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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동3권을 행사해 왔지만, 공무원들은 현업공무

원을 예외로 하고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

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사회협약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차례로 제정 시행되면

서 공무원들도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소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점과 공공성이 높다

는 이유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만들 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하

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세부과제로 소방·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이 제시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무

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추진으로 소방·경찰공무

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은 노동자임을 명

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현업 공무원에게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어 아직은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전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사협의회 기구가 아닌 공무원

단체로 인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지

만 임금 및 노동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로 공무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그

러므로 소방공무원은 이익대변 기구인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자주적·주체적

으로 자신의 생존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난안전

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고, 선진국의 단

결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소방공무원의 노

동기본권보장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로, 6급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범위를 완화하여 5급 이하 중 지

휘·감독 업무에 있는 자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는 의무적 가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자유설립이 아닌 의무·강제적 설립으로 하는 한편 

복수 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협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조항으로 확대하되 근무 조건, 인사,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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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벌금 등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현실성 있게 재개정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본

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면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무원노

조와 연대하여 점차적으로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한 채로 야

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 교대근무제도 등 근무여건은 개선이 시급

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행정서비스 제공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진취적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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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약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이 논문에는 법령을 약칭으로 쓴 부분이 많아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정리

해 둔다.

  【법령과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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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1)(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이하 "ILO"

라 함)와 경제협력개발기구2)(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이하 “OECD”라 함)에 가입하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1998년 2월 6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이

하 “2·6사회협약”이라 함)3)을 맺음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법률 제5516호, 1998년 2월 24일 제정, 1999년 1월 1일 시행, 이하 “공무

원직협법”이라 함)이 제정 되었다. 공무원직협법은 공무원노조법4) 본격 도입 전의 과

도기적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공무원직협법의 성격은 크게 2가지로 학설이 나누어진다. 첫째로 공무원들의 참가

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사협의회법으로 보는 견해와, 둘째로 공무원들이 직원단체

를 설립하는 단결권 보장차원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장협의회가 허용되기 전에는 상·하간 의사소통 부족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두드림’이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었다. ‘두드림’은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6년부터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로 계급, 성별, 부서를 떠나 

직원간의 소통·화합·공감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되었다. 소방발전협의회에서 하위

직(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설치해 달라고 건

1)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함. 

www.daum.net에서 “국제노동기구” 검색.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681a(검색일 2020년 12월 14일).

2)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함.

www.daum.net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검색.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3169a(검색일 2020년 12월 14일).

3) 이 협약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사회협약에는 ①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경영투명

성 제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책임경영체계 확립, 기업경쟁력 제고), ② 물가안정, ③ 고용안정 및 실

업대책(고용보험 사업확충 및 적용확대, 퇴직·실직 근로자 생계지원, 취업알선 활성화,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차원의 고용안정 노력, 외국인력 규모 축소 및 관리제도 개선, 소요재원 확충), ④ 

사회보장제도 확충, ⑤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⑥ 노동기본권 보장, ⑦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⑧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타 사항, ⑩ 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이 포함되었다.

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7380호, 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

월 28일 시행,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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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고, 분기마다 15명 이내의 운영요원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인, 동료 직원의 

고충, 애로사항,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정책 관련 사항, 효율적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소방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방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즉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그 결

과를 공식석상에서 논의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하며, 중앙 단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

은 상부에 건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소방당국 공식 소통채널인 ‘두드림’은 소방공무원 4명 중에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수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5) 고충과 건의를 했다고 비판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았으며 소방서나 본부에서 묵살된 

안건이 ‘두드림’ 회의를 거쳐 중앙소방본부에 전달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도 있었다. 일선현장 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는 것이 목적이나 엄격한 상명하복 계급조직에서는 본래의 취지가 무

색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결국 이 소통창구는 유명무실하였고, 보다 실효성

이 있는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소방공무원직협” 이라 함)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

었다.

한편 1999년부터 공무원직협법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소방공무원

은 가입금지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무원직협”이라 함)에 가

입할 수 없었다.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자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그 세부과제 #63에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이 제시되었다.6)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속적으로 소방·경찰공무원이 직장협

의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공

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들이 고위험·고강도 환경에서 일한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한

다하거나 고충사항을 털어놓을 기회가 없어 공무원직협을 소통 창구로 하여 이런 문

젯거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

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모두 공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5) 뉴시스, 소방공무원, 소통채널 두드림 4명 중 1명에 불과, 2017년 10월 9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010_0000113311&cID=10201&pID=10200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 2017년 7월 98면, #63 노동존중 사회실현

(고용부)으로서 과제목표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권익 구제 강화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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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직협법은 시행된 지 약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

고 있고 사회적지지 기반도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

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바

라는 복지·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개선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함)과 공무원직협 두 조직 모두 ‘근무여건·환

경 개선시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자7)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의 활동과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직협은 공무원 관계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집단행위의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

공무원법」 제58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8)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이 공무원에게 한정적으로 단결권을 보장하고는 있었으나 실제

로 공무원은 집단행위가 금지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

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9)만 집단행위가 가능하다. 즉, 「국가공무

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직협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직협법이 노사정위원회의 입법 프로그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

기 위한 사전단계로 상정되었다는 연혁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공무원직협법은 “공무

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의 사전적·초보적 단계”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

다.10) 그러나 “사전적·초보적 단계”의 수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불필요한 갈

등의 소지를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명실 공히 조직·운영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사전적·초보적 단계” 단결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

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11)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공무원노조

7) 법령과 논문 등에서는 노동과 근로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노동으로 통일한다. 

다만, 법령이나 남의 글의 인용에서는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근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8) 「헌법」 제33조 제1항은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제한 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보안업무규정」에 따

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⑤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287면. 임종률 교수는 이 법이 일반 공무원에게 「헌법」상의 

단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보적·과도기

적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11)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

원, 2010,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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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병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공무원직협의 위

상을 갖추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성격보다는 공무원노조로 가기위한 전단계의 기구로 

인정하고, 명확한 개선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제는 공무원직협에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범위로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할 단계이다. 공무

원직협과 공무원노조는 서로 무관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불가분한 관계로 공

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직협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노조법과 공무원직협법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실태를 분석

하고자 한다. 

공무원직협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공무원직협법의 구체적인 법

적 지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다시 연구해보고, 공무원단결체로서 공무원노조과 공

무원직협에 대한 중복적이고 이중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공무원노

조와 관계 설정을 할 것이다. 이어서 공무원노조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로서 공무원직

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공무원직협 

가입은 허용되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시점에서 공무원직협법이 그 나름의 위상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는 방도를 모

색하기로 한다.

소방공무원직협은 시행 초기에 있으며 이에 관한 기존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는 모

색이라는 성격을 띠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가 앞으로 소방공무원직협

의 발전과 소방공무원노조 도입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논문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직협의 역할과 기능을 통한 시사

점을 바탕으로 공무원직협법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다시 연구

해보고, 공무원단결체로서 공무원노조과 공무원직협에 대한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역

할과 기능에 대하여 검토를 한 뒤 공무원노조와 관계 설정을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

다. 이어서 공무원노조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로서 공무원직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 5 -

제2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공무원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 노동기본

권의 일반론을 알아본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개념, 공무원단체 개념과 기능, 공무원

의 노동기본권 관련법제의 연혁과 체계, 공무원노조 제도, 공무원노조 목적 및 법적성

격, 공무원노조 주요내용,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직협

법의 쟁점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및 공무원직협 관련 비교

법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각

국 공무원 단결활동을 알아보고 비교한다. 즉 각국 공무원 단결활동과 운용실태를 고

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소방공무원직협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여 소방공무원 노동기본

권의 검토, 소방의 직무 특수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공무원직협 제도와 소방공무원직

협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공무원직협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제도적 접근, 실태 분석, 비교법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

여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알아본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직협의 보완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에 따른 문제와 함께 공

무원단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협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소방공무원직협의 변화 및 향후계획, 민간부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한다. 관련 법안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직협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이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결론

을 내린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무원직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향후 논의

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무원 노사관계와 관련된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문헌조사 방법으로는 국회와 정부의 입

법 자료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 결정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의 발간자료 등도 정리·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논문과 각종 보고서, 그리

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참조하였다.

공무원직협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여서 관련 법령, 통계, 실태조

사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내외 단행본,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등의 문헌

과 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 제도와 공무원직협 제도의 주요 내용, 운영현황 및 문제

점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공무원 단체교섭 제도 및 노사협의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노

사관계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노사관계발전

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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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일반론

제1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및 공무원단체

Ⅰ. 개념과 기능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개념

1) 노동기본권의 개념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

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1항). 이것은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규

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이 단결체를 조직하고 쟁의행위를 무기로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사

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

이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단체교섭의 조성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보장된 것이 노동3권(단결활동권)이다.12)

노동3권이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정책으로서 등장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역사에서 

근로자의 단결활동(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처음에는 형사책임을 과하는 입법

이나 법리에 따라 억압되고 다음에는 민사책임·제재(손해배상이나 중지명령)를 과하는 

법리에 따라 억제되었는데, 이러한 입법과 책임법리가 철폐·수정됨으로써 단결활동의 

법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노동3권 보장은 이를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노동3권의 보장은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그 1차적 의의가 있다.13)

따라서 노동3권은 그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권리의 내용이 상당부분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14) 바꾸어 말하자면 노동3권은 그 행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사회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12)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상호불가분의 일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단결활동권’ 

또는 ‘광의의 단결권’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은 이를 의미한다. 한편 ‘근로3권’으로 부르는 것은 노동조합을 근로조합, 노동쟁의를 근로쟁의

로 부르는 것처럼 어감을 살리지 못한 부적절한 용어라 할 것이다. 임종률, 「노동법」, 제18판, 박영

사, 2020, 21-22면.

13)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 결정은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14) 독일에서는 「헌법」에서 단결권 보장을 천명할 분,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단체교섭, 쟁

의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없지만, 노동3권은 실질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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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국가(또는 타인)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으로서의 성질도 함

께 가진 기본권이다.15)16)

(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17) 이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것이며 근로자끼리의 공제(상부상조)나 정치운동을 할 

목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더라도 공제·정치 목

적의 단체는 단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제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단결권

은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18) 즉 정부나 정당 또는 사용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노

동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자 본인이 싫어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좋아하는 노

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단결선택권)를 의미한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숍 조항)은 근로

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는 단결선택권과 충돌되기는 하지만, 법률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 또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19)

개개 노동자가 단체라는 한 조직에 힘을 모아 노동조건 관련 요구사항을 사용자에

게 전달하고 타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용자에게 단결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단

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상호작용할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자와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이 가능할 것이다. 

(2) 단체교섭권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정판, 법문사, 2007, 658면; 김철수, 「헌법개설」, 제13판, 박영사, 2013, 

206면; 허영, 「한국헌법론」, 제10판, 박영사, 2014, 534면;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9, 97면;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15면 참고. 한편, 노동3권에 대하여 헌재 1991. 7. 22. 선고 89

헌가106 결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

본권으로 본 반면, 헌재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결정에서는 자유권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 결정은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16) 임종률, 앞의 책(2020), 21-22면.

17) 임종률, 앞의 책(2020), 25면.

18) 김명용,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4-25면.

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카기183 결정; 헌재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 2003헌바

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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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근로

자가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

적 지위에 관해 교섭을 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

편 산업평화를 통한 노사협조를 기하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20)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인

사권 및 이윤취득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

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이에 관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21)22)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1997년 3월 13일 제정, 1997

년 3월 13일 시행,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0조 제2항과 같이 “노동조합과 사

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해태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거부하면 단체교섭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사용자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의 실현을 

이바지하고 있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

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23)24)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항에서 쟁의

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항은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와는 달리 파업, 태업 또는 직장

20) 이병태, 「최신노동법」, 제9전정판, 중앙경제, 2008, 190면.

2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하는 데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승낙을 얻거

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22) 권영성, 앞의 책, 673-674면.

23)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쟁의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2조 제6호), 사용자가 직장폐쇄할 권리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헌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한 것

이다.

24) 임종률, 앞의 책(2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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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같은 투쟁행위 내지 대항행위를 가리킨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항).25)

단체행동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그 보장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의 주

체나 목적 및 수단·태양 등의 면에서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권리이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노동3권의 기본취지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쟁의권은 기본적으로는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대

등성을 확보하고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6)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개념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

에 준하는 수입의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한다. 공무원의 경우 단결권 등 노동기본

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즉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공무원

의 노동자성)에 관하여 오늘날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며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동일하

다.27)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거나 공무원노조법을 보더라도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가능한 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신념이자 기

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

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의 형태로서 공무원의 노

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 범위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

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문제이다. 즉 단결권과 단

체교섭권을 허용할 것인가 혹은 단체행동권까지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ILO 협

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에게 노동3권 전체를 예외나 제한 없이 전면적

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단결권은 군인, 경찰, 정책결정·관리·

기밀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공무

원에게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미국, 독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 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나라(일본)도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25) 김형배, 앞의 책(2019), 1138면.

26) 임종률, 앞의 책(2020), 30면.(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7)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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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공무원에게도 원칙으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되, 직종·직무상

의 특성에 기인하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가기

능인 행정서비스의 저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만, 노동3

권을 개별적인 권리로 보장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일체적인 권리로 보장하여야만 권

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공

무원에게 노동3권을 전면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반드

시 일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하나의 권리로 구성하느냐, 둘 내지 셋의 권리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인 결론이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즉 노동기본권을 ‘전면

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정(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나라마다의 상황과 공무원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

성을 띠는 정부이므로 단체행동권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할 것이다. 다만, 노

동기본권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28)

2. 공무원단체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공무원단체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으로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라고 정

의할 수 있겠다.29)

공무원단체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했다. 민간부문의 노동자들이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쟁취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도 권익향상을 위해 민간부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 제고, 나아가서는 행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치이며 현대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직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단체는 행정 내외의 조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조직 내적 관리수단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라마다 고유

28) 이양호,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 단결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5-16면.

29)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4, 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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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정치체제 및 법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30)

2) 기능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공무원 자신의 권익을 신장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은 계층 구조 하에서 임금이나 작업조건 등에서 약자

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특히 독자적으로 권익을 찾기에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

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신분보

장, 노사 간의 실질적인 평등 확보, 민주화와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공무원단체는 노동조건의 향상 기능을 비롯해 대략 다섯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31)

(1) 근로조건의 향상 기능

공무원이 단체를 조직한 목적은 일차적으로 노동조건의 향상과 보수의 인상, 기타 

복지향상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그 이외에도 공무원간의 연대의식과 동료의식의 

증진, 실적제의 보호와 확충 등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함께 행하게 된다.

(2) 압력단체로서의 기능

공무원단체는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그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과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역할과 비

슷하다.

(3) 사기앙양의 기능

심리적 요인으로서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공무원의 

일체감을 높이고 사기의 앙양을 기한다.

(4) 대내행정의 민주화

관리층과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통제 등을 통한 대

내행정의 민주화 및 발전에 공헌한다.

30) 오석홍, 「인사행정론」, 신정판, 박영사, 2000, 625면.

31) 오석홍, 앞의 책, 625-626면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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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적제의 보장

공무원단체의 활동은 실적주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

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는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 공무원들 스스로 자

율적으로 공무원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적제와 단체활동이 자칫 상

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공무원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

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개선을 달성하며, 실적제의 유지,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Ⅱ.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제의 연혁과 체계

1.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제의 연혁

1) 제헌헌법~1960년(노동기본권의 원칙적 허용)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1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1949년 철도노조, 체신노조 등 일부 현업공무

원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었지만 실제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현역군인 등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공

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해주려고 했던 시기이다. 이때까지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였고 현업공무원에게는 단체행

동권까지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편적인 기준에 맞

춰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헌법의 의지가 노동조합법에도 투영된 결과로 보

인다.

2) 1961년의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1962년의 「헌법」 개정

   (노동기본권의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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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경제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초기 

법·제도도 변하기 시작한다. 1961년 9월 18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하였다. 1962년 2월 23일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하여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

라고 신설조항을 추가한다. 일부 현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한 것이다.

1962년 5차 개정된 「헌법」 제29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제2항

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로 인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공무원인 법률로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공무원은 노동조합 결성

조차 할 수 없었다. 

1963년 4월 17일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전부 개정

된 노동조합법 제8조는 군인, 경찰 등에 대한 노조 가입 결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

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 시기에는 공무원과 일반노동자에 차이를 두고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

을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현업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노동기

본권을 허용하였다. 

3) 1987년 「헌법」개정(노동기본권의 회복) 

1987년 민주화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금지하였던 과거와 달

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노

동운동이 활성화 되었고 공공부문의 노동운동도 급격히 신장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

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민주화 분위기속에서 이 시기 이후 설립된 노조들은 정부를 상대로 임금인상 투

쟁을 시작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노조운동을 전개하였

다.

1989년 ‘노동조합법개정안’ 제8조 제1항에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

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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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및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로 폐기되고 말았다.

