정규직화, 적정 인력 확보와 자연퇴사 시 정규직 고용
4.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불법파견 근절
-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불법파견 금지, 불법파견시 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30) 2007년 서비스연맹은 중장기적인 조직 사업으로 △서비스노동자 총 단결사업, △조직 확대 사업, △조직 강
화 및 간부육성사업,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및 투쟁사업,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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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비스연맹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으로(가칭)전국민간서비스비정규 노동조합(현 서비스유

통노조)을 건설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가입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전략
조직화 사업의 하나로 식음료 3사(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영업사원)의 조직사업을 진행했으며,
조직활동가 절반과 약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2008년

비정규 노동자 조직

확대 방안을 위해 4가지 세부 내용을 세웠으며, 조직화 방안의 목표는 서비스업종의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회여론 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8년

전략 조직화 사업 계획과 미

조직 사업 계획 등이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었다.
표

<

4-3-10>

서비스연맹 2기 조직화 사업 세부안

서비스연맹의 2기(중기) 조직화 사업 세부 안
1. 2007년 조직화 사업 구체적 사업내용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 방문(비정규직 노조 알리며 인사-신뢰쌓기), △기존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함
께 정기적으로 현장 선전전 진행, △기존 노조와 용역(환경, 시설, 주차 등) 직원 설문조사사업, △일상적
언론 사업을 강화
2. 2008년 비정규 노동자 조직 확대방안의 세부 내용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가입 규약 개정과 조직사업, 단체협약적용),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임
금 고용 이동 상담실 운영, △비정규법 제도 개선과 조직화 선전전 진행
3. 2008년 전략 조직화 사업
△유통노동자본부건설사업, △지부건설사업, △매장별 조직 확대사업, △현장 선전전, △인터넷 선전전,
△UNI 지원 국제연대 사업
4. 2008년 미조직 사업
△미조직 조직화 기획사업, △사회적 의제화(영업시간 제한법, 감정노동, 심리치료제도 확보, 불공정거래
근절, 과당경쟁 제한), △기존 조직화된 사업장의 미조직 사업, △ 총선 투쟁을 통한 미조직 사업

(3)

조직화 사업의 평가 : 성과와 한계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기별 평가와 노사관계 차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할 수 있다. 먼저, 시기별 평가는 민주노총의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이 진행된

2005년

을 기점으로 1기와 2기로 구분했으며, 노사관계 차원의 평가는 노사관계와 노조 조직형태 그리고 노동
조합의 활동과 태도로 구분했다.
가. 조직화 사업의 시기별 평가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

1, 2기

모두 부분적인 성과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난 1기 동안 서비스연맹

의 조직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연맹은 일부 사업장에 조직화를 목표로 조직 활동
가가 배치됐지만, 조직화 목적과 방식 등의 전략적 플랜과 목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성과를 얻
지 못했다.
먼저, 조직화 사업 1기 동안에 미약하나마 조금씩 조직화가 진행되었거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이루진
곳도 있다. 대체로 조직 사업 1기에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된
사업장(롯데미도파, 농협유통)이 있으며, 주5일제 등 일부 단체협약이 비정규직에게 적용된 사업장(한국
까르푸, 농협유통)도 있다. 게다가 단협을 통해 파트타이머의 비율을 제한하고 노조 내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활동한 사업장(뉴코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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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화 사업 2기인

2006년부터 3년을

목표로 한

10만

조직화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약

818명의

조합원이 증가되었지만, 개별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직이나 퇴직, 투쟁 등의 자연감소와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단위노조 차원의 대응은 미약한 편이다. 물론 일부 단위 노조 차원에서는 나름의 비정규직 활동
(이랜드일반,

뉴코아 등)을 진행 하고 있으나, 나머지 단위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사업이나 활동이 구체적

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게다가 미조직 비정규직 건설이 효과를 기대했던

2007년서비스유통노조라

는 소산별 형태의 조직화 사업 또한 예상과 달리 그 효과는 미비했다.
원래 계획은 서비스유통 노조가 A 업체 겨냥해서 띄우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산
별이 더디 가기 때문에“서비스유통 노조에 담는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든 차
에 A 업체(전략 조직화) 사업이 더디 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필증이 안 나오는 특고들이
엄하게 글로 당기기 시작을 한거예요. 저희들이 계획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들
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통 쪽에 신규노조들은 서비스유통 노조 쪽에 담으려고 준
비를 했었는데 담았던 대도 원대 복구 시켰어요. (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B, 2008. 9)

실제로 서비스연맹이 전략 조직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식음료 3사(롯데, 해태, 동아오츠카 영업사
원)의 조직사업 또한 사측의 탄압 등으로 조합 설립을 총회 이후 조합원 탈퇴가 지속되어 노조 자체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1) 그 나마 연맹은 각 지역에서 유통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기초
작업(연고자, 사업근거지와 영역 확보)과 조직 활동가 사업 등의 경험이 향후 조직화 사업의 새로운 모
색을 위한 자산의 토대가 되었다.32)
나. 조직화 사업의 노사관계 차원 평가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를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사관계의 제도화 문제와 노동조합의 조직 특
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노사관계 성격 차원에 관한 문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주요 유통
업체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사업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산한 주요 6개 유통 사업장
을 한정해서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집회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한 곳이 절반(롯데미도파, 뉴코아,
세이브존아이앤씨, 이랜드일반노조)을 넘고,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인수
합병(M&A)과정에서 고용승계나 비정규직 문제였다. 그런데 서비스연맹 산하 주요 유통업에서 파업투
쟁이 빈발했던 사업장에서는 파업 후유증으로 조직률이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자본은 기존
정규직이 담당했던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늘이고 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비정규직의
31) 서비스연맹은 식음료 3사 영업사원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으나, 노동조합 창립(2007.3.11) 전날 노조 설립이
사측에 알려지게 되면서 노조 건설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서비스연맹은 식음료 3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전
략 조직 활동가의 절반 가량을 투여 했으며, 조직 사업비로 약 식음료 본부 전국순회투쟁(2007.5.7.～5.19)
을 전개했다. 게다가 2007년 비정규 전략 조직 사업비(1,928만원) 중 약 1천만원이 넘는 예산(전국 순회 투
쟁 버스 대여료 등)을 식음료 3사 조직 사업에 투여했다. 식음료 3사 노조 설립 이후 투쟁을 보면 2007년 3
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7개월이 넘는 부당 노동행위와 사측의 탄압에 대한 법적 대응의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식음료 유통본부 투쟁경과 자료집』, 2007.10.17). 하지만 2008년 현재 식음
료 3사의 조직화 사업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성공적인 결과(조합원 13명)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어 가
고 있는 상황이다.
32) 서비스연맹 신규 조합원 2천여명은 주로 백화점 1층의 판매직(화장품, 가방) 노조에서 발생한 것이며, 전체
유통 조합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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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외주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차원에 관한 문제다. 서비스연맹은 해당 업종의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아
직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서비스연맹은 지난 3년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준비부족과 단위노조 간부의 의지와 조합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재 산별 전환이 결의된 사업장은 산하 노조의
40.7%(25개, 6,324명)

40.1%(31개, 6,221명)에

전환 의지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한다

.33)

19.2%(24개, 2,970명)는

산별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연맹

산하 유통업 조직 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오픈 숍(open
M&A등으로

말현

불과하다. 물론 현재 연맹 산하

노조가 산별을 추진 중이거나 진행예정이지만 나머지

몇 사업장은 해당 업체가

2008년 11월

shop)

형태다. 오히려 몇

인해 타 기업에 인수합병 된 후 노조 가입제도가 오픈 숍으로

변경되어 노조 조직력이 약해졌다.
셋째,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태도에 관한 문제다.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 문제점은 기
존 노조 역량과 결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조직 내부의 방침 등이 부재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연맹산하 조직화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위한 노조규약 변경
이나, 단체협약 적용 등과 같은 사업은 몇몇 사업장(이랜드, 뉴코아, 농협유통)을 제외하고는 아직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연맹이

2007년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마련된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

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핵심 사안을 담고 있는 사안임에
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이와 같은 요구안을 교섭 안으로 만들거나 체결한 사업장은 거의 없
었다. 이처럼 서비스연맹이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
직화 사업은 진행은 아직 더딘 편이다.
이미 할인점은 아니지만 백화점도 아웃소싱이 끝나 있던 때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주차 용
역 경비 쪽도 거의 다 직고용이었어요. 97～98년도 까지는 2000년 전후해서 죄다 용역으로
전환 된 거거든요. 조합원들이 어떤 좀 기운들이 있냐면 정규직하고 우리 빵 뺐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우리)빵을 뺏긴다. 이런 개념들이 강한 거예요. 근데
특히나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표로 당락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수 란 말이죠. 그러다 보
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B, 2008. 9).

다. 주요 성과 및 가능성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 노조 조직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2년 동안 조직된 백화
점 화장품 5사(로레알, 샤넬, 엘카, 클라란스, 라프레리) 및 잡화(엠티컬렉션) 그리고 이랜드(홈에버, 뉴
코아) 조직화 등 약 3천명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결과는 서비스연맹의 최대 성과로 볼 수 있
다. 특히 화장품 5사의 경우

2005년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건설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다른 화

장품업체 4곳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서비스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화장품 5사 노조들은 기업
별 노조이긴 하지만 가입범위에 있어서 비정규직(수습, 아르바이트, 인턴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노조
들은 노조 건설 이후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작업조건이나 상황들을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감
3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2008년 제1회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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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축적해 가고 있다.
한편 서비스연맹 산하 이랜드일반노조의 경우 지난
로 진행결과, 전국
배(2005년

→

212명

25개

2006년 10월부터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

매장에 분회를 건설했으며, 조직화 사업을 통해 지난 2년 사이에 조합원이

2007년 12월

현재

970명)가량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34) 더불어 이랜드 투쟁은 노

동조합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동운동 외각진영까지 폭 넓게 결합하여 노동운
동과 사회운동이 함께하는 성과까지 남겼다.
4) 전망과 과제 : 전략 조직화 사업의 검토와 개선방안 35 )

가. 전략 조직화 사업 검토
민주노총의 유통산업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김종진,

2006a)는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방안으로현재의 노동조합 조직을 산별로 전환하고, 과도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조
직화 모델(organizing

model)로

전환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문화와 노동자들 스스로의 의식을 변화시

켜야한다는 조직화의 원칙과 전제를 제시했다. 또한노동조합이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자료분석(비정규직 실태조사)을 통해 노조의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는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과 목표 8가
지(조직문화와 의식의 변화, 조직화의 광범위한 확장전략, 조직 변화와 재조정, 여성친화적 모델, 조직
화의 잠재적 불만 활용, 법제도 개선투쟁,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결합, 사회적 역할과 서비스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략 조직화 사업 평가 내용은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6)

34) 이랜드 투쟁이 완료된 2008년 11월 말 현재 홈플러스테스코 조합원은 580명으로 투쟁 전과 비교하면 약 절
반 정도 조합원 규모가 감소했다.
35) 민주노총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서비
스부문 전략 조직화 방안을 다룬 연구 보고서(김종진, 2006a)와 실제적인 유통부문의 전략 조직화 사업 내용
에 대한 검토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통부문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조직화 모형이 총연맹 차
원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사업 또한 아직 마
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글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논의됨을 밝힌다.
36) 현재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의 성과는 백화점 판매직과 식음료 유통서비스부문의 신규 조직화과 이랜드 비
정규직 조직화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의 성과로 꼽히는 3가지 사례 중 조직화 활
동가가 결합된 사례는 식음료 유통노조이며, 이랜드 홈에버(단위노조와 상급단체의 결합)와 뉴코아(단위노
조)의 경우 파업 투쟁과정에서 결합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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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년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방안 흐름과 모형(안)

4-3-2> 2005

자료 : 김종진(2006a:283).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안)은 김종진(2006a)을
참고 할 것.

① 조직화 사업의 구조적 측면

첫째, 민주노총이나 서비스연맹 모두 조직화의 의지(공식화, 중심성)나 목표는 강했으나, 조직화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위한 조직화의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예를 들면 상급단체 차원에서 보
면 조직화 사업을 위해 산별노조나 조직화 모델로의 전환보다는 조직화 사업을 위한 정책적, 조직적 차
원의 변화만 있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전략 조직화 사업의 담당 단위(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설정 문
제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이 있었으며, 조직화 사업이 전개 된 현재까지 전담기구나 부서가 부재(담당부
서 재편, 잦은 담당자 교체 등)한 상태다. 더불어 서비스연맹의 산별전환 또한

40.1%

밖에 진행되지 못

했다.37)
일단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투여하는 총연맹, 이걸 받는 연맹, 몸으로 뛰는 활동가들, 이 세
37) 물론 서비스연맹의 경우 여성친화적 조직모델 모색(실제적 단위 노조 조직 내 여성할당제 미비)이나 지역사
회와의 결합문제(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부족) 등의 과제도 내부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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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너나할 거 없이 다 준비부족입니다. 첫째로, 총연맹도 막연한 그림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죠. 사실 이게 큰돈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 대상도 구체적으로 어떻
게 조직화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 3년이니까 1～2년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 3년은 어떻게 진행한다는… 또 그 1년을 이렇게 분기별로 쪼개서 해서 개괄적인 포괄
적인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림으로 들어갔어야 해요. 둘째로 조직화 사업을 주체인 연맹
도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어내서 최소한 사업비정도가 전무하니까,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계
획들이 되어도 힘든 사업인데,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토론해가지고 죽죽 만들어 가지고 출발
시키고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풍부한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
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그림을 이렇게 하자. (…) 총 연맹 조차
담당자가 바뀌고 일관성 없는 거죠. 누가 담당했다가, 누가 담당했다가, 왔다, 갔다. 이게 사
실은 제가 볼 때는 정책연구원이나 정책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이나 비정규실
에서 만들어 내고, 각 해당 연맹에서 풍부하게 만들어서 아주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쉽
지 않은데… 구체적이라는 것은 활동가들의 시간까지 이런 것들은 보름, 한 달이라든가, 일주
일 단위 축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계속 3개월 앞두면 계속 나눠지면서, 그 시스템에 움직여
도 이게 성과는 쉽지가 않은 사업인 건데… 한동안은 조직 활동가들은 무엇을 할지를 몰라서
멍하니 있었던 적이 태반일수 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1년 2년 다가오면서 내가 뭐 했
나….(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B, 2008. 9).

50억 기금이라는 전략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잘 집행할 수 있는
지도가 부재한 거 였든요. 실재로는 조직하고 조직되어져야 하거나 조직,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지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직화 하려고 했던
게 전략 조직화 사업인건데 정말 무책임하게 되면서 안 되는 거지. 50억 사업 자체의 전략
조직사업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닌 거 같은데

안타깝네요(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D,

2008. 9).

그냥 방치 되어 있는 거죠. 방목이죠. 방목은 건강하게라도 커야 되는데, 이거는 풀도 없는
대다가 그냥 지켜보는,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략 사업장이라면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략은 생뚱맞게 우리 지금 경험도 다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 한데
전략을 내보라는 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전략을 달라 우리의 역할을 달라.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었거든요.“왜 너흰 너희가
안 찾냐” 이러면서 포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사이에서 회의 하면서 허당 잡는
다고 좀 그랬던 거 같고, 그래서 연맹에다가도 요구를 했고, 근데 연맹도 그냥 하면돼지. 구체
적인 게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조직활동가)서로 같이 일치가 잘 안 되는 듯… 경험 조
건이나 준비 정도나, 한 마디를 해도 준비정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드리기도 하고, 활동을 누
가 이렇게 해. 먼저 한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는 왜 저렇게 해? 계속 이런 작업
속에서, 전략이 없었던 거, 그냥 각자 할 수밖에 없기를 바라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앞
에 모가 잇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몸은 바쁜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조직 활동가 D,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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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역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활동가 역량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정말 2차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연맹과 연맹의 전략 부재에요. 준비 예비를 하나도 안 했어
요. 이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거둬서 정말이에월급이나 주고, 3년간 교육 시켜서 내보내자. 이
거였는데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낀 게 “맨땅에 헤딩하는 거다.” 처음 교육했을 때 강사님들
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땅이 없더라고요! 땅이” 요. 이건 관념적인 애기도 아
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 것들 꾸준하게…. 평가 속에서 제안을
했고, 요구 했는데도 일단은 연맹의 수준이나 총연맹의 수준을 빤히 아니까 저희가 과도하게
이거 해 달라 요구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요구가 한두 번 묵살까진 아니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흐지부지 되고… (…) 1일 보고서는 1일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요구를 썼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뭉뚱그려 지면서 보고서에는 안 쓰고요. 연맹회의 할 때 그리고 나서 총
연맹 지도부가 바뀌고, 저희 담당자도 바뀌면서… 저희가 처음에 모집되어서 교육에 들어갔을
때 총연맹이 보여준 관심과 열의가 식었더라고 그게 애정이 떨어져서 식은 건 아니고“연맹이
그냥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얼핏. 그랬는데 연맹에서는 사실 사업비는 없잖아
요. 저희는 활동비만 총연맹에서 받는 건데 저희 서비스 연맹 가난한 게 활동가들 10명이나
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잘못된 게 총연맹과 연맹이 준비 없
이… 저희 처음에 조직과정 교육받았을 때 결의 들어오면 다들 울컥울컥 할 정도로 힘들게
“조합원이 낸 돈으로 우리가 활동한다! 선배들은 그런 돈도 받지 못하고 했는데 우린 돈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이런 생각들을 갈수록 흐려지게 만드는 구조, 태생적 한계, 구조적 한계
저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생각해요(조직 활동가 F, 2008. 9).

그 지점을 명확히 안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연맹에 들어가서 연맹 조직 사업을 하는 건
지 총연맹에 조직사업을 일정부분 끌어야 될지. 따로 노는 것도 물론 있고, 그걸 관장하거나
주관하지 못하는 연맹의 모습인거죠. 총연맹도 마찬가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
어 오고 있는 거죠. 관장은 분명히 연맹인데 급여는 총연맹에서 나오고 총연맹에서는 사업적
부분을 연맹으로 넘겼는데 연맹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 적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정부터 해가지고 같이 토
론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서로의 계획을 같이 짜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던져진 거죠. 해봐
라 몰하든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였으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누군들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조직 활동가를 뽑아서 이렇게
활용하자” 라고 하는 그 고민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특고냐? 유
통이냐? 건설이냐? 이렇게 정해만 놓은 거지. 실제 사업은 조직 활동가 보고,“너 네가 알아
서 다 그려라” 이런 판이죠. 평소 활동 밖에 유통이라는 대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 온
거고. 정말 본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인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비스에서 유통활
동가를 뽑는다면 유통 노동조합이 유통의 영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였으면 무엇인가 더
빨리 잡았겠죠. 여기 조직 활동가 중에 유통 출신 아무도 없어요(조직 활동가 B, 2008. 9).

지역으로 각각 하나가 아니라, 필요하면 합숙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저희는 연맹에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연맹은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 조건이 어려운겁니다. 저희들이“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든가“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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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준비정도가 생각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 조금 과도하게 본 게 있는 것 같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직 활동가라고 해서 조직화라
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되게 많이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
조직 활동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총연맹 모 하는 거지, 연맹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고정도만 하는 거예요(조직 활동가 C, 2008. 9).

둘째,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전략 조직화 사업단 구성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런 이유로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의 기획과 과정이 단위노조와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아울러 전략사업단이 꾸려지지 못한 관계로 전략 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목표에 따른 조직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사업도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서비스연맹
의 조직화 사업은 기존 유통노조 사업장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화 사
업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조직문화 의식변화(동권과 설득의 논리)를 위한 과정이 간과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비정규 전략 조직화 사업은 단위노조의 비협조적인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비
스연맹 전략 조직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조직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38)
간격 무지하게 컸죠. 무지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서, 기존노조를 활용을 해야 하는 데
활용을 못한 지점이 있고. 그분들(기존노조) 분들도 연맹과의 관계에서 뻐그러져있는 곳도 있
고, 그리고 비정규 조직 활동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아웃 소싱 하는 사업체
도 계속 있었고, 연맹내의 유통분과를 살려서 유통부분에 있는 대표자를 만나서 사업을 고민
할 수는 있었을 텐데 하려고 한번인가 시도를 했었다가 안됐죠. 참가율 미비로… 결국 그분들
이 갖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감싸 안기가 더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기
때문에 깊어도“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답을 수준들이 있었기 때문
에 같이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거기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
까. 처음에는 조직 활동가들을 요청한 대도 있어요. 우리 노동조합으로 파견 좀 시켜주소. 여
기서 같이 좀 하게. 그리고 다른 노조에서도“너 네 한두 명이 그렇게 들어가서 되냐 한 군대
찍어서 거기 몰 빵 해라 거기 몰 빵 해라. 매장 하나 타겟 하나 잡아서 매장 하나만 공략해라
00지역, OO지역 이런데 해봐야 되도 안 는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고… 지
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조직 활동가 B, 2008. 9).

비정규직 조직 활동가 몇 명이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문화나 조직 기풍이 없는 상황에서 조
직 활동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필요하다.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누가 조직 가입을 하겠냐. 자기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거고, 실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조직 활동가 안에서도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
부심, 자긍심 등의 결여에서 오는 허탈함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받혀주지
않고서 조직 활동가 개인 능력으로 거의 방목 상태거든요. 너 일 알아서 해라(조직 활동가 C,
2008. 9).
38) 서비스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 실무는 연맹 간부 3인(이천호 국장→이영화 국장→김두문 국장)이 맡았
으며, 이들 모두 사직 상태로 공백기를 겪다가 최근 김두문 국장이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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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기는 한데요. 정규직이 먼저 깨줘야 하고요. 기존 조직된 조합원들이 당연히 그게 민
주노총이 할일인거 같아요. 큰 담당을 잡았어야 하고요. 50억 기금 만들어서 활동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으로 오히려 대외적인 선전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캠페인 이러게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만 다 가서 앉아 있고. KTX, 이랜드, 기륭전자든 비정규 투쟁하는 거
보면 암울하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노동자들 다 조식화가 어차피 그건데 . 저는 동시
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미조직들 그런 사업장들로 당연히 서야 하는 거 맞고
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전체적인 그것과 함께 기존노조들이 잡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 실제는
누구 잘 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동조합에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그거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깨고 어디서부터 되고 모르겠는 데 그
게 대국민 선전전하고 맞물리는 게 아닌가. 조합원들 보면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있더라고요(조직 활동가 D, 2008. 9).

② 조직화 사업의 내용적 측면

첫째, 무엇보다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사업의 목표(조직 확장, 외연 확대, 강도)와 방법(집중성,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전략조직화 사업은 애초의 계획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사업은 지역과 업종 선택에 있어서 조직
사업의 선택과 집중성이 부재한 상태였다. 애초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의 대상과 목표는 수도
권과 부산 지역의 유통업 중 백화점, 할인점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초기 전략 조직화
사업의 자원 집중성은 높지 못했다. 예를 들면 조직 활동가 배치의 경우 활동가 모집 등의 애로사항으
로 인해 서울(5인), 부산(2인), 대구(1인), 순천(1인), 충청(1) 등으로 분산되었으며, 조직 대상도 할인점(H
매장)과 식음료 3사(롯데, 해태, 동아오츠카)로 이원화되었다.39) 이런 이유로 전략 조직 활동가
운데

2～3명을

10명

가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조직 사업을 전개하지 못했다.

목표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 모랄까. 조바심이랄까.
조직사업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 중압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조합비를 갖고 운영하는 조직사업과 다르게 걷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게 더 상당히 중요한 돈이고 조합비보다 더 헛되이 쓸 수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
더라구요. 기본적인

자세는 좋긴 한데 너무 중압감을 갖다 보니까 백화점하고 할인점 하자

하는데 했는데, 그래서 할인점 하나를 집중해서 하자. 거기 취업도 하고 거기 선전 사업도 하
고 그게 H 사업이죠.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바뀌니까 담당국장 생각이 또 다른 거
야. 그래서 지금 확 넓혀놓고 다 하자 그랬는데 중요하게 결정된 달라진 건 없어요. 암튼 그
런 것들을 논의를 초기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회의 때 마다 이런 논의. 어딜 공략할건가. 어
떻게 공략할 건지.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 있었던 거예
요. 안에서. 그런 얘길 주로 많이 했어요(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A, 2008. 10).
39) 식음료 3사의 영업사원 조직 사업에는 서비스연맹의 조직사업비(투쟁) 약 2천만원 가량이 투여되었으며, 조
직 활동가 5명이 배치되었다. 초기 식음료 조합원 가입은 약 150여명 정도에 이르렀으나, 사측의 탄압으로
현재 조합원은 13명 정도다. 그 밖의 서비스연맹의 조직 활동가들은 간접적으로 이랜드 및 뉴코아 조직화 과
정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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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조합원들이 50억 기금을 걷어서 물론 것도 반밖에 안 걷히긴 했지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구상 자체가 조직 활동가를 돈 주고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요즘 조직
활동가 들은 돈 안줘도 조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굳이 돈까지 주면서 뽑아 놓은 사람이라 하
면은 그거에 맞는 적절한 인원과 지역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하고 만들어 주고 해야 되
는데 그 지점이 가장 문제인거죠. 그렇게 고민들은 많았지만 그걸 실제로 사업화로 만드는 부
분에서 연맹과 총연맹의 관계, 조직 활동가와 처음에 인원 구성 할 때부터도 충분하지 못했습
니다. (조직활동가)25명 그랬는데, 연맹별로 인원을 뽑는 것도 그렇고,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 했습니다.고민이 많았으면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냐? 서
울로 모아 집중을 시켜야 되냐? 인원구성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 했고, 외곽으로 한사람씩 가
있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지방 활동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무엇을 갖고 하고,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집행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지점에서는 그렇지 못 하
는 거죠. 왜냐면 혼자하면 굉장히 쳐지거든요. 발걸음도 느려지고 옆에서 누가 채찍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는 건데 조직 활
동가들이 역량도 그렇고, 역할들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니 네 해봐라!
 던져놓은 상황밖에 안 되는 듣기 좋은 말로“백지에 그림을 그려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0억을 끝내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조직 활동가 C,
2008. 9).

대도시 중심으로 하자 해서 서울로 다 하려고 했던 거. 서울로 해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잘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배치해 보자 할
인점해서. 그래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정도. 순천은 광주나 이쪽을 생각했는데 그쪽이 없어
요. 순천에서 광주까지 다 담당하는 걸로 해서 배치를 한 거죠(서비스연맹 노조 간부 A,
2008. 10).

표

<

4-3-11>

활동가

유통서비스부문 조직 활동가 담당 업무 변화 흐름(2006～2008.11)
현재
활동

조직 활동가 조직 사업 및 담당 업무 변화 흐름
업무1
현장배치
(14개월)
현장배치
(6개월)

활동가 1

서울

활동가 2

서울

활동가 3

서울

활동가 4

서울

활동가 5

지방

활동가 6

지방

활동가 7

지방

지역배치

활동가 8

지방

지역배치

활동가 9

-

지역배치

활동가 10

-

지역배치

지역배치 활동
현장배치
(1개월)
현장배치
(28개월)
현장배치
(25개월)

⇨

업무2

⇨

불공정행위
대응 활동
기존 노조
조직사업 결합
이랜드 뉴코아
투쟁 결합
지역 배치
S 조직 사업
현재 H 현장
조직 사업
현재H 현장
조직 사업
지역 배치
S 조직사업
지역 배치
S 조직사업
지역 배치
S 조직 사업

업무3
지역 배치
H 조직 활동
이랜드 뉴코아
투쟁 결합
기존 노조
조직화 사업
이랜드 뉴코아
투쟁 결합

지역 배치
H 조직 활동
지역 배치
H 조직 활동
중도 사직
중도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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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4

⇨

업무5

지역 배치
H 조직 활동

지역 배치
M 조직 사업

지역 배치
H 조직 활동

둘째, 서비스연맹은 기존 노조 내부의 조직문화와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기존 노조의 동원과 설득의 문
제, 자원 배치, 교육 미약) 등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의 조
직 내(연맹-지역본부-활동가) 유기적인 협력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략 조직화 사업의 주체인 연맹
과 조직 활동가들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연맹과 총연맹 지역본부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은 서비스연맹 담당자와 조직

→ 명 만의 사업이었지 지역본부나 유통노조 단사 의 공통된 사업으로 인지되지 못했다 이

활동가(10명

8

)

,

(

)

.

