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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무노조기업의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double-breasted
strategy)의 선택 및 실행과정, 실행의 상세 내용, 실행의 효과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관리 문헌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미국 우량기업의 병
행전략이 노조대체적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는지, 노조억압적 내용들도 포함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최대 독립 정
유회사이자 텍사스 기반 무노조기업인 Valero Energy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1980년 설립 이래 무노조기업이었던 Valero는 유노조 공장들을 잇달아 인
수하면서 2000년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노사관계를 시작하였다. 노조화
확산 방지, 낮은 노조조직률 유지, 파업 피해 최소화 등의 기업 측 기준으로
볼 때, 21세기 Valero의 병행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높은 임금 및 복리후생 제
공, 고용보장, 지역중시 문화, 효과적 의사소통 추구, 선별적 기업/공장 인수,
노조화 확산 차단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차단벽 활용, 전문 로펌 활용 등으로
구성된 노조대체접근이 그 성공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2009년 경기불황
이후 정리해고 실시, 노조조직률이 높은 공장의 우선 매각 및 노조 직무 축소
또는 외주화, 긍정적 종업원 행동규범 강제의 부당노동행위, 노조화 반대 캠
페인 실시, 선별적 채용 및 정치활동위원회 등 불법의 소지가 상당한 노조억
압접근 역시 사용되었다.
종합하면, 세계적인 우량기업에서조차도 노조대체전략이 노조억압전략과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 차원에서의 노조조직률 제고를 위해서
병행전략 추구 기업의 노조억압적 모습을 규제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만 주목해서는 특정 기업의 노조
/무노조 병행전략과 노조회피전략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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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여러 특징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은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및 노조회피전략이 기업 내부의 인적자원관
리와 노사관리 측면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텍사스 지역의 보수적 정치풍토
와 노조의무가입금지법(Right-to-Work Act), 지역의 무노조주의 지원 인프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 주제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노조회피, 노조대체, 노조억압, 발레로
에너지, 인적자원관리

I. 서 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0.2%이다(이데일리,

2019.2.23.). 10.2%의 조직률은 2015년 OECD 평균 노조조직률인 29.1%의 거의 1/3 수준
에 가깝다. 영국(23.5%), 일본(17.3%), 독일(17%)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와 유사한 수준
의 나라는 미국(10.7%) 정도이며,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7.7%)밖에 없다(뉴시스,

2017.12.7.). 10.2%를 제외한 거의 90%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대
표자의 도움 없이 사용자와 마주하여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노조 부문에 비해 불리한 근로조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배규식 외, 2007).
무노조 부문에서의 노조조직률 제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의 보호와 ‘노동의 가치
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또한,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노조조직률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
합과 정부 등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노조 부문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노조 부문은 시끄러운 노조 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없는, 어떤 정적인 상태의 영역이 아니다. 그보다는 노조 부문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경
영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측과 보다 나은 처우와 보호를 희망하는 노동자 측이
충돌하며, 노조 부문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다이내믹한 영역이다. 때문에 무노조
부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노조주의와 함께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노조조직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손꼽힌다(Northrup, 1989 & 1995). 노조/무노조 부
문 병행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을 넘나들면서, 두 부문의 중간지대
에 있는 상태이다.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노사관계 교과서에서는 간혹 언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빈약하다(van den Broek, 2003). 이 글의 목적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이 어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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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며, 어떤 변화를 내포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아울러 그 효과를 낳은 원인
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미국 남부 텍사스 소재 무노조 우량기
업이었던 Valero Energy(이하 Valero)가 지난 20년간 걸어온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1)

Ⅱ. 노조/무노조 병행전략과 노조회피전략
1.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의 성공 요인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double-breasted strategy)이란, 어느 특정 기업(집단)이, 노조
와 체결한 단체교섭이 적용되는 노조 부문(공장 또는 기업)과 무노조 부문(공장 또는 기업)
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Katz & Darbishire, 2000; Grabelsky, 2007; Gunnigle et

al., 2009). 병행전략이 발생하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1) 지주회사가 노조화 기업과 무노조
기업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2) 원래 노조기업이었으나 농촌지역(greenfield)에 무노조
공장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노조/무노조 부문을 보유하게 된 경우, 3) 무노조기업이 노조기
업을 인수하면서 두 부문을 동시에 운영하게 된 경우로 구분된다(Holley et al., 2017). 선
행연구는 주로 1)과 2)의 경우에 집중되었는데(Dundon et al., 2015; Gunnigle et al., 2009),
본 논문의 Valero 사례는 선행연구가 빈약한 3)의 경우에 해당한다.
넓게 보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1)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북부 노조기업이 남
부로 이동하는 현상에서 시작하여, 2) 1970년대 중후반 미국 건설산업의 노조/무노조 병행
전략 확산으로 이어져 왔으며, 3) 2000년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연구에서는 한 국가 내
현상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과정의 글로벌 현상으로 확장된다. 이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미국 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에도 해당되는 현상이다. 많은 해외 공장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역
시 예외가 아니다(박준식, 1996a, b). 미국 노사관계에서 노조회피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1950년대부터이다(Klein & Wagner, 1986). 노조를 피하려는 당시 대기업들이 기존
공업지대인 중서부 등 북부를 벗어나,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큰 남
부지역에 신규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북부 소재 공장에서는 신
규채용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 규모를 점차 줄인 반면, 남부공장에서는 고용규모를
늘려감에 따라 무노조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병행전략도 더욱 중요하게 된
1) 이 논문은 Valero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필자의 연구(이정현, 2018)의 후속 논문이다. 사례 기업의
일반적 특징 및 인적자원관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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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용어의 기원은 노조화된 회사들이 무노조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
해서 무노조 회사를 별도의 자회사/계열사로 설립하였던 1970년대 미국 건설산업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Bornstein, 1977; Lamare et al., 2013). 1970년대 초 같은 회사의 자회사인

Peter Kiewit Sons’ Co.(노조기업)와 South Prairie Co.(무노조기업)가 단일회사인지를 둘
러싼 노사 간 논쟁이 발생했으며, 노조기업에서의 단체협약이 무노조기업인 South Prairie

Co.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1977년 미국 대법원은 판결
을 통해 두 개(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기업이 사실상 단일 사용자에 의한 단일기업(single

employer or alter egos)인지의 판단 기준으로, 1) 운영의 연관성(interrelationship of
operations, 지역 분리, 설비/인력 공유 여부), 2) 공통의 경영(common management, 운영상
의 독립성), 3) 공통의 소유권(common ownership, 임원 겸직), 4)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노
사관계의 중앙통제(centralized control of industrial relations, 잠재적 통제가 아닌 실질적
통제)의 네 가지를 명시하였다(Bornstein, 1977; Husband & Thompson, 1983; Grabelsky,

2007; Spencer & Garber, 2015). Kiewit 판결 이래 건설산업에서 (상업용 빌딩 및 공공건
설사업 주력) 노조기업과 (주택건설 주력) 무노조기업을 병행하는 기업의 수가 폭증하기
시작하였고, 이 추세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산업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Grabelsky, 2007).
개별 기업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선택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시장 특성,
기업 특성, 기업 외부 특성, 노조 및 종업원 특성, 국가 특성, 지역 특성 등을 들 수 있고,
영향요인에는 선택의 목적 또는 이유도 포함될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건설업체들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영향력이 큰 대도시 상업용 빌딩 및 공공건설사업에서는
노조원 인력 사용 의무화 협약(Project Labor Agreement) 적용 비율이 높아서 노조기업이
수주에 유리하다. 반면 저가입찰이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민간주택사업에서는 인건비 절
감 및 작업 유연성 확보가 가능한 무노조기업이 더 유리하다(Grabelsky, 2007; Lamare et

al., 2013). 하지만 Valero와 같은 대형 우량기업이 노조 부문 대비 인건비 절감을 주목적
으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Gunnigle et al., 2009).
제조업 여부, 제품 다양성, 규모 및 공장 수,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에의
통합 정도 등의 기업 특성, 경영권 및 공장/사업체 단위 경영진 의사결정 권한 중시 정도,
병행전략에 대한 기업 몰입도 및 창업자 철학, 인력운영의 유연성 등이 노조 불인정과 노
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주요한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어 온 기업 특성 관련 항목들이다