1992년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을 마련,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

입대상으로 하되 특수기관 종사자, 현역군인, 경찰·교정·소방 등을 가입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당시 한국은 OECD와 ILO 등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며 수차례 걸쳐 개선을 권고 받았다(1993

년 이후 각8차례, 10차례).32)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에 ‘공무원 노동기

본권 보장 등 노동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1996년 5월 9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5대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노사관계개혁

위원회(이하 “노개위”이라 함)33)가 발족한다. 5대원칙이란 ①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 

② 참여와 협력의 원칙, ③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④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⑤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을 말한다. 1996년 노개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

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에 대한 개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34)

이후 노개위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 움직임을 시작한다. 1997년 12

월 23일 노개위 제22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의안번호 제30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주요내용35)은 다음과 같다. 

직장협의회는 “각 부처, 기초자치단체 및 그 하부행정기관에는 노조 설립을 인정하

지 않는 대신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가칭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직장협의

회는 각 직급·직능별로 직원을 균등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

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자격은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한정하되 지

휘·감독 직책이나 인사·예산·보안 등에 종사하는 자,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

인·경찰·교정 등 특수직종 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하였

다. 또한 단체교섭에 대해 “공무원의 보수 기타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기준에 관한 단

체교섭은 허용하되 단체협약 체결은 허용하지 않으며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권한 사

항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공무원 노조는 총무처 등 관계부처로 구

32) 1993년 ILO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제255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결론을 내리고 ‘복수노조 금지규정 폐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보장’, ‘제3자 개

입금지 규정 폐지’, ‘해직교사 복직에 필요한 조치’ 등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33) 21세기에 대비한 노사관계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

안을 연구·심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둔

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

위원장 및 위원은 노사관계개혁에 관한 신념이 확고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노사관계에 관한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대통

령령 제14996호, 1996년 5월 7일 제정, 1996년 5월 7일 시행) 제1조, 제3조.

34) 오문완, 「노동단체법의 쟁점과 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3, 32면.

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개혁백서(98.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2, 

34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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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교섭단과 통일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노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정부는 그 이행에 노력하

도록 하되, 법령 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내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단체행동에 대해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되, 다만 기존의 현업공무원 노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골

자이다.

또한 “직장협의회는 1999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하되, 공무원노조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준비기간을 두어 조속히 시행하

도록 한다.”로 명시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계기로 노사정위원회36)는 1998년 ‘2·6사회협약’을 맺

었다. 긴 시간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진통과 노력의 산물로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공무

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이뤄냈다. 주된 내용은 제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

하고 이후 제2단계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것인데 국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허

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노

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직협의 구성은 각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기능은 고충처리 등을 처리, 시기는 1999년부터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공무원노조

의 구성은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설립하며, 기능은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허용,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하며, 시기는 국민적 여론수렴 및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

하였다.

이후 ‘2·6사회협약’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조합법(안)’을 마련하여 2002년 10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노동조

합 명칭 사용 여부, 노동3권의 보장 범위, 허용시기 등’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

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2002년 10월 24일 이부영·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공무원도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노동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2년 12월 4일에는 이호웅 의원 외 22인 공

동발의로 ‘공무원노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후 2003년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36)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

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990호, 1999년 5월 24일 제정, 1999

년 5월 24일 시행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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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공무원조합의 명칭,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노동단체 가입 금지, 3년간 시행유예 등 입장 차이를 좁히

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004년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2004년 10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의 확정하고, 2004년 12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04년 12월 30일 법제사법

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5년 1월 27일 공무원노조

법이 공포됨으로써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공무원노조 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단체 중 전국공

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라 함)의 입장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권)을 주장하였고 반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함)은 노동2

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주장함에 따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공무원 노조

운동노선의 각각 독자적 행보가 시작되었다. 즉 법내·법외 노조의 이원화가 시작되었

지만 2006년 9월경 공노총은 법내노조로 되었고, 2007년 10월경 전공노도 마침내 법

내노조로 전환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함에 따라 공무원사회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인원 감축 등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

노조 단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9월 전공노는 해직된 공무

원의 조합원 자격유지를 인정하는 규약을 제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설립서 보완요구 등)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동

법 제12조 제3항 제1호37)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

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공노에 공무원노조법의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였고 이

로써 법외노조가 되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법외노조로 머물러 있던 전공노는 2018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

들로 임원을 구성하였다. 2018년 3월 24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규

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그 결과 찬성률 77.1%로 가결한 후 2018년 

3월 26일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8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의 ‘노

동조합 설립 신고증’의 교부로 9년 만에 합법노조가 되기 이른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부-공무원노조 사이의 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되었다. 공무

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전공노가 참여하였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

체협약38)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된 교섭이다.

37)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

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

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8)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②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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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제의 체계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확하게 「헌법」은 ‘공무원인 근

로자’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되고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상 노

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는 법률로서 별도로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종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단서를 근거로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이들에게는 노

동조합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39)

2005년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6급 이하의 일반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다. 공무원노조법

은 엄격하게 말하면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노동3권이 주어지는 공무원인 근로자

의 범위를 정한 법률은 아니다.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3권을 가지는 공

무원과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양분되어 

있다(二元體系). 전자의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어 집

단적 노사관계법상 실질적으로 일반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나, 후자의 공무원인 

근로자들에게는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가 성립된다.40)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에게, 단결권·단

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이원적 구조이

다.

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③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

무원 및 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④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한다. ⑤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⑥ 공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39) 「헌법」 제33조 2항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

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

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

합 조정하기 위하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

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헌재 2005. 10. 27. 2003헌바

50·62,2004헌바96,2005헌바49 결정).

40) 김형배, 앞의 책(2019), 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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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도 보편적인 의미로 노동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공무원도 마찬

가지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은 보장하지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민간부문의 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

한 조직이지만, 사회적 역할 기대, 공무의 특수성 등 실제 운영 면에서 민간부문의 노

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사용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목표

로 하는 정부 조직이다. 또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을 준수하는 것과 공무

원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은 공무원노사관계의 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관심

사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형성 및 발전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 업무의 특성상 

공공서비스는 노사 간의 마찰로 인한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면 정부의 대처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 간 힘의 조화를 확보하기 어렵고 마찰·분쟁에 따른 비용을 노사해당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민간부문의 노동자

와는 다른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직무상의 특성과 어우르도록 하

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제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공무원의 직무상·신분상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전까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은 없었다.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41)부터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만 두어 입법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공무원노조법은 「헌

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의 특별법 형식을 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

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

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

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

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42)라고 하고 있다.43)

41)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법률 제1329호, 1963년 4월 17일 시행, 전부개정] 제8조에 규정된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까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42)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43) 조성일,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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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

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

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44)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

거가 동 조항임을 밝히고 있다.45)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정치운동 금지(제65

조) 등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기본

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직무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3) 노사협의회법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

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써, 노사협의회제도는 「노사협의회법」(법률 제3348호, 1981년 

12월 31일 제정, 1980년 12월 31일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었다. 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분리노선을 확실히 하였다. 

즉 이 법 제정과 함께 구 노동조합법상 노사협의회제도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리고 1997년 3월 13일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노사협의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

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여 대립적 관계의 공무원노조와 달리 협력적 관계로 

4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45) 조성일, 앞의 논문(202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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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익을 증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치는 동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

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고, 제조업의 상시 100인 이

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노사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직협법 제2조 1항에 따른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

다”라고 자유롭게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법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

에 설치의무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에도 그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협의회 구성은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또한 근로자

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협의사항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조에 따라 “생산성 

향상46) 및 근로자 복지증진47)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교육 훈련48)에 관한 사항, 노사

분규예방49)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고충처리50)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51)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조52)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반면 공무원직협법 

제5조에 따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그 밖의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협의 협의내용이 포

괄적이고 폭이 좁은데 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구체적이고 범위도 확연히 넓음

을 보여주고 있다.

46) ① 기계·설비의 도입 및 개선, ② 생산부서별 활동, ③ 생산성의 측정방법, ④ 생산부문조직의 개선, 

⑤ 작업수칙의 제정·개정, ⑥ 새로운 기술·기법의 도입, ⑦ 작업 및 휴게시간, ⑧ 기계·공구등의 배치, 

⑨ 기타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47) ① 기숙사·식당·매점·오락시설·통근차량등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의 설치·운영, ② 장학금의 지급, ③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48) ① 사내직업훈련, ② 연수·교육 및 파견훈련, ③ 부설학교의 운영 및 특별학급에의 취학, ④ 기타 근

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49) ① 노사협조의 증진, ② 노사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 ③ 노사분쟁요인의 해소(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50) ① 고충처리의 절차(신고절차·처리장소 및 시각등),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고충의 처

리, ③ 기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51) ①. 환기·소음·조명·온도·분진·환경미화등 작업환경개선, ② 작업복 및 보호용구, ③ 방화대피훈련, ④ 

의료보건시설의 운영(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52) ① 사내보 발간, ② 야유회·체육회등 근로자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③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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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으로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

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는 동법 제24조, 제26조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

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

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

적 노사관계가 중심이다. 반면에 노사협의회제도는 기업 공동체 문화의 확립과 함께 

참여·협력을 중심으로 한다. 즉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사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 대화창구라고 할 수 있다.53)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1996년에는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는 대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법률 제5247호, 1996년 12월 31일 일부개정, 1997년 3월 1일 시행, 이하 “근참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근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폐지된 노사협의회

법에 비해 설치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법」의 규

정과 유사하다. 다만 협의사항은 동법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법」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17개 사항54)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법 제21조는 의결사항으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53) 노사협의회 제도의 원칙으로는 참여와 협력의 원칙(근참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근참법 제2조), 

노동조합과의 분립원칙(근참법 제5조), 노사공동의 원칙(근참법 제6조, 제7조)이 있다.

54)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근로자의 고충처리, ④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⑤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⑥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⑦ 작업과 휴게 시간

의 운용, ⑧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

선, ⑩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⑪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⑫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⑮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⑯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

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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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무원단체 제도 비교 분석

Ⅰ. 공무원노동조합 제도

1. 목적 및 법적 성격

공무원노조법은 제1조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을 보장하기 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

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노조법의 적

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노조법의 입법형식은 교원노조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인 노동조합법

과는 별도의 특별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노동자와 달리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

을 행사하는 데는 가입범위, 교섭구조, 조직형태, 쟁의행위, 단체협약의 체결, 분쟁조

정 등 균일한 범위로 별개의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공서비스 수행, 법령·예산에 의한 근무조건

의 결정 등 사용자 및 업무의 특수성이 강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청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입범위·교섭구조·조직형태 및 분쟁조

정기구 등에 있어서 독특한 규율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이다. 공무

원노조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지위 및 복지와 근무조건을 향상·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노조 가입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성원

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을 허

용하는 것이다. 

2.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1) 가입 범위

공무원노조법은 제6조 제1항에서 가입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

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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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

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

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금지된다.

2) 설립 단위 및 설립 신고

공무원노조가 온전한 법적 노조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 요건 중 성립요건(적극요건)

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주

체상의 요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목적상의 요건)를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형식적 요건으로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증 교부는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신

고증을 교부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

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노조전임자

공무원노조법은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

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

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

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되 노조전임자는 휴직으로 처리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

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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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교섭의 대상

공무원노조법 교섭사항을 제8조 제1항에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

법에 의한 교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합비 일괄 공제(check-off)에 관한 사

항,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청사 내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노조 전임자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조합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기관의 

시설물 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②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

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정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복지시설 등의 복지 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③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란 정책결정 및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 자체가 근무조건의 변화를 내포

하고 있어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표의 작성,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정원축소에 수반하는 시간외 근무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근무장소 변경이 수

반되는 전보의 일반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55)

5)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 등 근무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화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

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건이나 보수의 인상 등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

하여 국회나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 책임을 부담하

게 된다.

55) 송문현·조오현·이세규·김경민, 「공무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014, 

138-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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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연합 전국 헌법기관 행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조합수 147 14 6 1 1 98 27

조합원 261,997 - 122,979 200 25,300 78,833 34,685

단체협약의 이행통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가입 현황

1) 공무원노조 조직 현황

공무원노조법 시행 바로 뒤에는 단체행동권 허용, 노조 가입범위 확대 요구 등 공

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일부 분쟁도 있었다. 하지만 길지 않은 역사

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등 양·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공무원노조는 2018년 말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147개의 공무원노조가 설립되

어 있으며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32만여 명(현업공무원 및 교원인 공무원 등은 

제외된 숫자임) 중 81.6%에 해당되는 총 26만여 명이 가입하여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 11.8%에 비해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표 1】 공무원노동조합 조직 현황

(단위: 개, 명)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2020, 228면 참고, 2018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2007년 12월에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

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다수 기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공무

원의 근무조건 향상에 공무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노사화합 공동선언」

과 같이 공무원노사의 협력사례가 확산되는 등 보람되는 결실이 있었다.

2) 공공부문 노조 조직 현황

교원노조법(1999년)과 공무원노조법(2006년) 제정을 단초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이 점유하는 부분이 대폭 증가되었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공무원이 81.6%, 공공기관이 65.9%로 전체 노조 조직률 11.8% 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합원 수도 총 574천 명(공무원 262천 명, 교원 9천 명, 공공기관 303천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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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공공부문

합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노조가입대상 19,732 1,147 320 467 460

조합원수 2,331 574 262 9 303

조직률 11.8 50.0 81.6 2.0 659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합수 4,689 4,420 5,120 5,177 5,305 5,445 5,794 6,164 6,239 5,868

조합원수 1,640 1,643 1,720 1,781 1,848 1,905 1,938 1,966 2,088 2,331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2,331천 명)의 약 24.6% 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강한 결속력과

높은 조직률로 공공부문 노조의 파급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2】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단위: 천 명, %)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2020, 227면 참고, 2018년 12월 말 기준.

2018년 말 기준, 노동조합은 5,868개, 조합원은 2,331천 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1.8%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노동조합이 371개 감소하고 조합원 수는 243천 명이 

증가하였다.

【표 3】 전국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현황

(단위: 개소, 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2020, 571면 참고하여 재구성, 2018년 12월 말 기준.

4.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공무원노조 결성이 허용되고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단체 역할

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적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공

무원들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사용

자와 노동자가 협력적인 관계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세 가지

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형삼은 공무원노조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기능이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역할

에 대한 설문을 서울소재 지방자치단체 1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공무원도 노동자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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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공무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의 창구역할로서 노동조

합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56)

방석근은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역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

청 산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방석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무

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67.4%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60.8%가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대부

분의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대감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조직운영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 행정의 민주화, 참여기회 제공에 관한 질문

에서도 현재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공무원단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29.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점

으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공무원단체가 정책결정의 행위자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57)

이강웅은 노동기본권의 구성요소가 되는 사항과 행정발전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강웅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

동기본권 보장범위에 있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노동3권 모두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볼 때 

공직사회의 특성에 기반을 둔 노동기본권이 갖는 권리성과 의무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58)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공무원노조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정책결정의 행위자 기능은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무원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향후 공무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비전을 제

시해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에 공무원의 인식을 반영한 공무원단체 활성화를 해야 한

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조직문화를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쇄신하는 데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6) 정형삼,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의 결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6, 64-65면.

57) 방석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역할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8면.

58)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2001,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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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단체 제도의 법적 쟁점

1. 문제의 소재

앞에서 공무원직협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단체로

서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면이 많지만 그 자체가 완결된 존재라기보다는 

공무원노조를 향한 과도기적 제도이므로 제도상·운영상의 한계가 많다. 공무원직협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의 노동기본권을 향유하는 공무원노조와는 다르다. 

1991년 공무원직협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허용하겠다고 규정하였

지만 바로 노동기본권을 허용하기에는 국민의식, 공무원단체의 사회적 통념 등 받아

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노동

기본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즉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노조의 본격 도입 

전에 공무원 단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준 예비 노조적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제도를 상호 보완하여 공무원직협에도 단결권, 단체협약권

의 노동기본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직협의 인식 전환과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며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의 일관

성이 없어 법제도상의 재검토와 함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공

무원단체의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시키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도 분명한 권리의 주체이자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여

야 한다. 공무원단체는 이익단체라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는 듯 하지

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단체로 나아가기 위해 공무원직협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공무원직협을 이용하여 소통과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비교

1) 목적

공무원직협법 제1조는 그 목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을 위한 공무원직협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

무원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1조는 “「헌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에 비교하면 공무원직협법은 협의적 성격이 강



- 29 -

하여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2·6사회협약’에서 제1단계를 공무

원직협을 허용하고 제2단계로 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무원

직협법이 공무원노조가 발돋움을 하기 위한 과도기적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나타낸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구로 보

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단계로서 공무원이 단결할 길을 최초로 열어준 기

구이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2) 설립단위 및 설립신고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

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자유설립주의 원칙

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법 역시 제5조 1항에서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고 유사한 설립절차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직협은 노사협의회와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직협은 

자유롭게 설립하는 성격이되 근참법 제4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밝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항에 따라 “공

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어 자유설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적 노조가 되기 위해 실질적 요건으로 노동조합법 제11조에 따라 “자

주성과 민주성”이 필요하며 형식적 요건으로 노동조합법 12조에 따라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민주성 확보를 위해 서류비치, 총

회의 의결사항, 임시총회 등의 소집, 회계감사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데 이점은 

자유로운 설립과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는 공무원직협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직협은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

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에서는 “둘 이상의 기관에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직협간 연합회를 설립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직협은 기관단위로 설립하도록 하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법 제5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직협보다 폭넓게 설립을 허용

하였다. 하지만 최소설립단위로 인해 하위단위인 소속기관·산하기관, 국립대학 등에서

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최소설립단위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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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직협은 기관단위로 1개만 설립가

능하고 협의회간 연합단체 설립금지를 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는 복수로 노조설립

이 가능하다.