런 이유로 유통서비스부문 조직 활동가 업무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산된 지역에 배치되어
노동조합 현안 문제 대응부터 연고자 파악 그리고 선전 및 교육 사업까지 1인이 모두 담당해야만 했
다.40)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역의 인프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맹에)요구를 했으
면 가능했을 거 같아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역본부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지역본부
에서도 나와서 강의도 해주셨고….(조직 활동가 E, 2008. 9).

목표 선정 후에 뚜렷한 전략이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고. 그런 상황에서 활동가들의 치
열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잡아줄만한 구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흩어지고, 지역이
라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나 이런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
에 서로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전략 조직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도 없을뿐더러, 조직적
이지도 못한 그런 행태가 드러나면서 갈수록 사람들이 스스로 제 풀에 지치는…. (…) 활동가
들의 특성이 있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사람을 모든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
예요. 한 사람이 조직도 해야 되고 조직한 사람이 교육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투쟁
이 생기면 선전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좀 특성에 따른 역할을 맡았
으면,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교육을 하고, 이게 조직적인 활동이지 않을까. 근데 편집을 못하
는 사람한테 무조건 편집을 맡긴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중압감에 빠지는 거지. 내가 교
육을 해야 한다(조직 활동가 F, 2008. 9).

나. 조직화 사업의 향후 과제와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대 전략 사업 중 핵심 영역인 유통서
비스부문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나름의 성과도 있으나, 아직 그 결실을 맺기에는 이른 시점
이다.41) 따라서 향후 유통부문의 전략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총연맹-연맹)의 조직
40) 본 보고서에서 조직 활동가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조건(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상황, 평가 지표의 제한으로 인해 개별 활동가들의 평가를 본 글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
이다.
41) 물론 서비스연맹의 경우 나름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도 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유통
서비스노동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된‘서서 일하는 노동자 에게 의자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자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의자 캠페인은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구 단체 등이 모여 지난 2008년 7월 출범했
다. 이는 서비스연맹이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매개로한 대표적 활동 성과로 볼 수 있다.
2008년 11월 현재 의자를 비치하거나 계획 중 인 사업장은 신세계, 롯데, 애경, 대구, 대우, 홈플러스(평촌,
부천여월점), 이마트(안성점) 등이다(매일노동뉴스,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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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의지와 목표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통서비스부문의 전략 조
직화 조건과 과제는 다음의 <표

4-3-1-2>와

같이 정리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통서비스부문의 현

실적 전략 조직화 방안을 위한 단계별 조직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의 문제점들은 애초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
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보고서(윤진호․김종진 외,

2006)에서

제기된 사안들이다. 다만, 조직 활동가들

의 면접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보고서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조직화의
집중성 문제(집중적인 지역업종 선택, 네트워크 활용) 등은 이미 기존 논의들에서도 제안되었던 부분들

△조직 활동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문제 활동가 수준별 교육 구체적 사례와 기술적인 교육 매
뉴얼 등 △재교육 문제 전략 조직화 사업의 재검토 및 평가 인성교육 학습 모임 일상적인 상담과 소
통 등 문제 △활동가 네트워크 필요성과 자원 문제 조직 활동가 모임 사업비 기자재 정보제공 등
△조직활동 보안 문제 조직화 사업 이전 조직화 보안 노출 등은 사전에 충분이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
이나,

(

),

)

,

(

,

,

(

(

들이다

.42)

,

,

,

,

,

,

),

)

아래는 조직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이다.

지금 조직활동가 중에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병을 앓고 있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조직 활동가들은 개별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진중하게 좀 깊게 다루고 그래서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형식적으로 지나치고 마는 인성교육 그게 조금 요
새는 아쉬워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즘. 전망도 안 보이고요. 실은 전망은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 자체에 대한… 비정규직 정말 힘들 잖아요(조직 활동가 D,
2008. 9).

사람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사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제가 막 일부러 바람 넣고 이랬는
데… 어디 놀러가도 왠지 내가 더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 때 당시엔 그런 거려니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것 있었어요. 컴퓨터 같은 거,
우리 전부다 일괄 노트북 지원해 주세요. 쓰던 중고라도 갖다 주던가. 작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조직 활동가 D, 2008. 9).

조직 활동가가 되기 전에 운동 경험들 현장경험들이 고려가 돼야 하는데, 예들 들어서 정말
조직 활동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노동조합 경험이 없는 동지들도
실제 있거든요. 그런 동지들은 현장경험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현
장 경험이라는 게 3년 이라는 기간이… 그리고 일정부분 (조직 활동가)집체 교육을 수준별로
하든지, 집체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저는 소모임이랄까 학습모임 이런 거를 구성해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딱히 없었어요.(…) 이제 각 연맹들도 실제 사람들을 맡아서 담당
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연맹이나 총연맹에서 전적으로 이 한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관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워낙 현안들이 많고 또 원래 자기 역할들이 있는 분들
이라서. 개별적으로 활동가들이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지역별로 떨
4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조직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항목(인건비 등 제외) 중 약 2.5%～3%에 불과하며, 그나
마 비정규직 조직사업비(2,100만원) 항목은 2008년 처음으로 연맹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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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영역에서는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지역적 배려 영역별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 문제지만 숫
자가 한정돼 있으니까(조직 활동가 A, 2008. 9).

당시 처음에는 집체교육을 할 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 대단 했었는데, 교육도 처음에는 뻔뻔하게 잘 받아드릴 수 있는, 교육 잘 마치고 난 다음
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강사에 대한 개인적인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
육)왔던 게 비정규 조직 활동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틀에 잡혀져 있는 다른 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이었고. 계속 그런
교육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조직 활동가 E, 2008. 9).

그 당시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이론과 실습 이게 반반씩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에
대한 자세라든가. 그리고 외국 사례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조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외국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듣고 법률 적인 거 이런 거 얘기 한
다음에 실습은 집회 사회, 현장 선동, 교육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실습 부분들을 했
는데… 저는 그다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그 자체의 비정규직 조직을 해야 되겠다”
했었던 사람들의 열기라든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게 더 기억이 더 많
이 남구요. 구체적으로 내용부분들 대해서는 딱히 남는 건 없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
었던 거, 큰 틀 안에서 이론이나 그런 것 보다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구체적인
사례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활동을 펼 칠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볼 때는 거의 백지 상태
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고 다른 건 기억 안 나는
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조직 활동가 C,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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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12>

구성
요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부문 노조 조직화의 방향과 과제(안)
차원

조직 공식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정책: 전략 조직화 방안 연구 결과
및 노조 내부 조직화 사업 재검토 필
요
▪ 목표: 총연맹 차원의 전략 조직화
2기 사업 목표 수립 필요
▪ 절차: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의
역할 규정 필요

▪ 정책: 유통서비스부문 조직화 방안
의 구체성과 현실성 보완 필요(산업안
전보건, 감정노동 등 연계 필요)
▪ 목표: 연맹차원의 조직화 사업의 구
체적 목표 필요(업종/직종)
▪ 절차: 상급단체(연맹)와 단위노조
그리고 조직 활동가의 역할 규정 필요
▪ 예산: 조직화 사업을 위한 연맹 자
체 예산 방안 마련 필요(조직화 사업
을 위한 연맹과 지부의 매칭펀드 성격
의 예산 책정, 한시적 연맹 조직화 사
업 기금조성)

▪ 예산: 50억 기금 이후 조직화 예산
방안 마련 필요(현재 50% 모금)
조직화
의지

조직 전문화

조직 중심성

조직화
목표

조직화
방법

▪ 지속성과 연속성을 담보 할 수 있
는 조직화 사업 담당 기구나 부서 필
요
- 조직 활동가들의 소통과 자문 부서
필요(현재는 개별 연맹에 맡김)
- 조직 활동가의 지역적 안배 필요,
조직 활동가들의 운동 경험에 따른
차별적 조직화 학교 운영 필요
▪ 조직 내 조직화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필요
- 전략 조직화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조직 확장

▪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 노력 필요

조직외연 확대

▪ 상대적 미조직 영역(여성, 소수자,
비정규직 등)의 외연 확장 필요

조직화 강도

▪ 전략 조직화 사업과 서비스 사업의
판단 필요

조직화 집중

▪ 전략 조직화 사업의 집중 정도 판
단 필요

조직화 대상

▪ 전략 조직화 주요 대상 선정 필요

조직화 방식

▪ 사회운동적 노조운동 특성 고려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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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 신규 조직화 담당 부서 필요
- 조직 활동가 담당부서 및 향후 경험
축적과 활용 문제
- 업종과 지역 조직 활동가들의 소통
과 운영의 지속성 담보
▪ 조직화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 필요
- 산별전환과 조직화 사업 최우선 고
려 필요
▪ 미조직 사업장(백화점, 할인점 등)
의 업종 및 직종별 조직화 단위 탐색
필요
▪ 상대적 미조직 영역(간접고용, 직
종) 외연 확장 필요
- 외주화된 업종(계산, 시설 등)이나
직종별 조직화 사업 확장 필요
- 수도권 이외의 지역 선정 필요
▪ 조직화 및 서비스 사업 병행 필요
- 조직화 사업 이외에 단위 노조 서비
스사업 병행 필요(법률-정책 자문서비
스)
▪ 조직화 사업의 집중과 선택 필요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집중
(미조직 사업장의 정규-비정규 동시
조직화)
- 내부 재조직화 문제 판단 필요(현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입)
▪ 고용형태별, 직종별 조직화 대상 선
정 필요
- 업종/직종 : 간접고용 및 직종별(판
매직) 노동자 등
▪ 사회운동적 노조 운동 특성 고려 필
요
- 현실적 조직화 방식 고민 필요(기
조직된 노조를 통한 미조직 사업장 접
근)

끝으로 유통서비스부문의 실천적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로는 서비스연맹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산별노조 전
환을 꼽을 수 있다. 현재의 유통업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입점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이나 영업시간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로의 전
환을 통한 대안 마련(산업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요구 등)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조직화 사업과 산별노조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가입 문제만이 아니라, 노조가 그들을 더 잘 대변
하고 그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조직화 활동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조직된 사업
장의 경우 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일상 활동(산업안전보건 및 건강권 관심)을 항상적으로 추진
하고, 노조 내부의 조직문화를 변화(기존 노조와 조합원의 동원 및 설득의 논리)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영국 유통노조가 소속된 노동조합(USDAW)의 조직화와 연관된 노조 활동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의자 캠페인 사업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여진다.
표

<

4-3-13>

영국 유통노조

의 조직화 방안 소개(산업보건안전문제 의제화)

USDAW

영국 유통노조 USDAW의 조직화 방안 중 하나 - 산업보건 안전문제를 의제화
영국 유통 노조 중 하나인 USDAW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조직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
들이 조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위험하며,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USDAW은 노조에 가입하면 두 배는 더 안전하다
는 내용의 포스터를 작업장에 붙이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000명당 5.3인데, 미조직 사업장은 1000명당 10.9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통계를 보여주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림 4-3-3>

영국

USDAW의

폭력 관련 리플렛(좌) 조직화와 안전관련 포스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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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표

<

4-3-4>

4-3-14>

더위-작업장 온도(좌)와 노동강도 및 스트레스(우) 관련 포스터

각 업태별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기피 사유(단위:

%)

백화점
직영
노동자

할인점
직영
노동자

편의점
노동자

화장품
판매
노동자

식품판매
노동자

패스트
푸드
노동자

평균

회사측 반대

0.0

10.4

0.0

0.0

0.0

0.0

2.5

회사측 불이익

21.9

41.6

8.8

41.7

11.8

9.3

19.5

노조 활동 불만족

12.5

11.7

3.6

0.0

5.9

11.6

7.5

주위 만류

0.0

1.3

1.5

0.0

0.0

7.0

1.9

노조 필요성 없음

28.1

11.7

51.8

33.3

41.2

34.9

36.2

가입 방법 모름

12.5

9.1

10.9

16.7

23.5

4.7

10.7

아무도 권유하지 않음

15.6

6.5

18.2

0.0

0.0

14.0

12.9

기타

9.4

7.8

5.1

8.3

17.6

18.6

8.8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7. 9) 조사 자료.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조합원 중 노조 가입 의향을 갖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72.9%) 노동자가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는‘사측의 불이익’(19.5%)보다‘노동
조합의 불필요’(36.2%)를 더 많이 꼽았다. 이는 노동조합이‘작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충 및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조 규약 및 단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 시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조합
원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정규직 채용 비율제한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한편 유통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비정규직의 권익보호
를 위해 정규직화’(28.4%)가 가장 필요한 노조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유통현장에서 비정규
직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집단적인 노사관계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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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3-15>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노조활동(복수 응답, 단위:

%)

1순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46.3

43.1

43.5

20.0

16.9

17.4

3.1%

3.3

1.1

0.0

6.5

1.0

0.0

13.2%

4.9

7.0

6.5

21.5

19.4

27.3

19.3%

15.5

21.1

28.3

18.1

21.9

31.8

1.3%

0.5

0.6

0.0

3.2

0.8

0.0

비정규직법개정등 제도개선

8.8%

8.3

6.6

4.3

10.6

10.3

4.5

비정규직 고충처리 및 상담

3.3%

0.5

2.3

0.0

4.5

6.4

2.3

임단협에 비정규직 포함

2.3%

0.8

1.1

0.0

2.6

4.7

2.3

1,2순위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8.4%

해고제한과 고용불안해소

20.4%

노조가입 및 노조결성지원
복지후생혜택 및 확충
임금인상
정규직조합원 교육강화

2순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12.0

11.0

13.6

21.0

24.6

18.2

*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7.9) 조사 자료.

2단계로는

현재의 비정규직법과 같은 법제도 개선․보완을 위한 노동운동진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조합의 제도개선 투쟁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외주화를 막고, 정규직과 유사 혹은 동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어야 한다. 애초 비정규직법안 취지는 임시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에 있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유통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차별을 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계약해지 후
외주화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강화 및 외주화 규제 등의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
나다.43)
5) 소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 애초 지역거점 중심의 조직화 사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백
화점 및 할인점 등의 대형 매장에 집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서비스연맹은 전략 조직화 사
업단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을 담당 할 조직 활동가들을 사업장 내외에서 배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서비스연맹의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은 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
제라는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가능성은 일부 확인된다. 먼저, 전략 조직화 사업이 진
행되었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유통업 비정규직 조합원은 약

680명(전체

조합원

423명

증가)정도 증

가했다. 특히 이 기간 유통업 비정규직 조합원은 주로 이랜드일반노조(홈에버)와 뉴코아 노조의 조직화
사업에 기인된 측면이 크다. 또한 조직 활동가 다수가 투여된 식음료 유통 3사 조합원(약

130명)도

포

43) 유통업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원칙을 명시하고,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만 간접고
용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간접고용의 경우 고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유통업에서 점포별 혹은 층별(계산직, 식품 등 후선업무, 화장품/식품 등 판매직)
정규직과 간접고용(용역, 파견) 노동자들이 뒤섞여 일을 하게 되는불법(혹은 탈법) 파견성격의 외주화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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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 하지만

2008년

말 현재 이랜드 및 뉴코아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규모는 매우

많이 감소한 상태(뉴코아

22명,

이랜드 미집계)이며, 식음료 유통 3사의 경우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조합원 규모는 7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반면 이 시기 서비스연맹 산하 백화점 화
장품 판매직 노조의 경우 신규노조 건설 및 조합원 증가(2007～2008년 사이

224명

증가)라는 조직화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직화 사업의 계획은 애초 구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먼저, 유통업 중 대형할인점 조직화 사업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된 터라, 조
직화 사업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히 조직화 사업 자체가 연맹 내부 사업으로 인식되어 연맹 내 유통분
과 단위노조 내에서도 사업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이유로 전략 조직화 사업단 자체
가 구성되지 못했으며, 연맹의 조직화사업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의 다른 전략 조직화 사업단에
비해 낮았다. 게다가 조직 활동가들은 기존 노조의 도움을 받기는 고사하고 단위노조 내 미조직 비정규
조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불어 조직 활동가들의 배치 자체가 집중화되지 못하
고 지역(현재 서울 4인, 부산, 충정, 전라 4인)으로 분산된 상태였기에 조직화의 효과는 미비했다.
셋째, 이상과 같이 살펴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향후 전략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서비스연맹의 조직화 사업과 전략 조직화 사업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문화 변화가 선행되어야야 한다.44) 그리고 서비스연맹의 전략 조
직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계획안은 산하 조직(예. 유통분과 단위노조)과
공동으로 사업단(조직화 전담 위원회나 기구 등)을 꾸린 상태에서 조직화 계획수립과 진행이라는 공동
의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략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자원이라는 물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조직전환 문제와 더불어 조직화 사
업을 위한 인적 물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연맹 전체 조직 사업비의

3%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 조직 사업비로는 미조직 비정규 조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은 향후 산업구
조 변화와 비정규직 증가라는 환경에 따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대상의 주요 영역이 될 수 밖
에 없다. 때문에 서비스연맹은 향후 전략 조직화 사업을 위한 미조직 업종과 직종 등을 개발과 구체적
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서비스연맹의 산별전환과 맞물려 조직의 성공과제로서 매
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4) 여기에서조직문화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로의 전환 시, 조직의
자원과 제도 및 문화(단위 노조별 여성 할당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의식 변화) 등을 총괄하는 의미로 지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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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연맹의 건설일용 노동자 전략 조직화
진숙경(고려대 경영학 박사)

1) 사업 개요
민주노총의 ‘조직 활동가 양성 및 교육 이후 현장배치를 통한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라는
2005년

전략적인 사업 방식이 채택되는 데는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 노조들의 사례와 함께 국내적으로

는 건설산업부문 노조의 조직화 활동의 경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를 기초로 한 건설산업연맹의 사업은

97년

현장조직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국제건설목공노조(IFBWW)를 통해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외국 노조들의 조직화 사례
를 구체적으로 소개받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국제건설목공노조는 한국노조의 요청에 따라 현장 조직가들
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키로 약속하였고, 이런 지원에 힘입어 건설노조는
100여명의
‘조직

99년에

본격적으로

현장 조직가들을 교육하여 조직에 투입하게 되었다.45)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한 현장조직화’사업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건설산업연

맹의 사업 평가는 민주노총 중앙 뿐 아니라 타산업연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투입되었던 현장 조직가들의 현황과 발전 전망, 또한 이들의 고민 등은 향후 민주노총 사업 전
망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차원의 1기 전략조직화 사업 방침이 수립된 후 건설산업연맹으로는 3명의 활동가들이 배정
되었다. 연맹은 “건설일용업 종사 노동자 중

80%

이상이 토목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현장의 이동성

과 노동자의 분산성이 심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강고하여 조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인 토
목건축 부문”을 그 상징성과 조직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집중해야 할 사업 부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맹이 주요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
는 노동자는 수백 개에 이르는 직종의 노동자들이다.46) 토목․건축은 대표적인 인력집중 분야로서 조
직화의 대상은 많으나 조직하는 데는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진 인력들이다. 플랜트건설 현장과 비교해 봐
도 현장 이동성이 훨씬 더 크고, 건설업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 다
른 산업으로 이동하려는 비숙련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공사장을
생각하면 이 분야 조직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가 토목건축 부문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노조 조직화에 큰 장애가 되고
45) 건설노조는 99년 본격적인 조직가 양성 및 현장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건설산업의 조건으로 인해 조직 확대 사업은 처음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
다. 200만 명에 이르던 건설 종사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120만 명으로 축소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다.
46) 토목건축 부분의 직종을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목수, 철근 등 골조 공정 직종, 둘째 배관, 내
선 전기, 닥트 등 설비 공정 직종, 셋째 미장, 조적, 방수 등의 습식 공정 직종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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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랜트노조들의 경우 노조 설립 초기부터 ‘반장들’이 중심세력으로 활동했던 것에 비해 토목건축
부문의 반장들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
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십장, 반장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도급 단가 인하를
꾀하고 있어, 실제 이러한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
질적인 이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이후 공고화되었던 하도급구조는 쉽게 해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진숙경,

2006).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3명의 조직 활동가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
회의 안산과 대전, 대구 등 3개 지역에 배치되었다.
“건축현장에서는 노조 상근자와 조직 활동가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상근자가
조직 활동가이고, 조직 활동가가 노조 상근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이 건축현장의
이라면 특징이죠. 한마디로 만능활동가가 필요한 곳이예요. 노조 홍보 선전물도 돌려야
산재교육도 해야 하고 투쟁이 터지면 투쟁 지원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다.”(연맹 간부 인터뷰)

모두
특징
하고
합니

이들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던 시기에 건설노조 토목건축부문의 대구지역지부는 건설노조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의미 있는 파업을 전개하였고 각 지역에서 배치되어 활동하던 이들 3명의 조직가들은 대
구지역에 집중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2) 조직 목표와 전략 수립
건설산업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은 사업이 시작될 당시 지역업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던 토목
건축분과위원회 체계를 사업단으로 하여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영남권에 3명의 조직 활동가를 배치하여
각 지역건설노조의 기존 조직가와 함께 조직사업을 전개토록 하는 것이었다.
1988년

은

지역건설노조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지역 차원의 건설노조 설립 및 조직화 사업

2000년대로

하나는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크게 두가지 축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9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장 조직가 투입을 통한 현장 확대 사업이고, 또 하나는 산별노조

전환 사업이다.
건설산업연맹의 지역·업종노조들의 산별논의는 기존의 조직화의 경험으로부터 쉽게 내부 동의를 얻
어낼 수 있었다. 건설업은 노동 현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형성되었다가 철수되기 때문에 노동자
들의 이동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조직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갖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
한 연유로 전국 현장을 아우르고 업종 전반을 포괄하는 조직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6년 동안에 건설노조가 지역별 현장별 투쟁을 전개하면서 나타나는 한계였다. 지역이
나 업종에 머물고 마는 단협 내용이 궁극에는 현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투쟁
에 대한 자본이나 권력의 대응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나뉘어있다는
것은 큰 약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중앙 교섭의 틀, 협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중
앙에 힘이 집중됨으로써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건설산업연맹 자료집)

- 120 -

이와 함께 전국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장을 관통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은 필연적이라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건설산업연맹에게 있어서 이
같은 지역과 현장을 뛰어넘는 전국적 관점은 현장 투쟁과 조직화 경험을 통해 체득된 교훈이었다. 지역
조직의 한계와 전국적인 산별노조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은 비단 노조 지도부뿐 만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일거리를 찾아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익숙한 건
설노동자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건설노동자는 모두 하나”라는 인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건설산업연맹이 산별노조를 추진하는데 주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전
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국 단위 단일조직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표 4-4-1>은

건설일용지역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의 조직화 전략과 핵심적인 사업 내용을 표로 정

리한 것이다. 이를 2개 시기로 구분해 보면

1999년을

기점으로 현장 조직가를 통한 조직화 사업 시기와

그 이전 시기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어

100여명이라는

99년

국제목공노조의 지원에 힘입

다수 인원이 투입되었던 시기와 민주노총 차원의 3명의 조직가가 투입된 시기는 다

를 수 있으나 조직화의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1>

시기

건설 노동자 조직화 전략 및 사업 내용과 평가
조직 전략

1988~89

(자생적

배경
조직화

요구 서비스)

사업 내용

87년 이후 노동
자권리 의식 성
장

현장조직

절반의

성공실패요인

성공(포항,

노동문제․법률 상 서울 등 일부지역
담

조직화로

가능성

확인)

지역 중심의 직
1990~97 종별

조직화 성과

인맥․일맥 중심의
현장

건설

현장 내 초동주체

현장인맥의

발굴 후 조직 확 조직화 상 정립

인 반장 조직화에

대

실패

1998

실업대책 매개로 수십만 건설실업 실업대책 사업 수 지역사무실 근거지 일시적

~2000

한 조직화

자 급증

행(취업알선 등)

현장조직사업 통 노조의 안정화로
~2005

한 조직 확대(1 공격적
단계)
현장조직사업 통

2006~

한 조직 확대(2
단계)

*출처:

시도 가능

조직화

중심

노동공급

사업의 한계

확보

-현장투쟁
-노조지역사무실 4년간

3,000여명 채용 조직가의 현

중심으로 조직 관 신규조직

장조직화의 한계

리

민주노총 비정규 현장에서

발굴된

전략 조직화사업 조직가 양성

토목건축에 집중

진숙경(2006), ‘건설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이같은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조건에서 3명의 조직가들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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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3명을 배치해서 현장사업이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실제 건설 같은 경우는 조직 전체가 달라붙어서 20여년을 사활을 걸고 조직화 사
업을 해 왔는데 건설현장이 가지는 객관적인 한계 때문에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3명이 투입됨으로 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엄청난 업무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였다고나
할까...”(노조 중앙 간부 인터뷰)
조직가를 발굴, 교육하여 현장에 투입하여 조직화하는 방식은 건설노조에게는 너무 익숙한 사업 방
식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모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도 획기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3명의 활동가가 지원됨으로써 기존 업무를 나눠서 수
행할 수 있다는 점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 방침의 의미를 이미
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연맹 차원의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산하 조직에 요구하는 수준은 “건설산업연맹에서
하는 방식만큼만 수행해도 성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의 조직화 방침을 그 어떤 조직보다 성실히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연맹에 비해

5~6년

정도 앞선 문제의식과 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

는 만큼 건설산업연맹에게는 다른 연맹보다 좀 더 앞서 나가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할 임무가 함께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하던 방식”을 뛰어 넘어 다른 조직들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목표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 조직의 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47) 하
지만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이 제출되는 당시 실제 건설산업연맹에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 달라는 요구
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3명의 조직 활동가들이 건설에 배치되는

2006년

시점에 건설은 포항지역건설

노조가 포스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건이었고, 대구지역건설노조 또한 대규모 장기파업 이후 현
장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조직이 중강기적인 조직 사업 방침을 가지고 논의를 벌여
나갈 조건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건설산업연맹은 기존 조직 방침에 큰 변화 없이 새롭게 투입된 3명의 활동가들을 3개 지
역에 배치하여 기존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사업체계 구축
건설산업연맹에 있어서 민주노총 전략적 조직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략사업단’ 구성은 별로 요구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지역업종협의회 전 조직 체계가 전략 사업단이라고 볼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적 체계 또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잘 조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47) 혁신(innovation)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선으로서 기존의 하던 일을 더욱 잘 수행
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척(exploitation)’으로서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이 각 산하 조직에 요구한 ‘혁신’은 후자의 의미가 강한 것이었
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게 조직 내에 공유되었던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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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부분에 대한 사업을 특정 부서의 특수한 업무로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이 사업
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제시한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지역업종협의회에서 총괄하되 해당 분과인 토목건축협의회의 전략사업 계획에 따라 3명의 조직가들
은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토목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조직사업을
토목건축협의회 조직국장이 맡고 조직국장이 3명 활동가들의 사업을 총괄하고 협의회 대표자회의와 투
쟁기획단 회의 등에서 수시로 보고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조직에 배치되면
서 지역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역할 분배 및 관리 등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지역에 배치가 되면 지역 차원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함께 활동해 나가게 됩니다. 건
설의 경우는 조직 전체가 조직 활동가처럼 항시적으로 선전활동과 산재나 노동법 등을 계기
로 한 현장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과 현장 조직가
의 활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체계를 갖는 것
보다는 각 지부의 체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지역노조 간부 인터
뷰)
이들 3명의 조직가들은 현실적으로는 각 지부 체계 속에서 상근 활동가들과 다르지 않은 활동을 전
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기존 실무자들과는 달리 미조직 노동자 조직 활동에만 전념토록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부 체계에서 다른 상근 활동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연맹이 민주노총 방침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의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건설산업연맹 내에서는 기존 상근 활동가들의 역할과
민주노총의 사업 차원에서 투입된 조직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사업추진 과정
건설 현장은 새로운 활동가들이 와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 투입되었는데