(Druker, 2016). 부품업체/하청업체 조달 가능성, 재무상태(노조화된 공장에의 재무 의존
도) 및 채무관계(채권자 기업의 노조화 여부), 전략 선택 이후 연금에서 탈퇴하더라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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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속하거나, 5년 이내 다시 재진입하면 연금 불입 의무가 되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연금탈퇴조항(withdrawal liability from pension plans), 노동력의 젊은 세대로의 변화, 인
력 조달 가능성 등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외부 차원의 요인
들이다(Gunnigle et al., 2009; Druker, 2016).
미국에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법적 기준 충족 시 허용되는 제도이다(Husband &

Thompson, 1983). 하지만 노조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무노조 부문) 종업원의 권한을 침
해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의 권한도 침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이
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한다.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노조의 힘, 노조
의 적대적 노사관계 채택 여부, 단체협약의 법적 상태(노조화된 직무 보호 규정인 work

preservation clauses와 무노조 기업에 대한 양도를 금하는 승계 규정의 단협 삽입 여부)
등은 노조 관련 요인들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 기업의 높은 노조 인정 비율과 미국 기업의
낮은 노조 인정 비율 등과 같은 국가 요인도 병행전략 선택에의 영향 요인이다(Gunnigle

et al., 2009; Lamare et al., 2013). 다국적기업의 해외 진출 시 국가 요인은 본국 요인과
유치국 요인으로 구분된다. 미국 소유 다국적기업이 해외 진출 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본국 요인의 예이다. 무노조 상태가 국제투자 유치에 긍정적
인 조건이라고 보는 지역 경영진의 인식은 지역 특성 및 유치국 요인에 해당한다. 노사
간의 산별 단체협약이 산업 전체, 혹은 지역 전체에 구속력을 가지고 무노조 부문에도 적
용되는 상황(예를 들어, 유럽 대륙)에서는 사용자가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을 택할 여
지가 적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첫 번째 연구과제로 Valero 사례를 통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영향요인(시장특성, 기업특성,
기업연관 외부 특성, 노조 및 종업원 특성, 국가특성, 지역 특성 등) 또는 병행전략 선택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Valero 사례에서도 유효한지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거나 강
조되지 않은 병행전략에의 영향요인 또는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조억압접근과 노조대체접근의 구분
사용자 대부분은 자신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용자가 희망
하는 무노조 상황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임금과 고용 포함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대
한 기업과 사용자의 주도면밀한 결정과 집행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무노조 지향의 노조
회피전략(union avoidance strategy)은 두 가지이다(Kochan et al., 1986; Katz et al., 2008).
첫 번째는 노조의 교섭 요청 거부, 인력 아웃소싱, 비정규직 인력 활용, 노조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근무지 재배치, 노조 유경험자 대상 채용에서의 차별, 채용에서의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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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용 등을 포함하는 노조억압접근(union suppression approach)이다. 두 번째는 고임금
과 고용안정, 종업원 선호 직무 부여, 수평적 조직 구조, 활발한 쌍방향 의사소통 등 종업
원 고몰입 제도를 포함하는 노조대체접근(union substitution approach)이다. 노조억압접근
은 배제주의적 접근(exclusivist strategy)으로, 노조대체적 접근은 포용주의적 접근

(inclusivist strategy)으로 명명되기도 한다(Peetz, 2002). 노조대체접근을 강조하고 정교한
인적자원관리를 중시하는 기업이라면, 여러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노조억압방식을 기피할
것이다. 이 경우 개별 기업에서 노조대체접근과 노조억압접근은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연구과제는 노조대체접근과 노조압박접근의 구분이 노조/무노조 병
행전략의 현실에서도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미국 북부 노조화 기업의
남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이 노조화를 회피하려는 노조억압전략
의 일환으로 이해한다(Gunnigle et al., 2009; Lamare et al., 2013). 반면 미국 우량기업
무노조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무노조주의를 노조대체적 접근이라고 이해하면서, 노조/무노
조 병행전략 역시 노조대체적 접근의 확장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무노조주의 경영방식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일환이라는 생각(조효래, 1996) 역시, 인적자원관리 모형에
기반한 노조대체적 접근에 해당한다. 무노조주의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격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방식, 노사관계 전략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효래, 1996). 인적자원관리 제도에만 주목하고, 노사관계의 실제 운영을 간과
할 경우, 무노조주의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3. 무노조기업 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Valero
이 논문은 무노조기업의 노조회피전략 채택과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실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사례연구는 주제의 탐색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
구방법론이다. 무노조기업 주제 연구에서도 간혹 발견된다(Cullinane et al. 2012; 배규식
외, 2007). 국내 사례연구에서도 임금수준, 임금체계, 고용안정성, 인적자원개발, 작업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도입한 무노조기업 비중이 0.5%에 불
과한 현실(배규식 외, 2007)에서 일반적인 표본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
었다.
사례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의 선정이 중요하다(Stake, 1995). 세 가지 이유에서 Valero가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이정현, 2018). 첫 번째로, Valero는 무노조주의 문헌에서 설명되
어온 노조대체적 접근을 잘 구현하는 정교한 인적자원관리 정책들을 실시해온 기업이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사례대상에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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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웠으며(예외: 조돈문, 2014), 2차 자료가 풍부한 Valero를 선정하
였다. 두 번째로, 1980년부터 시작된 후발 남부기업이 무노조 기업에서 시작하여 북부의
노조 부문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역의 상황(reverse

double-breasted strategy, Dundon et al., 2015)’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Valero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노조기업들에게 알려지고,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Valero는 텍사스 소재 천연가스 생산회사에서 분사되면서, 1980년 설립되었으며, 초기
주 업종은 천연가스용 파이프라인 운영이었다. 1980년대 중반 정유공장 인수를 계기로 천
연가스 운송에서 정유업종으로 사업영역을 바꾸었다. 현재는 정유업종 및 석유제품 도/소
매업이 주력 업종이다. Exxon Mobil, Shell Oil, Conoco Phillips, Marathon Petroleum,

LyondellBasell 등의 회사들이 경쟁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석유 시추까지를 포함하는 통합
정유업체(integrated refiner)이지만, Valero는 석유 시추 분야가 없는 독립정유업체

(independent refiner)이다. 2017년 기준 정유능력이 일간 3.1백만 배럴(BPD)로, 미국 전체
정유능력 16.8백만 배럴의 20%에 육박하며, 독립정유업체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Valero
홈페이지, 2017.12.13.). 이 일간 정유능력은, 2017년 국내 4대 정유회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일간 정유능력인 2.9백만 배럴보다 큰 규모이며, 매
출 기준으로도 국내 4대 정유회사의 매출 합계인 93조 원에 근접(89조 원)한다(각 회사
홈페이지, 2017.12.13.)2). Valero는 1990년대 이래 정유공장 인수합병을 통해 급성장하였
다. 특히, Google이나 Facebook처럼 IT산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어
온 정유산업에 속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우어원유 탈황 능력을 기반으로 2008년 경
제위기 이전까지 구글의 성장세에 필적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룬 특이한 사례이다.

Bill Greehey는 1980년 창립부터 28년간이나 CEO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하였다(이정현, 2018). 이 시기에, 종업원 최우선 원칙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정리
해고(lay-off) 금지와 종업원 고용보장 원칙, 지역공동체 기여 중시 등이 기업의 핵심가치
로 확립되었다. 또한, 팀워크 중심 기업문화와 이 기업문화에 적합한 인재 채용 등이 인적
자원관리의 특징이다. 인사업무의 외주화 금지, 성과지향적 인력관리, 종업원과의 의사소
통 중시 등도 중요한 특징들이다. 보상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업계 중상 수준의 임금
수준 및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들 수 있다. 외부조정인을 선정하고 고충위원회 위
원 다수를 일반 직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의 공식적 고충처리제도 역시 Valero 인력관리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Valero는 Foulkes(1980)가 말했던 우량 무노조기업의 노조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을 기준으
로 달러당 원화는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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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지향의 인적자원관리 상의 특징 또는 무노조기업의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모델의
특징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중시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경영자
의 리더십과 철학, 팀워크 중시 기업문화, 높은 보상 수준, 성과지향적 인력관리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 노조대체적 접근을 보이는 무노조기업의 특징(Foulkes, 1980; Kochan et al.,

1986)을 그대로 공유한다.