3) 가입범위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1항은 공무원직협 가입 대상으로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감 이하

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규정하였다. 가입 금지 범위로는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

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사협의회

는 가입대상 제한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직협은 노사 간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의사소통의 장에

서 가입자들의 직급이나 업무 특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이라고 규정하였다. 가입 금지 범위로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

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

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가입이 제한된다. 이와 같이 가입범위 및 가입 금지범위는 공무원직협법과 공무원노

조법의 규정이 비슷해 보인다. 즉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일

부공무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직무의 성질이 공무원직협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

하기 부적절한 공무원들을 가입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직협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공무원직협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공무원단결체로부터 분리시켜 공직사회의 

고충·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체가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러므로 공무원단체에 가입 금지된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직협이나 공무원노조 중에서 최소한 한곳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직협에서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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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입(탈퇴)시 원서를 공무원직협 대표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동 시행령 제

6조 제2항에서 “공무원직협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

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4) 교섭·협의구조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

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

로 협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 제3항은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협의 절차는 공무원직협법 제6조에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

구하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교섭에 응하여

야 할 정부교섭대표의 범위·교섭사항, 정부교섭대표 이외의 기관장의 교섭 참여 및 위

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내용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단체교섭은 다수의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한 공무원

노조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어 교섭절차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교섭의 상대방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법

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 대표임을 명

확하게 하고 있다.59)

5) 교섭·협의대상

공무원직협법 제5조 제1항은 협의사항을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

원직장협의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범위가 넓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조합원

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의 교섭부분은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장하기 위해 보수, 복지, 노동조건 등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6조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을 가지며 이에 관한 자세한 규정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쟁의행위 금지 및 

조정·중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무원직협법에 규정되어 

59) 조성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공무원노동조합제도와의 차별성을 바탕으

로”,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 연구 제19권 3호, 2019,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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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협의대상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개념의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무

원 조직 내부의 고충처리 등 갈등해소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

동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공무원직협법의 협의대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60)

6) 협의·결정사항의 효력

공무원직협법은 제6조 제1항에 “기관장과 직장협의회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기관

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

되지 않고 단순한 합의사항으로서 이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에서 합의사항 모두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

니지만 많은 내용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즉,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

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

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

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61)

이렇듯 기능적 면에서 공무원직협의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가 매우 취약하다. 

그만큼 공무원직협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7) 전임자 인정 여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은 제12조에서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은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직협은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

지 않는다.

반면에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노조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를 받아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임자 신분으로서 휴직으로 처리하고 임용권자로부터 봉

급은 받을 수 없으나 신분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임자를 허용하고 

있다.

8) 근무시간 중 활동

공무원직협법 제11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60) 공무원직협이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조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력적 관계에서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구라는 지적으로는 조성혜, “공무원직

장협의회제도의 존재 의의와 개선과제-독일공공부문 직원협의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

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3호, 2015, 382면 참조.

6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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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제정일 

및

시행일

법률 제5516호

1998년 2월 24일 제정

1999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7380호

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월 28일 시행

관련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헌법적 

근거

견해 대립

「헌법」 제33조설 VS 근거 부정설
「헌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관계설정 규정 없음
제17조 제1항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방해 금지

기본권보장 제한적 단결권 인정 단결권, 단체교섭권

설립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기관단위

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가능

-2개 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통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

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을 최소 단위로 한다.

-최소단위에 2개 이상 노조·노조 연합

은 제한하지 않음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직협이 활성화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

하여 근무시간 내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제11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동법 

제17조 및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 중 

활동을 공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법 제24조 제4항)가 있어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직협은 전임자

도 인정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활동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가 제한적이고 엄

격하다. 이것은 공무원직협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직협도 회의, 출석 등 공무원직협 운영과 관련된 활동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설명 중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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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가입범위

제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가입제한

-특정직, 정무직, 사실상 노무종사 공

무원

-지휘·감독직,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경비·운전, 기타 이와 유사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보안업무 담당자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계

약직·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가입

*가입제한

-특정직, 전문직, 교원,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지휘·감독직, 인사·예산 등 공무원노조

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교정·수사 등 유사 업무담당자, 노조

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담당 공무원 등

협의대상

-협의만 가능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권한 인정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교섭제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결정

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구조 협의회 대표와 소속기관장
교섭사항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 

교섭

전임자 전임금지 전임인정(무급휴직)

사용자의

교섭의무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으나 거부·해태 시 제재규정 

없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거부·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형벌규정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법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행정

구제절차에 따름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가입현황

2020년 2월 기준 

공무원직협회수 136개, 

가입자수 23,949명

2018년 12월 기준

공무원 노동조합수 147개, 

조합원수 261,997명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224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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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공무원단체 제도 

I. ILO 협약 및 국제노동기준

우리나라는 1991년 UN 산하 국제기구 ILO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을 인정

하고 국제법의 준수를 다짐해 왔다. 또한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교원과 공무원

의 노동기본권을 허용하고 노동관련 법제를 국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ILO는 2018년 기준으로 187개 회원국을 두고 있고, 184개의 협약과 194개의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주요 ILO조약 제87조, 제98호, 제151호, 154호의 내용은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결성권 보장, 그 조직의 운영·활동에 관한 단결자치·노사자

치권 보장, 그 실효를 위한 제도적 장치 특히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명시와 단체교섭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으며 다만 

군대와 경찰, 고급관리직 공무원과 고도의 기밀 담당직만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반드시 권리보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뿐이다.62)

최근에는 ILO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2개 협약(제87호, 제98호)의 비준이 공무원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LO는 1998년 총회에서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하여야 

할 8개 핵심협약을 선정하였다

핵심협약 4개 분야(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8개 협

약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

한 2개 협약(제29호, 제105호)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

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노동계 등으로부터 꾸준히 비준 요구를 받아왔다.63)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실천과제 63-3)을 국정과제

로 선정하여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ILO는 2006년 3월 제295차 이사회에서 한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자신의 이해 보

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더불어, 소방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62)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205면.

63) 연합뉴스, ILO 가입후 27년 비준 미룬 핵심협약…한-EU FTA 분쟁 불씨로, 2018년 12월 17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7079900004?input=1179m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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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제299차 이사회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해 

다시 권고했다. 즉, ILO이사회가 2006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소

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할 것을 명확히 촉구한 것이다. ILO는 구체적으

로 단결권과 관련해서 “업무 및 기능과 무관하게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

원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특히 “소방관,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

동자 및 근로감독관이 자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

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64)

ILO의 단결권 관련 주요 협약을 요약해 본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65)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기본문서로서 노동자의 조합결성권과 

단체가 누리는 권리와 보호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제2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

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

이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은 사적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고용인 모

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 제9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군대와 경찰은 각국에 그 적용 범위와 결

사의 자유가 유보되어 있다.66)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도 당연히 단결권을 보장받게 되었다.67)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68)

제98호 협약은 제87조 협약에 의해 결사의 자유가 행정권으로부터 충분히 보장된다

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의 행위에 의해 단결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주요 요지는 반 노동조합적 차

별행위의 금지조항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

위와 조합원이라는 이유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

64) 강연배,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 사회 제138호, 2008년 12

월, 111-112면.

65)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월 17일 센프란시스코에서 소집한 제31차 회의

에서 결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을 1948년 7월 9일 채택하였다.

66) 이을형, 「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출판부, 1995, 179-245면.

67) 임용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0-31면.

68)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월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2차 회의에서 결

의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1949년 7월 1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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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설립, 활동, 관리에 있

어서 상호간섭 행위로부터 보호, 필요한 경우 국내사정에 적합한 단결권보장 기관의 

설립, 그리고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도 요청

한다.

군인 및 경찰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르며,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에 대

해서는 협약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이것이 그들의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9)

3.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제151호)70)

이 협약에서는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서 단순히 ‘군대 및 경찰’이라고 정했던 예

외 노동자 군을 ‘정책결정이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상급직 교원, 또는 

고도로 기밀적인 성격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라 규정하여 이들 직원에게 본 조약

의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범위를 최대한도로 넓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본 협약이 공무원에 대해 제약된 인권을 해방시키고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노동법상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쟁

의권도 원칙에 따라 인정하고 있으나, 쟁의권에 대한 보장은 내적 제반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71)

Ⅱ. 각국의 공무원 단결활동

ILO와 함께 주요 외국의 공무원 노조운동을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의 제도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미국, 일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은 직장평의회를 통한 노동자참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은 연방공무원 

개혁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한

다는 특징을 보인다. 협조적 노사관계로 대변되는 일본은 공무원노조도 직원단체라는 

이름으로 미미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직원위원회를 통해 자

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1. 독일

69) 임용빈, 앞의 논문, 31-32면.

70)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사무국 이사회가 1978년 6월 7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4차 회의에서 결

의한 근로관계(공공부문)협약을 1978년 6월 27일 채택하였다.

71) 임용빈, 앞의 논문,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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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공무

원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소속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대표권을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근

무하는 노동자일지라도 하나의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독일노동

조합총연맹(Der Deutsche Gewerkschaftsbund, 이하 “DGB”이라 함), 독일사무직노

동자노동조합(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이하 “DAG”이라 함), 독일공무

원노동조합(Deutscher Beamtenbund, 이하 “DBB”이라 함)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

의 복수의 노동조합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72)

독일정부는 법률을 통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즉 독일정부는 

참여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동자평의회, 노동자이사제도 등을 강제하는 다양

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업장조직법」, 「공동결정법」, 「직원대표법」 등을 

통하여 노사가 노사관계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도록 한 공동결정제도를 확립시켰다. 

또한, 독일 정부는 민주적 조합주의를 채택하여 정부가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하여 노

사관계의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적 고용관계의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73)

2) 공무원 노사관계

독일에서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그 신분이 법

적으로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으로 정해지는 공무원(Bemte) 이외에도 비공무원인 노

동자(Arbeitnehmer)가 있는데 이들은 다시 사법상의 고용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

약에 의해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무직 노동자(Angestellte)와 노무직 노동자(Arbiter)

로 분류된다. 사무직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에게 단결권이 

보장된다. 사무직 노동자와 노무직 노동자는 민간부문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

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분문 노동

자의 근로조건 결정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되고, 사무직 노동자 및 노무직 노동자

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74)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의 쟁의행위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와 양립되지 않으며, 공무

72) 김인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한립법학 FORUM 제12권, 2003, 

141면 참조. 

73)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08, 517면.

74)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0, 318-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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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근무조건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국가기관의 업무의 정폐는 공공복리에 반

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파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점 등이 그 근

거로 제시되고 있다.75)

3) 직장평의회

가) 연혁 및 성격

1949년 서독에 기본법76)이 제정된 후 1952년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협의회

법(Betriebsverfassungsgesetz)77)이, 1955년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연방공무원

직장평의회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이하 “BPersVG”이라 함)78)이 제

정되었고, 각 주에는 고유의 공공부문 직원대표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공법

인이나 법원 등에는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에 의한 직원협의회가, 각 주에는 각 주

의 직원대표법에 의하여 고유의 직원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적용대상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79), 대신 

공무원과 노동자 각각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두어 직군의 원칙80)에 의한 공무원

과 노동자의 신분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8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협의회의 

대상을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직업공무원제도

(Berufsbeamtentum)의 원칙82)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직원협의회를 통한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 사용자와 협력적 관

계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협의의 대상은 기관 내의 사항으로 제

한된다. 직원협의회가 적용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83)에게는 민간부문의 노동자협의회

75)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86면.

76) 기본법은 바이마르헌법과는 달리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지 않았다.

77) 노동자협의회법의 적용 대상은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들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78) 연방직원대표법, 연방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라고도 번역한다.

79) 직원협의회의 대상인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무원, 노동자, 직업훈련종사자, 판사 등이다(연방직원대표

법 제4조 제1항). 

80) 이 법 제5조는 공무원과 노동자가 각 직군에 따르는 대표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각 직군별 대표의 수가 규정되어 있다.

81) 공무원과 노동자는 각각의 직원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판사는 공무원군에 속한다(연방직원대표법 제5

조).

82) 독일 기본법(GG) 제33조 제5항은 “공공부문의 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을 고려하여 규율하고 발

전시켜야 한다”(Das 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ergebrach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zu regeln und fortzuentwickeln.)고 함으

로써 입법에서 관례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18세기 군주나 영주의 신하들이 더 이상 개인의 종복이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위한 국민 전체의 봉 

사자로 변하게 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바이마르헌법은 제

130조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직업공무원제도와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권리를 규정하게 

된다. 즉 “공무원은 정당이 아니라 공공전체에 대한 종사자이다. 모든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신조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Die Beamten sind Diener der Gesamtheit, nicht einer Partei. 

Allen Beamten wird die Freiheit ihrer politischen Gesinnung und die Vereinigunsfreiheit 

gewährleistet...”.)”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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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이 공무원의 참여 제도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

면서 연방국가의 각 주에서도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을 토대로 주공무원직장평의회

법(Persanalvertretungsgesetz der Länder, 이하 “LPVG”이라 함)을 제정하여 실시

하게 된다. 연방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정치구조상 연방공무원직장평의회법은 오직 

순수하게 연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는 아무런 효력이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84)

【그림 1】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제도적 토대

자료: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노동연

구원, 2010, 164면

나) 역할 및 기능

공무원직장평의회의 역할은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다. 기본적인 원칙은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며,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대

해 기관장과의 협의 내지 합의를 통해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이

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직장평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대략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85)

83)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무는 상당 부분 공무원과 유사하나, 양자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Treupflicht)는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노동자들에게는 단체협약상의 근

로의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만이 적용된다. 따라서 충성의무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금지는 공

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공무원에 대한 파업금지를 통하여 공공행정의 핵심적 업무가 항시 신뢰할 수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84)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앞의 보고서, 164면 참조.

85)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앞의 보고서,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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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근로기준, 단체협약 및 직장협정의 준수 여부 감시

② 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및 상담

③ 기관 내 소수집단(여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및 견습생)보호

④ 공무원직장평의회 총회(관련 노조간부 참여가능)의 주재

⑤ 고용 및 선발 과정에 기관 종사자 대표로 참여(참여 및 자문권)

⑥ 기관 내부 감사에 참관인 파견

⑦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협의

⑧ 분기별 또는 매월 기관장과 정기협의

다) 참여권

직장평의회의 참여권은 크게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 공동협의권

(Mitwirkungsrecht), 청취권(Anhörungsrech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86)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87)

① 공동결정권(연방직원대표법 제75조 내지 제77조) 

공동결정권이라 함은 특정한 조치가 직장평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를 말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별 직원과 관련한 인사(채용, 배치전환, 승진, 정년 이후의 

재고용), 복지(수당 지급, 사택 임대), 직원 전체와 관련된 근무조건(근로시간, 휴가, 

공무상 재해의 예방 조치, 건강 관련 조치, 사업장의 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장

평의회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공동협력권(연방직원대표법 제78조) 

공동협력권이라 함은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직장평의회와 협의한 이후에 실

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근무조직과 관련한 문제, 직원에 대한 행정명령 

기관의 통합, 분리 또는 민영화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공동협의 사항의 경우 직원협의

회가 반대한다 해도 실시는 할 수 있다. 

③ 청취권, 자문권 및 알 권리 

청취권, 자문권 및 알 권리는 비교적 참여의 비중이 적은 권리이다. 이 권리와 관련

해서 평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상급자의 개입을 주장할 수도 없다. 예컨

대 작업절차 및 과정의 변경, 인사상 요구사항의 이송,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공간 

확보계획, 업무의 외주, 임대, 즉시해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독일의 공공부문 직장평의회의 경우 노조의 전신적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

86) 그밖에 자문권(Beratungsrecht), 알권리(Unterrichtungsrecht) 및 주도권(Initiativrecht)을 갖는다.

87) 조성혜, 앞의 논문(2015), 394-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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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관 내의 직원들의 인사, 복지 등과 관련 노동자가 참여하

는 제도로서 발전했다. 산별노조 체제 하에 공무원 및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

여 대립적 관계에서 사용자와 임금 등의 근로 조건과 관련 교섭을 하는 노조와는 달

리 기관 내의 인사, 복지 등의 사항을 기관장과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결정하는 협력

적 관계의 직원대표기구이다. 