50%

1999년에도 100여명의

활동가들

이상이 그만 두었다. 활동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일도 힘들어서 개인의

의지만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전략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을
가진 활동가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건설은 특히 조합원과 꾸준한 끈을 가지고 소주도 마시고 토론도 하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지속적인 연관을 가지지 않으면 조직사업은 거의 안 됩니다. 한두 번 만나서 조직사업 한다
고 설치면 안 되는 거죠.”(연맹 간부 인터뷰)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연맹은 이전에 지역에서 조직 활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지역지부의 추천에 따라 3명의 활동가를 선정하였다. 건설 노동운동에서는 조직사업을 하다가 현
장으로 내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직 활동가라고 해서 현장경험이 없을 경우 노동자들과 친
숙해지고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연맹에서는 지역 상근자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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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로서 근무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예전에 조직 활동가로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대상이 되는 각 지
역 조직의 추천을 받아 3명을 민주노총 사업에 결합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갖춘 활동가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직활동가’로서 재훈
련되는 과정은 기존의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집체교육의 내용이 낯선 것
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교육에 대한 평가서에서 한 조직활동가는 “집체교육기간은 어리둥절했다.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어서 뜬구름 잡는 심정이었다. 실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머리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이루어진 8주간의 현장실습기간이 “진정한 노동자의 삶을 가
슴으로, 피부로 체득하는 기간”이었고 집체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하고 있
다. 어느 정도의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활동가로서의 활동 경험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앙 차원의 교육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직활동가로서의 실습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8)
특히 건설노조에서는 한사람의 활동가가 산재, 체불, 해고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조직가 개인은 법률적 지식에서부터 정책, 교육, 선전, 조직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다 해 내야 하는 것이다.
“(상근자 또는 활동가는) 산업재해나 노동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어서 조합원을 설
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노동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지역노조 간부 인터뷰)
이렇게 선정된 3명은, 토목건축협의회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전국적 차원의 중요성
이 인정되는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역과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대전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충청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었다. 영남권과 수도권의 경우는 이들
활동가들을 권역별 활동가로 역할을 부여하기는 했으나 한 지역 내에도 다양한 건축 현장이 존재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권역을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각 지역에서 기존의 노조 간부 및 조직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벌이던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7월

초에 걸쳐 벌어진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투쟁에 전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건설산업
연맹은 당시 이들 3명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여명의

조직가와 현장위원들을

대구로 집중시켜 투쟁을 지원토록 하여 승리를 얻어냈고 이 과정에서

2,000여명의

건설 현장 노동자가

조직화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여개

넘는 작업 현장 사업을 한두 명이 다 챙길 수는 없는 것이고, 몇몇 작업

현장을 공들여 조직화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작업 현장은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
를 잃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조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설산업연맹의 지역노조에
는 작업이 있을 때는 노조에 가입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탈퇴하고 다른 공사가 시작되면 또 어려운 투
쟁 과정을 통해 노조에 가입시키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현장은 계속 존재한다고 하더라
48) 미국의 서비스노조 SEIU의 조직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에는 조직활동가로서의 실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실습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
도 체득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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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람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건설 현장에서 조직화 작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
2007년에

들어서는 민주노총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3명의 조직 활동가들은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현장조직팀’에 포함되어 현장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현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새로
운 조직화 방식을 찾고 시도하는 활동 방식이었던 것이다. 현장조직팀의 활동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1차적으로는 현장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현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노사합
의서 등을 얻어내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기초로 현장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을 수행했으나 그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및
조직화의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5) 성과와 문제점

① 조직적․ 개별적 성과
민주노총 차원의 3명의 조직 활동가들이 투여됨으로 해서 건설산업연맹 입장에서는 노조 간부, 활동
가 개개인에 부여되던 업무의 하중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
리고 있다. 이는 굳이 조직 활동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훈련된 활동
가의 투입은 한 사람의 일손이 아쉬운 건설산업연맹 입장에서는 큰 지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 3명의 활동가들은 건설산업연맹 내에서 조직 활동가로서 독자적인 자기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기존 업무에 결합하여 노조 간부들과 큰 차별성 없이 활동하게 된다. 지역 중심의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설노조 간부들은 위원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직 활
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전체가 항시적인 조직화 사업을 위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유동성이 강한 현장을 쫒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조직원 확보를 위한 현장 내 선전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조직 활동가들이 오게 됨으로 해서 현장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한치라도 더 넓
혀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유인물이라도 한 장 더 뿌리게 되
고... 당장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다보면 오랜 세월 바닥에 쌓이면
서 제도가 개선되고 현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8시간이 어디
있고, 일요일이 어디 있었습니까...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 일반화되
었잖아요.”(연맹 관계자 인터뷰)
건설산업연맹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사업의 결과로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

만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실제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구지
역건설노조의 투쟁의 결과,

2,000여명의

신규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눈에 보이는 조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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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실질적인 조직의 성과로서 조직률을 높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주체인 조직 활동가
주체들이 지속적인 활동의 전망을 발견하는 것 또한 조직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건설노조처럼 조직활동가 개인의 역할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조건에서
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 활동가들은 건설일용직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존재조건 때문에 노조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활동의 전망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
적이라 하겠다.
“나도 건설에서 일한지 19년 정도 됐는데, (지금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
도 못해 봤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확대되고 법제도 바뀌고 현장노동자의 생각이 바뀌니까 여
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
어요. (중략) 최근 민주노총의 투쟁은 플랜트, 대우건설, 덤프, 타워 등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조들이 이끌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동가 개인의 자기 전망을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연맹 관계자 인터뷰)
조직 활동가들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대사용자 투쟁을 통해 노조의 위상을 격상시켜내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향후 활동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
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애초 계획에서 여러 가지를 목표로 세웠
지만 지금의 결과가 그에 꼭 맞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인맥도 구성이나 현장에 대
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미약하나마 현장 활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조직활동가 평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에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나름 “현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현장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건설 현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략 조직화 사업 기간 동안 대구
지역노조 투쟁이 조직되어 전국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주어졌을 뿐 아
니라,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투쟁의 성공을 경험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성공을 경험한 조직이 다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조직 학
습’의 과정이며, 학습된 조직은 새로운 환경 변화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조직 발전의 새로
운 전기로 삼아 조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연맹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에 대해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마디로 노조 조직 전체가 이같은 활동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
문이다.
건설산업연맹은

1998년부터

조직활동가 투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직 확대를 이뤄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존 사업을 더욱 강
화시켜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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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자 하는 전략 조직화 사업방식과 잘 맞물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을 비롯해 말단
상근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노조 간부들이 기존 조직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합원을 조
직하고 새로운 현장 내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조직하려는 조직문
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략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성과를 넘어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민주노총의 사업 방침이자 건설산업연맹이

1999년부터

추진해 오던 ‘전문적인 조직가 양성을 통한

조직 확대 사업’의 방법은 건설산업연맹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투입되었고

IMF

100여명에

이르는 조직

이후 현장 활동에 대한 전망을 가진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부분적

으로 현장 투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2005년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모델은 국내에서는 건설지역노조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 온 주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건
설산업연맹에게는 기존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기 위한 한발 앞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
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민주노총의 사업 방침에 따라 3명의 활동가들을 토목
건축업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이들 3명이 새롭게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존 사업과 확연히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조직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
“아파트 현장이 한 지역에만 해도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한 지역에 3명 아니라 30명이 투
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로 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연맹 관계자 인터뷰)
토목건축의

160여개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직종군과 복잡한 도급구조는 현장 내 노동자들을 분산시키

고 파편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현장소장과 관계를 맺고 현장소장은 각종 직군의 반
장, 십장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며, 반장, 십장들은 자기와 함께 일할 의사를 가진 많은 현장 기능직 노
동자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 비숙련 보조 인력은 개인 소개나 인력시장 등을 통해 확보된다. 노동자들
의 작업현장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생겼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지속화시
켜내기가 쉽지 않다(진숙경,

2005). “88년

지역노조가 결성된 이래로 전체 조직이 사활을 걸고 해 온

일”인데, 토목건축노조 조합원은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일이 반복되며 현시기 만족할 만한 조직적 성과
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토목건축업이 가지는 이같은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민
주노총 건설조직화 방침 연구에서도 “이전의 활동 경험은 조직의 역량을 투자한 것에 비해 성과가 높
지 않다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진숙경,

2005)”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

다.
‘조직

혁신’을 촉구한 민주노총의 조직방침에 입각해서 볼 때, 건설산업연맹 내부적으로는 활동가 투

입 방식이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건설산업연맹에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다른 조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27 -

“실제 조직화방향과 방법에 있어 어느 정도 노하우와 나름의 경로를 가지고 있었던 건설노
조에게 있어서 조직활동가의 투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직화 사업에 두서너명 더 투여되
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민주노총 간부 평가 내용)
또한 건설산업연맹의 조직적 경험을 다른 조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여 꾸준히 전개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앙이나 지역본부 차원의 연대활동이 활발하지
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중앙과의 연계점을 갖는 것은 건설산업연맹이 몇 년 동안
축적하고 있는 지역활동의 노하우를 나누고, 또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조직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건설산업연맹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조직 혁신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온

10여년

1999년

이래 형성되어

간의 활동 방식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조직 변화, 조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야 할 때인 것이다.

6) 전망과 과제
2009년

상반기로 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일단락되면 조직은 이들 활

동가들의 거취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한명의 조직 활동가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합비를 내는 현장 조합원의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99년

국제목공노련의 지원으

로 이루어진 조직 활동가들의 경우 지역건설노조의 간부나 상근역량으로 흡수되었다. 이들에 대한 활동
비/생계비는

2000년말부터

단체협약에서 확보된 전임비를 통해 지급을 해 왔다. 그러나

찰에서 전임비 지급과 관련한 단협 내용을

“(노조)

2003년부터

검

협박에 의한 금품수수”라고 규정하며 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사용자와의 단협 체결을 통해 전임비를 확보해 온 노조 활동에 쐐기를 박으면서 노
조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49)
“그래도 건설현장을 알고 그 지역의 특색을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를 다시 구하거나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
다.”(연맹 간부 인터뷰)
조직활동가들을 조직내 실무자로 포괄해야 하는 지역노조의 현실적인 고민은 충분하지 않은 재정이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토목건축’ 분야에서의 조합원 증가는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대구 등 특정
지역의 조직화 성과는 그 의미와 성공의 경험은 전체 조직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한 조합원으로
인한 재정적 혜택은 그 지역 활동가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투입되어 지지, 지원하였
49)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건설노조의 건설현장 조직 확대 사업이 본격화되고, 노조가 원청회사와 지역 건
설노조의 투쟁의 성과로 건설현장 내 최소한의 노조 활동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시행하는 방식의 노조 전임비가 포함되었다. 그러자 2003년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노조의 ‘전임비’ 지급 요구가 공갈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노조 간부를 구속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4년에는 경기서부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연결되어 노조 활동에 큰 어려움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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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활동가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재정적 지원으로 3명의 활동가가 배
치되어 활동함으로 “현장 활동의 숨통을 틀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당장 민주노총 차원의 재정 지
원이 중단되면 다시 조직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이다.
‘조직활동가

양성과 투입으로 위로부터 조직화’ 방식이 건설산업연맹에서 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조직성과와 활동가 개인에 대한 성과까지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획기적인 조직화 방법으로는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① 산별노조의 확대된 조직화 사업전략 필요
건설산업연맹의 다음 단계의 조직 혁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
존의 지역 업종노조들이 산업별노조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전환과 맞물려
전국적 차원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국단위의 조직적 틀이 형성된 만큼 이러한 조직적 힘을 활용한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산별 교섭의 틀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캠페인 전개 등 전국의 노동자, 국민들의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파하는 과제는
건설현장의 건실화, 노동조건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노조 조직화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체불임금, 세금포탈, 비자금, 나
아가 부실공사 등 비리와 부정이 난무하는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러한 이슈는 국민적 관심을 모아
낼 수 있는 주제인 것이다.
또한 노조는 노조 사업에 대한 지지자를 모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고 노조운동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방송이나 신문 등 공중 언론
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조건에 비춰볼 때 시민사회단체나 인터넷 여론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직종별 단체
등과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현장에 점차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조직화에 대한 현실적 고
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 교육 및 조직화 사
업에 매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조직이 전국화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수준이 전국화되고 노조가 제기하는 이슈 또한 노동
의 문제를 뛰어넘어 환경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시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럭
운전자들의 노조인 팀스터(Teamster)가 ‘깨끗한 트럭(Clean
Job),

깨끗한 공기(Clean

Air)’

Trucks)’을

이슈로 하여 ‘좋은 일자리(Good

등 노조 요구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얻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둬 조직을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산재가 없는 깨끗한 건설현
장,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건설현장, 게다가 안정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조가 적극 나선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을 실
행하고 지지자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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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화의 핵심 대상 및 조직 목표 구체적으로 제시
건설 현장 내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노조는 조직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건설 현장의 업무의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핵심 대상
이 되는 업종과 계층을 조직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토목건축업만 해도

160여개의

직종이 존재하고 각 영역마다 기능직으로부터 단순 보조 인력까지 다

양한 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기계화, 자동화 비율이 낮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자들의 기능이 산업의
핵심역량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능직 노동자 수는 한정 되어 있어서 이들 노동력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노동의 특징으로 인해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을 경우 노조 교섭력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능직을 조직화에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들 기능직들은 대부분 반장이나 십장의 지위를 갖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맥’으로서, 또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취업알선 등까지 실시하는 ‘일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인맥, 일맥의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반장, 십장들은 기능직들이면서 동시에 개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의 권
한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관계를 맺는 중간 허리를 역할을 하며, 나아가 현장 관리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다단계 도급구조 속에서 반장, 십장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인 이중적
역할을 맡고 있어, 이들의 계급적 정체성이 모호하고 때론 반노조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이런 불
분명한 정체성이 현장 조직화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반장들을 노조로 조직화하기 어려운 이유이
다. 불법적인 다단계 도급구조를 개선해야 함으로써 반장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노조 조직화 사업에도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조직화 사업의 목표가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가 구체적일 때 그에 대한 평가도 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를 통한 다음 사업 제시도 구체적일 수 있다.

③ 조직 내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현장에서 조직 활동가가 항상 부족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한명의 조직 활동가가
‘만물박사’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조건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산업재해,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때로는 법률적으로, 때로는 현장
조직화를 통한 투쟁으로, 때로는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여론의 압박 등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할 임무가 한명의 활동가에게 다 주어지고 있어 활동가들도 이러한 내용을 다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너무 많고, 각 분야에 대해 제대
로된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당장 투입된 조직 활동가들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노조 중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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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SEIU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IU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사업장내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서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심지어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체협약조차 설명을
잘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SEIU가

대안으로 삼은 것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조합원자원센터(Members
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호주노조로부터 2년에 걸쳐
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MRC에

MRC에

Resource Center,

이하

MRC)’

대한 경험을 배웠다. 조합원들은 현

전화를 걸어 문의한다. 단체협약이나 법률적 문의인 경우

MRC내

지역조직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원들이 응답을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률적 상담
뿐 아니라 현장의 투쟁이 요구되어질 때도 있는데, 이때는 상담원들이 문제가 있는 현장의 담당 현장
조직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떤 문제로 조합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직 활동가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SEIU의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서

MRC로는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상담전

화가 걸려오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노조를 필요로 하는 미조직 대중에 대한 정보로 활용되어 즉각 조
직 활동가들의 조직화 대상으로 포착되게 된다.
MRC는

2-3명의

활동가는 특정지역에서 일하게 되지만,

SEIU의

전 지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의 활동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한 개 주에 맞먹는 규모라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MRC

같은 조직이 전국

단위를 다 포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반복적이고 너무 다양한 상담 활동에 지쳐 있는 조직 활
동가들의 업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실제 이들이 조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SEIU는 MRC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IT강국

한국에서는 이보다 훨

씬 적은 비용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렇게 축적된 조합원들에 대한
기록은 노조의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④ 변화된 법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노조의 대응 전략 필요
건설법 개정으로 노조의 주요 협상 대상이었던 전문건설업체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용자들은 새로운 법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불법적 활동을 저지
를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를 사전에 감시하고 막아 낼 뿐 아니라 이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투쟁
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전문건설업체의 뒤에 숨어있던 대형 건설업체 원청들과 직접적인 교섭 창구를 마련
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⑤ 건설현장 조직활동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필요
한 명의 활동가가 건설현장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경험이 요구되지
만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직 활동가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법률, 상담, 투쟁, 조직 등 ‘1인 다역’을 담당해야 하는 조직 활동가 개인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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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활동가들 평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장 사업에 직접 펼치기 이전에는 학습
을 통해 습득된 내용이 어느 정도나 유용하고 필요한 내용인지 잘 인식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 이전에 일정 기간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6개
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 조직 활동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단지 신규 투입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직에 투입되기 전에 실시되는 초기교육뿐 아니라,

1999년 1차

투입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간부 교육

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차원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조직에 대한 전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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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부문의 전략조직화 사업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보건의료노조 현황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에 걸쳐

128개

지부

35,867명의

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 정도가 서울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본부는 통상

조합원이 가입해 있

2-3천명

정도의 규모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가 광역도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본부의 역량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상적인 연대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지역본
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조직력이나 집행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동시에 지역
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표

<

4-5-1>

보건의료노조 현황
구분

조합원수 구분

지역본부

지부수
(지부수+
노조수)

산별

기업

서울

30

25

5

인천부천

11

11

전체 조합원수

보건의료노조

기업별

14902

13,948

954

0

1,801

1,486

315

강원

8

8

0

1,870

1,497

373

경기

18

18

0

3,596

3,289

307

대전충남

9

9

0

2,572

2,352

220

충북

5

5

0

565

565

-

전북

8

7

1

2,712

2,710

2

광주전남

13

14

0

3,115

3,079

36

대구경북

8

7

1

1,710

1,670

40

울산경남

15

15

0

1,632

1,431

201

부산

9

9

0

3,840

3,840

-

제주

0

0

0

-

-

-

총

134

128

7

38,315

35,867

2,448

주 1 : 보훈병원지부(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 편의상 지부수를 계산할 때는 서울지역본부 산하 1개 지부
로 분류하였고, 조합원수를 계산할 때는 지역본부별로 따로따로 계산.
주 2: 산재의료관리원노조(서울, 인천, 안산, 경기요양원, 대전, 창원, 순천, 동해, 정선, 태백) : 편의상 노조수를
계산할 때는 서울지역본부 산하 1개 노조로 분류하였고, 조합원수를 계산할 때는 지역본부별로 따로 계산.

2) 보건의료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 개요

보건의료노조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크게 2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장기전략없이 조직화 사업
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기반해 현안 접근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던 시기로 출범후부터
해당된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2005년

이전까지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과 맞물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수립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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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께 전략실행의 주요 요소로서 인적자원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당자의 확대를 통해 사업
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우선 산별노조 출범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8년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산별노조를 출범하면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주요사업기조로 정하고 추진하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병원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선
전 문화사업 ▲산별노조의 중점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전개 ▲미조직특위 구성 및 활동강화 전담인력 배
치 특위활동 강화 ▲모범 지역본부 사례 설정 ▲ 인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법개정 운동 등으로 제출
였다. 조직화사업의 주된 내용은
,

-

,

4

되었다. 그러나 산별전환 첫해 미조직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미조직조직화사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상반기에는 미조직노동자 사업대책반을 구성하
여 미조직노동자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 미조직노동자조직위원회를 구성했
으나 조직위원 선임이 안된데다 실무책임자인 조직2국장이 휴직을 함에 따라 실제 사업을 집행할 담당
주체가 형성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IMF로

인한 수세적 국면, 산별노조 출범 첫해 현안투쟁과 투쟁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급박한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조직형식의 전환에 따른 의사결정, 행정체계, 각급 단위의 권한과 의무 등
의 변화로 안정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웠던 조건에 기인한다.
나.

1999년

1998년

고용문제가 전면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심내용으로 최저임금 및

근기법 적용, 단협적용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포함해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용절약과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동시에 비조합원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월
45-80만원의

저임금과 휴일휴가 및 수당 등 근기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산별노조의 지향에 걸맞는 요구
라는 점이 조직내에 공유되었다.
이처럼 비정규직관련 요구는

99년

보건의료노조의 핵심요구였고 그만큼 요구와 타결내용도 구체적이었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근기법 적용, 단체혀약 적용 등 노동조건개선을 중심으로 구체적
인 요구가 제출되었다. 또한 비정규직관련 요구 때문에 파업으로 연결되거나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기
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주요한 이슈로 제기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도 노동조합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섭이 끝난 후 각 사업장별 교섭결과
를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20개,

16개,

비정규직 도입금지

14개,

비정규직 도입시 노사합의(협의)

인턴이나 공공근로 대체금지

- 134 -

11개

13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낳았다.

한편 직접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영역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작업(상담지침서 작성, 비정규직 근로
조건 개선지침, 리플렛 초안작성 등)과 기초분석조사, 노조결성과 근기법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조사사
업으로는 2월 병원산업 비정규직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이후 월례토론회를 거쳐

국정감사에 제출되어 병원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강원을 제외하
고 지역본부별로 미조직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당면 현안문제에 집중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역
본부 차원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조직위원들이 지부장 및 본부장을 맡거나
비전임으로의 전환, 선거 출마와 당선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지역본부 담당조직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등 미조직위원회의 운영은 매우 불안정했다.
개별 조합원의 조직화와 상담사업을 통한 조직화는 매우 부진했다. 개별 조합원의 조직화는 주체의 미
비로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고 상담사업의 경우 사업장내 일정하게 주체가 형성된 곳은 조직화로 이어
지기도 했으나 개별상담은 이후 대부분 관계가 단절되면서 조직화를 위한 토대가 축적되지 않는 한계
가 있었다.
다.

2000년

2000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조직의 주요한 요구로 제출되었다. 연봉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를 꾀

하던 병원의 공세에 맞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몇몇 지부에서는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여 투쟁을 함께 전개하는 등 비정규직을 동시에 조직화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은

미조직사업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해였다. 미조직 조직화는 꾸준한 현장활

동과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새롭게 조직이 결성되는 등 조합원이
가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규조직의

20%가

5,000명

이상 증

결성 즉시 해산하는 등 조직유지의 문제

가 제기되었고 의원급 조직화사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50).
2000년

미조직사업은 미조직노동자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조직2국의 담당자 2명이 선임됨으로써 안정적

으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체계가 구성되었다. 과거와 달리 위원회는 총 3회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미조
직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미조직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4개 지역본부는 담당
자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지역본부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활동가 수련회는 본
부의 역량 취약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본부 역량의 취약함으로 인해 미조직 사업은 상담이나 사
업장에서 신규조직이 건설될 때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직종협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의원 근무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물리치료사협회의 임원과 노조가입이나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후속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고 의원 근무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는 1차로 각 지부
를 통해 조사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못했다.
다만 일상적인 사업으로서의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은 물리치료사협회지의 법률상담코너를 활용한 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60여건의

상담실적으로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존 조직

50) 의원급 조직화사업은 2000년 하반기에 제출되었고, 주된 내용은 2000년 중에 조사사업 및 지역설정을 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조직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조사사업과 지역선정이 되지 않아 실
제 집행이 되지는 않았다. 이는 1차로 각 지부에 조사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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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관련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체계는 갖추었으나 실제 역량의 부족,
체계의 불안정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단체협약 요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지부내의 비정규직의 조합가입 등
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66개

지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합의했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은 내부의 조직적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

2000년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사업에 대한 서울본부의 평가를 보면, 방향에서의 이견과 현실

적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원급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는 의원급이 노
조에 가입했을 때 지켜줄만한 역량이 되는가를 볼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한번 실패하면
역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량이 있는 병원부터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본부에서도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조직사업에 대한 자원투입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미조직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자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를 알리거나 인맥찾기 등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미조직 노
동자들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의 수준저하나 후퇴를 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량 수준에서 보다 창
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조직사업에 대한 상을
그려야 하고, 미조직사업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미조직사업의 당위적인 성격만을 이야기할 것
이 아니라 현실조건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수
행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

2001년

2001년에는 6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하고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의원급 노동자 조직화 모

범사례의 창출. 이를 위해 직종협회(간협, 의료기사협, 조무사협회 등)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조직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조직화. 둘째, 지역별 지부별 미조직사업 담당자의 최우선 선임. 셋째, 미
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활동의 전개. 넷째, 미가입 사업장 및 미조직 사업장의 신규조
직 건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다섯째,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제도요구투쟁과 여섯째, 공세적 사업을 위
한 신문광고, 조합원 대상 포스터 제작 등의 사업전개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의 수행 과정을 보면, 첫째 의원급 노동자의 경우 한편으로 가능한 지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소규모라도 의원급 노동자 주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반기 이를 위
한 모임을 진주(3회), 성남(2회) 등 지역에서 수차례 가지기도 했으나 상반기 임단투 과정에서 모임은
실종되었고 이후 복원하지 못하였다. 의원급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역본부 차원의 준비 소모임은 대
부분 구성하지 못했다. 이처럼 의원급 노동자 조직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 상반기는 임단협 투쟁, 하
반기는 각종 교육 사업 등으로 인해 지역본부에서 의원급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
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본부 차원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진단만을 내놓고 있다. 직종별 협회에 대한
사업 또한 진전이 없었다. 일부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조무사협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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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을 협회내 조합원과 논의하기도 했으나 내부조건과 주체역량 부재로 지속하지 못했다. 직종에
대한 사업은 우선 인맥의 확보(산별노조로의 견인에 동의하는 협회 회원과의 관계 확대)가 필요하며 이
는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종협회와 정책의 연합 및 공조,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둘째,

2001년

지역본부 미조직 담당자가 선임된 곳은 서울(부

본부장), 인부천(조직), 경기(사무국장), 강원(조직), 충북(비전임), 대전충남(사무국장), 전북(지부장), 울산
경남(본부장) 등이다. 그러나 미조직 사업 담당자로 선임된 간부들은 대부분 본부의 임원이거나 비전임
이어서 본부의 업무를 겸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등
현안에 밀려 미조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후 미조직 사업은 본
부내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위나 합동상집간부회의 등에서 미조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계
획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미조직 사업이 담당자 중심의 사업
이 아니라 조직적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상담사
례를 정리하고 미조직사업 담당자에 대한 상담활동강화 훈련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세부계획을 검토하
던 중 상담사례보다 미조직조직 지침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사업을 수정하였으나 완성하지 못
했다. 넷째, 개별 노동자에 대한 사업보다는 미가입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되게 이루어졌고, 비정
규직 근로조건 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
고 있다. 다섯째와 여섯째 과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수행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사업은

2001년에도

지속되었다51). 주된 요구로,

비정규직 도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화 한다

▲병원은

▲부득이하여 비정

규직을 도입할 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한 후
채용한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적용

한다는 3가지를 제출하였다. 이후 이러한 요구에 기초해 관련 내용으로 합의한 곳은

24개

병원(경기

6

개 의료원과 전남 3개 의료원은 1개로 계산)에 이른다.
마.

2002년

2002년

미조직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진하다. 미조직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미조직사업

이 아닌 산하조직의 파업 결합, 지자체 선거 지원을 주업무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조직 담당자
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미조직 사업은 신규지부의 결성과 지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중소병원에서의 조직 결성

은 사용자의 탄압에 매우 취약했고 일부 지부는 설립 직후 해산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서울의 대학병
원 간병인

30여명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환자를 사용자로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이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 노조가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전남
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내 하청지부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하청업체에서 병원으로 파견된 노
동자들을 조직하여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조직화의 새로운 유형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51)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제출되고 있다. 단체협약을 통
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정규직화의 내용을 관철시키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축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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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조직 사업을 전담할 인력의 부재는 전체 사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미조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최소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가의 주된 내용이
다. 동시에 이러한 인력이 미조직 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단
기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과 조직활동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재정의 배정이 필요하
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 번째 평가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별
지부로의 조직구성이 중소병원 사용자들의 탄압에 대처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에서 나오는 평가이다.
새롭게 결성되는 조직의 상당수가 중소병원이고 기업별로 조직이 되면서 탄압에 대처하지 못하고 해산
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업별 지부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지부로의 전환이
나 재편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다음은 전남대 병원의 사례에서 보듯, 병원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이다.