Ⅲ. Valero 노사관계 현황과 병행전략의 성공
1. 무노조기업의 노조기업 인수와 병행전략의 시작
Valero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예를 들어, 같은 샌안토니오 소재 대형할인매
장인 H-E-B, Zachary건설,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SAS)처럼 무노조 경영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미국 동부 뉴욕 근처의 모빌(Mobil) 폴스보로(Paulsboro) 공장을 인수하고

2002년 캐나다 퀘벡 UDS 정유공장을 인수하여 유노조 공장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Benicia
공장과 Wilmington공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역시 대표적인 친노조 지역이다.
그러나 같은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Zachary건설의 경우, 무노조경영을 유지해온 기업에
친노조 분위기가 유입될 것을 우려한 끝에 친노조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이나 네바다
주로의 사업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Zachary Construction 인터뷰, 2005). 즉, 무노조경영
이라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북부 진출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제한한 것
이다. 반면에 Zachary건설과는 달리,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인수합병을 채택한 Valero
는 노조화된 북부 기업/공장 인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기업 내 노조 부문 형성을 감수
하는 적극성을 보여왔다(Crownover, 2005; Spencer & Garber, 2015). 기업 성장전략이 노
사관계의 변화를 초래한 Valero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에 비해 노사관계 전통이
기업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친 Zachary 건설의 사례는 예외적이다.

2017년 현재 Valero 15개 정유공장 중 8개는 무노조, 7개 공장은 유노조 상황으로 노조/
무노조 병행에 해당한다(아래 표 1 참조). 2017년 노조화된 7개 공장 종업원 수는 3,265명
으로서 Valero 전체 인력 약 10,100명의 1/3에 해당하는 인력이 노조 부문에 소속되어 있
다. 특히 6,740명 정도로 추정되는 정유공장에만 한정하면 노조 부문 공장 소속 종업원
규모는 절반에 가까운 48.4%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노조 부문이 적은 비중을 차지했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Valero가 이제 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물론 노조 부문 공장 소속 종사자 모두가 노조원은 아니므로, 정확한 노조조직률
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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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 노조화된 공장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가 10,000명 규모로 축소된 점
과 맞물려 전체 노조조직률은 11년 전의 7%에서 다소 증가한 10%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
된다.

2. 노사관계 현황
<표 1> Valero 15개 정유공장 특성
번호

공장명
위치

고용
규모

노조화

1

Ardmore,
OK

290명

O

480명

O

760명

-

450명

-

500명

O

2
3
4
5

Benicia,
CA
Bill
Greehey,
TX
Houston,
TX
Jean
Gaulin,
Quebec

6

McKee,
TX

475명

O

7

Memphis,
TN

310명

O

8

Meraux, LA

250명

O

9

Pembroke,
Wales

550명

-

10

Port Arthur,
TX

850명

O

600명

-

480명

-

305명

-

440명

-

11
12
13
14

St.Charles,
LA
Texas City,
TX
Three Rivers,
TX
Wilming
-ton, CA

기타 사항
2002년 Ultramar Diamond Shamrock (UDS) 인수에 포함된 6개
정유공장 중 하나. 2016년 233명이 IUOE(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local 351 노조원. 75% 이상의 노조조직률 보임
2000년 인수. 서해안지역 진입의 계기. 노조조직률 낮음. IBEW local
180 노조원 존재
Corpus Christi 소재. 두 개 공장으로 구성. 서쪽 공장은 1983년 구입한
Corpus Christi 공장(Flagship refinery). 동쪽 공장은 2001년 El
Paso정유로부터 인수
Texas City공장과 함께 1997년 Basis 석유 인수 때 함께 인수된 3개
공장 중 하나
Ardmore 정유공장과 함께, 2002년 UDS 인수에 포함된 6개 정유공장 중
하나. Valero Energy Inc. 소속
Sunray 위치. Ardmore 공장 및 Jean Gaulin 공장과 함께, 2002년 UDS
인수의 6개 공장 중 하나. 350명이 USW local 13-487(또는 13-8363)
노조원
Port Arthur와 함께 2005년 Premcor 인수에 포함된 4개 정유공장 중
하나. USW 9-631 소속 노조원
2011년 Murphy Oil로부터 인수. St. Bernard Parish 위치. 2015년
노조원은 USW local 8363 소속 160명
2011년 Chevron으로부터 인수. 유럽 시장 진출 계기
2005년 Premcor 인수에 포함된 4개 공장 중 하나. 다수가 USW local
13-423 소속 노조원. 국제기계공노조(IAM) local 823 소속 노조원은 약
140명(2011년 58명). 2011년 IBEW local 2286 소속 노조원 33명
Norco 위치. 2003년 Orion 인수 시 포함된 공장. 무노조임을 홈페이지에
명시
1997년 Basis 석유 인수 때 함께 인수된 3개 공장 중 하나. 2009년
66.1%의 반대로 USW 가입이 부결됨
Ardmore공장 및 Jean Gaulin공장, McKee공장과 함께, 2002년 UDS
인수에 포함된 6개 공장 중 하나
2002년 UDS 인수에 포함된 6개 공장 중 하나

주: 1) 총 15개 정유공장이며, Bill Greehey공장은 2개 공장으로 구성됨.
2) 2017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하이오주 Lima공장(2007년 매각), 델러웨어주 Delaware
City공장(2010년 매각), 뉴저지주 Paulsboro공장(2010년 매각), 베네주엘라 인근 Aruba공장(2012
년 폐쇄), 콜로라도주 Denver공장, 루이지애나주 Krotz Springs공장 등도 인수되었다가 매각 또는
폐쇄된 바 있음.
3) 위 기타 사항의 일반 사항은 Valero 홈페이지 참조. 노조 관련 내용은 노조 및 신문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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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Valero 전체 인력 약 10,100명 중 67%인 약 6,740명이 정유공장에서 근무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11개 에탄올공장(총 760명 규모)과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

1997년 Basis 석유 인수 당시 2개 공장, 2002년 UDS 인수 당시 5개 공장, 2005년
Premcore 인수 당시 2개 공장, 2011년 Chevron 인수 당시 2개 공장 등을 흡수하였다. 이
는 정유공장별로 이전 소유기업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공장별 경영방식 및 문화도 상이함
을 의미한다. Valero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설명을 보면, 실제로 공장 간 현장 인력의 이동
이 매우 제한적이다(Glassdoor, 2017). 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정유공장 종업원들이 Valero
의 단일한 기업문화(‘One Valero Way’)로 흡수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음을 뜻한다.
또한, Valero 전체를 아우르는 종업원 대표조직의 활동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7년 현재 7개 노조화 공장 중에서 전미철강노조(USW)에 가입한 Valero 정유공장은,
텍사스 Port Arthur공장과 썬레이(Sunray) McKee공장, 테네시 Memphis공장, 그리고

Meraux공장 등 4개이다.3) 오클라호마 Ardmore공장 종업원들 대부분은 USW 소속이 아
닌, 국제엔지니어노조(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IUOE) 소속 노조원으
로, 6년 유효기간의 장기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다(IUOE, 2010). 캐나다 퀘벡주 Jean

Gaulin공장과 테네시주 Memphis공장 등 두 개 공장 종업원 중 일부는 직종에 따라 국제
전기노동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IBEW)과 독립정유노동조
합(Independent Oil Workers’ Union, IOU)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2009년 Port Arthur공장
의 138명은 국제기계공노조(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 local 823 소속 노조원이었다(UNIONFACTS.COM, 2017.12.13.).
Valero의 주요 교섭 대상인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nion, USW)는 미국 산
별 노조 중 최대 노조로서 전체 노조원이 85만 명에 달한다. 이 노조는 미국 내 약 3만
명의 정유공장 노조원(휴스톤 지역 5,000명 포함)을 대표하고4) 미국 내 약 140개의 정유
공장 중 60개 이상의 정유공장을 커버하고 있다(ILO, 2002; Houston Chronicle,