2. 미국

1) 노사관계

미국의 민간부문 노사관계는 연방 입법인 전국노사관계법(Labor Relation Act, 이

하 “NLRA”이라 함)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 법률은 전국에 걸쳐서 민간부문 노동자 

중 감독 관리직이 아닌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 1935년에 제정

되었고 1947년과 195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전국노사관계법은 민간부문 노동자

에 대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 임금 및 노동시간, 기

타 노동조건에 관하여 그들이 선택한 노조를 통하여 그들의 사용자와 협상할 권리 등

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농업 노동력의 17%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991년에 연방정부 종사자들은 전체의 3.3%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공공부문 노동자

들은 50개 주에 산재해 있는 수천 개의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비농업 노동력 중 14%에 이른다.

체신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연방공무원은 NLRA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적인 연

방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1970년의 체신개혁법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하여

금 체신서비스를 운영하게 하고 체신노동자들을 NLRA의 적용을 받게 했으며, 체신노

동자에 대해서 민간부문 노동자와 마찬가지의 단체교섭을 부여하였다. 주 및 지방정

부 노동자들은 그들이 고용되어있는 주의 단체교섭령에 의해 규율된다.88)

2) 공무원노사관계

미국의 연방과 주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

국의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제한된다. 

연방공무원법(Civil Service Act)은 목적조항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

장은 공익보호, 효율적인 업무운영 그리고 노사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

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방공무원법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공익(public 

interest)이라고 보아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방

88) 장동립,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역할에 관한 연구: 각국의 노동기본권 사례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 활성화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8면 참조. 



- 43 -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연방공무원은 노동자단체에 가입

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기관장에게 진술권을 갖는다. 그리고 연방공무원은 노

동자단체를 교섭대표로 선출하여 고용조건에 관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는 단체교섭

권을 보장받지만, 파업권은 제외된다.89)

연방공무원 노사관계법에 해당하는 연방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제7102조는 “근로자는 처벌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할 권리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는

다.”라고 규정하여 단결권의 근거가 된다. 또한, 연방공무원개혁법 제7114조 (a)(4)는

“교섭단위 내 기관과 배타적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를 가지고 대

면 협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체교섭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개혁법 제3조는 “노동조합(Labor Organization)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을 통하여 단체교섭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연방 노동자들의 권리는 공익과 

효과적인 공공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에 이 법에서 특별히 인정되

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일본

1) 노사관계

일본은 협조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노사화합을 중시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단위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노사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일본의 시스템을 기업조합주의(Micro-corporatism)이라고 부

른다.90)

일본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별로 보면 기업별 조직이 조합수 및 조합원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산업별 조합이나 직업별 조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사

1노조의 원칙이 지켜져서 대부분의 기업에 1개의 노조만 존재한다. 일본 노동조합은 

외국인이 보면 독립적이지 않다 할 정도로 기업에 밀착되어 있으며 기업의 정책에 협

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노조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노측이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다양한 협의회를 통하여 자문에 응

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가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91)

2) 공무원노사관계

89) 김상겸·최경애,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

총, 제32권 제2호(통권63호), 2019, 252-254면 참조. 

90) 신수식·김동원·이규용, 앞의 책, 519면.

91) 조성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연구-외국과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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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헌법도 제정되기 전에 먼저 1945

년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구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을 포함

한 공공부문 노동자를 민간부문 노동자와 구별하여 따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경찰·

해상보안청·소방·교도소 직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즉 단

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1946년 헌법이 제정되었는바 헌법 제28조92)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

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인 공공부문 노조가 

주축을 이룬 1947년 ‘2·1총파업’ 계획의 좌절과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정령 

201호(1948), 1948년의 임금 3원칙93)과 경제 9원칙94) 등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공

공부문 노동운동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기본으로 정령 201호를 계승하고 있는 법률들은 공공노동자를 민간노동자와는 다른 

별개의 노동자로 파악하여 별도의 법체계인 이른바 관공노동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 기본체계는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현업·비현업을 불문하

고 모든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를 전면적·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헌법 제28조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도 원칙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

편으로 제15조 제2항에서 공무원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직원단체’를 결성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해상보안청, 소방, 교도소 직원 등의 공무원은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

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이 조직·가입하는 이러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직원단체’ 라고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직원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직원단체에 대한 가입의 자유는 인정

되지만 소극적인 가입의 자유도 인정되며, 직원단체의 구성에는 일정한 제약을 가지

고 있다. 직원단체는 일반 민간노동자의 노동조합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며, 우리나라

의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독일의 직원협의회 성격을 띠는 공무원 단체라 할 수 있다.95)

3) 소방직원위원회제도

가) 일본소방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논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1965년에 ILO의 핵심협약 중 하나인 제87호 협약을 비준

92)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일본 헌법 제28조)

93) 1948년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 경제의 안정 및 재건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지시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은 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인상 금지, ② 적자융자의 금지, ③ 국가재정의 균

형을 깨뜨리는 보조금의 금지이다

94) 1948년 말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재정·금융·물가 및 임금의 안정을 조속히 달성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위한 생산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일련의 목표’.

95) 이양호, 앞의 논문, 3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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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런데 ILO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에서는 1973년 일본의 소방공무원의 

직무가 군대 및 경찰과 같이 동 협약 적용대상 노동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이 인정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간 일본정부는 일본정부가 ILO 제87호 협약 비준 

때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제54차보고)로부터 일본 소방공무원은 경찰에 포함된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비준한 것이고, 일본은 지진 등 국토의 특수한 조건 하에서 소방활

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규율과 통제를 유지하고 신속·과감한 행동을 취해야하

는 상시 즉응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일본 소방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왔다.

결국 일본은 소방조직법을 개정하여 소방직원위원회제도를 설치토록 하였다. 그해

에 ILO에서도 이 조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제82차 기준적용위원회)를 채택하

였다. 그러나 ILO측은 일본 정부에 대해 2001년 단결권 보장조치를 희망한다는 보고

서를 채택하고(제89차 기준적용위원회), 2002년에는 소방직원의 단결권 부여 등에 대

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보고서를 채택(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9차

보고)하였다. 이후 2006년 소방직원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40차보고), 2008년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단결권 보장을 촉구하는 보고

서를 채택(제97차 기준적용위원회)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소방직원의 

단결권 방식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96)

나) 일본 소방직원위원회 제도의 내용

일본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1996년 도입

한 소방직원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방직원간의 의사소통

을 도모함과 아울러 ①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직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피복 및 장비품에 관한 사항, ③ 소방에 사용 되는 설

비, 기계기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소방 직원의 의견을 소방사무소에 반영하는 

것에 의해 소방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 하게 위한 것에 

있다(소방조직법). 

이 소방직원위원회제도는 주로 예산편성 작업시 소방직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방직원은 수면실 환경개선, 

인트라넷 환경정비, 3부3제 도입, 휴게실 설치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활동복의 기

능 개선, 방진 마스크 배부, 재해용 휴대전화나 수중무선 등의 도입 등 피복 및 장비

품에 관한 사항, 위치관리시스템 도입, 차량 내 배기가스 배출장치 도입 등 소방에 이

용되는 설비, 기계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소방직원위

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다음 의견을 전달할 소방직원위원회는 소방직원들 중 소방

장이 지명하고 그중 반수는 직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이들에게 제출된 의견에 

96)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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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의 종류 근거법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독일

일반공무원

연방공무원법

(중앙)

허용
불인정

(단체교섭, 협약체결권)
불인정

공공부문노동자

(계약직, 노무직)
허용

인정

(단체교섭, 협약체결권)

수도 등 

민생직결분야 

제한

미국

연방공무원

공무원제도개혁법

허용
인정

(단체교섭, 협약체결권)
불인정

감사원/연방수사국

/군인
불인정

불인정

(단체교섭, 협약체결권)
불인정

주/지방공무원 주입법
대부분 

인정
대부분 인정 대부분 금지

일본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인정
단체교섭권: 인정

협약체결권: 불인정
불인정

경찰/소방/해상/

보안청/교도관
불인정

단체교섭권: 불인정

협약체결권: 불인정
불인정

현업공무원
국영기업노동법/

지방공영기업관계법
인정

인정(단체교섭, 

협약체결권)
불인정

대하여 심의하여 소방장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이를 전달받은 소방장은 필요한 조치

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경우 이를 요구 조정 등을 지자체장 등과 처리한

다. 이러한 소방직원제도는 기존의 공무원 직원단체제도와는 차이가 많다. 직원단체는 

단체교섭, 불이익취급금지, 법인격 취득, 구성원 규정, 임원, 전임자, 기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소방직원제도는 임의단체이고 단체교섭도 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와 비교하기에도 제도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말하자면 소방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로 보면 정확하다.97)

【표 5】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자료: 김상겸·최경애,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

총, 제32권 제2호(통권63호), 2019, 266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위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에 대한 보장과 활동은 각각 나

라의 환경·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범위는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

원의 단결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와 달리 단결권 행사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현실, 국민적 합의.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97)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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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총감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계 56,639 1 4 11 34 340 1,397 4,002 4,569 8,135 14,526 23,620 

국가직

(계)
675 1 4 11 15 29 85 104 137 108 99 82

지방직

(계)
55,964 - - - 19 311 1,312 3,898 4.432 8.027 14.427 23,538

제3장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와 실태

제1절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 소방공무원의 노동법적 지위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위험·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특수 직무를 수

행한다. 하지만 위험현장을 뛰어드는 직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제자리인 대표적인 공무원 집단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체 소방공무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6,639명으로 이들 모두가 노동기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6】 소방공무원 인력현황

(단위: 명)

자료: 소방청, 「2020 소방청 통계연보」, 2020, 27면을 바탕으로 재구성, 2019년 12월 31일 기준.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98)된 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공법상 계약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에 의해 생활하는 자이다. 그러

므로 노동자의 실질에 부합함에 여지가 없다.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 모두 뜻을 함께 해왔

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실태는 단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소방공

무원을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와 비교하였을 때 공무원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공무원의 의무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사이에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9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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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방공무원법에서 독자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거짓보고 금

지, 직무 태만 또는 유기 금지 의무(소방공무원법 제16조), 지휘권 남용 금지 등의 의

무(제17조), 제복착용 의무(제18조) 정도이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업무의 특성 외

에 본질적으로 일반직공무원과 차이를 갖는 지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99)

2.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보듯이 노동기본권

의 주체는 노동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노동3권의 향유여부의 판단의 

척도는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이 허용되는 노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1) 노동자성 부정설과 긍정설

공무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그 근거를 공무원의 노동관계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간의 거래관계가 아니라

는 것과,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행정행위의 성질100)을 가진다는 데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행위는 사법상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국가와 공무원사이에 노동계약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101)

공무원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공무원의 노무제공 관계가 경제적 종

속성을 지닌 근로관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긍정설의 입장은 공무원의 노무급부 측면을 중심으로 고

찰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102)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근

로자의 요소를 보면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과 둘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 두 가지이다.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

문에 계약 상대방이 추인이든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든 상관없고 또한 사법적 계약에 

기한 것이든 공법적 계약에 기한 것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노동조

합법 상의 근로자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 둘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인데, 공무원도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103)

99) 신혜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의 위헌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46

호, 2019, 191-193면.

100) 쌍방적 행정행위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133면;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200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243면.

101) 김상호,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2호, 2001, 55면

을 바탕으로 재구성.

102) 장우성, “공무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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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노동기본권은 

공무원도 향유 주체가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주어지고 노

동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얻어 생

활하는 노동자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동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합당하

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에서 가입범위와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부문 노동자에 비

해 노동기본권 보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

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4

조, 제16조 노동조합법 제4조 등) 「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

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104)”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

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

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있다.105)106)

3) 검토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봉급, 급료)을 받고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제1

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상대방은 그의 경제적 이

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업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이어야 

하는데, 국가는 그러한 의미의 사용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일반적인 근로자

로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107)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치활동과 단체행동권은 전면 부인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극히 일부 공무원,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103) 임영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11면.

104) 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7 결정.

10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106) 김태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논문, 2018, 9면.

107) 김형배, 앞의 책(2019), 156-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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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만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 법규·조례로 정

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지방공무원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

고 있는 근거를 알아보자고 한다.

1) 국민전체 봉사자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구한다. 그 근거로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

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규정과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의 보장”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므

로 공무원 노동관계는 사적 근로관계와는 달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의미는 국민의 신탁

에 의해 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일부

국민의 특정계층 내지 당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의 기본태도, 즉 공무원

이 국민과 주민을 접촉하는 경우(다시 말하면 대외적인 경우)에 취하여야 할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무원의 근로관계 즉 노무제공을 주축으로 하는 내부적인 고용의 

경우에 문제로 되는 노동3권과는 직접 관계를 갖지 않는 개념이다.108)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그것이 

필연적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성실의무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정당화 논거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노동3권의 행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국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위법시해 온 오랜 타성 때문에 노동법리 자체가 왜곡된 것에서 기인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109)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소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고, 비록 그 당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소

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마목),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노조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의사표현과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헌법 제7조 제2

108) 이양호, 앞의 논문, 12면.

109)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22호, 

2006,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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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110)

2) 특별권력관계론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를 소위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

한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공무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국가와의 특별권력

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국민과 국가와의 일반권력관

계에서 보장받는 기본권은 그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

권은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19세기 독일의 입헌군주주의 하에서 제창된 이론이지만 2차 대전 후 그 

개념과 내용에서 큰 변화를 겪었고, 현재는 부정론 또는 폐지론이 일고 있다. 즉 오늘

날과 같은 민주적인 헌법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에 단순히 복종만 하는 국민의 관계가 

성립 될 수 없는 것처럼 명령과 복종에 바탕을 둔 특별권력관계는 존재 할 수 없으며 

다만, 일반적인 권리·의무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신분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 근거를 특별권력관계론에서 구하려는 입장이라고 보는 관점이 보편적

이라고 할 수 있다.111)

3) 공공복리론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 때문에 공공복리의 이념 하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

지 않는 한 입법 기타 행정상 침해할 수 없지만, 정부는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행복과 질서를 해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취

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쟁의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원래 자본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개념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 자체가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인데, 공공복리의 개념을 노동기본권의 제한원리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또

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 공공복리를 따진다면, 일반근로자의 경

우도 일부 특정산업 근로자의 파업은 전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공

복리를 해치게 되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다르게 보는 주장은 타당

성이 없다.112)

110) 신혜림, 앞의 논문, 214-215면.

111) 이양호, 앞의 논문, 13면.

112) 이양호, 앞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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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한 애로 

사항들을 호소하고 해결할 만한 적절한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초과근로수당 등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마저도 소방

공무원 개인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는 등의 법무적 비용을 들여가며 싸워야 하

는 상황에 있으며, 소방관에게 작업복 및 작업화 등 기본적인 소화 기구 등에 대한 

물적 구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이 사비로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이

야기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과도한 교대제로 신체적 능률을 떨어뜨리게 하는 근무 

조건에 놓여 있으며, 화재를 진압하다가 타인의 차량 또는 주택 등을 손괴한 경우나, 

신고 내용이 잘못된 탓에 사고와 무관한 집의 문을 파손하게 된 경우, 정당한 위험 

제거 활동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이웃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사비로 이를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만한 적절한 창구가 부재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소방

공무원들의 성실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질서와 안전’을 해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공공복리를 저해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오

히려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재해 예방과 안

전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하다.113)

4) 판례

2008년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1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

하는 규정이라고 위헌소송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

다.114) 이 판결의 요지는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

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행

정의 기능은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화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

되어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바, 현시점에서 노동기

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의 면에

서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

113) 신혜림, 앞의 논문, 210-211면.

114)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제2호위헌확인) 대법관 중 2인(재판관 송두현, 재판관 조대현)은 소수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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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나 일반직공

무원에 비하여 그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고, 신분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특수

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여 일반 근로자나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신분 또는 직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제한할 수 있

다는 논리로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남는 문제는 그렇다면 단결권을 배제 받는 

특정 공무원집단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가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

로 인해 소방 및 경찰공무원 전체, 일반 공무원의 5급 이상, 6급 공무원 중 예산, 감

독, 총괄적 지위 수행자 등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115)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노동권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이 소방공무원

은 단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합헌 판결이 나오게 됨에 따라 약 6

만 명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위

를 갖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공무원직협

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공공성을 유지해야하

는 이유도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 공무원직협에서 부분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

다.

4. 문제점 및 시사점

이렇듯 2008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방공무원의 담당 직무상 특수성116), 소방행

정의 중요성117), 소방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폐해118),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115) 이승협·유각근, “직장협의회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53호, 2016, 192-193면 참조.

116)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

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소방기본법 제1

조), 구체적으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화

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소방기본법 제16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경

찰공무원과 협력하여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활동을 한다(소방기본법 제34조).”