2002년은

사업 자체는 활발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문제제기와 고민거리를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2003년

2003년은

미조직 사업방향이나 장단기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점을 평가하며 미조직위원회의 활

성화와 기획회의의 신설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담보를 주되게 시도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본조의 미조직 위원장과 조직2국장, 4개 지역본부의 담당자들로 기획회의를 구성하여 장기 전략과 계획
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조직 담당자회의를 통해 그간의 미조직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지역본부에서 주로 담당했던 중소병원 지부 결성지원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역별 직종별 조
직화 등 새로운 형식의 조직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또한 중소의원 노동자 대상의 사업은 직접 조직화가 아니더라도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지역별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 직종별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사업에 대한 전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체 조직 차원에서 미조직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하고 미조직 활동가가 양성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요약
하면 미조직 사업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미조직 사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진행
되지 않으면서 전임인력과 미조직 사업단위조차 부재하며 재정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속에 출발했던 것이 기획회의와 미조직담당자회의였으나 실제로는 현안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장기계획 수립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규 실태조사는

24개

지부에서만 실시

되었고, 그 외에 비정규 관련 교육, 민주노총의 비정규 사업 결합 등이 이루어졌다. 결국 지금까지 미조
직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는 전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지적되
었던 한계와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 여전히 미조직 사업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활동가 양성, 담당자 배치, 미조직위원회를 통한 전략의 수립, 미조직 사업에 대한 조직적 인식
전환, 미조직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투입 등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반복되고 있다.
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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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조직 사업의 주요 방향은

▲미조직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미조직위원회의 활성화와

▲중소병의원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시범적인 지역조직 건설 추진과 이
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 ▲미조직 비정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모범적인 비정규 투쟁을 조직내에
지역본부 미조직 전담자 확보

확산하여 조직화 및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각각 3차례의 미조직위원회와 미조직기획회의 개최, 중소병의원 실태조사,
병원내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 공공병원 실태조사, 중소병의원 조직화 시범지역 선정 및 조직화 추
진, 그 외 다양한 비정규투쟁 관련 사업을 집행하였다.
2004년에는

미조직 위원회와 기획회의가 3회씩 개최되면서 제반 사업을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중소병의원 노동자 조직화 시범지역본부를 선정, 본조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부천, 광주전남, 울산경남 3개 본부에 미조직 전담자를 두고 지역본부 미조직 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미조직 사업의 추진 주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조직
적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시범지역본부 이외의 지역본부들은 여전히 미조직 담당
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본부 전임간부가 이중의 역할을 맡고 있어 미조직 사업은 다른 사업
에 비해 후순위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

2005년

2005년은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과 맞물려 보건의료노조도 미조직비정규실을 설치하고, 3개년의

조직전략을 수립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

적 사업전개, 병의원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조직인력, 재정의 집중지원 등 3가지를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비정규직 조직화관련 계획으로
규직 담당 임원(간부)를 배치하고 비정규직의 조합 가입을 촉진한다
배포한다
다

▲각 지부는 비정

▲조합원용 홍보선전물 등을 제작

▲간접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모범사례를 만든다 ▲비정규직의

30%를

조합에 가입시킨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의 실효성을 조사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병의원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

시범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미조직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미조직 활동가의 활동보고 및 대책회
의를 정기화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병의원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
으로 요구안/투쟁계획을 수립하며 연고자 파악 등 조사작업을 토대로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집행하기 위해 미조직비정규실을 설치하였으며 미조직 노동자 조직위
원회회의와 시범지역본부 회의뿐만 아니라

13차례의

미조직사업에 대한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지역본부의 이해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그 외에
각종 상담사업, 직종별 조직화사업, 미래의 조합원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잠재적 조합원 조직화사
업 등이 계획되었다. 경남지역은 물리치료사협회를 면담하고 연대방안을 제안했고, 광주전남본부는 보
건학생캠프를 개최해 학생

40여명이

참가했고 캠프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 병의원 노

동자 근로조건 실태와 간접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중 하반기 계획으로 잡혀 있던
모범사례

▲비정규직

30%의

조합가입

▲간접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의 실효성 조사 등은 현안 투쟁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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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본부 집행위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지부의 어려움(조
직화 자체에 대한 부담과 조직화 이후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
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리고 간접비정규직의 경우 재계약 과정에서
지부가 직접 개입하여 고용승계, 근로조건 개선 등 모범사례를 창출하려는 계획은 내부 준비 부족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몇몇 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과 선전활동을 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병의원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

시범지역본부를 설정하고 미조직 활동가 3명을 채용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의원 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년 핵심사업으로 결정한 것이다.

2005년에는

2005

본조가 조직전략을 수립하고 시범지역본부는 그에 입각해

집행하기로 하였으나 본조 차원의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본부 사업은 부진하게 되
었다. 이에 상반기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했고 이 자료를 기초로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시범지역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연고자 파악을 위한 카드 배포, 지역내 직종협회 연고자 파악사업

▲병의원 노동자 직접 방문 노조소개와 설
문조사 ▲직종협회 보수교육시 노조소개 설문조사 ▲지역내 연고자 파악 ▲상담활동 ▲학생교류 및 캠
프개최 ▲직종협회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후순위
등 공동실천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지역본부의 사업으로는
,

.

사업으로 밀렸고 그나마도 조직 담당자만의 사업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5년

병의원 조

직사업에 대한 총괄 평가는 사실상 조직화사업에 대한 평가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조직사업에 대한 성과는

2008년까지의

조직화사업을 전략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것, 시범지역본부를 통

해 조직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조직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를 높인 것,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세부요구와 계획을 수립한 것, 민주노총 미조
직 기금 납부율을

67%(2억2천만원)로

달성한 것 등이다. 이에 비해 한계와 문제점은 조직화 사업에 대

한 이해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사업의 집행율이 낮은 것, 시범지역 조직활동
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긴 것,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담당자와 관
심있는 일부 간부들만의 사업으로 국한된 것, 임단협시기 조직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사업 자체가 진
행되지 않는 것 등으로 집약되었다.
자.

2006년

2006년은

조직전략 2년차로 1년차의 사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직종협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과 인력을 현재의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특
별기금 5천원을 결의하여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가입
촉진과 근로조건 개선사업 등에서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직종협회와의 사업은 간호협회, 치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간담회,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후속
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는 사용자와의 교섭에 진척이 있을 경우 직종협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행동을 조직화하겠다는, 즉 사용자와의 교섭을 중심에 놓고 직종협회와의 연대는 보조축
으로 설정했던 기조 때문이었다. 연대사업 기획의 부재와 사용자와의 교섭을 중심으로 연대사업의 위상
을 설정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 차원에서 직종협회와의 연대사업을 활발히 풀

- 140 -

어가지 못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교류마저 부진하게 되었다.
병의원 조직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지침 및 자료집 배포, 선전
물 배포 등과 미조직 사업 이해와 지역지부 건설을 위한 지역본부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미조직 활동
가 2명과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미조직활동가 3명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인력배치는 해당 지역본
부의 미조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나 본부 집행위 차원에서의 실천계획 논의를 통
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사업으로 머물게 되는 경향이 남아 있었다. 또한 미조직
활동가는 배치되었으나 지역본부장이 선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체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
려운 지역본부들이 존재했다.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조직전략으로 설정하고 지부로 재편하는 지침까지 마

련했으나 2년 동안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조합원 정서의 문제, 간접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부의 부담감, 내부 반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전체적인 평가는 조직화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중앙에서 조직화 원칙만 제시하고 이
를 현실화하는 지침과 현장논의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계
속 지적되는 문제로 지역본부의 집행력 부족과 조직화 사업의 부문사업으로의 위상 격하 등이 있다.
3) 보건의료노조 미조직 사업의 특징과 평가

보건의료노조의 미조직 사업은 크게 2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교섭을 통한 사업장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는 산별노조 전환 당시부터 주요 요구로 제출했고 중앙교섭에서는 정규직 임금인상을 양
보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하는 등 보건의료노조가 포괄하는 사업장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미조직 사업은 주되게 병의원 노동자, 직종협회,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에 미래의 조합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직화사업은 장기적 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되지 않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조직 조직화에 대한 조직 전체의 상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
다. 이는 특히 초기에 많이 나타난 현상으로 본조와 지역본부간 사업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는 조직화 사업 담당자의 부재가 크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집행
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동일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일부 수행되다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
는 매번 사업을 총괄하고 평가함으로써 후속사업을 준비하는 단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종협회와의 사업이 그러하다. 셋째는 지역본부 역량의 취약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지역본부는 서울
과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수가 3천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그나마 사업장별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사업을 위
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사실상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전담할 담당자의 선임이 매우 어렵다. 이런 조
건에서 분명한 전략적 관점과 계획에 입각하지 않은 여러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중앙 차원의 전략 부재-현안 중심의 과제와 계획-취약한 역량에 따른 집행력 부재가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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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의 1기

2005년부터는

미조직사업에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3개년 동안의 사업방향과 과제, 계획을 제출하였

다. 이러한 계획이 갖는 장점은 매번 동일한 계획과 평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립된 계
획의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어서 집행해야 할 사
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2기에는 조직전략과 계획에 입각해 미조직 활
동가의 확충, 본조 주도의 지역본부 간담회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기의
경우에도 1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다. 특히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단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업단위는 확충된 활동가들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조직
의 사업이 이들만의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본조의 전략적 계획을 지역본부가 집행
하는 시스템이자 체계이기 때문이다. 사업단위의 부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담당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공유하고 상호학습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일선 활동가의 고민과 어려움이 직접 공유되기 때문에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과
의의가 지도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지부의 관리, 지원, 지도라는 점에서 미조직사업 영역의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 때문에 정규직 노조 중심의 체계상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상사업의
하중도 적지는 않다고 한다(활동가 A면담)52). 물론 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노조의 미조직사업
에 대한 지원 정도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정도라고 평가한다(활동가

B

면담). 다

만, 중앙 차원의 불안정한 사업주체와 단위의 부재가 활동가 개인에게 많은 몫을 부담하게 한다든가,
혹은 조직화 사업의 성과를 숫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 미조직 사업 담당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평가가 여전히 존재한다(활동가 공통).
한편

2005년부터

미조직 활동가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현장과 밀착된 수준에서는 조직화사업이 꾸준

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일선활동가들의 의지
와 활동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보건의료노조 전체의 평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중앙에서 계획으로 제출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실태파악, 보건의료노조의 조직화사업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선전하는 리플렛
배포, 지부 간부들과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이나 토론회, 실천사업 등을 일정하게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
할이 활동가들의 주된 임무로 부여되고 있었다(활동가 면담). 그리고 무작위 조직화 대상인 지역노동자
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이나 실태조사, 직종협회와의 접촉 등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역별로, 활동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의 차이(중소
의원급, 일정규모의 병원), 실태조사 방법의 차이(조사표의 배포, 조사표의 배포와 함께 일대일대면방식
의 결합)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의 방식이 갖는 의의는 의외로 보건의료노조의 평가과
정에서 공유되거나 관성적인 사업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본부에서 수행한 일대일 대면방식의 실태조사는 애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실태조
52) 한편 활동가 C는 보건의료노조의 평가 중 ‘미조직 사업 담당자가 임단협 시기나 투쟁 등 현안문제 발생시
결합하기 때문에 조직화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임단
협 시기 등 특정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의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사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미조직
사업은 넓은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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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근거로 조직사업을 해보자는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는 했는데, 실태조사 이후 연결망을 확보
할만한 근거(연락처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실태조사를 했다는 결과만 남고 조직화로는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조사과정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조사와 상담을 병행하게 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시범지역본부 설정과 모범사례의 창출이라는 기조를 정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보
인다. 일부를 제외하고 집행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일률적인 사업 집행은 오히려 조직자원의 분산
과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53).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시범지역본부에서의 모범사례 창출, 여타 지역본부에서의 현실가능한 사업에의 집중 등 다양한
수준과 형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기존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계획상의 항목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기조에 있어서 미조직조직화사업의 경험을 집대성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며

2010년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미조직조직화사업을 전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미조직 조직화 사업 담당 주체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으로 나타난다.

1-2년의

단기적 계획이나 평가가 아니라 기존의 조직화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한편 전면

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중점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건의료노조
의 입장에서는 조직화사업의 3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조직2실을
두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조직내 평가,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사업담당 주체를 확실히 배치하였다. 본조에 미조직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실국장
등 상시 전담자 4명을 전진배치했으며 전담부서역으로 조직2실을 설치한 것이다. 일단 보건의료노조가
새롭게 계획하는 미조직/비정규 사업에서는 그간 큰 문제점이었던 주체의 문제,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
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명의 사업주체, 기존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실태
조사를 통한 사업의 집중점과 우선순위를 밝힌다면 전략사업에 대해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접근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실현가능한, 즉 자원의 집중투여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3) 이럼 점에서 보건의료노조에 파견된 활동가들은 훌륭한 조직자원으로 가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본부에서
일정하게 현장과 밀착된 실천사업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조직사업에 대한 기획, 기존 지부간부들에 대한
조직화(조직화사업을 위한)까지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
보다도 이들이 보건의료노조의 현실과 조직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인적 속성과 경험, 그리고 지역본부에
서 기획과 조직담당으로서의 역할배정 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명의 활동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
한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로 제출될 수 있겠으나 조직의 취약한 집행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직화
사업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사업집행보다는 최소한이나마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43 -

제5장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사업 개선방안
김승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 장에서는 각 조직별로 수립한 전략과 실제 실행에 옮겨진 전략 실행과의 정합성 정도를 대비함으로
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고, 향후 조직사업 개선방향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1. 민주노총 및 산하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평가
전략은 단기적으로 그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 어렵다.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생존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의 문제는 전술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개
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접근방식이나 판단기준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이라는 이름으
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적 관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목표
에 대한 접근성 정도와 전략 실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오류수정의 능력 등이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총의 전략사업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
면 민주노총의 전략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확보와 실행과정에서의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
가 주된 초점이 된다.
서구에서 노조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노조 조직화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원과 권력
을 재분배하여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을 혁신하고 노동조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
직의 일반적인 전략수립과 실행이라는 것으로 대체시켜 놓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조직에서의 전략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어리와 애들러(Heery
2004)가

& Adler,

제시하고 있는 노조 조직화의 구성요소와 차원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화 의지에 해당되

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회의 설립

③조직화의

①정책,

예산, 목표, 절차의 공식화

②전문기구와

위원

상대적 중요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 조직화 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

와 자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해 실행하려는 전략적 과제의 중요성이 조직내 구성원들 사이에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척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세가지 영역의 척도야말로 전
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던 여러 조직들은 비록 결과
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러한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
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했다.

2003년

이전의 불규칙하던 사업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하조직에까지

조직화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정리되고 종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 자신이 결의를 통해 확정한 전략조직화 방침에 따른 조직별 이행 상황을 개괄적으로 요
약해 보면 아래 <표

5-1-1>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⑴

조직화 대상 설정(targeting)은 비교적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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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⑵

반면, 인력과 재정 집중 문제는 민주노총이 추진한

억6천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목표액의 약
목표로 했으나

24명을

50%를

50억

달성하는데 그쳤고, 조직활동가 양성, 배치는
⑶

90명을

사업체계 구축에 있

어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보, 미비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사업 연대단위 구성,
30%

20

양성하여 배치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략조직화 사업의 담당 주체인 각 산별조직

에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별도의 조직활동가 양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

기금 사업은

2007년까지

사업비

조직화사업 투여 등을 과제로 삼았으며, 이중 전담부서와 인력, 미비특별위원회 및 연대단위

등을 구성하는 데는 대체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담인력 확보, 미비특별위원회 및 사업단의 원활한 운
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비 중
공적으로 수행한 조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⑷

30%를

배정하는 과제를 성

조직문화환경개선도 이행 성과가 가장 부진한 과제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령 및 규약 개정과 상시교육체계 수립이 주요 세부 과제였는데, 비
정규직 강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가입 허용과 조직화를 약속하는 규약의 개정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강령과 규약의 제개정 이외에는 특별히 수행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상시교육체계
역시 가동된 조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⑸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의 확장을 통해 비정규직 이슈를

시민사회 내에 의제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연결망을 확장하려는 과제는 비정규악법 제정 반대투쟁, 이랜
드투쟁, 최저임금제 캠페인 등 일련의 캠페인과 투쟁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평가된다.
표

<

5-1-1>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 방침별/조직별 이행 상황 요약
민주노총

구성요소

계획
조직화
대상 설정
인력과
재정 집중

사업체계
구축

(1) 5대 핵심 영역 설정 집중
(1) 조직화 기금 모금

사회적
연대 확장

5대 영역
설정
50억기금
모금

이행

계획

이행

이행

세부계획
설정/추진

이행

26억 모금

-

-

(2) 조직활동가 양성, 배치

90명

24명

자체 양성

자체
양성못함

(1)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미비실→센
터

미비실
→센터
→미비실

미비실

미비실
설치

미비특위

설치

미비특위

미비특위
설치

(2) 미비특별위원회 구성
(3) 사업비 배정(07년 30%)

-

-

07년 30%

이행못함

사업단,연대
회의,
공대위

구성

사업단

간이구성

(1) 강령 및 규약 개정

제개정

제개정
못함

제개정

못함

(2) 상시 교육체계 설치

-

-

교육체계
설치

상시적이지
않음

(4) 비정규사업 연대단위
구성
조직문화
환경 개선

산별

세부요소

(1) 비정규직 노동권 의제화

수행

수행

(2) 시민단체와의 연대 확장

이행

이행

주: 위의 표에서는 이행 상황이 아니라 평가요소들의 구성을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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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 각급조직별로 전개된 전략조직화 사업의 특유한 전개양상을 '전략-성과-한계-과제'로 구
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표

<

5-1-2>

조직

5-1-2>와

같다.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전략-성과-한계-과제
주요 전략

성과

민주노총

-자원확보
-조직시스템구축
-조직문화혁신

-비정규사업의 전략
적 지위 부여
-산하조직의 전략적
관점 확산
-일부 자원확보

금속노조

-사내하청 조직화
-1사1노조
-공단조직화

-조직화 양적 성과
누적
-전조직적 사업분위
기 형성

한계
-일회적 자원 확보
방식(모금)
-사업단위 확보 부
진
-파견활동가관리 부
진
-일관성/집중성 유
지 부진
-공단조직화전략의
구체성 미비
- 1사1노조 방안에
대한 일부 사업장의
저항

과제
-미비실의 비정규관
련 종합기능 확보
및 상하조직과의 공
조시스템 재건
-사업의 일상화/내
부화를 위한 자원확
보

-공단조직화 구체화
방안
-전조직적 사업화를
위한 인식
-공공산별 안정화
-사업시스템 안정화
-중앙의 사업관장력
제고
-조직화방안/전략순
위 구체화
-자체 자원확보 노
력
-미조직사업장 접근
방안 모색
-산별전환
-핵심적 업종의 선
택과 활동집중
-법제도 환경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조직활동가 교육훈
련

공공노조

-지역공공서비스노
조건설
-전략사업단구축

-일부 지역공공서비
스노조건설
-조직분위기 변화

-지역공공서비스노
조 확대의 한계
-조직능력 미비
-활동가의 개별사업
화

서비스연맹

-지역거점 중심 조
직화
-사업장내 활동가투
입
-대형매장 집중

-일부 양적 성과
-조직분위기 개선
-유통부문 조직화
촉진

-전문성 취약
-사업단 구성 미비
-전략조직화사업의
미진
-정규직 의식변화
촉진

-현장조직사업

-토목건축 중심 조
직화확대
-파견활동가 자신감
확보

-투입대비 성과 높
지 않음

-제도적 개선 중심
의 성과(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
-사업의 집중계획
마련

-사업 추진단위주체
형성 미비
-집중사업 배치 미
비

-지역본부 조직화
역량 확보
-사업의 선택과 집
중

-상담사업의 조직화
연결 성과 큼
-사각지대의 군소조
직 조직화/보호 지
원

-연맹과의 보완관계
위축

-자원확보

-전담활동가 확보
-2800만원 모금

-사업계획 축소
-가맹조직과의 원활
한 공조체제 구축
미비
-전담자 미비

-사업의 선택과 집
중
-전담자 확충
-공조체제 구축
-가맹조직 설득

건설노조

보건노조

서울본부

울산본부

-사업장내 노동조건
개선
-사업장내 조직화
-중소의원 지역조직
화
-직종협회 조직화
- 상담사업- 조직화
연결
-네트워킹 활발
-연맹조직화의 인큐
베이터 역할
-10만 조직화
-전담활동가 투입
-1억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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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들이 조직화 사업을 전략적 위치로 격상시키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에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
을 전략적 과제로 추진하기에는 그 실행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사업주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는 거의 모든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전략의 핵심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내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전략적 과제의 달성을 위한 실행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자원과
업무수행 인력은 조직 전략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 2가지 자원 중에서도 업무수행 인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더 나아가면 각종 자원과 능력
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인적 역량이야말로 핵심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조직에서는 이러한 핵심역
량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핵심역량의 구축이나 배치가 실패한 영역은 특히 산하조직에 활동가를 파견했던 5대 부문 전략
조직화사업이었다. 집행기관 혹은 집행 담당자는 전략의 수행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불분명
한 사업내용, 부족한 자원, 조직 내 조합원의 지지 부족 등 전략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담당
주체의 노력에 따라 극복가능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
문에 조직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분위기, 지원적 체계 등이 상
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조직적 지원체계는 민주노총으로 집중시키거나 각 조직
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가에
대한 짧은 교육만으로 전략조직화의 주체가 형성된 것처럼 가정되었다. 이는 결국 해당 조직에 실무자
몇 명을 더 파견한 결과와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를 가져왔다. 조직
활동가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실무적 지식만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직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개인적 자질, 자신이 속한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경험축적, 그리
고 전반적인 조직화사업에 대한 일정한 전망과 기획 역량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경험
이 없는 활동가들이 파견되었고, 이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략조
직화 사업으로 좁혀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관리 혹은 조정/지원 시스템의 부재, 산하조직간 경험 공유
의 부재 등은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기회와 활동가간 혹은 조직간 벤치마킹의 기
회를 박탈했다. 활동에서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수정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일선 활
동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나열하는 식의 정보보고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의도하지 않게 무시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 민주노총 조직화전략 평가의 관점
1) 전략의 실행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

전략의 본질은 실행에 있다. 행동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천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전략의 수립은
전략적 의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전략적 계획은 전략 수립의 주체들이 실행을 전제로 의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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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전략의 실행주체들은 실행과정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전략을 부분적(혹은 전면적)으로 수정
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이는 전략을 한번의 실행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극복하고 다음의 대안을 찾고 목표달성을 위해 접근하는가가 전략 평가의 한 기준이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략의 평가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별 계획, 집행,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과정별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할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과 행동지침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등을 설계하
는 것이다. 조직에서의 목표는 막연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예측을 통해
설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이 없고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Banfield,

1963).

실제 대부분의

조직이 전략을 수립할 때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목표는 구체적이
고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분화된 목표 중 하나의 달성은 길게 보아 다음 단계의 목표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집행과 관련해서는 애초 계획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
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은, 특히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예외로 한다면, 조직구조나
실행주체의 역량과 관계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다. 조직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의
상하구조와 수평구조 모두 해당되는데, 특히 수평구조이면서 여러 집행주체가 관련이 될 때 집행에서의
오류를 더 많이 발생시키거나 집행 자체를 지연시킨다.54)
그러나 특정 조직에서의 전략과 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대안의 부재와 조직내 학습체계의 고장 혹은 이러한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관성적-습관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전략적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자원배분과 실행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분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
행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거의 목표와 기존의 수단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으
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는 조직이 해당 전략을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다. 동시
에 이러한 반복적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조직의 학습체계가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전략이든
세부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오류가 수정되고 극복된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특정 사업이
전략적 지위를 확고히 하지 못하면서 당위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변화와 현상유지 사
이에서 교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정규직 중심의
54) 결과평가는 전략 실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평가와 전략실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과정평가로 이
루어진다. 우선 성과평가는 전략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후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여러 가
지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며, 직접 집행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평가주체가 될 수 있고 평가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가 전략수립과 집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 따라
평가의 범위나 깊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해당 조직이 직접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행하
는 것이 가장 합의하기 쉬운 방법이다. 다음 과정평가는 계획에 따라 집행된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전략
목표의 설정, 적절한 수단의 선택, 자원의 동원 등이 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 실행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오류를 수정하는데 유용하다. 전략의 목표나 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을 최대한 다수를 참여시키고 끊임없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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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직 생존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과 비
조직원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조직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아니다55). 때문에 미
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당위적으로 수용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조합원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닌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조직 전체의 사업이 아니라 담당자들만의 사업
으로 전락하게 되며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또한 담당자들이 극복해야 할 영역으로 좁혀
지게 된다. 조직적으로 오류 극복의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전환되
면서 오류의 반복이라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과 산하 각 조직에서 행했
던 사업에 대한 상호학습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경우 이러
한 체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는 어쩌면 미조직특위였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2) 전략계획의 우선순위-선택과 집중 즉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하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와 목표가 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전략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
다. 많은 조직에서 잘 수립된 전략이나 계획을 제출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조직은 매우
드물다.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실행능력이다.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 수립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략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략 실행에서의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전략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
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범위의 프로젝트나 사업, 목표 등에 많은
역량을 분산시키고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설정된 목표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재
의 자원과 역량으로 가능한 목표 혹은 계획이 무엇인가를 재설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
분 조직에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설정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화 사업을 전략적 위치
로 격상시키면서까지 과제로 제출했던 것에 비해 사업이나 계획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은 조직자원의
확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실행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할
경우 전략은 실패하기 쉽다.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대부분 조직이 일련번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이후 평가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주된 이유를 인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중앙
에서의 기획역량의 부재, 하부단위에서의 집행역량의 부재가 서로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량을 충원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전략
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어보다도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55) 과거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직종별노조가 산업구조의 발달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광범위하게 대체하기 전까지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일체의 조합원 자격을 확장시키지 않았다. 그러
다가 미숙련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은 물론, 조직이 몰락할 수 있다
는 위기감이 현실화된 후에야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당시 숙련
공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이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
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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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이다. 결국 수년간의 계획수립-미집행이 반복되면서 점차 인력이 충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략 실행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나 정책 혹은 어떤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 담당자의 자
질과 역량, 태도 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불분명한 내용, 부족한 자원, 사업에 대한 조직내의지지 부족
등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담당자의 자질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하게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조
직에서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사실 해당 사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로 기능하며
이들이 어떠한 태도와 주도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실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될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조직화사업이 선언되고 표방되는 것만큼 조직내 지지를 확보하거나 그에 걸맞는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전략과제의 가장 우선순위는 실행을 담보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
3) 실행 역량의 결합과 체계화를 위한 조직단위의 구축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략 실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조직의 모든 활동과 업
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누가 실행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존재한다. 전략 실행에는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이 결합한다. 전략 수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
도 전략의 실행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전략 실행과 관련된 활동과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화는 조직자원이 어디로 배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복
잡한 조직체에서는 이러한 (내부적)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조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로 실행조직과 담당자, 실행절차의 구조가
해당되며 이러한 과정은 평가를 거친 후에 수정 보완되어 다시 실행되게 된다.
실행조직은 전략적 계획을 실제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데, 이는 민주노총 전체로 보면 산하
연맹과의 유기적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며 동시에 새로운 계획 수립의 초동단위가 된다. 연맹
수준으로 내려가면 연맹 중앙과 각 지역본부 혹은 업종본부를 연결하는 조직구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실행조직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 조직 내부 혹은 민주노총과 산하조직간 실행조직들 간
의 협력과 조정에 장애가 발생하면 성공적인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정규직 중심
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이다. 이런 조직체에서 사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
화를 조직전략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간의 투쟁과 활동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지 않더라
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활동이다. 이러한 조건은 기획과 실행조직으로서의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
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그런데 바로 미조직특위에 참가하는 단위의 협력/조정과 조
직화사업에 대한 응집력은 정규직 중심의 조직에서 비정규사업의 중심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능
을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들 실행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
다. 조직화 사업을 전략적 과제로 제출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미조직 특위는 온전하게 구성이 되지 않
았고, 한동안 가동되기는 했으나 비정규실이 센터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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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실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일상적 확보

다음으로 조직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라는 전략적 과제에 배치하는 인적자원의 성
격에 관해 살펴보자. 전략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배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직수준에서의 전략은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를 다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수립에서
행해지는 자원의 배분은 일시적이거나 특수한 사례가 아닌 상수로 취급되어야 한다.
첫째 조직화 사업의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역할
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담당자들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을 연결하는 특위의 구성원으로 결
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직화 사업에만 전념하는 전담자는 거의 배치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조직화업무를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안문제가 발
생하면 조직화사업은 뒷전으로 배치되고 일상적인 회의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던 것
이다. 결과론적인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기금 모금으로 확보한

20여명의

활동

가는 사업 진행 3년이 지나가는 지금,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함께 파견된
각 조직에서 이들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전략의 실행절차와 사후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 전략의 실행이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제도화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성
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행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실행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
실행의 연결망 혹은 사회적 운영메커니즘이다. 이는 단순한 구성원의 모임이나 실행 조직들 간의 집합
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실행 조직들 간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행조직들에게 부여된 전략적 계획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행 조직들 간에 합의한 내용이나 실천방향을 조직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도 담당
한다. 특별위원회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직접 집행보다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획단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략의 실행은 전략적 계획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의도한 결과를 낳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런데 실행에도 일련의 계획이 필요하고 따라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상호교차하면서 반복되는 순환적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략 자체가 한번의 실행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 실행과정에
서 실패했다고 해서 즉각 폐기되지도 않는다. 전략의 실행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낳고 이는 또 다른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투입요소가 된다. 여기에는 단순한 결과만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도 포함된다. 전략실행이나 정책, 계획은 평가를 거쳐 수정된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평
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기준의 부정확함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전의 계획은 여전히 오차가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게 된다. 각 조직의 사업
계획과 평가를 보면 계획대비 집행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세부적인 원인에 대한 탐색은
흔치 않다. 주로 외부환경 요인이나 담당자의 부재, 혹은 긴급한 현안에 밀렸다는 식의 원인 진단이 대
부분이다. 외부환경 요인이나 긴급한 현안은 조직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하더라도 담당자의
배치는 조직적으로 통제되는 인력구조의 재배치라는 점에서 조직의 실행의지를 보일 수 있는, 보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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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혹은 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조직 차원의 계획들이 단 한번의 실행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점을
규정하기 매우 어렵다. 물론 가장 단순하게 추론하면 애초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계획과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원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해당 전략은 실패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과제나 목표는 흔히 추상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계량화해
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 것을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선언한 목표 이외에도 실제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표만을 실현하려
는 경우가 별로 없다. 수많은 하위 목표와 계획들이 수립되고 실행되며 평가를 거쳐 수정되면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전략은 일회적 선택이 아니며 일련의 연속적 과
정이라 할 수 있고 이 때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 애초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되
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못한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는 결과뿐만 아
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놓고 진행하려면 정보의 편차, 조직과 연관된 혹은 조직내
다양한 현안문제 때문에 집중되지 않는다. 일의 진행을 계속 추적하거나 일상적으로 활동과정에 참여/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란 객관적이기 보다는 어림짐작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각 부서나 위원회
별로 담당 주체들이 평가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 과정을 추적했던
주체의 관점에서 조직 전체를 향해 평가를 제출하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전체 조직이 담당해야 할
몫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담당자들인 것이다.