2012.1.31.; CNBC, 2015.2.1.). 특히 미국 1일 정제능력의 2/3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장
들을 포괄한다.
전미철강노조 중 석유/가스분과(PACE)의 주도하에, 정유산업 및 화학산업 주요기업들
3) 이외에도 2006년 시점에서 델러웨어주 Delaware City공장, 오하이오주 Lima공장, 북중미의 Aruba공
장도 USW 가입 공장이었으나, 이후 폐쇄 혹은 매각된 바 있다.
4) 원래 미국 정유산업 노조원들은 1918년 설립된 석유/화학/원자력국제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International Union, OCAW)에 속하였으나, 1999년 제지/화학/에너지/연합국제노조(Paper,
Allied-Industrial, Chemical and Energy Workers International Union, PACE)에 합병되었으며, 다시 이
PACE는 2005년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라고 통칭되는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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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년 기한(2015년 체결 협약은 4년)의 단체교섭(national oil bargaining)이 진행되고 단
체협약이 체결되는데, Valero 역시 이 분과에 포함된다. 미국 주요산업에서 발견되는 특유
의 패턴교섭(2012년 및 2015년 전미철강노조와 Shell Oil 간의 교섭) 결과에 따라 Valero
산하 공장(예: 텍사스 Port Arthur 공장)에서의 파업 발생 여부도 결정되게 된다(Houston

Chronicle, 2012.1.31.). 여러 정유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PACE에는 ‘Chevron Coordinating
Council’, ‘Standard Oil of Indiana-Nationwide’, ‘Tesoro Nationwide Council’ 등 석유업체
별 노조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Valero Energy 노조원들 역시 기본적으로 USW의 지
역(local)별로 활동하면서(표 1의 공장별 local 구분 참조), 한편으로는 USW의 석유분과인

PACE의 ‘Valero Energy Refining Group Nationwide Council(Barrett, TN)’ 단위(unit)로
편제되어 있다(UNIONFACTS.COM, 2017/12/13).

3. Valero의 병행전략 성공과 노조의 조직화 실패
‘Valero 정유그룹 협의회(Valero Energy Refining Group Nationwide Council)’ 소속 노
조원 규모는 2002년 680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 1,714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미국 경제불황이 덮친 2009년에 노조원 수가 1,179명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
여 2013년 98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1,020명인 것으로 나타
난다(UNIONFACTS.COM, 2017/12/13). 이는 Valero 전체 종업원의 10% 정도에 해당된
다. 이 규모는 국제엔지니어노조(IUOE), 국제전기노조(IBEW), 국제기계공노조(IAM), 독
립정유노조(IOU) 등에 가입된 노조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 노조 가입 인원을
가정하더라도 노조 가입률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당시에는 노조원 수가 총 1,800명(이중 USW 소속 노조원이 1,714명)이었으며,
22,000명에 달하던 당시 전체 종업원 수 대비 노조조직률은 7% 정도(Business Wire,
2006/09/18)였다. 2000년 미국 석유부문(석탄 포함) 노조조직률이 23.8%(ILO, 2002)인 점
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Valero의 노조조직률이 낮은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15개
공장 중 7개 공장이 유노조 공장인 점을 감안할 때, 15%의 노조조직률은 Valero가 노조/
무노조 병행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조합들의

Valero 조직화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노조 조직화(organizing campaign) 노력이 계속 실패하면서 낮은 노조조직률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텍사스주 텍사스시티(Texas City) Valero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은
전미철강노조(USW) 가입 안건을 183 대 94의 투표로 부결시켰다(Reuters, 2009.8.10.).

USW 대표 선거(representation election) 요청 청원카드에 74%의 공장 근로자가 서명했음
에도, 선거 직전 회사 측 노조화 반대 캠페인(captive audience speech)과 종업원 1대 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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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종업원이 노조화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NOBC, 2009). 텍사스
시티(Texas City) 공장에서의 2009년의 부결은 1990년대 USW(local 13-1)가 노조화 투표
를 처음 시도한 이래 세 번째 실패였다(NOBC, 2009). 74%의 청원카드 서명 비율과 이번
이 세 번째 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Valero 종업원들의 노조화 니즈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다고 볼 수도 있다. 74%의 서명 비율과 대비되는, 2/3에 이르는 높은 부결률을 생각하면,

Valero가 노조 조직화 시도에 대해 무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무노조 부문 공장
유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Valero 산하 공장 중 노조화에 성공
한 공장이 거의 없다는 점5)은 Valero의 인력과 예산 투입이 성공적임을 의미한다.
노조 조직화의 실패는 이미 언급한 USW의 Valero 텍사스 시티 공장에서의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서 Valero를 포함하는 텍사스주 정유산업 전체에서 노동
조합들의 조직화 시도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 2010년 국제엔지니어노조(IUOE)는 텍사스
소재 두 개 정유공장에서 대규모 조직화 선거를 치렀으나 모두 패배하였다. 이를 계기로

IUOE는 투표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대규모 단위 조직화 전략을 포
기하고 특정 사업장의 특정 직종에만 조직화 노력을 국한하는 ‘소규모 단위 조직화 전략

(micro-unit organizing strategy)’으로 선회하였다(Jodon, 2013). 예를 들어, 특정 정유공장
의 생산직 전체를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인력, 더 나아가 외주인력 중에서 크레인
기사(crane operator) 및 굴착작업자(rigger)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 투표 진행을 들 수
있다. 이 전환은 소규모 조직화 성공률은 다소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노
조원 확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4년 테네시주 소재 폭스
바겐(Volkswagen) 자동차 공장의 노조 조직화 투표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아깝게
패배한 이래 2017년 미시시피주 닛산(Nissan) 조직화 선거는 남부 소재 외국계 자동차기
업(transplants) 조직화 투표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선거로 주목을 받았다. 생산직
종업원 다수가 흑인이고, 선거 과정에서 백인종업원에 대한 백인감독자의 우대조치가 쟁
점이 되면서 인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닛산(Nissan) 종업원들은
비록 북부 Big 3 노동자에 비하면 시급이 상당히 낮음에도 지역 내 유사한 대우의 일자리
가 없음을 중시하여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충격적인 패배
를 경험하였다(New York Times, 2017.8.2. & 2017.8.05.). 또한, 국제기계공/항공노조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AW)는 사우스캐롤
라이나주 보잉(Boeing) 조직화에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였으나, 2017년 조직화 선거에서
5) 미국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노조화 선거 DB를 확인하였으나, 2009년 Texas City 공장의 투표를
제외하면, Valero 산하 공장에서의 어떤 노조화 투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Valero의 무노조 공장
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노조의 조직화 노력은 선거 단위 종업원의 청원카드 서명이라는 첫 번째
단계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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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1의 비율로 참패하였다.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이러한 미국 남부기업의
반 노조주의 정서와 노동조합들의 남부 조직화 실패의 흐름 속에서 보호받아 왔다.

15개 공장 중에서 7개 공장이 노조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Valero는 노조의 파업으로부
터 거의 영향 받지 않아 왔다. Valero 역사에서 파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Valero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아루바(Aruba) 섬 소재 정유공장을 매입(2004년) 이후인 2006년 말
당시 종업원의 절반인 385명이 참가한 파업이 1주일간 지속된 적이 있었다(San Antonio

Business Journal, 2006/12/05; Wever, 2006). 하지만 아루바공장은 미국이 아니었고, 2012
년 폐쇄된 바 있다. 오클라호마주 Ardmore 공장 노조원(IUOE local 1) 233명은 2016년

3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였다(UNIONFACTS.COM, 2017.12.13.). 그러나 2012
년까지 Valero 산하 어느 정유공장에서도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LMOGA,

2012), 전체적으로 볼 때 Valero에서는 파업이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독립정유업체로서는 Valero가 최대업체이지만, USW와 정유업체들 간의 단체교섭에서

Valero의 중요성은 작다. 정유업체 중 노조원 수가 많은 주요업체도 아니며, 교섭 결렬 시
선제 파업 대상 주요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2월 전미철강노조(USW) 파업은

1980년 이래 36년 만에 발생한 정유산업 전국단위 파업이었다. 당시 파업 진행된 11개
USW 산하 공장 중 Valero 소속 공장은 하나도 없었다. 63개 USW 소속 정유 공장 중
11개 파업 대상 공장은 지난 10년간의 심각한 산재 발생 공장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Reuters, 2015/02/07). Valero 공장은 타 회사 공장에 비해 산재 발생 수준이 낮았기에 선
정되지 않았다. 2012년 교섭 당시에는 파업이 발생할 3개 USW 산하 공장 중 하나로

Valero Port Arthur 정유공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LMOGA, 2012).
정유산업에서 파업 진행 노조를 둘러싼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정유회사들은 사무직 근로자와 동일 회사의 다른 공장 무노조원 근로자 및 대체근로자