고 판시하였다.

117)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

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방조직은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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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119) 등을 고려하여 단결권 제한이 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도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20)

그러나 재판관 조대현은 위헌의견을 내면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재난구조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며, 근로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

하의 하위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8조

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충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은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

여 열악한 점이 많고, 대부분 하위직급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주요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

고,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처벌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 

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직종만을 이유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

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의 반대의견을 보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권리가 축소되어있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다. 노동기본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근무조건 및 권익신장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겠다.

에서 구체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최고관리층의 의사가 말단에까지 철저히 

침투되어야 하므로, 위계질서를 통한 수직적 지휘·복종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계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소방행정이 수행하는 직무 기능은 현대사회가 복잡 다양화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며 대규모화

함에 따라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의 차원에서 구조구급, 급수지원, 방역지원, 안전시설 수리봉사 등 

사회복지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는 데까지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소방의 

기능에 방재의 개념이 도입되어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8)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을 가입을 인정할 경우 성숙한 노동조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행

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치안 공백의 발생으로 시민의 안

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상명하복을 본질로 하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등 현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119) “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상응하게 ‘소방공무원법’이라는 별도의 법

률에 의하여 채용과 승진, 임용절차, 개방형 직위, 시험실시 기관, 보수, 감사 등에 특별한 취급을 받

고 있어,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

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120)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앞의 논문,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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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1. 소방의 특수성

소방공무원직협을 분석하기에 앞서, 소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소방은 기존의 주요 업무인 화재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와 구급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와 사회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 및 재난으로

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소방장비와 소방력을 활용하여 

이를 구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펼치

는 일체의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소방행정은 소방관계법령에 기초하여 

특정한 소방사안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국가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1)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예전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해졌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워졌

다. 최근 인구의 도시 밀집화,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그리고 심층화 현상이 나타나

고 건축물 내·외부에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 또한 수용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위험성, 대응성, 긴급성, 기동

성, 전문성, 대기성, 협동성, 가외성 등과 같은 업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소방전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공무

원은 고도의 체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122)

우리나라 소방본부의 직무범위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구자가 소속돼 있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직무범위로 설명하기로 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직무범위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123) 제17조에 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 4. 소방시설·장비 등 관리 5. 인명구조·구

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 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 7. 긴급 구조·구난 8.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24) 제43조에 따라 하부조직인 소방

서에서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 업무 위주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121) 김태연, 앞의 논문, 52면.

122) 정일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논문, 2020, 5면.

12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북도조례 제4396호, 2020. 11. 5. 일부개정, 2020. 11. 5. 시

행)

12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북도규칙 제2964호, 2020. 11. 30. 일부개정, 2020. 

1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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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 내용

소방행정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

8.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

9.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10. 공유재산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방안전

1. 예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화재의 예방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의 교육

4. 세입징수

5.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6. 소방대상물의 방염

7. 위험물 안전관리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9. 손실보상

10.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1.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3.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4. 소방훈련 및 특별경계근무

5.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6. 소방장비(소방차량, 특수·진압·구조·구급, 개인보호장비)의 수급 및 개선

7.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지리조사

8. 불법 주·정차 단속

9. 소방 활동 자료조사

10.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운영

11. 소방지원활동

12. 소방업무의 응원

현장대응단

1. 재난현장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재난사고 현장 지휘

3. 재난대응 및 구조·구급업무

4. 화재진압·구조·구급장비 운영

【표 7】 소방서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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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체계125)

2교대
2개조로 나누어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비번(2개조 

운영)

3교대

주야비 하루를 기준으로 주간-야간-비번을 운영(3개조 운영)

당비비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근무, 48시간 비번(3개조 운영)

변형3교대
하루를 기준으로 1개팀은 당번(24시간), 또 다른 1개팀은 주간, 나머

지 1개팀은 비번(3개조 운영)-주간조는 공휴일 비번

6주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9주기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21주기

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비번-비번-

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당번-

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4교대 주당비비 주간-당번-비번-비번을 운영(4개조 운영)

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6. 재난현장 안전관리

7. 현장 지휘소 설치

8. 소방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

9. 정보통신 보안

자료: 법제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조를 참고하여 재구성.

2.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2조 교대제, 3

조 교대제, 4조교대제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2조 교대

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24시간 근무 혹은 야간 근무 이후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여 소방업무의 연

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서비스 수요 대

비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래 표와 같이 2교대, 주야비, 당비비, 6주기, 9

주기, 21주기 등의 다양한 교대 근무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8】 교대 근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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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 공직사회의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40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비해 소방공무원 근무시간은 2교대 기준으로 주84시간, 3교대 기준 평균적으로 주56

시간 이상을 일한다. 경찰지구대 근무자들이 3교대에서 4교대로 바뀌고 있는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126) 국민 10명중 9명의 ‘신뢰받는 

직업’인 소방공무원은 실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ILO에 따르면, 교대근무(shift work)는 노동시간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

이 일터에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6시)과 다른 시간이나 야간에 서로 이

어서 일을 함으로써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보다 사업체가 더 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대근무제라는 노동시간제도는 노동시간의 길이나 임금 

이외에도 각 기업들의 작업조직, 야간노동, 휴일근로, 건강과 안전 및 일과 생활의 균

형, 노동시간의 유연성, 인력수준, 기업들의 인건비 비중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다.127) 조직(사용자)은 최대한 노동력을 동원하려고 할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

동력투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 관점에서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떠한 교대제가 조직의 전체성과에 가장 기여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무작정 노동을 

착취하면 성과가 좋은 것인지, 무작정 휴식을 길게 가져가면 조직의 성과가 좋은 것

인지, 이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최

적점인지 찾아야 한다.128)

3. 소방공무원의 안전실태

1)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분석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실태는 우선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순직129)

및 공상130) 소방공무원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

년간 순직소방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중 연평균 5.4명

125)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당번” 이란 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 “비번”이란 교대제근무자

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규칙 별표 2에 따

라 “주간” 근무는 08:40~18:00이며 “야간” 근무는 18:00~익일 08:40 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26) 박기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1, 63면.

127) 한국노동연구원, 「교대제와 노동시간」, 2013, 13면.

128) 심희선, “소방대원의 근무교대방식이 현장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논

문, 2017, 13면.

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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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합 계

순  직 공  상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
훈련

기타
131)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
훈련

기타
132)

2010 348 8 - 3 1 - 4 340 90 38 78 - 134

2011 363 8 3 2 1 - 2 355 72 29 88 - 166

2012 292 7 4 3 - - - 285 60 21 61 - 143

2013 294 3 2 1 - - - 291 62 23 67 4 135

2014 332 7 1 5 - - 1 325 68 38 80 4 135

2015 382 2 1 - - 1 - 380 72 50 94 3 161

2016 476 2 - 2 - - - 474 88 44 118 6 218

2017 609 2 2 - - - - 607 119 47 127 16 298

2018 795 7 - 2 1 3 1 788 193 58 176 18 343

2019 705 8 1 - 5 1 1 697 164 45 138 23 327

의 공무수행 중 순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구조가 18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화재진압이 14명(25.9%), 기타 9명(16.6%), 구급 8명(14.8%), 교육훈련 5명

(9.2%) 순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공상 소방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중 연평균 454.2명의 공무수행 중 순직자가 발생하였다. 이중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

력단련 등 기타가 전체 2060명(4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 859명(22.6%), 

화재진압 783명(21.8%), 구조 373명(8.7%), 교육훈련 74명 (1.6%) 순이다. 

【표 9】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현황

(단위: 명)

자료: 소방청, 「2020 소방청 통계연보」, 2020, 31면 참고.

위의 통계표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계곡서 피서객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구조대

원, 작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항공대원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

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긴박한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직업이다. 소방공무

원 본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곳에서 애쓰고 있다. 

2)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소방공무원은 내근직과 외근직을 불문하고 타 직렬에 비해 PTSD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다. 열악한 소방 활동 환경을 비롯하여 24시간 사고현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동대비에 대한 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소방공무원의 PTSD는 더욱 

131)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132)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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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전문치료병원 (군) 19개 병원, (경찰) 경찰병원, (소방) 경찰병원 위탁 치료

수련원 (군) 9개, (경찰) 8개, (해경)3개, (소방) 미설치

가중되고 있다. 또한 유사직군인 경찰이나 군인과 비교하여도 재난 현장에서 겪게 되

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구조·구급활동 중에도 사지가 절단되었거나 목을 맨 시체 등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많은 참혹한 현장을 보곤 한다. 이렇듯 소방공무원과 PTSD는 

24시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PTSD에 대한 인식 및 해결책의 제시가 시

작된 것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PTSD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각

종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그 대응책을 피부로 실감하

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하물며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는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여 개인이 감정조절과 의식개선을 하지 못하여 그러한 질환을 앓는다고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집단 모두의 문제가 되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PTSD는 소방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한발 앞선 체계적인 

PTSD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

다.133)

4. 문제점 및 시사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스트레스·고위험 등 소

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고, 유사직종에 비해 사기가 낮다는 여론이 항

상 제기되어 왔다. 그 예로 순직 및 공상 공무원의 증가, 참혹한 현장에 항상 노출되

어 이에 따른 PTSD유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적 장애와 직무에 종사하다 화상

을 입는 등 부상에 대한 전문적 치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

참한 현장에 대한 노출경험이 1인당 연 7.8회, 우울증 등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4~10배임에도 전문치료시설은 미흡하다. 경찰병원이나 군병원은 존재하지만 정작 소

방공무원을 위한 소방병원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표 10】 전문치료병원 현황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134)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133) 고민수, “소방공무원 직무특성과 복지기본법 분석을 통한 보건·안전 및 복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6면.

134) 「소방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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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내놓고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희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면 근무여건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

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란 이

유로써 노동기본권의 허용을 제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고, 대부분 하위

직급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

역의 공무원들보다 높다. 주요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보도라도 소

방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처벌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 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

도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직종만을 이유

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

다.135)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Ⅰ.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1. 목적 및 법적성격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목적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공무원직협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

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공무원직협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

만 목적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 법은 공무원의 고용관계를 공법관계로 규정하고, 법제도 하에서 줄곧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어 왔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135) 채진,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9권 제7호, 2013,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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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

여 공무원직협이 설립된 것이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 성격

공무원직협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단결권을 보장하는 노사관계법으로서 공무원직

협이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노동3권의 보장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의 참여·협력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제도에 준하여 공무원직협 제도가 인

정된 것인지 논란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동법을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1월 15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동년 2월 6일 노사정 대

타협으로 마련된 ‘2·6사회협약’의 일부내용이 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비록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완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아닐지라도 추후 노동운동 보장의 전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을 들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 법률이 강제적인 설치주

의가 아닌 임의적인 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

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결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36)

두 번째 견해는 공무원직협법 제1조 목적과 제5조 협의회 기능에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고 노사협의회제도가 분명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대표하여 그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이기 위해서

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것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활동으로 구체화되어

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서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33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

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내용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목적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

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체(제1조 참조)로 규정되어 있어서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들(공무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동 협의는 근참법의 노사협의(근참법 제19조 이하 참조)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공무원직협은 노동조합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즉  

노사협의회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137)

136) 이병태, 「최신노동법」, 신정판, 현암사, 1999, 83-84면.

137) 김형배,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1999, 174-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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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무원직협법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33

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공무

원직협법상 목적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참법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공무원직협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직협이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형성되었다는 연

혁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공무원직협법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의 사전적·

초보적 단계”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138)

판단하건데, 공무원직협법이 노동법 체계에서 단결권을 보장하는 노사관계법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자주적인 참가를 보장하는 노사협의회법인지 하는 문제는 법률의 목

적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39)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주요 내용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가입범위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은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

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둘 이상

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공무원직협을 설립하거나, 공무원직협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해서 복수 협의회설립이나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직협 가입범위는 동법 제3조에서 정한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만이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런데 동법 제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가

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즉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140)과 2. 지휘․감독의 직책141)에 있는 공무원이나 3. 인사142)·예산·경리·물

138) 임종률, 앞의 책(2000), 287면. 

139) 박현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통권

34호), 2001, 283면.

14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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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출납143)·비서144)·기밀145)·보안·경비146)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147)”은 공무원직협 가입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3항에서 “기관장

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제4조는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가입이 아닌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런데, 공무원직

협의 활발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가입(탈퇴)시 원서를 공무원직협 대표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데, 다만 동

법 시행 령 제6조 제2항은 “공무원직협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

경 등으로 직장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공무원직협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가입과 탈

퇴를 가입자의 의사에 맡긴 반면 가입금지공무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절차

협의회의 설립절차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

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동법 제2조),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

는 3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

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받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41) ①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

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② 지휘·감독권은 외부에 표시되는 형식적인 직책에 의할 것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지휘·감독권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142)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

무보조자 제외), ② 임용(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

임 및 파면)종사자는 가입금지, 인사정책수립·고시·교육훈련·복무·복지·급여업무 종사자는 가입가능

143) 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

무 보조자 제외)

144) ①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② 기관장, 부기관장 등의 비서이외에 사실상 비서업무 종사

공무원 가입금지.

145) 기밀업무란 “내·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관운영 및 국가기능, 국가 안보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업무”라 할 수 있고, 구체적 범위는 각 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146)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47)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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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이렇듯 공무원직협 설립절차는 공무원노조 설립절차 규정과 비슷하다. 설립절차를 

근참법을 참고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법을 참고하였던 이유는 공무원직협이 협의하는 

근참법 성격보다 공무원 단결체라는 인식이 더 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의 협의 

기관장의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고, 합의 사항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

원직협법 제6조는 기관장의 의무로 “①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

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기관장의 성실협의의무를 구체화한 게 동법 시행령 동법 제8조인데, 먼저 제1항

에서는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횟수와 관련해서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

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근참법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

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8조 제3

항),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5항).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

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동조 제6항). 회의록에 관한 동법 시행령 

동법 제7항은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148)의 사항을 기록

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

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규정하였다.

근무시간 중의 협의에 관하여 동법 제11조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 금지되는 반면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협의회운영을 위한 시간

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

148)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③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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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①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사환경 구축

-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

-냉난방 기구 및 공기청정기 비치

-통근버스 운영 등

②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행정종합배상고제 가입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실시

-국외연수 기회 부여

-전·출입 세부기준 마련 등

③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치유프로그램 운영

-당직근무제도 개선

-대기성 근무 지양

-경조비용의 합리화 등

④ 그 밖의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인사심의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

-참 리더(베스트 간부) 공무원 선정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간담회 수시 개최

-동호인회 활성화 등

협의회의 기능은 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것인데, 동법 제5조 제1항은 협의사항을 

“①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 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48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참고로 근참법은 제20조 협의사항을 17개의 항으로 구성, 동법 제21조 의결사항을 

5개 항으로 구성, 제22조 보고사항을 4개의 항으로 구성하여 규정하였다. 협의, 결정, 

노사간의 정보공유기능과 같이 내용도 구체적이고 해당범위도 공무원직협의 협의사항

보다 광범위하다. 그래서 근참법의 가입자들은 강력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으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직협법은 그 기능에 관하여 

느슨하고 분명하지 못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한편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

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

항, 명백한 사항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이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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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수 및 가입인원

총계 136개/23,949명

헌법기관(1개/63명)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105개/6,400명)

교육부(34), 보건복지부(2), 고용노동부(53), 기상청(14),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28개/ 

17,240명)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11)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7)

인천 강화(1)

대전 의회사무처(1)

강원 홍천군(1)

경북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6)

경남 경남도의회사무처(1)

교육청(2개/246명) 울산광역시 강남지원청, 경기도교육청 (2)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가입 현황과 활동 실적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가입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36개 기관

에 공무원직협이 설립되어 있으며 총 23,949명이 가입된 상태이다.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에만 1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63명이 가입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105개가 설립, 6,400명이 가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28개가 설립돼 17,240명

이 가입하였고, 교육청에는 2개 설립, 246명 가입 상태이다.

【표 1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현황

[단위: 설립 수(개), 가입인원(명)]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107면을 참고, 2020년 2월 28일 기준.

지난 6년 동안의 공무원직협 설립·가입 추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공무원직

협법 시행 후 가입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4년 가입인원이 16만 명에 도달하기

도 하였으나,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에는 24,654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공무원의 권익실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공

149)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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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직협 148 153 161 160 151 136

가입자 25,319 28,715 34,604 34,754 30,334 23,949

헌법기관
직협 1 0 0 1 1 1

가입자 150 0 0 47 57 63

중앙행정기관
직협 108 104 108 110 107 105

가입자 7,897 7,221 7,483 7,597 7,184 6,400

광역자치단체
직협 4 6 6 6 6 2

가입자 183 522 509 518 531 142

기초자치단체
직협 32 39 45 41 35 26

가입자 17,042 20,672 26,459 26,378 22,221 17,098

지방교육청
직협 3 4 2 2 2 2

가입자 47 300 153 214 341 246

무원노조로 변경되어 공무원직협의 활동과 기능이 좁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하

지만 그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로 2018년에는 34,754명이 공무원직협에 가입한 것으

로 집계되었다. 2019년부터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다시 수리하여 전공노가 법외노조에서 합

법적인 노조로 전환한 영향이라고 보인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공무원직협의 가입자

였던 공무원들이 공무원직협을 이탈하여 전공노 조합원이 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즉 전공노와 공무원직협의 조합원(회원) 자격을 중복으로 보유하였

던 상당수가 공무원직협의 지위를 포기하고 전공노 조합원 지위만 누리려고 했기 때

문일 것이다.