3. 민주노총 조직화 전략의 개선 방향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애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실행과정에
서 나타난 오류들을 수정 보완하는 학습능력을 배양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미조직․비정규실은 애초의
구성원 전원이 교체되었고, 전략조직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최근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표현을 쓸 정
도로 그 기능이 저하되었다. 총연맹과 산하조직을 연결하면서 민주노총 내에 미조직/비정규사업의 기
획/집행/조직가로서의 기능을 해야 했던 미조직특위 또한 위축된 상태로 진단되고 있다. 이제 이런 조
건에서 민주노총이 복원시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구조와 사업주체의 형성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활하게 실행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중앙에 구축되
었던 미조직․비정규실은 조직2국에서 확대 개편되었던 경험을 뒤로 하고, 규모의 축소, 위상과 역할의
축소, 업무영역의 축소 등을 경험하며 다시 파견활동가 관리만을 담당하는 후견부서로 전락함으로써 미
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앞에서 살폈듯이 사
업 담당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뼈아픈 실책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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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통한 조직화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비정규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조직화의 일
환으로 자리매김되지도 않았고, 조직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만한 자원 확보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금을 통해 확보했던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았을 때 조직화의 주체
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파견 조직활동가들
은 활동근거지에서 ‘개인’으로 살아남았을 뿐 조직적으로 활동의 성과를 조직과 공유하거나 조직구조
내에 비정규사업을 정착시키는데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기금모금의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비정규 사업 주체의 재구축.56) 현재 민주노총 중앙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미조직․비정규
사업 주체를 확실히 ‘재’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주체를 재구축하는 것은

2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나는 각급 조직별 담당자의 확실한 선임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는 조직화사업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담당자 선임을 해당
조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총연맹의 담당자가 초동 주체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가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 조직별로 비정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정
규직 중심의 조직이 비정규사업을 전략적 과제로 삼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기
적인 생존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직은 현재의 구성원을 중심에 놓기 마련이고 당장 긴급한 사안
에 자원을 투여하는 것이 생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조직은 별도의 기금을 모금하거나
기존 인력에 덧붙여 비정규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
는 방식으로 대응할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이 전략적 지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조직특위의 복구. 여기에는 민주노총 중앙, 산하조직 지도부가 얼마나 지원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인력에서 비정규
사업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런 조건 때문에
비정규사업을 ‘전략’이라 규정하고 자원재배분을 꾀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도록 촉구하고 조직하는 매개역할을 비정규실이 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특위는 정규직 중심의 노
조에서 비정규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조직내에서 기획하는 한편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조직특위 자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조직화사업에 대한 경험 공유와 상호학습의 장이 되어야 하고 △민주노
총 전체 조직화사업을 기획하는 단위가 되어야 하며 △금속 공공 보건 등 자체 자원과 역량이 있는
조직 중심이 아닌 소규모 조직을 포괄하면서 지원하는 단위가 되어야 하며 △지역과 업종으로 구분된
한다. 이것은 미조직특위가

,

,

,

,

,

사업영역을 종횡으로 연결시키며 네트워킹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특히 지역단위
에서 지역본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확대하는 것으로 그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이는 미조직․비정규 사업이 산업과 업종이라는 틀 내에서는 지역으로 수
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자꾸 비춰진다. 산업/업종으로 구획된 조직 내에서는 미조
직․비정규사업이 지역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으로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정하는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조직자원
56) 민주노총 비정규사업 주체의 확실한 복구와 산하조직의 사업단위를 조직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배가하는
것이다. 전략조직화라는 활동가 관리 수준으로 격하시켰던 비정규실의 역할을 원래대로 위치시키고, 전략기획
단위로서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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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을 고루 갖추면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를 전국적으로 보유한 조직은 별로 없다. 아마도 금속노
조를 유일한 조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편중된 지역을 놓고 보면 보건이나 공공 등을
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불균등하다. 여기에 소규모 연맹이나 일반노조들까지 포
함하면 사실상 체제적인 지원수단이나 담당인력의 배치도 힘든 사각지대가 무수하게 존재한다57). 이를
보완하는 것이 민주노총 지역본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본부의 역할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
문의 경우 취약한 지역에서 총연맹에 지원이나 공동대응을 주문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 활동단위를
훈련시키고 지원할만한 담당자나 역량/자원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에도 부재했다’는 평가는 좋은 근거가
된다. 지역본부의 전담자 확보는 민주노총이 수행하는 조직화사업의 가장 주된 근간이 된다.
넷째, 일회적 사업이 아닌 상시적 사업으로의 전환.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은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
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산하조직에서-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미조직/비정규 사
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체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노총과 같이 자원이 하부로
부터 충원되는 자발적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단기 이해에 매몰되기 쉬운 조합원들을 설득
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일정하
게는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하지는 않
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기존 사업의 평가를 계기로 상
시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담당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
다. 인력확보방식은 모금을 통한 자원자의 모집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이다58). 이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활동가파견 방식의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파견된 활동가들은 민주노
총과 파견받은 조직이 일괄 채용하되 조직과 본인의 의견을 들어 재배치하는 형식으로 끌어안으면 될
것이다.59)
2) 사업전개방식과 대상의 차별화

첫째, 일상사업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광범위한 풀을 형성하는 대중사업과 집중을 통
한 조직화 혹은 보호장치의 확보 등을 일정하게 구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직화 대상에 따라 지원,
보호, 조직화 등에 대한 조직간 역할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화에 대한 방침을 경직적으로 운
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이면서 일정하게 분산되어 존재하
는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안산의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의 사업은 특정연맹이 하기보다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주변 이주노동자 단체와 산하조직간 연결망 확보, 정책적 지
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시 산하조직의 역량을 동원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57) 여기에 직접 제출하지는 못하지만, 전국지도를 놓고 각 조직별 조합원이나 보유한 자원을 지역별로 그려보면
지역간 불균형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58) 기존 인력이라는 의미는 조직내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고 있고 일정한 경험이 축적된 활동가를 의미한다. 새
롭게 조직으로 유입된 활동가의 경우도 조직의 체계적 지원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얼마든지 배치
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직내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9)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은 유능한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조직활동가의 배치는 일정 기간 훈련을 통
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안된다. 해당 산업/업종이나 지역의 사정과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 경험 등이
바탕이 되면서 기획과 조직/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험없는 인력의 배치는
조직화사업을 공중에 뜨게 만들 뿐이다. 조직화사업은 조직내에서도 영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략’사업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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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하나는 활동가 투입방식을 전제로 선택과 집중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에서 이
야기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금속노조 등이
행하는 지역이나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일상적이
고 광범위한 접촉을 꾀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하여 조직화를 해야 될 경우 전략적
으로, 즉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중고리 방식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자체가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는한 이런 사업을 담당할만한 재원이나 인력이
투입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상사업과 전략사업을 애써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산하조직들의 선택과 집중에서의 실패는 다름 아닌어떤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그를 위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투여할 것인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나열되는 모든 사업이 등가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역량은 분산되
고 집중해야 할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다. 해서 전략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거나 단계별로 역할분
담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동어반복적인 사업계획이 관성적으로 제출된다. 한정된 역량을 집중하는 좋은
방법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3) 지역 연결망 구축의 중요성

연결망 구축은 해당 지역에서 가용한 단체나 인력, 자원을 총망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과거 이랜
드 조직화와 투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방식인데, 비정규사업 주체와 정당, 주변단체 등이 조직화
의 주체로 나서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원체계의 연결망 역할을 했던 것이 그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학
교 비정규직 조직화에 학교운영위원을 하는 학부모, 전교조 조합원, 지역단체, 정당관계자 등을 통해 대
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직화를 꾀했던 사례도 참고할만 하다. 서비스 연맹의
경우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이란 구호를 통해 비정규직의 건강, 인권문제로 접근하면서 각
종 여성단체 등의 지원을 조직한 것도 좋은 예이다.
이러한 연결망 구축작업은 사안에 따라 단기간에 조직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모임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사업이나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면 평소에 구축되었던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합수준이나 공동행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구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의사
결정이나 전술운용 과정에서의 호흡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시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중심성을 갖춰야 하는 조직의
역할이고, 특히 사람의 배치는 결정적이다. 사람이 바뀌면 조직관계의 성격 자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단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 주체를 연결시키고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국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조직(비정규직만으로 구성된 건설노조)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는 조직이 드물고 모든 조직이 그러한 역량을 갖출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교차로와
같은 기능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발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 내부의 불균등한 역량을 상호보완
하고 노조 외부의 자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지역본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때에도 지
역본부에 가장 기본적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면서 결정적이다. 이러한 역량배치는 민주노총
처럼 종횡으로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더 효과적이다. 산별조직과 지역조직의 관할, 역할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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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담의 문제가 끊임없는 협상대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간 관할다
툼이 벌어진 사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서울본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본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조직이나 역량이 취약하고 산별조직이 엄호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해 인큐베이터 역할
을 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조직문화를 넘어 조직혁신의 문제로 다가서야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중요하게 제출했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민주노총이 비정규사업을 전
략적으로 수행할 때 전조합원의 적극적 지지가 가능한 조직문화의 형성이었다. 조직이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침체되어 있거나 운영이 잘 안될 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기업문화는 오랜기
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조직내 구성원들에게 암묵적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조직문화의 변화나 조직화 전략의 실행을 위한 조직문
화의 형성은 기존 정규직 중심의 조직문화를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더 나아가 이를 조직의 생존과 직
결되는 전략의 위치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조직혁신과 직결되는 것이다.
전략의 수정이나 조직구조의 개편, 명시적인 조직의 목표나 강령, 규약, 규칙 등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
는 것도 아니어서 조직문화의 개선은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직 구성원의 다수를 교체
함으로써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면 조직활동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
으로 구성원들의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조직문화 개
선의 방안으로 계획했던 강력과 규약의 개정은 그 자체로는 조직문화 개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다만, 강령과 규약개정이 조직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내에 미조직․비정규 노동
자 조직화 사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그 계획은 일정하게 타
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가 하나의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이다.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선전사업만으로는 안된
다. 일정하게 행동의 측면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규범이지만, 사소한 이해관계의 충
돌 앞에 놓일 경우에도 손쉽게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행동을 저지른다.60) 정
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도 연대의 표현이지만, 이러한 투쟁이 조직 수준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개개인의 행동변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흔히 이러한 투쟁은 선도적인 간부들 중심
으로 이루어지거나 일부의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의 공유와 축적이 개별 조합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사
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될 때 조직문화는 밑으로부터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61).
60) 민주노총 산하조직 중 하나인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통근버스에서 자리다툼으로 100년
전 미국의 인종차별이 한국에서 버젓하게 ‘자신들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이없는 현실은 바로 이
때문이다.
61)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인상분의 갹출행동은 이런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 물론 양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연대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은 사
회적 상태와 이해관계의 동등함이라는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느끼는 이해관계가 동등하지 못하게 침해받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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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전략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은 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과 재배치, 그
에 맞는 구조나 시스템 변화,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을 위한 연결망 형성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조직들이 시도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기
존의 정규직, 기업단위 조직노동자 중심의 조직의 관성, 관행,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전략조직화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조직 내부의 내재해 있는 갈등(정규직과 비
정규직간 위계화, 차별전략, 시혜적 접근, 이해관계 충돌시 배제, 탄압 등)에 대해 드러내 놓고 투쟁을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고 조직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능한 정도까지만 타협을 하려는 모습도 존
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총연맹이 제시한 강령과 규약 개정을 통한 조직문화 개
선사업은 비정규 문제를 인식하고 조직적 과제로 제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 즉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산별노조가 강령과 규약에 비정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실 조직화와 사
업영역에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들이 열심히 돈 내고 다른 비정규사업장 투쟁
집회에 잘 참가한다. 핵심활동가들 역시 자신이 속한 정파나 조직, 집행부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비정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갈등을 촉발시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도 있다.
5) 전략의 유지와 전략의 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조직적 합의 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면 투입된 재정과 기간, 활동가
수에 비해 조직된 조합원수로 표현되는 산출은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이 전략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기울여왔던 조직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무형
의 성과일 수 있고, 평가를 통해 다시 한단계 진전된 조직화 방침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빠
르게 갖출 수도 있다. 때문에 전략은 단기 성과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단언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
로 보아야 한다. 이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행과정에서의 실패를 수정하려
는 노력이다. 단기적으로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도 장기간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성공
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실행과정에서 역량과 경험이 축
적되고 이것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투입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억

기금을 토대로 추진된

전략조직화사업 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양성된 활동가들은 조직의 중요한 자원
이 될 것이며 다시 조직체계가 구축되고 이전의 오류들이 수정된다면 이후의 전략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략의 상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조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조직화전
략을 수립할 당시 민주노총이 참고로 했던 조직화모델은 주로 직접 조직화의 방식을 택했던 영미권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영미식 조직화모델은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
었다. 유럽 노조들이 조직화모델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제도의 존재했기 때문
이다. 우리가 처한 조건이 영국이나 미국과 유사했다는 점에서 조직화모델을 선택한 것은 일면 맞는 것
일 수 있으나 문제는 조직화 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별로 사람별로 조금씩 이해가
에서 기인하는 연대감이라는 지적에 비추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등함을 지향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
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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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다는 것이다.파견되는 활동가는 상근자인가 조직가인가? 조직화와 교섭-투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대 부문 선정은 올바른 판단이었나? 그 의도에 맞게 활동가들이 파견 배치되었는가?와 같
은 문제들에 대해 논쟁적이기 보다는
에 이들

20여명의

20여명의

조직활동가 확보라는 측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

역할과 임무, 조직내 위상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치 않았다.

끝으로 조직내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목표나 전략목표를 달리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직
목표나 전략목표가 같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방법이나 경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후자로 인한 갈등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따라서 이후에는 조직화 전략의 상과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과정은 총연맹과 각 가맹/산하조직 담당자들이 1차적으로 담
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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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면접조사지 및 설문조사지>

1. 조직활동가 면접지

1.

2.

3.

4.

개인적 배경
1)

성별

2)

연령

3)

교육정도

4)

결혼여부

5)

소득정도

6)

활동경력

7)

지원동기

: -

현장활동 경험 유무

민주노총 교육훈련 평가
1)

교육내용의 활동 유용성

2)

교육방식의 전달 유효성

3)

향후 보완해야할 교육훈련 내용, 방식
-

내용

-

방식

활동 구조
1)

파견조직 내 직위

2)

파견조직 내 업무 및 구성

3)

주요 활동공간
-

현장 취업

-

상근

4)

보고체계

5)

지원네트워크
-

구성조직

-

지원내용

-

지원강도 : 회의빈도, 재정적 지원, 인적 지원, 실무적(스킬) 자원

활동 과정
1)

조직화 타깃

2)

타깃 인식 정도

3)

조직화 사업 성숙정도
-

초동주체 형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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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조직화

-

투쟁

-

단협체결

4)

조직화사업을 위해 만난 사람과 조직의 수

5)

조직화사업의 주된 수단
-

맨투맨 접근

-

공식 직업조직 접근

-

비공식 직업연결망 접근

-

조직대상 밀집지역 선전홍보

-

노동상담

활동상의 고충
1)

2)

3)

6.

-

조직 지원 차원
-

계획수립

-

교육훈련

-

실무지원

-

탄압에 대한 대처

-

조직화사업 이외 업무

개인 역량 차원
-

시각

-

계획성

-

조직화 스킬

-

추진력

개인 조건 차원
-

경제적 고충

-

일과 가정의 균형

-

조직과 나와의 충돌

활동 전망과 개선
1)

2)

개인적 전망 관련
-

직무 만족도

-

조직화 활동 지속 의지

-

필요 숙련 및 지식

-

현 사업에서의 발전 전망

전략조직화사업 전망 관련
-

전략조직화사업 위상

-

활동가 관리
-

선발과 훈련

-

과업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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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평가와 보상

조직적 지원관계
-

민주노총-산별-지역조직 간 역할 관계

-

노조-당 역할 관계

-

지원네트워크

조직화 접근방식
-

전술 측면 : 맨투맨, 홍보, 상담, 제도화, 투쟁

-

조직 측면 : 조직간 네트워크

성과변수
1)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

2)

현재의 조직화 방식의 전망

3)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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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
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
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관련 의견 조사지

ID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담
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조직화 사업에 관한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설문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응답은

11월 04일부터 11월 15일

간 해 주시고, 응답지는 아래 조사기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조사
기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2층

☎ 담당 연구위원: 김영두(02-393-1459, 010-5525-6207, ydk726@hanmail.net)

우선 동지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문 1 동지의 신상에 대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 성별
2) 출생년도
3) 혼인상태
4) 최종학력
5) 조직내 직위
6) 소속 부서
7) 고용형태
8) 현 근무조직
(혹은 파견조직)

년도

⑴ 남성

⑵ 여성

19 ___________년

⑴ 미혼
⑵ 기혼
⑶ 기타
⑴ 고졸 이하
⑵ 초대졸(대중퇴 포함) ⑶ 4년대졸이상
⑴ 부원 ⑵ 차장 ⑶ 부장 ⑷ 국장 ⑸ 실장 (6) 기타(
)
⑴ 조직실 ⑵ 비미실 ⑶ 기타 (
)
(1) 채용 (2) 파견 (3) 기타 (
)
⑴ 민주노총 본부
⑵ 민주노총 지역본부
⑶ 산별조직 본부
⑷ 산별조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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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동지의 활동 경력에 대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요.
항

목

년도

1) 노동운동 시작년도

년

2) 민주노총 및 현 조직 입직년도

년

3) 현재 업무 시작년도

년
⑴
⑵
⑶
⑷
⑴
⑵
⑶
⑷

4) 동지는 어떤 유형의 활동가입니까?

5) 타 사회운동 경험 여부

6) 일반직장(또는 노동현장) 취업 경험 여부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 채용된 조직활동가
기존의 미조직/비정규 담당자
기존의 조직사업 담당자
기타 (
)
학생운동 경험 있음
시민사회운동(계급계층운동) 경험 있음
학생운동 + 시민사회운동 경험 있음
타 운동경험 없음

⑴ 있음

⑵ 없음

7) 현업 배치 이전 미조직 조직화 활동 경험 여부 ⑴ 있음

⑵ 없음

문 3 동지가 판단하기에 동지의 성향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항

전
혀
아님

①

목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흥분하
거나 불안해 하지 않는 편이다
2) 나는 사교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
는 편이다
3) 나는 대인관계에서 개방적이어서 새로운 관계
를 잘 맺는 편이고 내 주장도 잘 한다
4) 나는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조직화하여 책임감 있게 일하는 편이다
5) 나는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생각이 옳다면 기꺼이 기존 생각
을 바꾸는 편이다
6) 나는 일을 하는데서나 개인적으로나 계획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는 편이다
7) 나는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고 공유하는데 있
어서 익숙한 편이다
8)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편
9) 나는 소속된 집단에 잘 적응하고 집단의 개발
과 촉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10) 필요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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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닌편

②

보
통이
다

③

그
런편

④

매
우
그럼

⑤

문4

동지는 노동조합이 추구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5

동지에게는 노동조합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1) 임금인상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2) 경영참가 등 노동현장에서의 발언권과 민주주의 실현
(3)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4)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1)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2)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전문적인 작업으로 생각한다
(3) 나의 사회변혁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활동의 일환이다

문 6 동지는 현재 부분적으로든 전담자로든 소속 조직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 문7번부터 응답
(2) 아니다, 기존 노조 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 ==> 문8번부터

문 7 동지는 앞으로도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업무를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아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업무로 바꾸고 싶다
(2) 그렇다, 계속할 생각이다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지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 8 .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항목의 준비가 어느 정

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진

약간
부진

보통 약간 매우
이다 긍정적 긍정적

1)

대의원대회를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사업의 주요 목표와 대상 설정의 구체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3)

주요 간부의 전략조직화 사업추진 의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5)

사업 전담 기구의 설치 상태

①

②

③

④

⑤

6)

사업 전담 예산의 준비 상태

①

②

③

④

⑤

7)

사업 전담 인력의 확보 상태

①

②

③

④

⑤

8)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

①

②

③

④

⑤

9)

현장간부 및 조직활동가 양성 훈련 실시 정도

①

②

③

④

⑤

10)

규약, 단협 개정을 통한 산하 노조 문호 개방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 및 현장 단위까지 조직화 계획 설정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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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위해 조직체계 상 어느 정도의 준비
가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

목

응답

1)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이나 부서가
설치되었습니까?

①예

2)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정이 책정되었습니
까? 책정되었다면 연간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3)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를 제외하고 전략조직화 사
업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①
②
①
②

4) 독자적인 조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
까? 실시되었다면 몇 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습니까?

② 아니오
)만원

없음
있음 ==> (
없음
있음 ==> (

)명
)명

문 10 .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 다음의 전략조직화 관련 사항들의 추진 상태는 어떠합니까?
항

목

매우
부진

약간
부진

보통 약간 매우
이다 긍정적 긍정적

1)

조직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①

②

③

④

⑤

2)

조직화 전략과 전술(접근방식)의 구체적인 수립

①

②

③

④

⑤

3)

사업영역별 상근자 및 조직활동가 배치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4)

사업단 등 책임단위의 회의와 소통의 활성화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조직 상하부의 전반적인 관심과 지지 정도

①

②

③

④

⑤

6)

사업의 실천이 전 조직적으로 추진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민주노총 중앙과의 소통과 협력관계

①

②

③

④

⑤

8)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소통과 협력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유관 비정규직 조직단위들과의 소통과 협력관계

①

②

③

④

⑤

유관 정규직 조직단위들과의 소통과 협력관계

①

②

③

④

⑤

10)

문 11 동지의 전체 업무 중 아래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비중은 대략 얼마씩이나 됩니까?(세

업무의 비중을 합쳐서 100%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기존 조직관리
(2)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관련 사업
(3) 전략조직화 관련 사업

(
(
(

)%
)%
)%

문12 다음 중 동지가 속한 조직을 일단 제외하고 동지가 추진하는 전략조직화사업에서 중요성

을 지니는 조직들을 순서대로 3개만 골라 주십시오.

- 169 -

1순위(

⑴ 민주노총 본부
(3) 산별조직 본부
(5) 관련 있는 정규직노조
(7) 노동운동 활동가 조직
(9) 시민사회단체
(11) 기타 (

), 2순위 (

), 3순위 (

)

⑵ 민주노총 지역본부
(4) 산별조직 지역본부
(6) 비정규직노조 연합체
(8) 민주노동당 조직
(10) 지자체나 지역공공조직
)

문 12-1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을 위해 위의 조직들과 대체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
를 맺고 있습니까?