(replacement workers)6)를 투입하여 기존 일일 정제능력(barrel per day, BPD)을 유지할 수
있다(CNBC, 2015.2.1.; Houston Chronicle, 2012.1.31.; Reuters, 2015.3.13.).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미국 주요 정유공장에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으며,7) 텍사스 등
정유공장 소재 지역에 파업대체 가능 정유산업 유경험자가 풍부하다는 점 역시 노조 교섭
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6) 2015년 2월 USW 파업 당시 파업 진행 공장 11개 중 10개 공장에서 한시적 대체근로자들이 투입되었
다.
7) 미국 석유가스산업 종사자 수는 1982년 16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하였으나, 이 숫자는 1999년 64만 명
으로 급락하였다. 이는 17년 만에 10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연간 5.2%씩 감소했음을
의미한다(IL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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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ro가 7개 유노조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노조 부문 공장의 인수 이후 무노조
부문으로 노조 조직화의 확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Valero의 노조조직률은 정유산업
평균 이하이며, 다른 경쟁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조설립에 대한 종업
원의 니즈는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노조 조직화 투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
며, 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노동조합 측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을 의미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도 Valero에서 이러한 노사
관계의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Valero가 희망하는 노사관계의 지형
역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 성공요인
다음의 <표 2>는 지금까지 설명된 Valero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
략의 성공 이유, 그리고 그 성공요인을 노조대체적 내용과 노조억압적 내용으로 양분한
사항들을 보여준다. 아래의 각 절에서는 노조/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의 성공을 노조대체적
요인들(이정현, 2018)과 노조억압적 사례들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노조대체적 접근의 성공요인
유노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Valero는 채용과 승진, 징계와 고충처리 등 다양한 인적
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영역에서 노조와 무노조 공장 간, 혹은 노조원과 무노조원 간의 차
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종업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표하여 왔다. 아울러
새로 인수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조환경을 선택한 것이므
로 노조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회사 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Valero의
다른 무노조 공장에서는 무노조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 역시 종업원들이 선택한 결과이므
로 존중해 줄 것을 노조에 요구하여 왔다(Crownover, 2005).

Valero에 인수된 공장들은 인수되기 직전 경영 부진을 겪고, 소속 종업원들은 고용 불안
과 낮은 보상에 시달렸다. 석유산업 종사자들은, 적자가 발생하면 수천 명의 정유공장 종
업원들이 해고되었던 1980년대 중반 ‘Texaco 시절’을 겪거나 전해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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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Valero Energy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요인
노사관계
현황

*
*
*
*

성공근거

* 낮은 노조조직률 유지: 타 정유회사 조직률에 비해 낮은 조직률
* 신규 조직화의 실패: 2009년 텍사스 시티 공장 세 번째 노조 가입
투표 부결, 타 Valero 정유공장에서의 노조 가입 투표 실종
* 거의 전무한 파업 피해
* 회사 희망 노사관계 지형과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지속 가능성

기업수익

* 피인수 종업원 고용 보장과 높은 임금/복리후생 지급
* 무노조 공장에 대한 높은 임금 지급
* Valero 방식 및 문화에 대한 설득에 집중

지역중시
문화

* 미국 내 가장 보수적이고 반노조적인 텍사스 문화 및 노조의무가입금지법
(Right-to-Work Act)
* 지역기반 채용과 지역 자원봉사 통한 텍사스 문화 유입

의사소통

* 인력 규모 급증 및 이질성 증가에 따른 소통 중요성 증대
* 소통 담당 임원 배정 및 HRM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연계

선별인수

* 11개 에틸렌 공장 모두 무노조 공장
* 공장 인수대상 결정에서 노사관계 및 노조 조직화 가능성 고려

노조/
비노조
병행전략
성공

병행
전략
성공
요인
노조
대체
접근

병행
전략
사례
노조
억압
접근

노조
조직화
차단벽

적극적 인수전략의 하위전략으로서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15개 정유공장 중 7개 공장이 노조 조직화 공장
11개 에틸렌 공장은 모두 무노조 공장
10,100여 명의 전체 종업원 중 10% 중반대의 노조조직률

* 노조 부문/무노조 부문 단일기업 판정 회피 위한 4가지 기준 통과 필요
* 무노조 부문으로의 노조 조직화 시도 차단을 위한 조직설계 차원의 수직적 방화벽
및 수평적 방화벽 설치

전문로펌
활용

* 텍사스 및 다른 지역 노사관계 전문 로펌의 지속적 활용
* 단체교섭, 노조 가입 투표 등 모든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전문 조력 활용

정리해고
발생

* 2009년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발생과 공장 매각으로 인한 고용 안정 전통의 예외
발생

노조직무
위축

* 노조 직무 아웃소싱화 및 비정규직과 외주인력 활용도 증가

부당
노동행위

* ‘종업원의 긍정적 행동 정책’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선별채용

* 기업 문화/가치와 개인 가치의 적합성 평가 기반 채용
* 노조 조직화 억제 방향으로의 채용 프로세스 운영

정치활동

* 임직원에 대한 ‘정치활동위원회(ValPAC)’ 가입 및 기부 권유

정유공장 인수합병 시 피합병 공장 종업원들의 대량 해고가 통상적이던 상황에서,

Valero에 인수된 공장 종업원들은 고용 안정과 보상 수준 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Valero
가 주도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종업원
들에게 기존 보상과 사내복지 수준보다 우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
다(Ottinger, 2013; Robin & Burchell, 2013). 인수된 무노조 부문 공장이나 기존 무노조
부문 공장이 노조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노조 부문 임률(union scale)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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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무노조공장 임률(wage rate)을 제공(buy-out)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무노조 공장의 경우 언제든지 해고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노조화된 공장에 비해 높
은 임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Valero뿐만 아니라 Exxon Mobil 등 여러 메이저
정유회사들은 노조화 방지를 위해 보다 높은 임률 제공을 활용하였다(Cabanatuan, 2000;

Glassdoor, 2017).
Valero가 1990년대 말까지의 무노조 상황과 2000년대 노조/무노조 이중구조 상황을 유
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Valero의 ‘좋
은 기업시민 정책(good corporate citizen policy)’과 지역공동체 중시 문화이다.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업의 기여와 봉사는 지역 내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
정적 평가를 낳아 친기업적 우호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좋은 기업시민 정책을 통해 종업
원 개인은 지역공동체의 세밀한 인간관계 내부로 편입되고, 노조의무가입금지법

(Right-to-Work Act)과 노조 활동에 적대적인 미국 남부 텍사스지역 분위기(Dixon, 2007)
는 다시 그 네트워크를 타고 Valero 종업원의 노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8)
기업 구성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과 밀착되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지역에
지배적인 가치관에 역행하는 노조설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만약 노조 형성 시도가 발생
할 경우 이에 부정적인 지역사회의 영향과 개입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는 무노조주의와 노조/비노조 부문 병행전략의 선택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특
성 중 하나이다.
또한, 2000년대 수많은 인수합병으로 인해 종업원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다(Convenience Store News, 2003.9.3.). 종업원 수가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 구성원들이 합병된 점 역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
인이다.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 요인 중 세 번째는 Valero가 종업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Valero는 인력 구성이 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으
로 구성된 상황에서 종업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든 메시지가 종업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Gigley, 2017). 18명의 경영진 중에서 의사소통 담당 Vice President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지난 7년간 의사소통 V.P.로 재직했던 임원이 HRM 담당 V.P.로 수평이동했다는 사
8) 노조의무가입금지법(Right-to-Work Act)은 유니온숍(union shop)에 의한 종업원의 노조 강제 가입과
노조비 공제를 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반노조 법안이다. 텍사스의
사업가이자 텍사스 석유 재벌들의 로비스트인 Vance Muse가 주도한 미국기독인연합(Christian
American Association)에 의한 노조의무가입금지법 운동은 1940년대 초 텍사스 휴스턴(Houston)에서
시작되었다(Green, 2018). 이 휴스턴은 Valero가 처음 설립된 지역이기도 하다. 텍사스주는 연방법인
Taft-Hartley법 제정 이전에 노조의무가입금지법을 주법으로 통과시킨 14개 주 중 하나이다(Dixon,
2007). 이 노조의무가입금지법은 2018년 현재는 미국 2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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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역시 Valero가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Valero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성공의 네 번째 요인은 노사관계를 고려한 선별적 인수
대상의 결정이다. 그동안 Valero는 가솔린 연료 혼합에 필수적인 에탄올을 도매로 구입하
여 왔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에탄올공장을 직접 소유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7개 에탄올공장의 인수로 이어졌다(표 3 참조). Valero 인력 약
10,000명 중 약 760명 정도가 11개의 에탄올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3번
째 에탄올 생산능력에 해당한다. 2010년 기준 미국 7개 주에 위치하는 10개 Valero 에탄올
공장 중 어느 곳도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Valero 에탄올공장 모두가 무노조 부문에
해당한다(Jessen, 2010).
일반 정유공장에 비해 작은 고용 규모로 인해 에탄올공장의 노조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두 종류의 에탄올 생산방식 중 건식이 습식보다 노조화율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특이한 현상이다(Jessen, 2010). 11개 에탄올공장 인수와 운영 과정에
서도 Valero는 무노조 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1개의 Valero 에탄올
공장은 모두 2000년대에 설립되어 근무조건이 양호한 최신식 공장들이며, 생산방식도 모
두 건식(dry method)이고, 모두 농촌 지역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1개 에탄올공
장의 인수과정에서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을 낮추는 이 공통점들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과정에서 인수대상 업체의 노조 유무와 노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11개 에탄올공장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유공장 인수과정에서도 반복되
었을 것이다.
<표 3> Valero 11개 에탄올공장 특징
번호