【표 13】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추이 

[단위: 직협(수), 가입인원(명)] 

자료: e-나라지표,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가입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과, 2020년 7월 23일 기준.

공무원직협과 기관장과의 협의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개 공무원직협 중 109개 곳

(78.6%)이 기관장과의 협의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7개 기관에서는 협

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과 협의실적이 있는 109개 공무원직협

인 경우에도 공무원직협법상 의무협의 횟수인 최소 연 2회를 시행한 곳은 57개(52%)

에 불과한 것으로 문제라 하겠다.

공무원직협과 기관장과의 합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직협과 기관장

이 합의한 사항(523건) 중 근무환경 개선 230건(43.9%), 업무능률 향상 107건

(20.4%), 고충처리 70건(13.4%), 기관발전 등 기타 116건(22.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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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 사무실 및 비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개 공무원직협 설치 기관 

중 사무실 지원기관은 66개(48.5%)로서 자치단체의 경우 24개(85.7%) 기관이 사무실

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의 경우 65개(61.9%) 기관이 사무실을 지원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실적 

우선 공무원직협 운영의 좋은 예로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직협150)의 경우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곳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기상청 인사위원회 회의 때 간부 

위주로 참석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만 공유한 게 문제였고, 이로 인한 인사 

불만이 항상 존재하였다. 따라서 직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 

및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참관제도의 도입, 그리고 

공무원직협을 통한 인사제도 개선 및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직

원고충 해결을 위한 면담창구를 설치하고 소속기관 직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유기

적인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인사 도우미 제도를 공동 추진하였다. 도서·벽지 전보인사 

원칙도 마련하고 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요인은 조직간 소통하고 공정하게 처우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지속가

능한 환경을 추구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와 함께 의견 수렴함 등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건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발한 공무원직협 

활동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운영 성과로는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직원불만

이 감소하였고, 간부들의 안건 회의 진행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공무원직협 임원들

이 참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기관마다 활성화정도가 달라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원직협의 사례와 같이 우수

한 곳도 있고 부진한 곳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다는 점

은 높이 평가해야할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직협의 경우에는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소방조직 특성과 함께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인 속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탈피하여 

직원의 의식개선, 조직의 민주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공무원직협의 주요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무환경 개선 및 고

충처리부분에서는 노후화된 직원 휴게공간의 확장, 남·여직원 전용 휴게실 조성, 직원 

휴식공간 마련,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설치, 치유(힐링)프로그램 운영,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 장기재직휴가 기간확대, 장애인 직원 맞춤형복지비 추가 지급 등이 있다

업무능률 향상 및 기관발전부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전·출입 세부기준 마련, 국

내연수 내실화 및 국외연수 기회 확대,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 참리더(베스트 간부)공

무원 선정,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을 적극 권장하는 등 적지 않은 

활동실적을 쌓고 있다.

150)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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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과 시사점

이미 연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직협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탄생 과정에서부터서

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노조와 유사한 단결체로 인식되어 

왔다. “당시 입법자는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으나, 곧바로 공무

원노조를 허용할 수 없었기에 과도기적으로 비교적 ‘온건한’ 공무원직협이라는 기구를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을 일부 보장하려 한 것이다. 실질적 근거는 헌법 제33조 제2항

에 있었으나, 이를 법에 명시적으로 언급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기에 무난하

게 보이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둔 것이다. 즉 

일부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가입범위 등 제한)하면서, 일부는 노사협의회적 성격

을 혼합하여 과도기적으로 어중간한 형태의 단결체를 탄생시킨 것이다.”151)라는 주장

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직협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

동조합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 입법방침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6

조 제1항 등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

를 삭제하였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은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였고 노동운

동은 집단적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 근거가 동 조항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배제 취지를 규정할 경우 공무원직협

이 노동조합의 변형으로 인정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15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직협제도를 공무원노동기본권과 차별화

하려는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53)

이러한 입법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이 문

제점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을 시사하기

도 한다. 제도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를 짚어본다. 

1) 협의대상 제한

공무원직협법 제1조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직협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동법 제5조에서 정하는 협의사항도 근참법이나 

공무원노조법보다 애매하고 느슨하다. 개념의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부의 고충처리 등 갈등해소 수단이 되지 못한다. 

2) 설립 단위  

151) 조성혜, "공무원노조 출범 후 공무원직장협의제도의 위상과 개선방안-노사협의회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7집, 2016, 275면. 

152) 조정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 1999년 2월, 52면.

153) 조성일, 앞의 논문(2020), 3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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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국가기관, 지방

자체단체 그 하부기관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근참법, 공무원노조와 달

리 설치의무가 아닌 자유설립주의로서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것

이다.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에는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복수노

조 설립이 가능하다. 

3) 자유 가입의 문제 및 가입대상 범위의 제한

첫째로, 공무원직협 가입은 가입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입하면 

된다. 즉 강제·의무 가입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

한 우려, 기관장이나 상급자들의 외압행사 등이 있어 가입하기를 꺼려한다. 물론 공무

원직협법 제6조 제3항은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지만 기관장이 가입공무원에

게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규정된 조항이 없다. 그리고 기

관장이 어떠한 경로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투명성이 없다. 하지만 노조원이 아닌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공무원직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도리밖에 없다. 

둘째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6조에 제2항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

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

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

다. 본인의 의사에 맡겨 자유롭게 가입하게 하는 반면 사무분장이 변경된 공무원에게

는 의무적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가 넓다. 공무원직협에 가입가능한 공무원을 6급 이

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중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가입

금지 공무원을 제외하면 가입대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있다. 이렇게 가입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한정하고 축소시킴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공

무원직협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공무원직협은 공무원의 권익대표기구인데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직협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 

그러므로 가입범위 제한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휘·감독자를 예외로 하되 가입금지 

공무원 범위를 완화하여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공무원직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 72 -

더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공무원직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협의 횟수의 제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매년 2번 협의는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을 처리하기에는 만남의 기회가 너무 적다. 분기별로 협의하고 있는 근참법에

도 미치지 못하는 규정이다. 독일연방직원대표법 제66조는 매월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전담공무원 불인정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협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공

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직협 업무를 맡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에만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

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공무원노조나 노사협의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친 규제이며 공무원직협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6) 근무시간 중 활동 제한

공무원직협법 제6조 제3항은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

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공직사회의 공무원직협 활

성화를 위해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11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

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협의’를 제외한 근무시간 중의 공무원

직협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직협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7) 협의사항 이행 노력

공무원직협법 제6조 제1항은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성실협의의무를 과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은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협의를 요구할 때 기관장의 성실이행의무 및 성실협의의무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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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공무원 281,035 284,355 287,299 289,914 296,273 303,401 310,654 322,862 337,084

여성
공무원 84,239 87,239 89,979 94,346 99,865 106,012 113,017 122,227 132,563

여성공무원
비율(%) 30 30.7 31.3 32.5 33.7 34.9 36.4 37.9 39.3

지만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없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합의

사항으로서 이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기관장이 합의를 했더라도 이행노력 의무

만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규정이 없다. 또한 단언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합의사항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기관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직협 가입자들에게 협의가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다. 공무원직협 활동을 축소시키게 되고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비해 강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권리 또한 위축될 것이다.

8) 협의 위원 성별비율 명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할 

뿐 성별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여성 공무원

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권익

을 신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14】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자료: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25일 기준.

Ⅱ.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1. 목적 및 법적 성격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노조에 가입금지된 공무원들이 거쳐 갔던 대체기구라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또한 공무원직협은 단순히 공무원노조 전단계로 저평가하거나 공무원노

조가 허용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고 공무원직협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154)

하지만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노조법이 실행되지 전의 과도기적 제도이지만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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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설립절차도 공무원직협 제정 당시 

민간부문의 근참법을 참조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을 참고하여 설립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직협법은 협의기구라기보다 단결체라고 보는 인식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가입이 금지되어있는 특수직렬 공무원 소방·경찰·교정 공무

원들은 공무원직협이 중요한 노사단체이자 소통창구이다.

공무원직협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

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

조). 우리나라 공무원직협은 소방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의 권익신장과 함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소방공무원직협과 같은 제도인 

소방직원위원회 제도에는 ①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직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피복 및 장비품에 관한 사항, ③ 소방에 사용되는 

설비, 기계기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주요 내용

1) 협의회 설립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는 기관단

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기관’이란 소속공무

원의 근무환경, 업무능률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이어야 하고, 적어도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방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119특수구조단(서울) 등을 설립단위로 한다. 소방본부의 경우 인사와 예산권의 실질적 

행사 등을 고려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는 것보다 소방본

부 단위로 별도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입범위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은 “6

급 이하 소속 공무원 중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

154) 홍효준,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31집, 2015, 

104-105면; 이영순 의원도 2004년 9월 1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을 발의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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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방령 이상 소방경 이하

56,647명 1,795명 54,852명

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현장지휘팀장,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

대장 등은 가입 불가하며 센터팀장, 조장, 소방서 내근 소방경 계장 등은 가입 가능하

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팀장이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조직에서 센터

장(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야간시간대의 비상시

적 대리행사로 법적 직무대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결재권이 없는 일시적인 직무

수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현장지휘대장의 경우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②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임용업무(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

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외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 서무 등은 가입 가능

하다. 

③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예산장비계 직무를 맡는 공무원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 즉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외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등은 

가입 가능하다. 

④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청장 비서실 등 비서업무 전담자만 가입불가능

하고 1호차 운전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⑤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감사·조사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

하며,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 화재조사업무 및 소방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중 내부감사·내부감찰 업무 수행자만 가입불가하고 대외수사(특별사

법경찰), 조사 업무 수행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소방경 이하(54,852명) 중 가입 제한 대상(지휘·감독, 인사·예산 담당 등)은 약 

3,540명이다. 따라서 대상(소방정 이상)기관이 257개이고 예상 가입대상은 약 51,312

명(약 93.5%) 정도 예상된다. 또한 소방경 이하 소방 공무원의 공무원 직협가입 허용

에 따라 소방공무원 가입 규모(추정)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약 93.5%가 가입가능한 공

무원인데 이중에서 지휘, 감독직책 공무원을 제외하면 더 높아 질 것이다. 

【표 15】 소방공무원 가입예상 규모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6면.

3) 협의회 설립절차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는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홈페이지 등 전자적 게시 포함)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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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소 7일인데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계를 참고하여 7일보다 더 오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공무원직협법은 제7조 제1항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기관의 협의회

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

다.”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상 화재, 구조, 구급 업무의 다양성을 참고하여 각 

분야별 골고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가입 현황 

현재 각 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직협이 출범을 하였지만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가입하는 수준 정도로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협의요구안을 낸

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소방서의 협의요구안을 보면 관외출장 여

비지급, 보강근무에 대한 개선요구, 각종 물품 및 문서 수발시 출장 및 초과근무 인정 

요구 등 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합의한 사항 중 여비지급에서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또한 소방업무특성상 배부물품 수발이나 직접 문서 제출이 잦은데 이것을 근무시간 

이외에 처리한다. 소방관련 업무이므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나 출장 인정을 요

구하였는데도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간부조회 또는 일근자 출장을 활용하겠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행전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소방직장협의회 설립이 4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다르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첫 번째가 “소

방공무원직협 가입에 따르는 불이익이 두려워서”이고, 두 번째는 “소방서 단위로 가

입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있더라도 서장의 권한이 작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고 한다.155)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직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이제 초기 시행단계라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국 모든 소방공

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단결하고 경제

155) 파이낸셜뉴스, ‘불이익 두렵다’ 소방직장협의회 설립 45%에 그쳐, 2020년 9월 20일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009181353326406  

(검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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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

방조직 발전과 함께 기관장도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건설적으로 듣

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4. 문제점과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현행 소방공무원직협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짚어보

자.

첫 번째, 협의대상이 제한적이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만으로는 조직의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입자인 공무원의 권익신장

도 난간에 부딪칠 것이다. 

두 번째, 협의회 설립은 자유설립주의를 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의사에 따라 설립유

무가 나누어진다. 기관의 압력에 의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무 설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자유로운 가입과 가입대상범위가 제한적이다. 공무원이 상부기관, 상급자

의 압력으로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조사도 있었다. 그러므로 가입이 가능한 현

직공무원들은 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또한 신규 임용자들에게는 임용과 동

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협의 횟수는 1년에 2번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공무원단체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1년에 4회로 규정하고 있다. 2번의 협의 횟수와 4번의 협의 횟

수는 공무원직협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분기별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협의회 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이며 참여자들도 많아 질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 횟수

를 분기별로 조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공무원직협은 전담공무원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민간부문과 공무원노조

는 전담공무원을 인정하고 있다. 전담공무원 허용으로 전문적으로 공무원직협을 운영·

활동할 수 있으며 권익신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조처럼 신분을 보장하고 전담공무원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여섯 번째, 근무시간 중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활동량이 다르므로 

주당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하여 공무원직협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 협의사항 이행을 최대한 성실히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처벌규정도 없으

며 구속력도 없다.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성공무원들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 중심이었던 공무원사회에 여성

공무원도 자신을 목소리를 내서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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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소방공무원직협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점검

해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해결책은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방공무원직협 제도는 어떻게 개혁하는 게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로 한다. 이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제1절 소방공무원 특수성에 따른 문제

최근 코로나19 발생, 울산 삼환아르누보의 화재, 강원도 산불, 제천 스포츠센터 건

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고령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위험

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서비스 업무는 

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헌신을 요청받고 있다. 이로 인해 코

로나 전선에 있는 구급대원은 10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고 한다.156)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를 구급대원이 이송한 건수는 10만 3000건이나 된다. 일

반인에 비해 구급대원의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대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소방공무원들은 타

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최전방에 내놓고 있는 숭고

한 직업이다. 하지만 많은 구급대원은 격무와 함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구급출

동이 전체출동의 80% 이상인 만큼 돌발적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

하는 소방공무원은 긴장감의 연속과 언제 출동이 해야 할지 모르는 출동대기 상태의 

스트레스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국가로부터 임명되어 여전히 성

실과 복종157)을 강요당하며 기존의 공무원 관련 정책을 유지 중에 있다. 또한 소방공

무원은 높은 공익성을 띠고 있어 국민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며 근무관계의 당사자의 

요구보다 국민으로부터 담보되는 민주성과 공공성이 더 강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공무원직종 중 가장 빨리 사

망한다.158) 인력부족과 3교대 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가 

다른 직군보다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근로기준

156) JTBC, 코로나 전선 구급대원 10명 중 4명 ‘우울증 고위험군’, 2020년 10월 26일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513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157)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158) 소방방재신문, 최근 5년간 숨진 소방관 평균 연령 69세. 2017년 10월 30일 기사

http://m.fpn119.co.kr/85612

(검색일 2021년 1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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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노동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야간근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여

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노동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소방공무

원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현장 대응 소방력을 보강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

충하여야 한다. 