(1)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사업 논의
(2) 공식적이지만 부정기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사업 논의
(3) 비공식적이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사업 논의
(4) 비공식적이고 부정기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사업 논의
(5) 조직에 따라 다 다르다
⑹ 기타 (

)

문 13 (조직화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신 경우) 동지는 전략조직화 사업 수행을 위해 맺

은 여러 조직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십니까?
항

①전혀 ②다소 ③보통 ④다소 ⑤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목

⑴ 네트워크의 효용성이 큰 편이다
⑵ 네트워크에 광범위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⑶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⑷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사업을 지원할 활동가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⑹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⑺ 네트워크의 성립과 유지에 있어서 나의 기여도가 크다
⑻ 조직화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문 14 .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다음 성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문15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는 그간의 전략 조직화 사업(2005~2008년 상반기)을 통해 신규

조직된 인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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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

목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 추진의지 확립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발전 정
도
3) 전략조직화에 우호적인 조직 분위기, 문화, 제도의 형성
정도
2)

매우
부진

약간
부진

보통 약간 매우
이다 긍정적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조직, 재정, 인력 등 제반 조직화 여건의 개선 정도

①

②

③

④

⑤

5)

가시적인 신규 조직화 성과 정도

①

②

③

④

⑤

미조직비정규 사업 관련 상근자 및 활동가들의 직무만족
과 사기 향상 정도

①

②

③

④

⑤

6)

⑴ 없었음
(2) 예 ==>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명

문16 동지는 민주노총과 산별(및 그 지역조직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전략조직

화 사업이 애초에 세운 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1)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2) 계획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고 본다
(3) 계획에 비해 약간 부진하다고 본다
(4) 거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5) 계획을 상회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문17 (지금까지의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시는 경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17-1

위에 나열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을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문 18 각급조직의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비롯

한 미비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추진을 부진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⑴ 동의하는 편 ==> 문 20-1로
⑵ 동의하지 않는 편 ==> 문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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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목

1)

민주노총 중앙의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의 취약

①

②

③

④

⑤

2)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의 취약

①

②

③

④

⑤

3)

산별조직 중앙의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의 취약

①

②

③

④

⑤

4)

산별조직 지역본부의 사업추진 의지 및 계획의 취약

①

②

③

④

⑤

5)

각급 조직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각급 사업담당 단위들의 추진능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들의 경험과 능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8)

각급 조직의 인력부족에 따른 사업전담자 확보의 곤란성

①

②

③

④

⑤

9)

각급 조직 미조직/비정규 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

①

②

③

④

⑤

10)

유관노조, 정당 등 지원네트워크의 관심과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11)

정규직 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 부족

①

②

③

④

⑤

12)

산별노조 건설에 수반된 사업추진의 불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기타(

)

문18-1

비정규/미조직 사업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업무 자체가 타 업무에 비해 어렵고 인내를 요구해서
(2) 담당자들이 조직적 지원의 미비에 대해 실망을 느끼기 때문에
(3) 비미사업뿐 아니라 조직 사업 전반이 3D 직무로 회피되는 분위기여서
(4) 미비 사업에 대해 소신과 신념을 지닌 담당자들이 적어서
(5) 기타 (
)

문 19 다음의 조직화 방식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유효성이 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문19-1

동지가 속한 조직의 전략조직화 사업에서의 조직화 방식은 어떠합니까? 위
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현재 주되게 활용하는 조직화 전술 1순위 (
(2) 이후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전술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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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 2순위 (

)
)

항

①전혀 ②다소 ③보통
비효과적 비효과적 이다

목

④다소
효과적

⑤매우
효과적

(1) 조직활동가의 현장취업을 통한 맨투맨식 조직화
(2) 상근 조직활동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조직화
(3) 학교와 학원 방문 등을 통한 예비노동자 조직화
(4) 공식 직업조직에의 접근을 통한 조직화
(예: 간호사협회, 복지사협회 등)
(5) 비공식 직업 네트워크에의 접근을 통한 조직화
(예: 건설인력시장, 지역화물/운송직업연결망 등)
(6) 정규직 노조의 규약 개정,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한 정규직화와 조직화
(7) 지역사회에서의 정치, 복지 활동을 통한 기반과
분위기의 조성
(8)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
(9)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등 제도개선 투쟁
(10) 취업알선이나 노동상담
(11) 유관 노조들의 조직화 지원을 통한 조직화
(12) 기타 :(

)

전략 조직화 사업의 전망과 개선과제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 20 동지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⑴ 현재 상태로는 비관적이다
(2) 향후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3) 현재 상태로는 낙관적이다

문21 향후 전략조직화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 22 동지는 향후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⑴ 민주노총 중앙
(3) 산별노조 중앙

(2) 민주노총 지역본부
(4) 산별노조 지역본부

문23 동지가 속한 조직에서 전략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향후 잠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 네트워크는 어디입니까? 직접 써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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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①전혀 ②약간
중요치 중요치 ③보통 ④중요 ⑤매우
이다
한편
중요
않음
않음

목

1)

민주노총 및 산별조직 중앙의 의지와 책임성

2)

각급 조직에서의 전략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3)

유능하고 경험있는 조직활동가의 대대적인 육성

4)

각급 조직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담 인력 확충

5)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직화 전략/전술 확립

6)

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관심

7)

8)

민주노총 및 산별조직 사업기조의 전면적이고 급
진적인 전환(비정규 사업 중심으로)
기타

: (

)

다음은 민주노총 파견 조직활동가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4 동지가 전략 조직화 사업에 지원하게 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⑴ 전략 조직화 사업이 현재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⑵ 조직과 주변 활동가들이 권고와 추천해서
⑶ 개인적으로 조직화 활동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⑷ 어떤 식이든 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⑸ 기타: (
)

문 25 동지는 파견 후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셨습니까?

⑴ 현장 취업
⑵ 조직 상근
(3) 기타 (

)

문 26 파견 조직(산별조직) 내에서 동지의 업무와 사업 전개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

다.

문 27 동지가 현재 전개 중인 조직화 사업의 성숙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⑴ 사업의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⑵ 초동 주체를 형성하는 단계
⑶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조직화를 추진하는 단계
⑷ 구성된 조직과 주체들을 기반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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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①전혀 ②아닌 ③보통 ④그런 ⑤매우
아님
편
이다
편
그럼

목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해 파견조직과 충분한 토론
이 이루어졌다
1)

전략조직화 사업이 파견조직과 상의 하에 계획성
있게 추진되었다
2)

활동가 개인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사업 추진
이 가능하였다
3)

4)

조직화 사업 이외의 부수 업무들이 많이 주어졌

다
파견조직의 조직활동가들과의 인간적인 유대가
잘 이루어졌다
5)

6)

파견조직 내에서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다

파견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제공
되었다
7)

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단계

문 28 동지는 파견 후 조직화 활동 중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⑴ 예 ---> 30-1번부터 응답
⑵ 아니오 ---> 31번부터 응답

문 28-1

그만둘 생각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⑴ 육체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⑵ 조직화 성과의 부진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⑶ 파견조직 활동가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⑷ 파견조직의 조직적 지원이 불만족스러워서
⑸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원이 불만족스러워서
⑹ 개인 사정이 발생해서
⑺ 조직화 활동이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⑻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29 동지의 활동에 대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30 민주노총 조직화학교에서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문 30-1

만약 불만족한 점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 때문이었습니까?

(1) 조직화 활동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교육 시간이 짧았다
(2) 조직화 활동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 내용이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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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①전혀 ②다소 ③보통 ④다소 ⑤매우
아니다 아니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목

⑴ 조직화 활동이 내 적성에 맞으며 앞으로도 이 일
을 계속하고 싶다
⑵ 나는 조직화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⑶ 나는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현재 가장 중요
한 노동운동 분야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⑷ 나는 근무를 마친 다음에도 조직화 활동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⑸ 내가 추진 중인 조직화 사업은 앞으로도 발전 전
망이 밝다
항

목

1) 인성교육/애니어그램
소 2) 노동자철학
양 3) 노동운동사
4) 정치경제학
5) 노동조합법
기 6) 근로기준법
초 7) 대화법/인간관계론
8) 비정규직 조직화의 의의
9) 조직분석론
실 10) 조직활동론
습 11) 선전선동론
12) 미래설계(활동전망수립)

교육훈련의 만족도
①불만

②보통

③만족

이후 조직화 활동에서의
유용성
①무용 ②보통 ③유용

(3) 이론과 강의 중심이어서 적용능력을 재양하는데 부족했다
(4) 강사들의 전문성이나 조직적 준비가 부족했다
(5)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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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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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의 현황과 방향
금속노조(이상우 비정규국장)

1. 미조직․비정규사업의 대상 및 목표
가. 사업장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사무직노동자 조직화
-노조

규약에 입각한 지부, 지회 규칙변경(‘1사 1조직’)을 통한 조직확대

-‘1사 1조직’원칙에
-생산공정

이주노동자 포함

뿐만 아니라 사무직 영역까지 노조활동 확대

나. 지역, 공단(중소, 영세 사업장) 조직화
-기초조직의
-지역별

기업별단위를 넘어선 지역단위로 재편방향(지역지회 확대, 강화)

전략 조직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적 활동

다. 무노조 재벌사 조직화
:

사업주체, 사업단위의 구축(해당주체 및 해당지부)/사회쟁점화 내부주체 발굴

2. 사업주체
가. 미비특위 전체회의(2개월 1회)
:

노조 미비실 독립(5명)/19개 지부별 미비담당 임원, 담당자의 선정

나. 비정규단위 대표자회의(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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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쟁, 조직확대 계획, 집행/경제위기에 따른 선도적 투쟁위해 ‘투쟁본부’로 전환

다. 지역지회 대표자회의(분기별 1회)
:

공동사업 및 조직확대 사례 공유/지역지회 활동의 모범 창출

라. 사무직단위 대표자회의(사안별)
:

사무직의 특수성에 기반한 조직화 방안의 개발/투쟁지원 및 조직발전 전망모색

마. 지부별 미비담당자 회의
1)

기업지부(5개) : 원,하청 연대회의, 미비실무 추진위

2)

지역지부(14개) : 미비담당자회의, 미비사업위원회 회의, 미비사업팀 회의

3. 사업경과
가.

‘1사 1조직’을

통한 사업장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이주, 사무직 조직화

1)

규칙변경 현황

: 230개

2)

조직화 성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

사업장중

80개사업장

2,040명

지부장 선거참가(60%)/대우상용차

피코, 동원금속 외주화된 식당, 경비 가입 및 단계적 정규직화/삼우정밀 이주노동자

2,40명(100%)/캐

20명

조직화/마창

지역금속 보그스워너 현장위 이주노동자 3명 조직화 등등
3)

이후 계획 : 지부별로 결의하여 ‘지속적 추진’(현대자동차

09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같이 붙임)

나. 지역지부, 지역지회를 중심으로 한 공단, 지역조직화 사업

※

년차(07.10.1~08.9.30) 지역지부 조직화 사업

5-1

지부

주요사업 계획

지원예산

1) 미비사업 추진단위 회의, 교육, 훈련

신규 조직화
동우화인켐(400->50)/

경기 2) 정기 선전․캠페인/가두방송 3) 삼성 조직화 추진

8,000,000원 쎔타코바이오코리아(11->6)

4) 권역별 실태조사/권역별 지역지회 건설 준비

=>2개사업장 56명

1) 미비사업 위원회 확대, 강화

경남

2) ‘1사 1조직’ 모범사례 발굴, 추진

2,300,000원

3) 정기 선전▪캠페인/거리상담/권리찿기 캠페인

대호엠엠아이(142)/산양금속(19)
=>2개사업장 161명

4) 지역 공청회, 토론회
1) 미비사업 주체강화 2) 정기 선전․캠페인

경주 3) 주요거점 현수막 게시 4) 1사 1조직 교육, 선전
5) 상반기 지역지회 출범

광전 1) 전남 서남지역 지역지회 준비위 건설(상반기)

2,400,000원

대동(18)/다스(567)
=>2개사업장 585명

4,950,000원 제오빌더(26)/전남서남지역(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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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7)/대우IS(25)/
로케트( 10) / 디에스시광주

2) 정기 선전․캠페인 3) 상담실 운영 3) 조선업종 족구대회등

(13)/동일관광(73)
=>6개사업장 197명

구미

1) 미조직 실천단 구성, 교육, 훈련 2) 정기 선전․캠페인
3) 주요 거점 현수막 게시

4) 기획 선전물 제작, 배포

5,600,000원

1) 미조직사업위원회 강화

대구

2) 정기 선전․캠페인(현수막, 스티커, 포켈 유인물등)
3) 중식시간 거리상담(건강, 세무등) 4) 수요 거리공연, 영화제

4,810,000원

5) 지역지회 건설 추진
1) 조직화위한 조직담당자 연석회의

ASA(214->152)/코스모링크

대충 2) 노동인권 법률상담 3) 정기 선전▪캠페인

4,500,000원 (120->83)

4)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사업 5) 노동인권 학교 개설
1) 미조직사업 담당자 배치 2) 공단 실태조사

부양 3) 정기 선전․캠페인

4) 산재수첩 추가배포

=>2개사업장 235명

5,000,000원

4) 지역 공동실천 추진(상담소)
아세이이엔티(8)/경인냉열(13)/퍼

1) 지부 관장 미비사업위원회 총괄

서울 2) 정기 선전․캠페인 3) 기획 선전물

5,000,000원

4) 구로디지털 단지 실태조사

멕스(7)/유엔지(7)/동두천복지관
(8)
=>5개사업장 43명

1) 미비사업위원회 구성 2) 정기 선전․캠페인

울산 3) 지역지회 건설

2,900,000원 한라공조울산사내하청(72->131)

4) 삼성 조직화 추진

5) 지회내 사내하청 실태조사, 조직화
1) 미비특위 구성, 교육, 훈련 2) 정기 선전․캠페인

인천 3) 공단 이동 상담실

4) 사내하청 노동실태 공동조사

5,900,000원

5) 지역지회 건설추진

전북
충남

1)권역별 미비사업위원회 구성, 활동 2) 집중 선전․캠페인
3)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

4) 익산 지역지회 추진

1) 상담사업 강화

2) 정기 선전․캠페인

3) 사내하청 실태조사
1)정기 선전․캠페인

4) 동희오토 정기회의 조직확대

포항 2)포스코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월1회 실천의 날

2,600,000원 신평산업(70)
3,000,000원

다스아산(136)/신라정밀(54)
=>2개사업장 190명

4,140,000원 제철세라믹(39)

3)이주노동자 지원사업 4)상담사업 강화

60,000,000원 25개사업장 1,707명

계

※

년차(07.10.1~08.9.30) 지역지회 지원내역

5-1

지부

지회명

서울 남부지역지회
〃
〃
경기
〃

동부지역지회
경기북부지역지회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양지역금속지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임대료600,000×9개월=5,400,000원
임대료450,000×9개월=4,050,000원
임대료300,000×9개월=2,700,000원
운영비300,000×9개월=2,700,000원
운영비200,000×9개월=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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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원
사업비지원
명)×9개월
4,600,000원
=1,620,000원
(90,000×1)×9= 810,000원
3,050,000원
(90,000×2)×9=1,620,000원 4,620,000원
(90,000×2)×9=1,620,000원 4,350,000원
(90,000×1)×9= 810,000원
3,700,000원
(90,000×2

전북

군산지역금속지회
익산지역준비위

광전 광주지역금속지회

상담실 임대료+운영비

300,000×9

개월=2,700,000
고정운영비 750,000원
임대료+운영비
250,000×9개월
=2,250,000

〃
경남
부양
〃
〃
계

광양지역지회
운영비 400,000×9개월=3,600,000
마창지역금속지회
정관지역지회
운영비200,000×9개월=1,800,000원
웅상지역지회
녹산지역지회
27,750,000 원

2) 5-2년차

지부

3,200,000원
1,000,000원
(90,000×2)×9=1,620,000원 4,100,000원
3,500,000원
(90,000×2)×9=1,620,000원 1,500,000원
5,000,000원

9,720,000

원

40,370,000원

지역지부 주요사업 계획 및 지원내역

전략사업 대상
주요사업
4개권역(①안산(반월․시 1)미조직, 비정규담당자 회의운영(사업장내 비정규직 조
화)②평택(포승․송탄안성 직화 추진)
③수원,오산,화성,용인, 2)선전․캠페인, 상담사업의 효율성 제고
3)권역별 미조직사업네트워크 구성
기흥④군포안양)

경기
경기금속지역지회

안양지역지회

1)중소-영세공단 실태조사
2)상담 및 최저임금 청원단 모집, 선전
3)공단현황 분석과 전략조직화 토론회
4)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
1)공단 가두상담 확대
2)선전•캠페인 및 노동영화제
1)지역, 사업장 실태조사, 공청회 추진

예산안

6,191,130원

2)‘1사1조직’ 지회규칙 개정 조직적 추진
경남

창원 및 외각

3)정기 선전▪캠페인/거리상담/권리찿기 캠페인
(노안,법규,미비

공동)

4,004,000원

4)지회별 미비부서 설치 의무화 및 정기회의
지부와 공동사업
1)전 조직적 미비사업 추진(사내하청 가입, 1조합원 1사
업장 소개사업)
2)정기적 집중 선전․캠페인(출근,중식시간)
경주 외동지역 공단
5,000,000원
3)중소-영세조직화를 위한 지역지회 출범
4)신규주체 상담, 교육사업
5)미비위원회 강화 및 주체역량 강화
1)권역별 담당자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전개
3개권역(①광주지역②광 2)이주노동자조직사업의 구체적 모델창출
양지역③전남서남지역 (사업장 한글교실 운영, 이주단체 교류,지원)
3)‘1사1조직’,원-하청연대 강화
광전
9,500,000원
1)지역 연대단위 결합 실태조사사업
전남서남지역지회
2)정기적 집중 선전•캠페인
(조선)
3)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상담,간담회
마창지역금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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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교실, 노동교양 교실 기획

광양지역지회
(철강)

광주지역금속지회
(자동차부품)

1)원하청 구조조정 현황, 사업장 현황, 노조조직 현황 및
단협 실태, 임금 실태 현황 조사
2)활동가 양성 및 조직사업(지역 소모임,활동가 학교 기
획)
3)포스코탄압 공동대응, 연대단위 구축
4)집중 선전•캠페인 및 언론사업 강화
1)정기적 선전•캠페인(출근,중식)
2)연대단위 공동사업(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 확대 적
용, 비정규직 문제등 공동의제)
3)상담소 사업강화, 상담메뉴월 제작-교육
4)개별조합원(미조직 활동가) 활동강화

1)미조직 실천단 구성, 활동
2)정기 선전․캠페인(주요거점 현수막 게시, 산행, 공원정
화 활동 병행)
구미 구미,김천,왜관지역공단
3)지역 미조직노동자 창가는 취미모임 기획
5,000,000원
3)상담사업 강화 신규지회 건설
4)역량강화 원크샾사업 강화
2개공단(①달성공단②성 달성, 성서공단 공동기획사업
(명함, 기회선전물, 스티커 제작, 배포)
서공단)
1)노무사와 함께하는 상담사업
2)기획 선전전(시기집중 기획 선전물 준비)
달성공단
3)야외 영화제 및 상담-선전부스 설치
4)미조직노동자와 같이하는 조기축구회,등산회 조직
대구
4,684,000원
1)기획 선전전(시기집중 기획 선전물 준비)
성서공단
2)성서공대위 사업결합(수요 거리공연, 실태조사,이주노동
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3)미조직노동자와 같이하는 조
기축구회,등산회 조직
4)지역지회 건설추진
대충

미제출
1)금속노조 가입안내 선무방송
2)상담 유형별 5종리플렉렛 제작, 배포
3)현수막 게시 및 기획 선전물
3개권역(①녹산②웅상③
3)공단 현안문제 해결
정관지역)
4)삼담소와 사업연계
5)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한 중앙교섭 합의이행 감시 및 소
부양
7,112,600원
식지 발간
1)‘경제위기 공단 노조역할’관련 토론회
2)공단 및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정관지역지회
3)선무방송, 소식지, 거리선전, 가판대 설치
4)공단 축구대회, 풋살 동회회, 자동차정비 학교, 이주노
동자 한글교실
5)분기별 가족기행 자동차 정비 학교
서울 3개권역(①서울남부②서 1)안정적 체계와 역량 강화 지부관장 미비사업위원 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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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총괄
2)상담역략 강화를 위한 학교, 수련회(지부-지회
울동부③경기북부 지역) 상근간부 상담역량 강화)
3)전지역 통합 선전물, 상담카드 제작
4)총연맹 서울본부와 공동사업 체계 구축
1)공장밀집지역 현수막 게시
2)스티커 제작, 아파트단지(內) 부스광고 및 관리
사무소 방송등 노동법률 상담 조직
경기북부지역지회
3)미조직 활동가 학교, 지회부설 상담쎈타 운영(노
무사 자문위, 상담역량 강화교육)
4)상담일지, 주소록 전산시스템 강화
1)지역의제 개발,지역 공동사업 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지역의제에 기반한 지역투쟁)
2)지역 문예패 연계 순회 문화제, 거점선전전
서울남부지역지회
(산재노협, 불완전노동철폐연대, 당 결합)
3)선전물, 선전내용의 다양화(기획 선전물)
4)상담전화 개설, 미조직노동자 법률학교
5)개별조합원 확대(현장조직활동가 발굴,육성)
1)핵심사업장 표적 집중 선전전
2)선전전 및 거리 이동 상담소
3)총연맹 동부지구협, 비정규쎈타 공동선전전, 공
서울동부지역지회
동투쟁 연대체 구성
4)중소-영세사업장 무료검진 사업
5)현장활동가 육성→조직활동가 수련회
6)대기업내 자동차 정비, 판매 분회등과 연대한 지
역 자동차관련 미조직확대사업 추진
1)울산지역지회 건설(소규모 통폐합, 개별가입 확
2개권역(①북구 달천공
대) 미비사업 강화=>울주군 지역분회 준비위, 북부
단,매곡산업단지 ②울주
울산
지역분회 준비위 건설
3,967,800원
군 상북,길천,온산,논공
2) 각 지역별 공단실태조사 실시
단지)
3)지역지회, 지역분회 건설을 위한 교육
1)경제위기에 따른 상담,가입운동 강화
2)공단 거점 선전전(2~4월 집중)
남동공단등 집중지역선
인천
3)비정규 노조가입 선전전(우선해고 대공장부터)
정
5,000,000원
4)인천지역 제 진보단체와 토론회 진행
5) ‘1사1조직’, 지역지회 구성사업 추진
1)권역별 지역지회 건설목표로 한 조직사업
2)‘1사1조직’ 확대, 강화
2개권역
3)지부• 지역지회(기업지부지회ㆍ위원회 포함) 사
업담당자 선임 및 회의 정례화
(①익산②군산)
4)공단선전의 날 지정 집중 실천사업 강화
전북
6,210,246원
5)미비사업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수련회
1)대공장 이전실태조사, 조직화 토대마련
군산지역금속지회
2)상담실 운영(시협내), 활동가 배치
3)복수노조 시대 대비, 민주파 네트워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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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최저임금을 매개로 한 지역 선전•캠페인
5)비정규모임을 구성,지역운동 강화
1)공동사업을 통한 지역지회 출범
2)공단별 전략사업장 집중선전
3)월1회 미비사업 실천의 날, 선전사업
4)소속 사업장내 비정규, 이주 실태조사•조직화 사
업

익산지역지회준비위

충남 아산/천안/서산/당진

포항
계

※

5-2년차

1)정기선전•캠페인(전략지역 선정)
2)무노조 재벌 조직화 사업지속(활동가 역량강화,
선전•캠페인)
4,667,060원
3)‘1사1조직’사업의 본격적 추진
3)지회별 담당자 선정 사업체계 안정화 및 사업장
내 비정규,이주실태조사
미제출
70,836,836원

지역지회 지원내역

지부

지역지회
남부지역
서울 동부지역
경기북부지역
경기 경기금속지역
안양지역금속
군산지역금속
전북
익산지역(준비위)
광전 광주지역금속
광양지역
서남지역(11.5출범)
경남 마창지역금속
정관지역지회
부양 웅상지역지회
녹산지역지회
계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임대료600,000×12=7,200,000
임대료450,000×12=5,400,000
임대료600,000×12=7,200,000
운영비300,000×12=3,600,000
운영비200,000×12=2,400,000
운영비300,000×12=3,600,000
운영비150,000×2=300,000

(90,000×2)×12=2,160,000

9,360,000원

(90,000×1)×12=1,080,000

6,480,000원

(90,000×2)×12=2,160,000

9,360,000원

(90,000×2)×12=2,160,000

5,760,000원

(90,000×1)×12=1,080,000

3,480,000원

(90,000×1)×10=90,000

4,500,000원
2,300,000원

200,000×10=2,000,000

운영비250,000×12=3,000,000
운영비400,000×12=4,800,000
임대료500,000×11=5,500,000

(90,000×2)×12=2,160,000

-55개

4,800,000원
6,490,000원

(90,000×3)×12=3,240,000

3,240,000원

운영비200,000×12=2,400,000

-하청업체

2) 09년 2차

3,062명의

이주노동자 사용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 차별심화 노조대응 미약

실태조사 : 중소사업장 중심 세부실채 조사 및 조직화 방안 모색

-경제위기로

2,400,000원

63,330,000원

실태조사 : 대기업 중심 고용실태 및 노조대응 파악

사업장

5,160,000원

(90,000×1)×11=990,000

다. 이주노동자 대상 사업
1) 08년 1차

소계

이주노동자 변동, 조사시점 판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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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노조 재벌사 조직화
1)

포스코 전략조직화 회의단위 운영, 포스코지회(7명) 설립=>공개활동 돌입
포스코 1차로 사내하청중 민주노총 사업장 정리(포항정리=>광양 정리중), 2차로 지역 민주노총 사

:

업장 총체적 공격
2)
:

•

삼성조직화 회의단위 운영=>구조정 대응, 선전 캠페인

내부주체를 만들기 어려운 조건속에서 반복적인 대응사업의 한계

마. 신분보장 기금, 장투기금의 운용
1)

신분보장 기금 :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시 신분보장(정리해고는 제외), 통상임금 및 금속산업 최

저임금 1년간 보장
2)

장투기금

:

신분보장 기금이 적용되지 않는 6월이상의 장투사업장 1년간 통상임금 및 금속산업 최

저임금 보장

4. 평가 및 방향
가. 사업 주체의 문제
-중앙외에는

지부별로 미비사업 담당자가 전담구조를 갖는 지부는

1~2곳에

불과하여 사업의 중복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임,단투 시기 및 현안문제 발생시 미비사업이 중단되는 상태
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지역지회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예산과 상근인력의 부족으로 거의 무급활동가의 헌신적인 활동

에 기대고 있는 형국임.
-미비사업

전담구조의 확보를 위한 과감한 인력채용 및 기본 상근활동가들의 전진배치가 요구됨.

나. 정체되어 있는 ‘1사 1조직’의 문제
-경제위기에

따라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방침을 결의하고 있

으나 현장에서 사수되지 못하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은 ‘1사 1조직’의 당위성을 더욱 입증해 주고 있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규칙변경에 대한 전 조직적 대응과 지역지부별 결의와 추진이 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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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단위의 주체적 투쟁과 정파를 넘어선 운동진영의 총력대응이 필요함.
다. 지역, 공단조직화 사업의 확장에 대한 문제
-전통적인

조직화 방식에 따라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상담을 매개로 한 간헐적 조

직화 방식에 머물고 있음. 중소사업의 유동성, 활동가층의 부족으로 ‘기획 조직화사업의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함(소수 지역지회에서만 고민되고 있음)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조직화방식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산별노조의 조직적 강점을 활용하여

실업자(구직자), 미조직 사업장 개별 조합원등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방식이 시도되어야 함.
-지역(공단)

조직화는 해당 산별연맹(노조)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부족함이 입증되고 있음. 조직확대와

조직정착을 위한 총연맹 지역조직을 포함한 지역차원의 단체, 당의 역량을 통일적으로 결집하는 ‘공투
체’의 활동과 투쟁을 만들어 가야함.
라. 신규 및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의 문제
-신규

사업장, 비정규직 단위가 조직된다 하더라도 장투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치열한 내부투쟁=>지역연대 투쟁=>전국적 투쟁의 흐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기본 방식으로는 자본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태세, 사회쟁점화, 연대투쟁이 총체적으로 요구됨.

5. 결어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는 정치, 사회적 전선과 맞물려 있음.