공장명

위치

규모

기타 사항

1

Albert City

IA

70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2

Albion

NE

65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3

Aurora

SD

70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4

Bloomingburg

OH

65명

2010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5

Charles City

IA

65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6

Port Dodge

IA

70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7

Hartley

IA

65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8

Jefferson

WI

85명

2010년 Renew Energy로부터 인수

9

Linden

IN

70명

2010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10

Mount Vernon

IN

65명

2014년 Aventine Energy로부터 인수

11

Welcome

MN

70명

2009년 VeraSun Energy로부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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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ro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성공의 다섯 번째 요인은 노조 부문의 조직화 확산을 차단
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방화벽의 설치이다. 두 개(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기업이 단일
사용자에 의한 단일기업(single employer or alter egos)으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네 가지 기준(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선행연구 부분에서 이미 설명됨)을 통과하기 위
해서, 그리고 무노조기업이 유노조기업을 인수할 경우, 유노조기업의 단체협약이 무노조
부문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수직
적 방화벽(모기업 또는 지주회사가 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을 함께 통제하는 것을 방지
하는 장치)와 2) 수평적 방화벽(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이 사실상 단일 사용자에 의한 단
일기업으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을 마련해야 한다(Husband & Thompson, 1983;

Spencer & Garber, 2015). Valero는 노조화된 정유공장을 인수하면서, 지역별 별도 법인으
로 분리시켰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Valero Refining-Oklahoma), 루이지애나

(Valero Refining-Meraux), 테네시, 심지어 캐나다 퀘벡과 영국 웨일스, 그리고 중남미 등
으로 인수된 공장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노조화된 공장의 인수가 기존 무노조 공장에서의
노조설립과 단체협약의 확장 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병행전략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 로펌(Ballard Spahr 로펌 및 텍
사스 샌안토니오 소재 로펌 등)들의 자문을 구하였고(Ballard Spahr LLP 홈페이지,

2017.12.17.), 수직적 방화벽과 수평적 방화벽을 구축하였다.
Valero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성공의 여섯 번째 요인으로, Valero는 노사관계 및 고용관
계 관련 로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Dixon, 2007; Logan, 2006).

Ballard Spahr 로펌은 10년 넘게 Valero의 노사관계 및 고용관계를 지원하여 왔다. 전미철
강노조(USW), 국제전기노동자노조(IBEW), 독립석유노동조합(Independent Oil Workers’

Union, IOWU) 등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Valero를 대변하였고, NLRB 포함 각종
노동위원회와 노조화 청원(representation petition) 과정, 그리고 일상적인 고용관계 등에도
관여하였다(Ballard Spahr LLP 홈페이지, 2017.12.17.).
결국 Valero 설립 직후 20년 가까운 무노조 기업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최근 20년간의
노조/무노조 이중구조의 성공적 운영은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노력하는 종업원 고용보장
정책, 종업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Valero 특유의 문화, 노조/무노조 이중구조를 고려한 효
과적 의사소통 노력, 지역공동체 기반 노사관계 운영 노력, 노사관계를 고려한 인수대상
업체의 선별 노력, 노조 조직화 확산 방지를 위한 수직적·수평적 방화벽 설치, 노사관계
전문 로펌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미국 기업 성장성 1위를 달리는 기업 수익
성의 확보(이를 통한 양호한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및 무노조 부문에 대한 우월한 임금
제공)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설명은 Valero가 무노조 기업 특유의 정교한 인적자원
관리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종업원들의 노조 결성 욕구를 우회적으로 충족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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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조대체에 성공한 것으로만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Valero의 노조/무노
조 부문 병행전략의 성공에는 노사관계에서의 노조대체가 아닌 노조억압의 여러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노조억압적 접근의 사례
1980년부터 시작된 Valero의 초고속 성장 추세는 2008년 미국 불황으로 인해 꺾이기 시
작하였다. Valero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손꼽히는 일련의 정유공장 인수 역시 2011년

Meraux공장과 Pembroke공장 인수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Valero는
더 이상 정유공장의 인수를 통해 급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게 된다. 이 과정에서 Valero의 인
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중 일부는 노조대체적 접근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아니라, 노조압박적 접근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0년 창립 이래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오던 Valero Energy의 고
용보장정책(no lay-off policy)이 2008년 미국 경제불황 시기에 결국 흔들리게 된 점이다.
경기불황과 석유가격 폭락, 그리고 4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기지 못하면서 Valero는

2009년 하반기 델러웨어주 델러웨어시티(정규직 150명과 외주업체 100명 대상)와 텍사스
주 코르푸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의 코크스 및 가스기화장치 분야 종사자들 수백 명
과 뉴저지주 폴스보로(Paulsboro) 공장의 100명 등을 정리해고하였다. Valero 인력운영 정
책의 근간인 고용보장정책(no lay-off policy)이 준수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한다.

2009년 전미철강노조(USW) 파업 위협 당시, 대체노동자 투입을 통하여 공장을 원활하
게 운영하려고 노력한 Exxon Mobil 등과는 달리 Valero는 파업 발생 시 델러웨어시티 공
장과 테네시 멤피스 공장 매각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후 2010년

986명 종업원 중 639명이 노조원이었던 델러웨어주 델러웨어시티(Delaware City) 공장과,
446명 종업원 중 289명이 노조원이었던 뉴저지주 폴스보로(Paulsboro) 공장 두 곳을 PBF
Energy에 매각하였다(PBF Energy, 2012). Valero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공장들을 매각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자체 보유 공장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공장들(USW 소속
이어서 2015년까지 단체교섭이 유지되어야 하는)을 매각한 것이기도 하다. 중남미해 베네
주엘라 Aruba공장의 2009년 생산 중단 및 1,000명의 외주업체 인력 해고와 2012년 폐쇄
역시 마찬가지이다(Reuters, 2009.9.8.; Daily Times, 2009.11.20.; Dugan, 2011).