소방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방인력 보강은 재난현장 복구와 대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소방조직은 인력충원 시 다

른 기관 공무원들 간의 정원비율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 행정안전부 시·도 자치 단체

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159)

이러한 여건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소방공무원들

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소방서비스의 영역이 화재·구조·구급을 넘어 각종 대형 재난·재해 현장에 이르

고 있어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발달로 그 기능이 단순하기보

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는 방향이다. 단순히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권리 보

장과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소방공무원의 노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경찰·교정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여 공무원 노사관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온몸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

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상기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재난유형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

장활동이 증가되는 만큼 주민안전서비스 품질이 고도화하여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은 공무원의 개인 권익실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

민에게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을 수 있다.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법적지

위를 인정하는 한편 근무조건·근무환경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앞서 여러 번 강조

한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업무

자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가 중단될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국민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그중에서도 쟁의권을 제

한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소방이 기초단위의 중심적 업무로 타 공공기관, 국가와의 공동생산에 

의한 업무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폐쇄적 행정문화로 

159) 김영길,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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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인 업무협력, 자치단체 내 긴급 사태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타 직렬에 비해 대우가 낮으며, 소방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로 이는 자치단체별로 예산 투입 격차 및 승진·인사

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조직내의 엄격한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특

수화된 소방업무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허용이 필

요하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계기로 내실을 강화하고 직업윤리를 정립하

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노동권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내의 위계질서

가 붕괴될 수도 있고, 명령 불복종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또한 복리

후생, 각종 수당 등 과도한 세금 증가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인정하면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서 국

가의 공공서비스가 무너질 수 있는 등 공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 제도의 보완 

I.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향상과 경제적 지위를 진보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 권리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없으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시작할 수 없다. 단결

은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것이며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해야한다.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일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은 부분적·제한적으로 보장할 것이 아

니라 전체적·일체적·유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노

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높이 평가하고, 노동기본권의 민주성 및 자주성의 보장할 수 

있도록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은 근로자의 계약자유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청

이고 그것은 바로 근로자에게는 인간존엄과 생존을 위한 필연적 요구이기 때문이 오

늘날 경제사회에서의 근로자단결은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

로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시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

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지위 강화를 꾀하여 노사 대등관계를 확보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성과 근로자의 생존을 유지시키려는 데서 출발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겨냥하는 데 있다.160)

둘째, 노동기본권의 긍정적 효과는 공직사회의 민주성과 공직개혁을 들 수 있다. 특

히 소방공무원은 인사발령이 잦은데 부당한 인사권남용이나 비효율적인 인사조치를 

160) 김봉열,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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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다. 또한 기관장과의 협의를 할 때에 일방적인 협의, 상의하달식로 사용자

와 노동자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수평적 관계로써 민

주적으로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공식사회의 만연된 폐쇄적 문화에서 

깨끗하고 투명성 있는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셋째,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기본권을 통

해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계층제적 권한구조 하에서

는 임금이나 작업조건 등에 대한 결정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개별

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나 상관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

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한 사람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

조합은 개별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낮지만 다수가 집약된 의견으로 행동을 취함으로

써 조직의 생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게 되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

다. 이로써 개별적 대응에서 당하기 쉬운 권익침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고, 나아

가 현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

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사용자의 교섭과 타협

의 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

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161)고 결정한 바 있

다.162)

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정비

1. 단결권

노동기본권의 핵심요소인 단결권은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이다. 노동조합의 설립단

위, 설립형태, 복수노조 여부는 노동자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노

조법 제5조 제1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의 제한을 축소시키고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5

급)인 공무원들은 중앙관리자일 뿐 지휘·감독권에 해당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처해있

다. 

노조전임자는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인정 및 권한은 원칙적으로 

161) 헌재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헌재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162) 채진, 앞의 논문(2013),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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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의해야 한다. 전임기간 동안 무급휴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노조전임자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2. 단체교섭권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게 될 보수·근무조건 등의 개선과 관

련된 주요 인사행정 문제에 관하여 관리층과 공무원단체가 단체적으로 교섭하고 양자

의 교섭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체교섭은 인사정책결정에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관리층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함으로써 민주적

인 인사행정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이다.163)

교섭당사자는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교원노조법

에서와 같이 일부 부처를 교섭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교섭의 경우 

헌법기관별 대표, 행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섭대표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시 

관련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정부 측 교섭 대표성이 부족하고 관련기관의 교

섭참여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처간의 다른 견해가 발생할 경우 

조정 및 총괄의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를 교섭단의 대표로 하는 것이 옳고 관련 부처

의 장의 교섭단 참여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교섭단계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부교섭위

원단’을 교섭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무총리가 정부 측 교섭대표가 되고 임금

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해당부처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섭단은 국무총리(또는 부

총리급)를 수반으로 하는 주무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한다.164)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복지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허가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은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나 기관운영에 대한 사

항이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대상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야한다.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무조건이 나아질 수 있는 총괄적 규정

이 필요하다.

Ⅲ.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이행하는 노동결사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163) 이상윤 ,「공무원인사제도론」, 대왕사, 2000, 486면.

164) 김홍식,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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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직장협의

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

협은 별개의 단체으로 운영·조직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로 공무원직협의 가입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무원들이 공무원노

조에서 단결권, 단체협약권을 통해 제한적으로 노동3권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

무원직협 가입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공무

원노동관계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평의회라는 두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직협과 유사한 기구로 독일의 노동

자 경영참여제도인 공동결정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기본적

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3권 준수를 감시

하며,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근로기준과 관련

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직장평의회는 매월 1회 

기관장과 협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

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체결된 직장협정은 법적 구속력

을 갖게 된다.165) 독일의 공무원직장평의회의 경우 노동조합의 전신적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관 내의 직원들의 인사, 복지 등과 관련 근로자

가 참여하는 제도로서 발전했다.166)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노

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직협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노동3권인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노조 가

입이 허용되고 있지 못한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대신하여 공무원직협

만이라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직협이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로 기능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존권·행복추

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167)

국가의 관점에서 소방공무원을 노조가입대상에서 금지시켰던 이유는 국민생명의 안

전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원만한 공급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형태가 아

니라 협의회의 형식으로 단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무원

의 노동3권과 관련되어 질타 받아온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직협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자주적

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165)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앞의 논문, 167면을 재구성.

166) 조성혜, 앞의 논문(2015), 399면.

167) 문무기, “공무원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9호, 2010, 19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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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개선방안

I.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평가

소방공무원직협은 설립 기관마다 시행결과가 각각 다르게 도출되었다. 이것은 공무

원직협 성격이 가입자들의 성향과 운영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자 당직실 환경개선, 직원휴게실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소방공무원의 권익확보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직협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기 위해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고 단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인사사항, 시간 외 수당 제

도 개선에 대해 합의해준 점은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

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적절한 수당 현실화와 효율적인 근무시간 운영, 휴게시간 확보 

등을 직접적으로 협의사항에 요구하는 것도 공무원직협의 내부 지지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직협의 성격은 단순히 협의만 하는 조직이라고 보아 노사협의회로 치부

하기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직협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Ⅱ.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단체적 성격에 대한 제언

소방공무원직협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않으면서도 기관 내 노동자의 근본적 권

리를 향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전제한다면 공무원직협이 사실상의 공무

원노조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

시해 보려고 한다.

1. 협의사항과 기능의 확대

공무원직협법은 상의·결의될 수 있는 협의사항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

로 정해져 있는데 비해 공무원직협법의 협의사항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 

내용도 분명하지 못하고 한정적이고 느슨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직협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68) 공무원직협법 제5조 협의회 기능에 따라 시

행되고 있는 것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사환경 구축, 휴게실 및 흡연실 설치,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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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공기청정기 비치, 통근버스 운영, 행정종합배상고제 가입, 업무와 관련된 전

문교육훈련 실시, 국외연수 기회 부여, 전·출입 세부기준 마련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당직근무제도 개선, 대기성 근무 지양, 경조비용의 합리화 등이다. 

이렇듯 협의사항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

키는 데 미흡한 실정이므로 협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며 가입자들의 적극적 참여·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겠다. ① 공무원의 임용, 승진, 배치, 징계 ② 공무원의 교육훈련 ③ 인

사관리의 제도적 개선 ④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배치전환, 재훈련, 고용조정 

⑤ 공무원의 복지증진 ⑥ 기관의 업무능률향상 ⑦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 ⑧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169)

현재 공무원직협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에 대해서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재기는 협의대상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준하여 보수, 근무조건, 교

육훈련, 후생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기준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대해 공무원의 찬성 의견은 매우 높으나, 일반 시민은 공무원에 비해서는 찬성비율이 

낮다. 이는 공무원 자신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모든 면에서 확

대하자는 것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의 향상이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

여 찬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협의대상기구를 특별히 신설하는 것

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협의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갖게 하자는 데 공무원은 많

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70)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무원직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

무환경 및 근무조건에 처해 있다.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3교대 근무, 공상·순

직공무원, 받지 못한 초과수당의 지급과 같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협의대상을 소방

공무원에 맞게 부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2. 설립 단위의 확대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

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조직은 광역

자치단체 소속으로 도내 인사이동이 잦은 편으로 6년에 한번 씩 타 소방서로 인사인

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직협을 소방서 단위로 한다면 도내 잦은 인사이동으

로 인해 가입과 탈퇴를 번복해야 한다. 

설립 단위를 본부 단위로 하여 도내 인사이동 시에 가입과 탈퇴 절차를 반복하는 

168)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48면.

169) 박현철, 앞의 논문(2001), 289면.

170) 김재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전과제-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2호, 2002,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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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를 덜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협의회 자체를 존

속 유지시킬 수 있다. 

3. 의무 가입과 가입 대상의 확대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1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설치주의가 아닌 자율적인 

설치를 택하고 있다. 근참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직협법

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가입 시 인사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

려하여 가입하기 꺼려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협의회 설립

을 강제하고 공무원들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 즉 공무원직협을 설치의무

로 변경하여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171)

가입 금지 공무원 범위와 관련해서 공무원직협법 제3조 제5항을 보면 “지휘·감독

의 직책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소

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고충 처리·해소,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 직

무 만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직협은 기관장과 대화하며 협의하는 소통창

구 역할을 해왔는데, 가입금지 공무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급 공무원도 포함시켜

야 한다. 5급 공무원이라도 사무분담에 따라 지휘·감독업무가 아닌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급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 본

다. 따라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권익신장을 할 수 있게 5급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

독직이 아닌 5급 공무원 모두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종·직급에 따른 금지가 아닌 기관장, 관리자, 책임자 위치에 있는 직위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협의회 위원 여성비율 명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 소방공

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 소방공무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 협의회 

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전국 소방정 직급 399명(국가직 31, 지방직 308) 중 과장급

171) 비슷한 의견으로는 류청석, 앞의 논문, 78면; 조성혜, 앞의 논문(2015), 401면;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2001, 92

면;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앞의 논문,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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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합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10 - - - - - - - - -

2011 - - - - - - - - -

2012 2,425 - - 7 59 111 457 850 941 

2013 2,593 - - 12 67 121 641 898 854 

2014 2,763 - 1 15 80 130 729 953 855 

2015 3,122 - - 21 101 146 891 1,120 843 

2016 3,163 - 3 28 104 189 904 1,035 900 

2017 3,444 - 4 34 112 353 990 956 995 

2018 4,327 - 5 40 117 551 1,036 1,137 1,441

2019 5,299 - 7 46 129 689 1,152 1,361 1,915

(소방정) 여성공무원은 7명(2.1%)에 불과, 소방정 직급 2명(소방청 1, 중앙소방학교 

1)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하여 배치하였으나, 적극적인 여성관리자 임용 및 

적재적소 보직 확대가 필요하다.172) 그러므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직협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 및 보완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표 16】 연도별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

(단위: 명)

자료: 소방청, 「2020 소방청 통계연보」, 2020, 30면 참고

또한 구성원의 직급, 직무를 고려하여 공무원직협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예산 지원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활성화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위해서는 재원·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그

런데도 공무원직협을 위한 기관 내 별도의 자체 예산 수립은 없다. 지자체 예산을 지

원받아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직협 회비를 거두어 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조사173)에 따르면 총 136개 공무원직협 설치 기관 중 회비를 징수하

는 기관은 127개(93.4%)로서 공무원직협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기관 9개(6.6%)를 제

외한, 공무원직협 회비를 징수하는 기관에서는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개 직협 중 회비를 징수하는 기관 127개(93.4%)의 유형을 보면, 정액제 60개

172) 소방청, 「2019년도 소방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9, 27면.

173)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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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액제 정률제

계 2천 3천 5천 8천 1만
1.2

천

1.5

천
2만

차

등
계

0.4

5%

0.5

%

0.6

%

0.7

%

0.8

%

0.9

%

0.9

5%
1%

계 61 1 1 28 1 22 2 3 2 1 66 1 2 45 8 4 1 1 4

헌법

기관
1 1 0

중앙

부처
47 1 1 23 1 14 1 3 1 1 60 1 43 8 2 1 1 4

자치

단체
12 4 8 6

교육청 1 1 0

(47.2%), 정률제 66개(52%), 정액+정률제 1개(0.8%)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제는 5천

원이 가장 많고(45.9%), 정률제는 본봉의 0.6%가 가장 많은 것(68.2%)으로 나타났다.

【표 17】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원천징수 및 금액현황

   (단위: 개)

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111면 참고.

특히 공무원직협이 이제 첫발을 내딪는 소방공무원직협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자들에

게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

원이 절실하다. 

소방공무원직협이 타조직의 모범이 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 도모, 민주적 

조직운영 등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와 상응하는 권한

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적 성격에 대한 제언

1. 협의 횟수 확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르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에서는 분기별로 의

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방공무원들이 자주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 

통로가 소방공무원직협인데 연 2회의 협의로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

나 알만한 일이다. 독일의 경우 매월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 2회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협의를 하도록 년4회 이상 협의 횟수

를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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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보장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174)

2. 협의결과의 이행 강제

협의결과에 대해서 기관장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 공무원직협이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에 대하여 기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구제제도,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상범위가 한정적이고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17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참법에 비

하여 훨씬 느슨한 규율 태도(예를 들어,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규정 부재)를 취함으

로써 합의사항의 이행강제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176) 즉 공무원조직 

내부의 고충·갈등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직

협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일체의 처벌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가 

유명무실하게 되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거나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 예로 협의사항을 불이행할 때 노사협의회와 같이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조직의 발전과 함께 권리신장을 위해 강제적으로 협의사항

을 이행하도록 하여 협의회의 목표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177)

3. 전담공무원제도 인정과 근무시간 중 활동 허용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12조는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공무원제도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직무 전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

간부문에서는 협의회 일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직원들의 고충과 민

원을 처리하고 있다. 즉 공무원직협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공무

원직협이 제대로 기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담공무원을 허용하되 그 신분은 휴직 상태로 하고 무급으로 근무하게 하

174) 비슷한 의견으로는 윤영삼·신갑성,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고용노사관

계학회, 산업관계연구, 11호 1, 2001, 137면; 조선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

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2001, 116면

175) 근참법 제30조에서는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호)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두고 있다. 한편 공무원직협법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6) 문무기, 앞의 논문, 182면.

177) 비슷한 의견으로는 조선일, 앞의 논문, 117면



- 90 -

여야 한다. 그리고 승급 및 근속연수를 인정해 주고 개별적인 신분 보장이 확보되어

야 한다. 또한 가입자 수에 따라 공무원직협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수를 정해서 

공무원직협과 관련된 활동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공무

원 개념은 노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협의·협력적 관계인 공무원직협에는 

규제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에 관한 규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무원직협법 

제6조 제3항에서 공직사회의 공무원직협 활성화를 위해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협의”를 제외한 근

무시간 중의 공무원직협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비교해 보

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3교대 근무로 인해 협의회 

위원 간의 회의가 어려우며 도서산간 및 외곽지역의 경우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는 것이다. 

근무시간 외에 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따른다. 협의회 회

의를 개최하더라도 퇴근시간 이후에 갖게 됨으로써 가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협의회 활동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최소한의 활동 보장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지

만 기관장과 협의하여 주당 정해진 시간을 인정받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의 의견청취와 수렴, 협의회간 정보교류, 자료 수집, 각종 활동, 분기별 회의 

등 협의회 활동을 최소한으로라도 근무시간 중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178)

류청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최소한 협의회 임원에게는 주 15시간 정

도는 보장하고 협의회 위원에게는 주 5시간 정도는 보장하여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

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무원직협의 각종 회의 개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기관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근무시간 내에 활

동을 보장하여 원만한 공무원직협 운영에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소한의 협의회 위원들 간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규

제를 완화해야할 것이다. 공무원직협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해 주고,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적극적 활동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예산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

다. 이처럼 공무원직협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

폭적으로 축소·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직협이 공무원 조직내부의 갈등·

고충의 예방·해소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79)

178) 비슷한 의견으로는 박현철, 앞의 논문 289면; 김부연, 앞의 논문, 93면;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

호, 앞의 논문, 187면. 

179) 류청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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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노동3권을 행사해 왔지만, 공무원들은 현업공무

원을 예외로 하고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

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사회협약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차례로 제정 시행되면

서 공무원들도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점과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만들 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 하지

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세부과제로 소방·경

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이 제시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추진으로 소방·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은 노동자

임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현업 공무원

에게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어 아직은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전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사협의회 기구가 아

닌 공무원단체로 인정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기본권을 허용하여 하

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이익대변 기구인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자주적·주체적으로 

자신의 생존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난안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업무

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면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무원노

조와 연대하여 점차적으로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채로 야

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 교대근무제도 등 근무여건은 개선이 시급

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행정서비스 제공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진취적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방공무원직협의 개선방향을 요약 제시한 후(1절) 그 발전 방향을 소

묘(2절)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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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1. 공무원노동조합의 보완적 운영

공무원직협은 공무원노조 본격도입 전에 공무원 단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준 

예비 노조적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직협법의 성격이 모호하고 공

무원 단결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점과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와 같이 참여 및 협

력을 위한 노사협력기구인가의 경계선에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고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제도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공

무원단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협의 보완적 운영방안과 

절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협의대상에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무원직협법의 교섭·협의대상은 근무환경 개선이지만 공무원노조는 보수·복지·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의 교섭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무원직협에도 보수 및 노동조건

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조건 기준

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소방공무원직협법의 제정 방안이 필요

하다.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배제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노동조

건의 면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실

에서 과연 소방공무원이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노동조건의 면에서 두텁게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보수에 대해서는 언론 및 실태연구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 왔다.180)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

첫 번째, 현장 활동 중 외상 후 스트레스이다. 소방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이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참

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하는 것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을 가장 외상적인 사

건으로 들었다. 업무내용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구급의 경우 출동빈도가 타 업

무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며, 체력상의 문제를 느끼는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40% 이상의 참가자들이 구급을 가장 스트레스 되는 업무로 꼽

았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으로 볼 때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결과는 소방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편감

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크지만 업무시간 조정이 어렵거

180) 이승협·유각근, 앞의 논문, 196면.