87년 6월항쟁이 7,8,9

노동자 대투

쟁으로 이어졌듯이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짐. 계속 자본 보수진영에 밀리는
국면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화의 분위기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그러나

노조내의 미비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준비태세와 지속적 사업속

에서 만이 해법이 모색될 수 밖에 없음. 단, 기존방식으로는 힘들다는 공통된 진단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력,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가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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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정규문제는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노조/이미경 비정규실장

1. 몇가지 짚어야 할 내용
o 50억 비정규기금에 대하여
-

정규직/ 기업단위/ 조직노동자의 투자? : 비정규직 문제, 조직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는 계기

는 되었지만 조직의 과제, 즉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산하노조까지 조직화사업을 전략적 위치로 고민하
게 만들지는 못함.
-

그 이유는 조합원 1인당 1만원 납부라는 개인적 결의와 한시적 특별기금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비정

규기금을 통한 전략조직화사업의 자원투입이 조직적, 장기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애초부터 던져주지
못하는 결함.
-

또한 비정규담당자들내에서도 한시적으로 마련된 비정규기금 어떻게 해당 조직내의 자금으로(인적,

물적 지원기금)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와 논쟁 지점이기도 하였음. 결국

50억

비정규기금은 한

시적 기금에서 상시적 기금, 안정적 재원마련 방법으로 고민되고 과제가 도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함.
-

오히려 산별노조를 건설하거나 강화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 스스로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사업의 중

요성과 전략적 지위를 부여하고 상시적, 안정적 재원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임.

o 미조직특위의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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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에서 미조직특위가 제기능을 못했다는 것이 주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나 미조직특위가 제기능

-

을 하지 못한 원인이 언급되지 않았음. 3년의 기간동안 전략조직화사업을 담당할 부서 부재, 담당자 전
면 교체, 역량 축소가 왜 일어났던 것인가에 대한 원인이 짚어져야 함.
-

지도부의 불안정성,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해 지도부부터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공

유과 토론, 전략적 과제를 고민하고 기획하기 보다는 파견활동가 관리하고 고충처리하는 활동정도로 이
해하고 활동폭을 제한한 점등이 언급되어야 함.
연구보고서는 개선방향에서 역량있는 인적역량의 배치를 주문하고 있음.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총은

-

지도부 배치에서 담당부서 설치와 인적역량 배분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였던가! 전략적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자원투입과 배분이 축소되거나 후퇴한 것임.
따라서 전략적 지위, 과제로 부여되려면 개선방향에서 언급된 것보다 한층 강화되는 방향이 필요함.

-

즉, 미조직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고 민주노총 임원 중 수석부위원장이 이 위
원회를 직접 관장하는 정도로 격상되어야 함. 그리고 현재 조직실에 흡수되어 있는 비정규실을 독립되
어야 하며 비정규실내에 전략조직화사업을 담당할 별도 부서나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예를 들
면 비정규실내 전략조직국)

o 조직 혁신의 관점에서
개선방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과 재배치, 그에 맞는 구조나 시스템

-

변화,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형성 등임. 물론 이것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기존 정규직/ 기업단위/ 조직노동자 중심의 조직의 관성, 관행, 구조를 바꾸는 과정과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임.
-

그런데 현재 전략조직화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조직 내부의 내재해 있는 갈등

-

정규직, 비정규

직 위계화, 차별전략, 시혜적 접근, 이해관계 충돌시 배제, 탄압등등- 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투쟁을 하
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고 그것이 조직이 허락하는 선, 타협이 가능한 선에서 부분적으로 할애하고
있다는 봄.
-

그래서 총연맹이 제시한 강령과 규약을 통한 사업은 비정규 문제를 인식하고 조직적 과제로 제기하

는데는 근본적인 한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미 많은 산별노조는 강령과 규약에 비정규관련 내
용을 열어놓고 있지만 현실 조직화와 사업영역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 정규직들이 열심히 돈내고 다른 비정규사업장 투쟁 집회에 잘 참가, 핵심활동가들 역시

자신이 속한 정파나 조직, 집행부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비정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갈등을 축발시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을 변화시켜나가는데는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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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정규문제는 ‘조직을 혁신한다는’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비정규문제를 바라보는 시

각의 변화는 내재해 있는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아가게 됨. 작은 실
천이라도 하나하나 축적되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동의는 되지만 그 작은 실천은 실제 사업에서,
투쟁에서, 즉 조직과제, 교섭의제, 투쟁의제, 사회적 의제등에서 기존 조직이 무엇을 중심에 놓는가, 조
직 혁신을 위한 주요과제로 설정되었을때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의 진정성이 담겨진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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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략조직화사업의 재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건설산업연맹(김종태 사무처장)

1.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현재도 부족하다

○ 전략조직화 사업은

“목적의식적이고

준비되고 기획된 조직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초기업

단위의 전국적인 조직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는 조직화”라는 보고서의 정리
와 더불어 “조직화 이론”과 “조직(활동)가 활동”을 기본 축으로 하는 것이다.

○ 새롭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다 기
.

존 정규직 조직화의 경험이나 사업장(기업 단위) 중심의 조직화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 방식임을 명
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 기존에 해 오고 있거나 일상적인 미비사업을 포괄하여 전략적 개념 속에 녹여내야 하나 별개의 사
업으로 인식되거나 각 조직의 여건 상 현실적으로 별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극
복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에서도 산별조직에서도 전략조직화 사업과 조직활동가는 별동대가 되고 말았
다.

○

5대

전략조직사업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초기업단위의 전국적인 조직화의 상”을 분명히 하지 못했

다. 이를테면 서비스 영역에 배치된 조직활동가들이 ‘현장 경험을 얼마나 해야 하는 지’, ‘현장 취업 방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얼마의 기간이 적절한 지’, ‘조직확대 사업을 통해 가입한 신입 조합원은 어
떤 조직으로 담아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모든 것을 해당 산별 조직에 맡기며
24명

중

10명을

23～

배치하였다.

○ 인력과 재정의 집중은

50억

기금을 활용하여 양성, 배치한 1기 조직활동가에 한정할 문제가 결코 아

니다. 각 전략조직사업 영역별로 지속적인 신규 조직활동가의 양성, 배치가 필요하였다. 기존 간부의 교
육, 훈련을 통한 재배치가 필요하였고,

2005년부터

민주노총에 교육, 훈련, 학교 등의 프로젝트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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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2. 민주노총 내 담당 기관과 그 역할에 대해

○

2006년까지

미조직비정규실(미비실)

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노력은 있었다.

전략조직센터

/

2006년

말과

/

비정규조직센터(부설기관) 등으로 명칭의 변

2007년

초를 경과하면서 미비실과 비정규조직센터

가 없어지면서 전략조직사업을 총괄할 단위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로부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노동
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총괄하고 점검하면서 ‘오류 수정의 누적적 과정’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지 못하
였던 것이 결정적 문제이다.

○ 비정규조직센터의 운영위원회 민주노총 임원이 센터장을 맡고 각 산별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

,

미조직 특위장 등을 운영위원으로 하기로 논의 된 바 있다)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어야 했고, 전
략조직화사업단(기획단) 역시 그러해야 했다. 이 2가지가 실종되면서 비정규조직센터와
주노총 조직쟁의실의 담당자(부서?)는

50억

2007년

이후 민

기금을 통해 양성, 배치된 조직활동가들에 대한 일반적 관

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총연맹과 각 전략조직화 영역 해당 산별 연맹과 그리고 총연맹 지역본부가 모
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비정규조직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사업기획단이 잘 운
영되었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 조직화 관련 사업을 비정규조직센터가

,

투쟁 사안은 조쟁실이, 정책 사안은 정책실이 하는 것으로

분장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각각의 과제를 민주노총 전체 기관과 부서가 받아 안고 시스템화
되지 못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의 그 어떤 과
제보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으나 민주노총 임원을 포함하여 각 기관과 부서는 여전
히 이를 받아안지 못하고 기존의 사업 방식에 머물렀다.

3. 각 산별조직(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 각 산별조직 연맹 의 조직 체계로 볼 때 건설산업연맹을 제외하고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험이 거의
(

)

없는데다, 역시 건설산업연맹(또는 전국건설노조)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기업별 사업장 단위 사업을 뛰
어넘어 산별 조직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가 독자적인 전략조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시
스템 그리고 조직문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히려 건설을 빼고 금속, 공공, 보건 등을 거론
하고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도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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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지기 전에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야하는(조직활동가들은 ‘맨 땅에 헤딩’이라고도 하
고 심지어는 ‘헤딩할 맨 땅도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상황이다. 민주노총 중앙을 비롯하여 각 산별
조직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그 어디에도 지도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배분 문제를 ‘산별조직이냐’, ‘민주노총 지역본부냐’라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 보고서는 아래 인용된 것처럼 인적 물적 자원이 각 산별조직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민주노총 지역본
,

부에는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
례 지적하고 있고, 개선 방향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강조하
나, 이는 매우 잘못된 지적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노총이 설정했던 전략은 총연맹과 산하 각 조직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를 형성하는 것과 이들 주체들이 시스템화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조직활동가는 연맹으로 배치되었다”

“기금이라는

자원 또한 산별조직을 중심으로 배분되었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비정규 사업

을 추진하는 주체 중 하나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

…

민주노총에서 독자적인 자원과

계획을 가지고 비정규 사업을 추진할만한 산별조직은 금속, 공공, 보건 등 소수에 불과하
다. 소규모 산별조직은

…

역량이 되지 않는다.

…

산별조직 중심체계에서조차 비정규사업

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조직(소규모 산별조직)에 대한 지원은 전체 차원에
서는 총연맹 비정규실이,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본부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중심은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

○ 그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이든 일반적인 조직화 사업이든 개별노동자에 대한 현장성 있는 접근과 자
신이 노동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요구의 지속적인 공감대와 그 공감 과정 없이는 미조직,
비정규직 현장노동자를 조직화의 주체로 세워낼 수 없다는 것이 조직화 사업의 기본이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기존 정규직 중심의 사업을 뛰어넘는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도

하고 총괄하며 각 산별조직과 지역 제 단체의 동의와 의지를 모아 낼 수 있는 지도 역량과 조직화 경
험을 구축하고 있는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할 만한 조직 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할 만한 현장성이 담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친 5억 모금 사업에서 모금된 1억6천여만원이 총연맹과 각 지역본부로 배분

된 것에 대해, 해당 주체들의 요청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직활동가 학교 등을 진행하긴 했지만, 대부분
부족한 지역본부의 비정규 사업비 중 일부(주로 유인물 제작이나 기획 이벤트성 사업)로 쓰여지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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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전략조직화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인
,

적, 물적 자원을 현 단계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서울지역본부와 울산지

역본부의 시도와 경험은 소중한 것이다. 다만, 몇 명이 더 배치되었더라면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 오히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활동가들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각 전략조직화 사업 영역
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하며, 총연맹 지역본부로서 함께 해야 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
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내
야 하고 총괄적인 지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고, 각 산별 조직의 지역본부 또는 지역 지
부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해당 전체 역량을 발동하여 배치하고 조직하며 시스템화 해야 하며, 총연맹,
각 산별 조직, 총연맹 지역본부 그리고 당을 포함한 제 단체가 유기적으로 엮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는 기존 간부들의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조직활동가 또는
조직활동가에 준한 학습 및 훈련을 통한 재배치가 더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
터 민주노총에 제안해 왔다.

4. 건설산업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

1998년

무렵부터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 하에 조직가훈련을 실시, 양성된 조직가가 각 지역 건설

건설일용노조에서 현장 조직화 사업 수행해 왔고, 약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전

개되고 있거나 축적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본부, 지부 등의 조직체계는 기존 조직체계와 별개의 독자적
인 전략조직화 사업이 아니라 해당 조직단위의 사업 그 자체가 전략조직사업의 일환이다. 건설산업에서
조직활동가는 현장에서 일선 조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한다. 조직가들에 대한 조직부
(차)장의

직함은 오직 조직사업에 유용한 방편으로서의 의미이다.

○ 보고서는

2006년

이 사업 초기에 건설 영역에 배치된 조직활동가의 훈련 당시 소감을 근거로 민주

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영역에 배치된 조직활동가의 추천에 있어 경험과
자질에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애써 지적하고 있으나 전혀 필요없는 지적일 뿐이다. 경험
이 풍부하고 자질을 다 갖춘 조직가라면 이미 활동의 일선에 그것도 지도 역량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이유라면 다른 영역의 추천자(훈련생)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 조직활동가는 현재 3년의 경험을 갖춘 중견 조직가로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는 또

“건설산업연맹에서

활동가 투입 방식이 새롭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존 사업과

큰 차별성없이 전략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이 추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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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전략조직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은 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혁신’,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3년여의 기간 동안 건설산업

연맹이 이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

○ 어떤 의미로 위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건설산업연맹은 우여곡절이 있고
.

충분하진 않지만,

10년

전부터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불루칼라 노동

자가 그리고 기업단위노조와 초기업(전국적인 산별조직) 노조가 통합 연맹을 이루고 있는 한국 또는 세
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조직이다. 이러한 통합 연맹을 창립한 것은 바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정규직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미

10년

전부터 전략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구속을 포함한 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수백명의 조
직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온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엇이 “민주노총이 추진하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전략조직화 사업”이고 “조직혁신”
이며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문화 정착”인가?

○ 건설산업연맹에 배치된

3명의

조직활동가는 영남의 대구․부산, 수도권의 경기중서부(안산 외) 그리

고 대전 등 3개 지역에 배치되어 기존 조직가들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은 물론
인 모두 한차례 이상씩,
현장 파업 투쟁,

2006년에는

2007년에는

해방 이후 최초의 토목건축 건설노동자

안산지역의

600여명의

건설노동자 파업,

2,000여명의

2008년에는

3

대구지역 건설

대전지역의

500여명

건설노동자 파업 등 해마다 굵직한 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확대 사업을 수행하였다. 물
론 그 3명의 동지들만이 한 사업이 아니며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은 그리 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해당 조직에 실무자 몇 명을 더 파견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혹평하거나 “민주노총의 중
앙 관장력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거나, “건설산업연맹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조직혁신이 논의되
어야 할 때이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평가는 온당치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지적은 조직 체계와 시스
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현장에 밀착한 조직사업이 아니라 조직활동 외에 다른 영역의 업무를 주로
하였던 경우를 지적하여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

2006년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그것이 비록 서구의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전략조직

화 사업의 일반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배울 때에도 “건설의 특수한 경우”라 하면서, 일반론으로부터 좀
더 각각의 전략조직사업 영역에 맞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조직 혁신을 과감하게 전
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조직 확대를 통해 조합비 납부를 늘리는 것 또는 사용자로부터 전임
비를 받는(건설은 이로부터 말도 안되는 공안탄압을 받았지만) 조직활동가 확보, 기타 등등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조직활동가의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양성(기존 간부들의 훈련 재배치를 포함하여) 배치에
대한 계획을 내오지 못하는 한 전략조직화 사업은 너무나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건설의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서

10여년의

경험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는다면, 전략조직화 사

업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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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신한 조직활동가 동지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3년

가까이 헌신한 1기 조직

활동가 동지들에게 애정을 담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비록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었다 하더
라도 그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오류 수정의 누적적 과정”을 통해 제 자리를 잡아, 이 땅 미조직 비정
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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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울산본부(전필원 조직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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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일반노조협의회(최만정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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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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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활동가
사례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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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례
-

지자체 비정규직을 중심으로공공서비스노조/강현주

1. 들어가며
<06년

-

활동>

공공연맹(현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서울지역에 3명의 조직활동가를 배치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려

고 함.
- 06년

로

초 연맹 내 전략업종(공공시설, 사회복지로 설정)을 조직하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노조를 중심으

“서울지역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을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민주

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사업(정책 및
교육사업)

△미조직비정규직 신규조직상담 및 조직화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투쟁지원 △공공연맹 서

울지역본부 건설 사업지원 등을 서울지역 공공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음.
=>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도

△조직활동가 역할에 혼란이 존재하며 △각
,

△공공부문의 전략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특화되지 않는 가
운데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결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맹 내 서울지역 전략
종 사업결합단위의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조직화 연관노조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성에 실패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
=>

특히 서울지역전략조직화 사업의 실행단위인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의 설치가 늦어지고, 출범 이후

에도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많은 역량이 소요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공공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은 원활
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07년 4월 ~ 09년 3월

현재>

공공노조 및 공공노조 서울지역본부 출범 이후 조직활동가 3인이 전원 공공노조 서울본부로 전환 배치
됨.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한 대응 및 대상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 집중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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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화 대상 선정
<주요

조직대상>

①

자치구 직접고용 일용직노동자(무기계약 전환자

②

구청 시설관리 노동자

③

자치구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④

기타 : 구청 내 식당, 보육시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

전략조직화 대상 선정 이유

①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o 2006년 8월9일『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o

+

미전환자)

발표.

대책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눠 주변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기존의 비정

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 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부추김
o

대상인원 또한

②
o

31만

명의 비정규직 중 고작

17%에

불과한 5만 4천명

서울시와 서울의 자치구 계획 더욱 부실
서울시가

2006년 10월 17일까지

개 산하기관과

13개

산하 기관 및 자치구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취합한 결과,

자치구를 합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단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 2만7,377명의

1%에도

행자부에 제출한 서울시

못 미치는 수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단 의 연도별 전환 계획
(

130명(서울시가

)

년 3월26일 보고 기준)62)

(2007

전환규모
07년
08년

기관

인원

서울시

876

49

38

11

0

5.59%

시투자기관(5개)

1,310

588

498

56

34

44.89%

시출연기관(9개)

321

82

17

40

25

25.55%

자치구 공단(20개)

2,033

726

334

66

326

35.71%

자치구(25개)

2,897

132

89

16

27

4.56%

계

7,437

1,577

976

189

412

21.20%

(2007. 4. 26

보고 기준)

총계

○ 서울시 외주화타당성 검토 제출 자료 재구성

비고

09년

기관

외주
노동자수

핵심
업무 수

부가
업무수

외주
업무수

외주화
유지

서울시 본청

577

5

5

10

10

0

0

서울시 사업소(19개)

1414

3

53

56

56

0

0

62) 서울시 비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워크샵 자료집(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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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전부
직접전환 직접 전환

투자, 출연기관(6개)

247

5

13

21

17

자치구(22개)

5,127

78

95

173

172

총계

7,365

91

166

260

255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한 기관의 외주업무

-

했고, 그 결과 제출된 외주업무 가운데

98.1%가

260개

업무 가운데

외주화로 유지되며,

255개

1.9%만이

0

4
1

0

5

업무가 타당하다고 평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극소수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이후 외주용역화, 해고(계약만료), 기간단축, 무기계약전환 예

o

외조항 활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해당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할 목적
③

비정규직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7년말)

자치단체별로 최대

-

10%

까지 총액인건비 절감, 일반직 공무원 절감비율에 맞춰 무기계약 근로자 감

축
기간제, 시간제근로자도 정비(감원)

-

*

그러나 현재까지 상용직(무기계약직), 일시사역인부 등 지자체

비정규직 감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공개된바 없음.
2)
-

조직 대상 상태
공공부문비정규종합대책 발표 후 대상자 선정 시기(07년

1~2월)에

지자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63), 상시근무 노동자의 “무기계약”전환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인 선전으로 알려져 있
으며, 추진일정도 대략 알려져 있었으나 차별금지, 임금인상, 민간위탁 제한 등은 상대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음.
-

정부대책과 법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소문 등을 통해서 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에 적극적인 공동의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함.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가 상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업무는 모두 서울시가 준비하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됨. 정부가 구분하는
“핵심-비핵심”

구분에 비추어보더라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기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음.
-

서울시 혹은 자치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업무 성격 등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것은 전

무함. 대부분의 비정규직업무에 대한 판단이 담당공무원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해소방안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아래 질문을 통해 보면 일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외주·용역 업체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규직과 같은 업무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나 부가질문 답변을 참고하면 대

부분 임금과 각종 수당 등 처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2007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말 재계약이 된 상태에서 별다

63)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설명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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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약해지 움직임이 없자, 올해 2차 전환 대상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기계
약 이의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조직화 경과
1) “공공부문

o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화를 위한 공동사업 간담회”

사업 참가 단위 : 공공연맹 서울본부(현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

수정 의원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울상용직지부. 서울시설환경지부, 학교비정규직지부
①
-

공동 사업진행(06년

11월~ 07년 2월)

논의참가단위의 공동사업으로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설명회”를

조직하고 진행하기로 함.
②

사업추진 방식

-

서울지역 6개 지구협별로 최소 1개 자치구 이상을 선정하여 선전 및 조직화 사업을 진행

-

지역선정을 위해서 다음 회의까지 각 단위가 판단하기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유하고 최종결정

- 1월11일 ‘사업추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공무원노조 및 상용직 지

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구협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공동사업의 경험을 통해, 이후 지속적으로 시의원을 통한 공공기관 비정

규직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연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가칭)“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설명회”로 해당 노동자들의 참가

를 조직함.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 영향과 정부의 주요 일정 설명
③
-

방식

팀구성 :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

상용직노조지부

+

공무원노조지부

+

[1단계]

각 구청별 “조직팀” 구성과 협의

[2단계]

현장방문일정 확정(공무원, 상용직 지부가 간담회, 접촉 일정 섭외)

[3단계]

현장방문

[4단계]

조직화 확인

[5단계]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설명회

④

: “설문조사”

공공 조직활동가

및 “비정규대책설명회” 일정소개

결과 및 평가

o

설문조사 및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접촉

-

조직팀이 구성된 지역은 설문조사 사업 및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음.

o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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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50여명

참석, 주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관련 단위(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

구협, 전비연 등)와 비정규사업장 조합원(상용직, 학교비정규직 등)이 참석
대책안의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 현장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접촉과 조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대책과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응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 보다 정

-

교하게 수립·제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후속 사업 부재
-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의 한 계기일 뿐이라고 판단했던 계획이었

음. 그러나 계속사업이 제출되지 못한 채 단절됨.

2~3개월

후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산하 단위로 ‘서울시 비정규팀’이 새롭게 구성되어 사업을 내용적으로 승계시킴.
2)

서울시 비정규팀(

①

구성: 민주노동당 이수정시의원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철폐연대

-

=>서울지역공공부문비정규대책위)

비정규대책팀 내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두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역할분담하고 실무수행함.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른 대응과 조직화를 담당하며 이전 사업을 내용적으로 승계함.
- 1차

②

회의

07년 4월28일 17시

지역별 사업진행
대상

사업결합단위

진행경과
회의 9회
- 구청앞 선전전 5월부터 8월까지 3회
- 5월 성동구청 무기계약 관련 규탄기자회견
- 규탄기자회견 이후 성동구청장 등 면담, 실무면
담 진행
- 5월부터 11월까지 현장방문 7회(이수정시의원
동행, 설문조사 등) : 비정규노동자 최대 23명 참
석, 구청비정규노동자모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
인

현재

- 1월부터

성동구청

동부지구협, 공공
서울, 민주노동당
성동, 상용직 성
동,
(공무원성동
결합중단)

마포구청

서부지구협, 공공
서울, 공무원 마포
구, 상용직 마포,
민주노동당 마포

구로구청

남부지구협, 민주
노동당 구로, 공무
원 구로, 불안정노
동철폐연대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북구청

회의 5회
마포구 지자체비정규노동자 간담회
행: 비정규노동자 7명 참석

진행
중

- 5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 8월

1회

진

- 6월부터 9월까지
- 6월

구로지역
- 7월 구로지역
직 3명 참석
- 7월 성북구청
촉구 기자회견
-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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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4회
지자체 비정규직 간담회 2회
지자체 비정규직 1차 모임: 비정규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고용 안정
선전전 및 비정규노동자 상담 1회

중단
평가
통해
중단

- 1월부터 10월까지

남
송파구청
동

중구청
중
부

용산구청
종로구청

회의 송파구 및 강남구 공동
사업을 위한 간담회 및 회의 11회
- 구청 현장방문 및 선전전 8회
- 구청 비정규노동자 설문조사
- 비정규노동자 간담회 5회(이수정시위원 참가 등)
- 구청 무기계약 전환 관련 기자회견 및 구청장
면담
- 송파구청 공공노조 가입 조직
- 5월 구청 비정규노동자 계약해지 발생하여 11월
까지 투쟁 적극지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마무
리
- 1월부터 7월까지 중부사업단 회의 13회
- 2월 현장조사 사업 2회
-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비정규노동자 8명
- 2월 현장조사 사업 2회
- 7월 비정규노동자 간담회: 비정규노동자 1명

남동지구협, 민주
노동당 송파, 공공
서울, 공무원 송파

중부지구협, 민주
노동당 용산, 공공
서울, 상용직 중
구, 용산, 공무원
종로, 용산

- 2월

현장조사 사업 2회

2)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 노동자 면접 조사 사업

①

취지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활용한 서울시 산하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식적인 만남

-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림

-

집단 대응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림

-

조직화하기 위함

②
-

면접조사 경과
이수정 시의원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등 함께 진행

- 07년 6~7월 10월 08년 3월, 4차에
-

③
-

271명

만남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현장 요구 및 진행 점검
면접조사 사후 사업
최저가 낙찰제등의 근본적 문제는 시정 질의 및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

: 11월
:

걸쳐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비정규대책문제점,

SH공사

무기계약 회피 및 수영강사 퇴직금 포기 각서 요구

및 작성 폭로. 상수도검침원 임금저하를 근거로 외주용역 문제점 제기.
:

주요 결과는 수영강사 퇴직금 포기각서 철회 및 지급 약속/상수도검침원 언론보도

- 07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

‘GIS

측량 업무에 대한 외주화 계획’으로 계약 해지될 노동자들을 만났으

나, 조직화에서는 성과 내지 못함
- 09년 2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과

만남을 가졌으나, 조직화를 마무리하지 못함. 이후 계속 만남을

가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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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정규 면접조사 결과 요약
구분
월 5일

현장

참석

시 서울시청 별관

09

6

청소용역

명

15

월 5일

보라매병원 청소용역

명

병원비 할인 등 건의
진행(노사합의예정) /
최저낙찰제 문제제기
- 시정 질의

명

현재 115만원,(168만원에서 용
역계약시마다 삭감) 인력은
오히려 감소, 최저 입찰제 문
제제기, 퇴직금 10만원 공제
등

최저 낙찰제 문제 제
기 - 시정 질의(언론
보도)

명

직고용 비정규직 고용불안 제
기

명

간병인 상담중심 / 공무원

20

시설관리

시

17

월 5일

6

강서수도사업소

17

상수도검침
시

14

월 11일

6

시립아동병원 간호사

15

및 조리사
14시
월 13일

시립은평병원

6

10

간호사 및 조리사
16시
월 13일

6

서울여성플라자 청소

명

7

및 주차 관리 등
월 18일

6

월 19일

6

월 3일

시

17

동부수도사업소
시

14

시립 서북병원

월 13일

명

20

간병인 집중 면담

명

청소여성노동자 남성화장실
식사 진행.
밤10시 매표노동자 안전등, 임
금개선 필요

시 서울대공원

청소 및 매표

12

시 한강사업본부

13

7

선유도)

명

17

(

월 13일

7

시 한강사업본부

15

잠실)
16시 상수도

남녀임금 격차(기본금 20만원
차이). 청소80만원 정도, 최저
입찰제
강서 사업소와 비슷한 조건
산재 빈번 발생, 민원발생시
불리

명

8

13

7

시정조치

용역 90만원 정도. 정년 및 임
금인상요구. 직원 병원비 할인
안되어 근무 시 타병원 이용

시

15
6

주요내용
용역. 95만원 정도, 정년 및
임금인상 요구

법률적 검토

10만원

공제 계약
서 검토 필요

공무원 임용시 나
이 제한
임시회에서 샤워실 요
구 / 최저낙찰제 및
차별시정 요구최저낙찰제 문제제기
필요 - 본회의 시정질
의

10만원

공제 계약
서 검토 필요

화장실 식사 , 10시
매표노동자 안정등에
대해 현장에서 건의 /
현재 투쟁중인 해고자
문제
정년문제에 대한
전체적 접근 필요/
실업급여등 법률적
혜택등 확인안내

8개월

근무 4개월 휴직, 정년
연장 요구

명

상동

7

명

편집인원은 무기계약 전환예
정,
측량은 위탁예정,

무기계약 미전환자 처
우개선 확인

무기계약서 확인검
토 요망

10

명

무기계약 전환대상. 10년씩 일
하지만 6개월마다 재계약, 근
평에 의해 소수인원 반드시
탈락

무기 전환 / 미전환
자근무평가와 그에 따
른 탈락자 고용보장
확인

무기계약서 확인검
토 요망

7

(

월 16일

7

사업본부
기록물관리(충정로)
시

13

월 18일

7

시설관리공단(
남산1호터널)

월 19일

7

시

13

시설관리공단

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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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3호)

(

월19일

7

시 상수도사업본부

17

강북 계량기검침원)

명

17

(

시

80만원대

월20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남성온돌휴게실 현장
건의

명

퇴직금 포기 각서, 무기계약
미전환, 격주 일요일만 휴무

무기전환 계획 계속
모니터 / 생수지급
유니폼 건의 / 시정
질문시 퇴직금 폭로이후 잘못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 받음

명

상동

명

무기계약 대책에 따라 사환제
도 일방적 폐지 / 퇴직금 문
제

명

시정질의 보고 /‘민간위탁용
역비 산정’ 보고서 분석하여
문제점 제기

명

17

환경미화원)

(

시

17

월20일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최저 낙찰제 문제 제
기 - 시정질의(언론보
도)

임금, 정년 연장 요
구,
2개월마다 계약

13
7

타 수도사업소와 같은 조건,
임금 및 인원 확충 요구

6

수영강사)

(

10만원

공제 계약
서 검토 필요

서울본부 법률지원
센터 계약서 검토

시

8

월27일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

수영강사)

(

월

시

10

10

일

서울시 사환

22

년

08

월 6일

시 은평수도사업소

4

15

15

3

년

시

08

월 7일

3

4

북부수도사업소

3)

조직화 사례

①

송파구 비정규직

-

애초 퇴직금 지급계획
없었으나, 의원실 문
제제기후 현황 파악
및 지급 진행

명

20

남동지역 조직사업팀 설문 및 간담회 과정에서 5월경 비정규직 6명이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

:2007년 6월30일자
:당시

해고 통보

송파구 공무원노조가 천막농성 진행 중이어서 천막에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진행됨.