Valero의 고용보장정책은 원래 정규직에 한정된 정책이었다. 파견근로자(contract
workers) 등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인력 규모보다 많은 정유산업의 특성(Dugan, 2011)
으로 인해 Valero의 고용보장정책은 비정규직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높은 수준의 복리후
생 프로그램 역시 비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9년 처음 발생한 정규직 해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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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전에도 외주인력 등 비정규직 해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Dugan, 2011; Indeed,

2017).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는 Valero에서도 외주인력은 정규직 보호의 완충 장치였다.
2000년대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유지 노력 중 노조억압적 접근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례는 노조 직무의 아웃소싱화를 통한 노조 약화 시도이다. 미국 남부기업인 Valero
의 북부 지역 진출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2000년 인수된 샌프란시스코만 인근
의 Benicia 정유공장은 2004년까지도 인근 정유공장에 비해 가장 낮은 노조가입률을 보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lero는 당시 노조원이 담당하고 있던 40여 개 직무를 800명의
남부출신 비정규직/비노조원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Valero Benicia 공장
이 남부기업인 Diamond Refractory Services사에 정유공장의 일부 직무를 아웃소싱하면서
이루어졌다. 벽돌공노조(Bricklayers and Allied Craft-workers) 샌프란시스코만 지부(Bay

Area Local 3)는 Valero Benicia 공장의 이러한 시도가 남부 출신 임시직을 불러들여 지역
내 노조운동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자리까지 뺏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 노조원을 고용하는 다른 업체로 아웃소싱 업체를 교체하도록 요구
하였다(Bresnahan, 2004; MacDonald, 2004a, b). 지역노조의 주장에 대해 Valero는 이 사
안이 Diamond Refractory Services사의 문제이며, Valero는 제3자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은 기존 노조원 담당 직무의 아웃소싱화를 통한 노조 약화 시도를 보여준다. 아울
러 이는 남부 기업인 Valeroy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같은 타 지역에 진출할
때는 지역 내 고용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전미철강노조(USW)와 정유회사 간의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보다 산업안전 제고
방안과 비정규직 이슈이다. 정유공장에서 폭발사고와 유해물질 배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종업원과 노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보전반(maintenance team)
등의 정규직 인력이 외주인력(contract workers)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의 시정 요구가 교섭 테이블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9) 전미철강노조(USW)는

2015년 초 전국석유협상(national oil bargaining)에서 정유공장 내 무노조 외주업체
(non-union contractors) 축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한 바 있다(Daily News,
2015/02/05; Reuters, 2015/02/07). 노조원 비율이 높은 조직 단위의 아웃소싱은 노조회피
전략 중 노조억압적 접근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van den Broek, 2003). 2013년

‘EEOC v. Valero Refining-Texas, L.P.’ 판례처럼 아웃소싱 진행 시 외주인력에 대한 근로
기준법 관련 보호가 어렵고, 원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Valero가 보전반 인력의 외주화(contract workers 사용)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명
시적 증거는 없으나, 정유산업 전반이 노조억압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9) Valero의 경우 정유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employee leasing services)하는 회사인 Valero Service
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NLR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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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Valero의 노조억압적 접근의 세 번째 사례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이다. 전미
철강노조(USW) local 13-423은 2012년 Valero Energy의 계열사이자 Valero 정유공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인 Valero Service사의 소셜미디어 정책이 조합원 자신의 고용조건
을 논의할 권리를 제약한다면서 연방노동위원회(NLRB)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을 신
청하였다. 2014년 4월 미국 노동위원회(NLRB)는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고용계약 내용과
조건을 소셜미디어에서 거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Valero Service사의 소셜미디어 정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Valero Service사는 모든 종업원에게 이메일로
관련 정책의 폐지를 알리고 아울러 미국 내 52개 사업장 모두에 노동위원회 시정 공고를
게시할 것을 명령하였다(NLRB, 2014). 미국에서 ‘긍정적 근무현장 정책(positive

workplace policies)’ 또는 ‘종업원의 긍정적 행동 정책(policies governing positive
employee conduct)’이란 종업원이 회사, 고객, 또는 직장 동료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표현
할 때, 부정적인 언급을 삼가고 대신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권고하는 기업 정책을 말한
다. 지금까지 무노조 부문 기업들은 이 정책을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하여
왔다(Alaniz, 2014). 이 ‘종업원의 긍정적 행동 정책’은 최근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으며,
상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노동위원회(NLRB)는 이 ‘종업원의 긍정적 행
동 정책’이 종업원의 노동법적 권리, 구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단체행동(protected

concerted activity)”로 알려진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NLRA, 제
7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로 인해, 종업원 바람직한 행동규범으로 기능해왔
으며 기업의 무노조 지향 정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던 ‘종업원의 긍정적 행동 정책

(policies governing positive employee conduct)’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는 별도로 Valero Service사는 2012년에 노조원 해고 관련 노조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
지 않아, NLRB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NLRB, 2012).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Valero의 종업원 관리가 적법하지 않은 노조억압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강한 Valero 문화에 적합한 구직자를 선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과정에서의 노력은 노
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에 기여한 요인이지만, 노조억압적 접근의 네 번째 요인에 해당
한다. Valero는 신규인력 채용 범위를 텍사스 또는 남부에 한정하려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
으며, 채용과정에서 성격 테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Crownover, 2005). 순응적
인력 채용을 위해 특정 성격 보유자를 선발하는 것은 노조대체적 접근의 예로 간주되지만

(Peetz, 2002), 실제로는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영국과
독일에 진출한 맥도날드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조 결성 또는 참여 의지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민자를 집중 채용하는 것은 차별일 가능성이 높다(Royly, 2002

& 2003). 무노조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인내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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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인 행동방식 등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을
선호한다(van den Broek, 2003). 입사 후 기술적 역량은 가르칠 수 있으나, 행동(behaviors)
또는 태도(attitudes)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구직
자와 기업 간의 문화적인 측면의 적합성(‘fit’) 또는 기업 가치와 채용후보자 개인 가치의
정합성(alignment)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실제로는 마약복용자, 폭력성향 보유자, 그리
고 친노조 성향 보유자 등 세 부류의 사람들을 걸러내고자 한다(van den Broek, 2003).
무노조주의 유지를 원하는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1) 반노조 성향 구직자 발견을
위한 특정 성격 선호 채용 방식 사용, 2) 과거 노조조직률 높은 산업/기업 종사자 혹은 노
조 관여 경력을 가진 구직자의 의도적 배제, 3) 채용과정에서 개별적 무노조 근로계약서
서명 압박 등의 방법 등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van den Broek, 2003).

2000년대 Valero의 노조억압접근에 해당되는 다섯 번째 사례는 회사 내 정치활동위원
회의 구성과 활동이다. 회사 정책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임직원들에게는 정치행동위
원회(Valero Political Action Committee, ValPAC)에의 가입 및 기부가 권유된다. 그리고

2000년대 Valero PAC에서 모금된 정치헌금의 90% 이상은 공화당 또는 공화당 소속 정치
인에게 기부되었다(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2017.12.17.). 또한, 뉴욕시장을 역임한
보수 인사인 줄리아니(Rudolf Giuliani)와 같은 인물들이 연사로 나서는 ValPAC 행사에
종업원들이 참여하도록 강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Glassdoor, 2017). 물론
정치활동위원회(ValPAC)의 운영 그 자체는 합법적이므로 노조억압적 접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ValPAC 가입 및 기
부 권유는 노조활동을 억제하거나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Glassdoor,

2017), 현행 정치활동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노조억압적 접근에 가깝다.

Ⅴ. 결 론
이 글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실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에 노조 부문과 무노조 부문의 병행전략을 선택한 대부분의 사례는,
북부 공업지대(snow-belt)에 있는 기업이 남부의 농촌 지역(greenfield)으로 이동하여 신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소재 무노조 기업인 Valero Energy
의 사례는 역으로 남부기업이 북부로 진출하면서 이미 노조화된 공장을 인수한 사례로서
선행연구에서의 거의 분석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례이다.
지금까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선택하는 북부기업은 단체교섭 의무 회피 및 인건비
절감과 경영대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남부에 무노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만 설명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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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발상에서 일부 연구는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노조화된 기업이 무노조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노조화를 회피하려는 노조 억압 전략의 일환으로만 분류한다(Gunnigle et