- 93 -

나 낙인찍히는 것에 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참혹한 외상을 목격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

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을 치유해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은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181)

두 번째, 공상·순직공무원의 증가이다. 2019년도 소방공무원의 순직, 공상 소방공무

원은 일시적으로 미약하게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항상 해마다 증가해 왔다. 소방공무

원이 매일같이 접하는 것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화재현장이나 교통사고, 자살사

건, 대형 재난사고이다. 이때 부족한 인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방력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세 번째, 3교대 근무의 비효율성이다.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

해 일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혹은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또한 

소방사무의 특성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므로 경

찰, 교정 등과 마찬가지로 교대근무체제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교대

근무체제와 비교하여 당비비 교대근무체제를 비교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감정노동도 병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효과적

인 소방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

다.182)

네 번째, 충북 ○○소방서는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 앞장섰던 소방관을 성실의무 

위반 및 허위결과 보고 등 다른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결성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한편으로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

으로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공무원집단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방식을 보여주고 있

다.183)

2)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복수설립을 인정한다.

공무원직협법의 설립단위·설립신고는 기관단위로 하나만 설립가능하며 협의회간 연

합체 설립이 불가하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최소설립단위만 제한하고 복수노조가 가

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단위로 공무원직협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복수연합체를 출범하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인적·

물적 자원낭비와 행정의 민주화를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하지만, 하급협의회에서 해

181) 김영길, 앞의 논문, 42면, 60면.

182) 류종용·조문석·김지성·이창원,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신체적·심리적 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3호, 2018, 

226면.

183) 이승협·유각근, 앞의 논문,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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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하는 협의사항을 다른 협의회에서 검토하거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가 그 운영 등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협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무

원노사관계에서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공무원직협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직협의 운영을 감시하거나 기관장과 공

무원직협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할만한 기구나 제도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직협법을 근참법의 특별법 형태로 전환하고, 소관부처를 공

무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84)

3) 전임자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한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12조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노조에는 전

임자가 인정되는데 휴직명령을 받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요건으로 가능하다. 공무

원직협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 활동을 보장하고, 전임공무

원 제도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지자체 예산지원과 가입자 회비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흐름에 정체

가 없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직협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기관

의 사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지장주지 않는 선에서 협의회가 신축적이고 자율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개선

1) 협의회 설립을 강제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였듯이 가입 금지 공무원 범위를 완화시켜 모든 공무원들

이 권익신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직협에 가

입하고 싶지만 상부의 외압, 가입할 수 없는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의 두려움 등 이러

한 이유로 가입을 머뭇거리거나 꺼려한다. 하지만 근참법에서도 가입 및 설립을 의무

적으로 진행하고 있듯이 공무원직협도 각 기관마다 모든 가입자들이 의무적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직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 내 가입 가능한 공무원을 확

대시키며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소방공무원의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

적 가입이 아니라 의무적 가입, 협의회설립을 강제하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적합한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2) 기관장의 이행노력의무를 이행강제의무로 바꾼다.

184) 조성일, 앞의 논문(2020),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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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제6조는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

히 협의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

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

한 처벌규정이 없다. 

합의된 사항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규범적 효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의결사항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행담보력,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185)

3) 설립 단위를 서 단위가 아닌 본부 단위로 한다.

공무원직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직협은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복수 설

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조직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

다. 인사이동 때마다 소방서 단위로 가입과 탈퇴를 번복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본부단위로 하면 시도교류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한 가입과 탈퇴는 유

지된다. 그러므로 설립 단위를 본부 단위로 하여 도내 인사이동 시에 가입과 탈퇴 절

차를 줄이고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마다 소속센터가 천차만별이다. 어느 소방서 관할의 소속센터는 10개이

지만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소방서 관할의 소속센터는 2개인 곳도 존재한다. 서마다 

가입자 수는 가지각색이며 가입자가 적을수록 협의회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서 단위가 아닌 본부단위로 바꾸어야 한다.

4) 협의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명시한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성 소방공무원

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성 소방공무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 협의

회 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야 한다.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직협을 통해 인

사제도 개선 및 보완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소방공무원은 철저한 계급사회일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으로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분야는 다양하다. 선박, 화학, 예방, 건축, 화재조사, 구급상황관

리, 정보통신, 자동차 운전, 심리상담사, 법무, 항공조종, 항공정비, 운항관리 등 업무

의 범위가 넓고 특수성이 작용한다. 규정된 바와 같이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 그러므로 균형적인 이해

대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비율이나 기관 크기에 따라 직급, 직군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5) 비슷한 의견으로는 박현출, 앞의 논문,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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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발전 방향

공무원직협법은 1999년도에 시행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법령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공무원단체나 노사협의회 기구

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숙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실현을 위한 자

발적인 참여·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직협을 통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 근

무환경개선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않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뜻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노동기본권을 허용하

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처럼 공무원직협에 제도적 장치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의 단체 활동을 제한한다면 

공무원의 권익을 탄압하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공무원 단체의 지나친 이익추구는 국

가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무원직협이 활성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허

용되어 공무원노조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되면 공무원직협은 노동조건, 임금, 복지 

등 정부정책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직협 가입자 중에 6급 이하의 하위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입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가 완화되어 가입

자가 더 늘어난다면 공무원노조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측면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이라고 국회에 계류중이다.186) 동 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

지만 현재 제21대 국회에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 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경찰, 소방업무가 직무 특성이 공공성이 강하고 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

장하는 핵심적인 직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단결권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업무환경의 열악함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무특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업무상 특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는 내부의 규율이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조직재부의 단결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는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186)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210118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B0J0H6V3S0E1T1N2K1I4S6U0K2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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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전통적으로 자체적인 결집력을 바탕으로 세력화하여 단결권 확보에 압력을 행

사하여 그 권리를 쟁취한 점, 넷째는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기본적인 단결

권은 허용하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르면, 단결권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고 실익도 없

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187)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공무원들

도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공무원 단체를 결성하고 설립하여 사용자인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점

진적으로 소방공무원직협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체행동권도 우리나라의 상황

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공무원직협 제도는 공무원노조를 도입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공무원단체로 인식하

고 제도를 만들었으며 공무원 단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그러므로 근참법상

의 노사협의회와 달리 공무원직협법의 목적·법적 성격은 공무원단결체에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직협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제한

할 필요도 없고, 특정 공무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다. 즉 공무원직협은 

공무원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무원단체기구로서 이 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우

리나라에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적합한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정착화

해 나가는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사용자 대 노동자 관례의 대립적 기구로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대표한

다면, 공무원직협은 상호협력적 관계로서 공무원과 기관별로 상생적 발전할 수 있는 

기구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직협이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

구로 거듭나려면 공무원노조의 전단계기구라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공무원노조와 상

호보완하고 명실상부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협력적 기구로 변모해야만 한다. 그리고 

공무원직협이 원활하게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태도이다. 공무원직협은 소속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무원단체로 기관장은 

상의하달의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조직 

번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 직원들의 불만사항 등을 이해하고 방안을 마

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 활성화하

는 등 참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로 소방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구급이다. 소방공무원들 

대다수에게 구급업무는 격무로 인지되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들이 인사관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항상 행정업무중심의 내근직과 현장업무 중심의 외근직 집단의 갈등이 있었

187) 서원석·황성원,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2권0호, 

200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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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정기인사 때마다 소방공무원 인트라넷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개선

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비공개이므

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도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방관 개인 성

과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매년 S등급 성과자가 절반 이상 행정직에 몰려있고, 소방의 

대표업무인 화재진압과 구급출동하는 출동직 소방공무원들은 10%만 S등급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188) 소방공무원 행정의 문제점도 있지만 소방서비스의 주체

인 소방공무원 스스로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야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기관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공무원직협에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조건 등이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소방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

요하다. 소속기관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직협에 

협조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소방공무원들도 공무원직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 참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공무원 사회에 노동조합·단체교섭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협력의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불가능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 해야 할 것이나 합리적 요구·협상에 대하여는 대등하고 동등한 파트너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체결된 협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는 관행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직협 및 노동조합은 행정개혁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경우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에 있어서 감축의 구체적인 대상 및 

수의 결정은 노사위원회(Labor-management Partnership)에서 노조원과 관리자들

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나아가 감축대상의 선정 작업과 대상공무원과의 개별상담 

및 통보 등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

라서 공무원직협은 업무과정의 혁신,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고객만족을 위한 촉매

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189)

소방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공성·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업무의 중단이 불

러올 수 있는 공공의 피해가 크다는 점 때문에 과도하게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제한하는 것은 노동3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들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하여 추상적인 권리 

및 보장이 아니라 소방분야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

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강한 소방·경찰·교정 등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구체적인 이유는 없다.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방분야의 노동의 

188) 뉴스1, 국감브리핑-소방관 성과평가 현장보다 행정직 우대, 2018년 10월 29일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462889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189) 전수일,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2000,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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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 노동조건, 복지에 대한 교섭권을 지니도록 법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주체적

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방공무원직협의 첫걸음이 헛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공무

원단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른 직렬 공무원에 비해 늦은 출발감이 없지 않지만 

다른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상생해 간다면 국가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소방공무원직협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등 

처우 개선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전문적인 현장 활동 수행으로 국민안전 

수호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의 전문화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00 -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4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정판, 법문사, 2007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4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김철수, 「헌법개설」, 제13판, 박영사, 2013

김형배,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1999

      ,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9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2008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오문완, 「노동단체법의 쟁점과 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3

오석홍, 「인사행정론」, 신정판, 박영사, 2000 

이병태, 「최신노동법」, 신정판, 현암사, 1999

      , 「최신노동법」, 제9전정판, 중앙경제, 2008

이상윤, 「공무원인사제도론」, 대왕사, 2000

이을형, 「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임종률,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2020

      ,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0

전수일,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2000

허영, 「한국헌법론」, 제10판, 박영사, 201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2. 논문

강연배,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제138

호, 2008년 12월

고민수, “소방공무원 직무특성과 복지기본법 분석을 통한 보건·안전 및 복지시스템 개

선방안 연구: 제주도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명용,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봉열,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01 -

김부연,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직장협의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

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1, 92면

김상겸·최경애,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중심

으로”,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통권63호), 2019

김상호,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2

호, 2001

김영길,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욱남,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인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한립법학 FORUM 

제12권, 2003

김재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전과제-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

회, 노동법연구 제12호, 2002 

김태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논문, 

2018

김홍식,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류종용·조문석·김지성·이창원,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융합사회연구소, 융합

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3호, 2018

류청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문무기, “공무원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9

호, 2010

박기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현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통권34호), 2001

방석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역할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원석·황성원,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2권0호, 2002

신혜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의 위헌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

동법연구 제46호, 2019

심희선, “소방대원의 근무교대방식이 현장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업

과학대학원논문, 2017

윤영삼·신갑성,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고용노사관계학



- 102 -

회,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1호, 2001, 137면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지방공무원의 인식분

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2001

이승협·유각근, “직장협의회법을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53호, 2016

이양호, “공무원노동조합법에서의 단결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임영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임용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장동립, “공무원노동조합의 활성화 및 역할에 관한 연구: 각국의 노동기본권 사례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0

장우성, “공무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정일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논문, 

2020

정형삼,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역할에 대한 인식연구의 결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6

조경배,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

학 제22호, 2006

조선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제35권 제4호, 2001

조성일,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상호 보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구조에 관한 연구-외국과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

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공무원노동조합제도와의차

별성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 연구 제19권 3호, 

2019

조성혜, "공무원노조 출범 후 공무원직장협의제도의 위상과 개선방안-노사협의회제도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7집, 2016

      ,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존재 의의와 개선과제-독일공공부문 직원협의회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3호, 2015

조정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제, 1999년 2월

채진,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한국위

기관리논집 제9권 제7호, 2013



- 103 -

홍효준,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31집, 2015

3. 보고서 및 통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개혁백서(98.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

원회, 1992

고용노동부, 「2020년판 고용노동백서」, 20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 2017년 7월

김정한·문무기·이승협·채준호,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0

소방청, 「2019년도 소방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9

      , 「2020 소방청 통계연보」, 2020

송문현·조오현·이세규·김경민, 「공무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

계과, 2014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조용만·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노동연구원, 「교대제와 노동시간」, 2013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길라잡이」, 2020

4. 기타자료

   1) 보도자료

뉴스1, 국감브리핑-소방관 성과평가 현장보다 행정직 우대, 2018년 10월 29일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462889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뉴시스, 소방공무원, 소통채널 두드림 4명 중 1명에 불과, 2017년 10월 9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010_0000113311&cID=10201&pID=10200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소방방재신문, 최근 5년간 숨진 소방관 평균 연령 69세. 2017년 10월 30일 기사

http://m.fpn119.co.kr/85612

(검색일 2021년 1월2일).

연합뉴스, ILO 가입후 27년 비준 미룬 핵심협약…한-EU FTA 분쟁 불씨로, 2018년 

12월 17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7079900004?input=1179m



- 104 -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JTBC, 코로나 전선 구급대원 10명 중 4명 ‘우울증 고위험군’, 2020년 10월 26일 기

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513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2) 전자자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681a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3169a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I2B0J0H6V3S0E1T1N2

K1I4S6U0K2Y9



- 105 -

Abstract

Improvement of Firefighting Officers’Labor Rights:

Focusing on Firefighting Officials Work Council

Kim, Eun Kyeong

Private-sector workers have long exercised their three basic labor rights, 

but civil servants could not exercise their fundamental labor rights except 

for incumbent government officials.

Although 「Constitution」 Article 33 Clause 2 stipulates "Onl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by Act, shall have the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public officials had not been 

recognized the fundamental labor right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servants for the country as a whole (「Constitution」 Article 7 Clause 1).

Under the 1998 Social Compact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ct 

were enacted in turn that have allowed public officials to enjoy 

fundamental labor rights.

Unfortunately, fire-fighting officers were not able to create a council of 

public officials and even they could not join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because they were a specific civil servant among experienced civil 

servants and were highly in publicness. 

However, Planning Advisory Committe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A five-year plan for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labor union on detailed assignment of 

fire-fighter and police officers. And Jin Sun Mee, assemblywoman of the 

Open Minjoo Party submitted 「A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in 

this proposal fire-fighter and police officials can also join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Constitution Article 33 Clause 2 clearly recognizes that public officials are 

workers by specifying the expression "workers who are public officials". But 

in fact, these basic labor rights are only allowed to field officials. It means 

that all public officials are not recognized with these basic labor rights.

Therefore, the Council of Public Officials which is the previous stage of 

the civil servant union, shall be recognized as a public servant union not 

an organization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And firefighting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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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allowed fundamental labor rights for the extension of their 

interests.

Firefighting officials work under the worst and the most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mong another kinds of public officials, a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re unilaterally set by laws and budgets. As a result, 

workers who are civil servants a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position. 

Thus, firefighting officials should make efforts to guarantee their right to 

live and fundamental labor rights independently and subjectively through 

the Firefighting officials work Council, an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ir 

interests.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to 

firefighting officials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on their work and raise 

their pride and self-esteem in firefighting officials who do their best for the 

safety of the nation.   

This paper brings up problems with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and the Public Officials' Labor Union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m.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permiss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for civil servant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a result of reviewing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firefighting officials and to 

improv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firefighting officials. 

First of all, to ease the range of prohibition on memb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in grade 6 or below, all public officials other than 

those in charge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grade 5 or below may be 

required to prescribe mandatory membership. 

Second,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by compulsory 

and obligation of establishment, not liberty of establishment, while allowing 

multiple organizations.  

Third, the matters subject to consult shall be expanded to more specific 

provisions which include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personnel 

affairs, welfare etc.

Fourth, punishment regulations such as fin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lega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s. 

Lastly, the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Act should be realistically 

amended to realize the original purpose of Public Officials' Work Council. 

In other words, Council of Public Official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complementary system with the civil servants' union. 

It will be difficult for Firefighting officials work council to exercise its 

labor's three basic rights in full, but it will be necessary to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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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guarantee of the labor's three basic rights in solidarity with 

the civil servants' unions while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fire-fighters. 

Currently, firefighting officials are engaged in night duty with exceeding 

the working hou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working and the 

shift work system are urgently needed for improvement. The government 

should move toward positive develop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with 

an positive attitude that recognize firefighting officials as equal partners in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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