-

당시 편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선 개별가입.

-

조직팀이 대책위로 그대로 전환하여 해고 철회 투쟁 적극 결합함.

-

투쟁과정에서 투쟁 포기 또는 사측 회유로 1인만 남아 3개월간의 투쟁 돌입

-

이후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며 투쟁 마무리, 현재도 직가입으로 유지되어있음.

②

서울시청 비정규직

-

이수정 시의원 설문조사 과정에서 만난 청사 미화원 조직

-

당시 설문 간담회에서 사측이 의도적으로 배재하였다며 사후 명함보고 연락 온 사례

-

가입 직후 탈퇴(노동자들 사이에 갈등 존재하고 해결되지 않음)

③

시립은평병원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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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적 사례

-

이수정 시의원 1차 설문조사 이후 지속적 모임 및 조직화

-

업체변경과정 고용승계 문제 발생 등으로 조직화.
조직화 사례의 성과와 한계

4)

지역별 조직팀 운영으로 지역차원의 조직화 및 투쟁의 상시적 연대풀이 형성됨. 반면 조직팀이 대책

-

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추가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해당 노동자들이 사업장 유사
노동자들 사이에서 고립됨.
-

구체적 요구사항과 조직화 경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조직사업이 진행되면서 편차

가 발생함. 계속 조직편재 문제가 발생
이수정 시의원과 함께한 설문조사 사업의 경우 전략조직대상을 선정

-

08년 3월

방문(신규1,기방문1)하

여 경과 보고 및 위탁비용 산정보고서의 문제점 설명하였으나 이후 정세상의 이유와 주체의 노력 부재
로 사업이 중단. 제한된 역량 속에서 조직화까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시의원실과 노조 그리고
지역단체의 단계적 역할분담과 공동의 계획이 부재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등에 이수정의원실과 연계하여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 이를 통

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기하여 일부 성과를 거둠.

4. 성과와 한계
1)

성과

①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시도 및 노조, 진보정당, 지역단체들이 함께하는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이 이루어짐.

∘

07년

비정규악법 시행 및 공공부문 종합대책 발표라는 객관적인 정세에 맞물려 당사자인 비정규노

동자를 조직하려는 운동진영의 주체적인 노력이 전략조직화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전략조직화사업을
실제화함.

∘ 특히 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에 있어서 지역차원의 대응이 누누이 강조되어온 상황에서 지역에 기
,

반을 두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구협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구위원회, 지역단체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조직비정규조직화가 지역을 매개로한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하였고, 지역운동의 새
로운 의제로써 미조직 비정규 사업 기틀을 마련됨.

∘ 한계적이나마 공무원노조 지부 상용직노조 지부 등이 조직사업에 결합함으로써 기성노조가 미조직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일정하게 복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성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②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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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단기계약 활용, 일시사역인부의 광범위한 활용, 공공근로 확대, 행정서포터즈 확

대, 민간위탁․외주화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탄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냄.
2)

한계

∘활동가 배치의 문제
-

공공 서울의 경우, 초기 3명의 활동가를 배치했으나 2명의 활동가가

07년 4월, 08년 5월

각각 사표를

제출하며 1인만 전략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게 됨. 초기에 계획했던 수준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태
였음.
-

전략조직화 대상을 설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유도 및 주체는 단위별 사업 담당자의 몫으로 떨어짐

∘조직대상과 접촉의 어려움
-

지자체 조직화 대상을 직접고용으로 우선 설정했으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분포에 대한 자료는 있으

나 실제 자치구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이 어려워 해당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한계에 부딪힘.
-

구청 앞 선전전 및 간담회 조직에 비해 상담 및 조직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낮아 조직화 주체

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

∘ 주체 및 편재의 문제
-

서울시 비정규직대책위에 결합하는 단위(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심으로만 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지자체 고용문제의 또 다른 주체인 공무원
노조, 상용직노조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함.
-

지자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편재가 어려운 조건이 있었음

-

전략조직화 1차 대상은 아니었으나 지자체 노동자 상담은 도로굴착감리보조원,

000000

등 일부의 조

직화 성과 및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함.

∘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의 관계 재정립과 이후 유기적 관계 요구
-

사업과정 속에서 중앙의 역할 설정과 지역사업단의 관계설정에 있어 중앙단위는 대사회적인 이슈화/

지역단위는 직접 조직화라는 추상적인 수준의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속에서 사업이 집행
-

공동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중앙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중앙 주체의 한계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함.

∘사업의 연속성 부재
- 06년

말부터 각 단위 담당자들이 계속 사업을 그만두거나 바뀌어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어려웠음 이

전 사업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음.
- 09년
-

담당자들이 공공노조 서울본부를 제외하고 모두 그만 두면서, 사업팀 자체가 해소하게 됨.

단시일에 성과를 볼 수 없는 만큼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나, 조직사업이 팀 형태로 유지되다보

- 209 -

니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음(이랜드 투쟁, 여름휴가 등 2달 가량 공백을 가지자 사업을 재개하기 매우
어려워짐)
-

그로 인해 대책 발표 이후 활동 중단돼 취업규칙 및 계약서 등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이후 지역별 조직팀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지역별 상황이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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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
전략조직화 사례
- 대전 서남부 형틀목수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연맹/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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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총파업일지
< 1월 >
- 26일~27일:

간부수련회=> 강의1) 간부의 역할과 자세
강의2)

2008

바뀐 법,제도-투쟁과제

토 론) 노동조합 사업계획
- 1월3일

/

개인계획표 작성

대신동 벽산건설

<3,4,5월>

원청사 노사합의서 체결

- 3월19일

서남부4개업체-삼환꺄뮤3공구, 혜림건설, 동광건설, 서광건설

- 4월23일

서남부 앨드건설

- 5월6일

서남부 삼환꺄뮤 1공구, 2공구

< 6월 >
- 6월9일
- 29일

덕명지구 운암1블럭, 2블럭

건축간부 수련회=> 강의1) 건설노조 투쟁현황과 전망
강의2) 근로기준법(임금과 노동시간)
강의3) 임금인상투쟁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 및 토론(1인1요구안 작성)
=>

근로시간: 1시간단축

/

임금:

18만원-14만원-8만원

요구안 근거토론
*

투쟁실현을 위한 과제: 팀장조직사업 정체, 가시적 성과없는 어려움, 간부문제, 교육-홍보미흡문제

< 7월 >
- 2일
*

건축간부회의(2차)
과제실천방침결정: 팀장조직방침(담당자,요구안,모임)
투쟁계획서 작성, 간부간 단결대책, 교육,홍보강화대책

* 2008

임금인상 요구안 근거자료 제출: 소비자 물가상승률, 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4인가족

*

표준생계비(민주노총,통계청), 건설사이익현황

요구안 작성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서 제출

-

4일

주공서남부사업단 면담

-

8일

주공서남부사업단 감리단장 면담

- 11일

건축간부회의(3차)=> 대구,안산투쟁 사례분석, 목표 및 일정, 계획

- 16일

삼환, 혜림 팀장간담회

- 17일

남광 안전교육

- 18일

건축간부회의(4차)=> 준비기,교섭돌입, 단체행동,마무리 매뉴얼작성

- 22일

간부팀장모임(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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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앨드팀장 간담회

- 25일

건축간부회의(5차)

- 28일

안전교육-삼환1,2, 간부팀장모임(2차)

- 29일

안전교육-운암

- 30일

안전교육-운암

< 8월 >

설문지

-

1일

건축간부회의, 앨드팀장모임

-

2일

건축간부회의(투쟁계획토론)

-

4일

안전교육-서광, 삼환3

-

6일 2차

대전팀장모임=> 위원장 교육

- 12일

건축간부회의

- 18일

간부팀장모임

- 19일

서석팀장모임

- 20일

안전교육-동광

- 21일

노동청면담(근로계약서 체결), 시청면담 근로계약서

- 26일 1차

서남부팀장모임=> 팀장설문 결과보고, 핵심요구안 확정, 교섭및투쟁계획 확정
투쟁선포식(6일) 결정, 팀별간담회, 설문지, 대표팀장선출

- 28일:

형틀간부회의(서남부)

< 9월 >
- 1일

교섭공문 발송

- 3일 2차

팀장모임(단협안 해설)=>임금인상,근로조건개선 서명운동, 출근-중식-퇴근 집중선전전
팀원간담회, 6일 투쟁선포식 점검, 교섭현황및준비

- 4일

조장모임

- 5일

대표팀장모임

- 6일

서남부 형틀목수 투쟁선포식(250여명)

- 8일:

지부운영위

- 9일:

조장회의, 실천단 1차 현장투쟁

- 10일 3차

팀장모임/교섭단교육

=>

경과보고(투쟁선포식,선전홍보,실천단1차투쟁,교섭)
점검:현장별조직력, 간담회, 투쟁기금, 실천단
2단계투쟁계획:실천단,교섭보고대회,약식집회,

교섭보고대회-서석
- 18일:

실천단 2차 현장투쟁

- 19일

조장회의, 보림 교섭보고대회

- 20일

전현장 투쟁조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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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조끼착용, 2차결의대회, 조장회의-간담회,

- 22일 4차

팀장회의=> 교섭진행상황, 조직점검(조장,투쟁조끼,실천단,투쟁기금)
주공,원청사면담, 노동부 현장점검
2주간

투쟁계획, 노동부 서남부현장 일제점검(근로계약서등)

- 23일

기자회견(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준수및 근로기준법 준수)

- 24일

서석팀장모임

- 25일

하남 팀장-조장회의

- 26일

서석약식집회
5차

- 27일

보림보고대회

팀장회의+조장회의=>점검: 교섭, 조직, 3단계투쟁계획, 총파업투쟁계획, 총파업출정식

앨드 팀장-조장회의, 영보 형틀목수 전체모임

- 29일 2차
- 30일

/

조장회의, 유동 형틀조합원 간담회

서남부 소장단모임, 보림팀장,조장합동회의

< 10월 >
- 1일

총파업승리결의대회(300여명)

- 2일

쟁의조정신청, 금호건설 2차교섭

- 3일

대표팀장회의, 총회소집공고

- 6일

천막설치, 서남부 소장단모임, 지부운영위

- 7일

전체간부(팀장,조장) 총파업교육-선거인명부확정, 지노위 사전조사

- 8일

금호건설 3차교섭, 투본회의, 상황실회의

- 9일

서남부 소장단모임, 사수대 1차모임
쟁의행위 찬반투표 1일차

- 10일

팀장회의, 보급팀, 조직팀
쟁의행위 찬반투표 2일차

- 11일

상황실 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3일차

-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4일차

- 13일

지노위 조정결렬

- 14일

총파업 1일차-총파업출정식, 주택공사충남본부, 대전시청 교섭

- 15일

총파업 2일차-현장봉쇄투쟁, 현장앞집중투쟁,간부교육(선동훈련)

- 16일

총파업 3일차-현장봉쇄투쟁, 현장앞집중투쟁,전체교육

- 17일

총파업 4일차-현장봉쇄투쟁, 현장진입투쟁,전체교육

- 18일

총파업 5일차-현장봉쇄투쟁, 요구안전체토론 및 확정

- 19일

총파업 6일차-간부현장순회

- 20일

총파업 7일차-샘,오빌건설 임단협체결, 주공사업소앞 끝장투쟁

- 21일

총파업 8일차-현장별 실무교섭

- 22일

총파업 9일차-서석건설 체결, 주공사업소앞 2차끝장투쟁, 4개건설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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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

유통서비스 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례
민간서비스연맹/박정호

1. 사업 개요·총평
소위
은

‘50억

2006년

봄

비정규 조직활동가 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한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23명의

조직활동가들이 집체 교육을 하면서 본격적인 집행이 되었다. 조직활동가들은 4개

영역(유통, 공공, 보건, 건설)과 서울지역본부에 배치되었으며, 유통영역을 담당한 서비스연맹은 산별연
맹 중 가장 많은

10명의

활동가(중도 2명 사직으로 현재 8명 남음)를 배치받아 연맹 조직부장의 명칭을

부여하고 조직활동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조직활동가들 대부분이 유통현장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취업
을 통한 실태조사와 연고 만들기, 기존 유통업 노조에 대한 조사탐방사업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식음료
유통본부 건설과 이랜드, 뉴코아 투쟁 등 연맹 현안 투쟁을 직접 담당하면서 조직화 사업의 소중한 경
험과 자산을 키워나갔다. 조직되지 않은 유통노동자 조직사업은 현재, 하나의 대형할인점을 선정하여
현장취업활동을 지속하면서(현재 2명 활동가 취업 중), 외곽에서는 선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서울 4명, 부산 1명, 순천 1명이 외곽 활동 중). 그리고, 식음료유통본부를 건설과
함께 ‘서비스유통노조’를 설립하여 다양한 노동형태의 유통노동자(직접/간접, 정규직/비정규직 등)를 포
괄하는 조직을 만들고 조합원 확대 강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조직화 사업의 전략과 내용적 면에서 평가
말 그대로 “전략 조직 사업”이라면 조직화 목적과 방식 등 전략적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고 그
전략이 활동가들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한다. 또한 지난 시기 서비스연맹 비정규조직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망 속에 전략조직 사업이 기획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사업은 이러한 일치된 전망과 전략의 부재 속에 8명의 조직활동가가 각 자의 고민과

능력에 따라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기간 2번의 담당 국장 교체로 인해 기존사업의 이관과 연속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애초 기획된 연맹 임원의 정기적인 참여 속에 회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
하였다. 현실적으로 연맹 차원의 사업전망과 역할 분담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 조직활동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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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전망을 찾으려 했으나 고민과 전망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난상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2007년 ‘서비스유통노조’라는

소산별 형태의 조직을 건설하였고 조합원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애초 계획한 유통 사업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선전 조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다시 조직
대상 목표를 선정하고 전망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유통매장의 폐쇄성, 대상 노동자들이 노
동조합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노동상담을 넘어 조직화까지 이어지기까지의 어려움 등 문제를 끈질기게
극복해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다시 조직활동가 중심의 고민으로 전망을 세워내기가 쉽지 않았고, 애초 계획한 서비스유통노조
산하 유통본부 건설이 두 차례 미뤄지게 되었다.

▶ 전략조직사업 조직체계상의 측면에서 평가
애초 연맹으로 배치된 조직활동가

10명은 20~40대까지

나이대가 다양하고, 그간 노동사업에 대한 경

험과 실무능력도 큰 차이가 났다. 그리고, 서울, 부산, 순천, 대전 등으로 지역적 활동 거점도 전국적으
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활동가들의 상황을 지도, 집행,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세워 그 속에서 활동가들의 능력과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사업 초기에 계획한 [서비스연맹 유통서비스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체계와 사업단] 구성 그림은 다음과
같았다.

총연맹
지역본부

연맹 조직&교선국
유통분과 회의

유통서비스
전략 조직화 사업단

기획팀

○○조직 사업팀

주

△△조직 사업팀

▲▲조직 사업팀

: 1)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 연맹 임원, 담당국장, 활동가, 유통노조 간부(조직 사업팀)
2) 조직사업팀 : 조직 대상별/특성별로 구성(유통노조 비정규직, 미조직 비정규직 유통노동자)
3) 기획팀 : 조직화 사업단 사업 기획, 연구조사사업

하지만, 이러한 사업단이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특성 차이, 지역적 분산 배치된 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연맹의 비정규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의지 속에 단위노조(특히 유통분과
소속 노조)를 발동하고 단사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전망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일상 사업과 현안 투쟁, 신규미조직 노조 사업을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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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빠듯한 것이 연맹의 상황인 속에서 실질적으로 위 조직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기에는 한계가 있었
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수준차가 현존하는 활동가들의 전망을 일치시키고, 조직화에 대한 확신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 정기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한 달에 한 번 전체회의만으로는 사
업 보고와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는 갈수록 조직적인 체계 속에 사업이 집행 점검되기 보다는 활동가 개인의 능
력과 고민에 따른 개별적인 활동이 현실적 대안으로 점차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었다.

▶ 비정규직 조직의 어려움, 그러나 가능성 확인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850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개별투쟁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적극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한다. 유통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취업활동으로, 또는 현장 밖에서 발로 뛴 유통 조직활동가들도 이 사실을 몸소
절감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과 거부감이 있고, 자신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선전 홍보 사업이나 그리 길지 않은 기간 현장 취업 활동
으로 조직사업의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 조합원중심인 연맹 산하 가맹
노조 간부들의 의식적인 비정규사업에 대한 관심 속에 전략조직 사업을 지지지원하는 것이 연맹의 비
정규조직 사업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과 근로조건 개선이 정규직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동자가 다같이 인간다
운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의식전환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또한 위 평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사업이 구체적인 전략과 조직적인 체계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활동가들만의 개인활동으로 변하면서 활동가들의 위축과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실제 전체 활동가
23명

중 현재 사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활동가가

16명에

불과하고, 일부 활동가들은 개별 사업 역량에

대한 자신없음과 사업 성과에 대한 강박감을 못이겨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 이런 현실은 유통 담당
조직활동가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동지들이 병가를
내거나, 사직하는 결단외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힘을 내도록 하는 조직적 여건이 거의 전무하다
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의지로 모든 걸 극복해 갈 수 밖에 없다는 게 활동가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조직활동가들의 열정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외부의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어쨌던 그 동안의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속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현장에 뿌린 수 만 장의 선전물과 상담사업, 캠페인, 현장노동자 교육사업 등
을 통해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이 현장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유통현장속으로
전파하고 활동가들 스스로도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유통현장에서 비정규직 조직에 대한 명확한 전망
을 내오고 실천하는 것이 서비스연맹과 기존민주노조의 책무이면서 또한 자본의 논리에 조금씩 포섭되
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게 되는 길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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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영역별 평가
조직사업

1)

유통노동자 쉼터모임

-

:유통노동자들의

로 월 1회 진행,

현장고민을 나누고, 편안하게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서울 근교 야유회 형식으

2008년

북한산, 광릉수목원, 선유도,무의도, 축령산 휴양림, 관악산, 대부도 등으로

2008

년 총 8회 모임 진행.
유통노동자 노동교실

:

월 1회 산재, 근로기준법 등 교육을 통해 유통노동자의 의식 고양과 현장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도기 위해 진행함, 유통노동자 대상 4번, 가입조합원 대상 3번 진행.
-

현장학습 모임
:현장취업

활동가 중심으로 함께 일하는 매장 동료들을 모아 노동조합 가입 핵심 발굴 사업의 일환으

로 모임을 진행함.
-

노동상담 사업
:직접

매장을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소 운영, 매장선전전을 통한 명함과 선전물 배포 뒤

걸려오는 전화 상담 진행
-연고자
:의자

관리사업

캠페인 등을 통해 확보한

1000여명의

유통노동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자메세지 발송등으로

지속적인 관리 사업 진행

▶ 성과
-

유통노동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조직화까지 이어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

소수이지만, 서비스유통노조로 개별 조직화(10명)가 이루어지면서 이 후 조합원 확대의 가능성을 확

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유통노동자들을 만나고, 휴일에는 쉼터모임 등으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노동조

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다.

▶ 한계
-

현장에 대한 불만,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까지 이끌

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았다.
-

유통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유통노조’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연맹 내에서

조차 조직적으로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

사업 전망과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사업이 나열식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집행 점검되

지 못하기도 했다.
-

2)

결과적으로 여러 활동가가 들인 품에 비해 조직화의 성과가 미미했다.
선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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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방문 선전전

:

주요 활동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함, 국제단체 지원 제작한 볼펜

5000개,

팸플릿 3만여장, 의자캠페인

관련 선전물, 명함 등 배포하고, 유통노동자 권리찾기, 의자캠페인 지지 서명을
-인터넷
:

1000여명

받음.

선전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유통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 가입과 온라인 노동상

담, 주요 유통현안에 대한 정보전달 등의 활동을 함.
-이메일

소식지 발행

: ‘매대에서

로 발송,

포스까지’라는 정기 소식지를 매장 선전전으로 확보한 유통노동자 개인메일로 정기적으

2008년

총 8회 발송.

▶ 성과
-

민주노총의 이름을 내걸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미조직 노

동자를 책임지려는 민주노총의 계급성을 유통 현장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선전전을 통해, 즉석에서의 상담은 물론, 이후 많은 전화 상담을 통해 유통노

-

동자들의 고민을 해결함.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으로 현장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가입(약

-

60명)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정보교환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

▶ 한계
선전물 제작 등 선전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되지 못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선전사

-

업이 기획되고 집행되지 못함.
-

연맹 산하 유통분과 소속 노동조합을 통한 연맹 차원의 조직적인 선전활동이 진행되지 못함.

-

선전전이 지속될수록 활동가들이 얼굴이 노출되고, 사측의 경계와 제재가 강화되면서 갈수록 원활한

선전활동에 어려움이 나섬.
-

활동가들의 활동비(임금)외에는 선전홍보사업등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물제작 등

에 제약이 됨.
3)
-

의자 캠페인 사업 결합과 조직화 사업
서울: 국민 캠페인단의 실천 활동에 적극적 결합함, 기존노조의 동의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선전

활동으로 실제 매장에 의자가 비치됨(세이브존

I&C)

-

부산: 유통매장 실태조사 사업과 지역 캠페인단 실무간사 활동 진행.

-

순천: 지역단체를 조직적으로 묶어내어 캠페인단을 결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함, 순천뿐아니라 광양

지역까지 캠페인단이 결성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성과
-

활동가의 지속적인 선전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의자비치가 이루어졌고,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노동자

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화 시도 사업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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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진보단체들을 캠페인단으로 묶으면서 이후 비정규조직사업에서 다양한 지원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의자캠페인이라는 다소 유연한 내용을 매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폐쇄적인 유통매장에서 현장

노동자 명단을 짧은 시기에 대량으로 확보하여 이 후 조직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 약

1000명

전화번호 확보.

▶ 한계
-

의자캠페인 사업에서 서명운동 외에는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그들이 주체로 나서는 활동을 만들

어내지 못하면서 의자가 놓아진 이후 조직화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매장 선전전에서 상대적으로 접촉이 많은 판촉직원들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면서 계산원들에게만 해

-

당하는 사안으로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음.
4)
-

기타 유통 현안 대응 사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활동

▶ 이마트 납품업체 사장 분신 사건 대책위 결성활동으로 유통업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 와 그로

인한 납품업체 판촉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장을 마련함, 이후 불공정거
래 행위 관련 공청회와 납품업체 직원의 증언 고발 사례 확보 등 계획했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지는 못하면서 이후 과제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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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보건의료노조/홍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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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연두색)

- 227 -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토론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민주노총 조직화사례 연구 개요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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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직화사례 연구사업 개요 및 경과

참고자료 1

*

1.

민주노총 정책실 작성

연구 개요 및 진행 경과

(1)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및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민주노총, 산별, 사업장 조직화 사례 평가 및 분석 통해 이후 조직화 전략 마련
연구 일정 : 2008. 4월～ 2009. 3월
연구진 구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진숙경
연구 추진 방식 : 기존 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병행
연구 예산 : 민주노총 50억 기금중 정책 사업비로 충당

□ 조직화사례 연구팀 구성 및 추진일정
연구개요

연구진
기초 사업
산별․고용형태별
연구 사업

연구 주제

연구 담당자

추진 일정

평가 설문지, 직종별 면접조사지 설계

연구진 전원

4월～7월

공공․직가입/특수고용․혼합형

김영두(책임연구원)

민주노총 전략조직화/보건

김승호(공동연구원)

2008.8월～

유통서비스/임시계약․파견용역

김종진(공동연구원)

2009.3월

금속․건설/사내하청․건설일용

진숙경(공동연구원)

(2)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및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 연구 경과

① 연구팀 회의
차수

일시

논의 내용

논의 결과

참가

-

사례 중 대리운전, 간병인 포함
분석 틀과 관련 방법론 공유

연구진 전원, 김경란

-

전략조직화 전현직 사업담당자 간담회

연구진 전원, 김경란, 김동우

-

전략조직화 사업담당자(전․현직)
간담회

연구진 전원, 김경란, 김동우,
주진우,기형노

-

1차

2008.04.02

연구 기획안 검토

2차

2008.04.16

사례 분석 틀 검토

3차

2008.04.30

전략조직화 사업 공유

4차

2008.05.21

조사 분석 틀 검토

-

조사 분석 틀 의거 설문지 설계

연구진 전원, 김경란

5차

2008.07.08

질문지 최종 검토

-

평가설문지, 직종별설문지 최종검토

연구진 전원

6차

2008.07.27

면접조사 현황 점검

- 9월

경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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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전원, 김경란

②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워크숍
차수

1차

2차

3차

4차

일시

2008.11.06

2008.12.11

2009.1.16

2009.2.24

논의 내용

연구(초안) 발표

논의 결과

-

참가

조직화사례연구(초안) 발표 및 논의
말 2차 워크숍 진행

- 11월

연구진(김영두,김승호),민주
노총(김경란,박유순,김동우,
엄미경),건설사무처장,충남본
부사무처장,건설노조수석부
위원장,경기본부조직부장,서
비스연맹조직활동가,보건의
료노조조직실장,공공노조비
정규실장,IT사무처장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김
경란정책국장, 박유순비정규
국장, 공공서비스노조비정규
- 평가 의견 연구 결과에 반영
실장, 충남본부 사무처장,
- 3차 워크숍은 비정규담당 전직간부 포
건설연맹 사무처장, 경기본
함해서 진행
부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금속노조 비정규국
장

전략조직화사업 평가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김
경란정책국장, 박유순비정규
국장, 박수경 비정규차장,
홍순광비정규국장, 공공서비
스노조비정규실장, 보건의료
노조 비정규국장, 금속노조
비정규국장, 화섬, 대전본부

전략조직화사업
평가(안) 확정

김영두, 김승호, 김종진, 김
경란정책국장, 박유순비정규
국장, 박수경 비정규차장,
홍순광비정규국장, 공공서비
스노조 2, 보건의료노조 2,
건설사무처장

-

결론 부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것
제기된 내용을 추가해 정리할 것
3월 18일 공개토론회 개최 확정

③ 토론회
차수

1차

일시

2009.3.18

논의 내용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과와 과제

④ 이후 과제
-

참가
조직활동가 사례 발표 : 민간서비스(박
정호), 공공서비스(강현주), 보건의료(홍
상욱), 건설(구제준)
발제자 : 한노사연 연구원
토론자 : 금속(이상우 국장), 건설(김종
태 사무처장), 울산(전필원 국장), 일반
노협(미정)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 평가 보고서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조직내 논의 추진
비정규직 조직화 사례 연구 : 3월내 사례 연구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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