al., 2009; Lamare et al., 2013).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다면, 무노조 기업이었던 남부기업이
북부로 진출하면서 노조화된 기업이나 공장을 인수했던 Valero의 역사는, 단체교섭의 의
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인건비 증가나 경영진의 재량권의 축소를 감수하려는 선의의 결과
라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 Valero의 경험은, 미국 남부지역의 경제성장, 신보수주의
의 득세 등의 배경 속에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역사적
진행 및 개별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Valero가 노조/
무노조 부문 병행전략을 실행한 결과, 전체 15개 공장 중 7개 공장이 노조화 부문임에도
전체 노조조직률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노조 조직화가 무노조 공장으로 확산되지도 않
았다. 노조에 의한 파업 등 쟁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파업 등의 가능성도 낮다
는 점에서 21세기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하게는, 높
은 성장세와 큰 수익을 기반으로 양호한 임금과 복리후생 및 고용 보장을 약속하면서 기
업 종업원들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무노조 공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률의
제공 역시 노조 조직화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지역공동체와의 밀접한 관계 설정은
남부의 반노조 정서가 종업원의 노조설립 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종업원 대
상 의사소통의 강화와 효과적이고 중립적인 대안적 갈등해결 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종업
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1개 에탄올공장이 모두 무노조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대 많은 정유공장과 에탄올공장을 인수하면서도, 노사관계를
고려한 면밀한 인수대상 선정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또한, 노조 부문의 무노조
부문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인들을 분리하는 등
노조화에 대비한 수직적·수평적 방화벽을 설치하였다. 노사관계의 운영 전반에서 노사관
계 관련 로펌들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은
무노조 기업 운영에서 나타난 인적자원관리 방식 또는 노조대체접근의 노사관계에의 적용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을 채택하고 실행한 Valero의 노사관리의 상세 내
용을 보면, 노조대체적 접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까지 포함하는 노
조억압적 접근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Valero의 노조 부문 약화 시도는 노
조조직률이 높은 공장의 정리해고와 우선 매각, 노조화 비율이 높은 직무에 대한 아웃소싱
화, 무노조 공장에 대한 노조화 투표에서의 노조화 반대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이와는 별도로 긍정적 종업원 행동규범 강제라는 부당노동행위의 활용, 신규인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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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의 차별의 소지가 큰 선별 채용과 기업 정치활동위원회의 운영 등도 활용하였음을
보았다. 이는 실제 기업의 정책 실행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노조대체적 접근과
노조압박적 접근의 이분법적 구분(이 논문에서의 첫 번째 연구과제)이 매우 어려움을 의미
한다(Peetz, 2002; van den Broek, 2003).
두 번째 연구과제로 설정된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선택요인 또는 성공요인과 관련하
여, Valero 사례는 노조의 조직화 시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선택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범위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의 조직화 시도 또는 노조의 활동
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분류는, 종업원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포방식(fear stuff), 보상을 제공하는 당근방식(sweet stuff), 노동조합과 노조화 시도를 부
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악마방식(evil stuff), 노조화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붕
괴를 도모하는 치명적 방식(fatal stuff)으로 나누는 분류(Roy, 1980)일 것이다. 또한, 물리
적 강제력 사용방식, 물질적 보상 제공방식, 조직규범 활용 방식 등으로 나누는 분류

(Etzioni, 1975)이거나 직전 분류에 사회적 규범 활용 방식(Olson, 1965; Parkin, 1979)을
추가하는 분류(조돈문, 2014) 등을 들 수 있다. Roy(1980)의 공포방식(fear stuff)은

Etzioni(1975)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방식과 유사하며, 당근방식(sweet stuff)은 물질적 보상
제공방식과 유사하고, 악마방식(evil stuff)은 조직규범 활용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

Valero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요인들 중에서,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 신규인력 선
별 채용 등은 위에서의 사용자 행동의 분류에 잘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대응이다. 전문
로펌 활용이나, 노조 부문 단체협약의 무노조 부문으로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 차원
의 방화벽 설치 역시 위의 분류에 명확하게 포함하기 어려운, 기업 외부로부터의 전문성
확보 방식이다. 종합하면 특정 기업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성공 과정에서, 지역 정치
시스템, 지역문화와 정서, 그리고 노사관계 관련 전문적 지원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Valero의 경우는 시사한다. 기존 무노조 기업 연구(Foulkes, 1980)에서는 지역과
무노조 기업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20세기에 지속되어온 텍사스주에서의
공화당 지배와 부시(Bush) 가문으로 표상되는 정치 보수주의, 석유 대기업들의 연관관
계10), 노조의무가입금지법(Right-to-Work Act) 및 미국기독인연합(Christian American

Association) 등에서 시작된 반노조주의 분위기, 또한 지역 노사관계 전문 로펌과 the
Center for Values Research(CVR) 등의 산업조직심리학 기반 컨설팅회사의 전문서비스 제
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Valero의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Dixon, 2007; Logan, 2006).11)
10)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국무부 장관이었던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 장관 임명 전까지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손 모빌(Exon Mobil)의 CEO였다.
11) 노사 및 고용관계 전문 로펌과 산업조직심리학 기반 컨설팅회사 이외에 일반 컨설팅회사와 파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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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미국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구비하고 병행전략을 실시
해온 Valero조차도 노조억압적 모습을 강화해왔다는 점은 예상 밖의 결과이며, 이는 국내
에서 병행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역시 노조억압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
라 무노조주의를 ‘강제에 기초한 동의’를 의미하는 헤게모니적 지배의 결과로 보는 관점

(조효래, 1996; 양동훈, 2011)과, 헤게모니와 억압 등이 혼재된 방식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
해(조돈문, 2015)가 존재한다. 노조대체적 관점에서 출발한 헤게모니적 지배는 기업의 재
량권의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법적· 사회적으로 허용되겠지만, 억압적 요소들은 무노조 부
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고용안정성,
인적자원개발, 작업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노조대체적)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도입한 무노조 기업의 비중이 0.5%에 불과하였다(배규식 외, 2007). 이는 국내 무노조 기
업 대부분이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도입할 정도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
며, 우리나라 무노조 부문에서 노조억압적 무노조주의의 폐해가 더 클 수 있음을 뜻한다.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중 노조억압적 방식을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무노조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무노조주의 정책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의 실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조돈문, 2014).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고, 단체협약의 산업
별/지역별 확대적용이 가로막혀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의 등장을
낳은 미국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부 무노조주의 기업의 영향도 상당한 편이고,
이는 다시 저조한 노조조직률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조직률 제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는, 병행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노조억압적 양상이
억제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럴 때 무노조 부문의 노조조직화
율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의 한 기업 대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2차 자료에 기반하여 논지가 전개됨에 따라, 내부자 관점에서의
검증과 해석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도 한계이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무노
조 기업 및 노조/무노조 병행전략 실행 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후속연구를 낳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노조주의로 유명한 미국의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

(McDonald)가 유럽에 진출하면서, 무노조주의 및 노조/무노조 병행전략에 대한 글로벌 차
회사 등의 조직들도 무노조주의 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손꼽힌다(Logan, 2006). 이에 더하여, 노조활
동가 블랙리스트 작성/판매업체와 블랙리스트 관련 사용자들 간의 협업 역시 무노조주의를 지탱하는
시스템적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Druker, 2016). 국내 무노조주의 산업의 주요 행위자조
직에 대한 검토는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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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새로운 연구 경향(Royle, 2002 & 2003)을 만들어 낸 것처럼, 국내 무노조 기업의 해
외(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 진출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노조/비노조 병행전략을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생겨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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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atures and Meanings of the Double-Breasted Strategy
Jeonghyun Lee*
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double-breasted strategy
which have both unionized and non-unionized plants,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Valero
Energy Corporation, the largest U.S. independent refinery company. The two research
questions here are analyzed, 1) what the success factors of the double-breasted strategy
adopted by the company are and 2) whether union substitution approach differs clearly
from union suppression approach in that case. The adoption of the double-breasted
strategy was an incontestable success to the company, in terms of the three criteria,
blockage of unionization proliferation, maintenance of low union density and minimization
of strike damage.
It is shown that the success factors of union substitution approach in Valero are such
as salary level around average of industry and the best level of fringe benefits in the
industry, no lay-off policy and no outsourcing policy of HRM, manpower policy
emphasizing corporate culture and teamwork,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company
and individual employees, well-functioned ADR system, very selective M&A,
vertical/horizontal firewall against union organizing drive, professional services from
various consulting firms, and so on. As the economic situation around Valero from 2008
had become worse, many measures, which are regarded as union suppression approach,
were also implemented, such as lay-off, pre-emptive sellout of plants with higher union
density, outsourcing jobs held by union members, unfair labor practice regarding positive
employee conduct, massive ‘vote No’ campaign, cautious employee selection, ValPAC,
and so on.
It is found that Valero, which had pursued the union substitution approach, also adopted
the union suppression approach in parallel. In addition, it is inevitable to examine various
aspects of labor relations in detail,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features of union
avoidance strategy fully, as well as to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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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system. Also the result implies that Valero’s double-breasted
strategy and union avoidance strategy is closely interwoven with the conservative political
climate in Texas, the Right-to-Work Act system, local sentiments, regional infra-structures
supporting non-unionism industry as well as the inter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mechanisms.
Keywords: double-breasted strategy, union avoidance strategy, union suppression
approach, union substitution approach, Valero 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