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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화섬식품산업노조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 홍보국

노사 신뢰를 약속한 NBP 첫 교섭
사측의 준비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아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은 7월 31일(화) 오후 2시 그린팩토리 27
층 Cork룸에서 NBP와 교섭 상견례를 하였다.
공동성명은 지난 6월 열린 3차 교섭에서 각 법
인장의 요구를 존중해 16개 교섭법인에 대해 개
별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NBP는 개별교
섭을 결정한 후 처음으로 교섭에 임하는 법인이
다. 조합원의 높은 관심과 지지, 네이버에서 분
사된 첫 독립법인이라는 상징성, 판교로 이동
하는 법인의 대표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
의 의사를 밝혔다. 임영국 교섭대표는 인사말
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회사를 사랑한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지
만 이런 선입견을 같이 깨어나갔으면 좋겠다”라
고 말했다. 박원기 NBP대표는 “직원들을 위해
늘 고민했고 (지금 이 노동 조합과의 교섭 자리
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생소하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
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답변
했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근무제도 타 법
인을 이끌었던 것처럼 개별 법인교섭도 잘 이
끌어 주시면 좋겠다”며 교섭에서도 NBP가 적
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오성준 NBP 부지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노사가 함
께 멀리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교섭 준비와 임하는 태도에서 노사 간
의 온도차는 있었다. 공동성명은 회사가 충분히
교섭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해 상견례
자리지만 이후의 교섭 방향과 일정과 판교 사옥
에서 노동조합 사무실과 교섭위원에 대한 임시
타임 오프 여부를 논의하고자 했다. 사측은 근
무제도 개편에 따른 계약서 수정, 판교 사옥 이
전, 신규 채용 등으로 교섭에 대한 준비를 제대
로 할 수 없었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논
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를 요청했다. 권순오 리더
는 시급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즉시 충실히 교섭
에 임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법인
의 조직장이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존
중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각 법인에 발송한 지 1
개월 반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
섭장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네이
버로부터 교섭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했

다”는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 네이버에서 강
조한 ‘각 법인간의 독립성’이 ‘모-자회사 커뮤
니케이션 부재'를 의미한다면 유감스럽다.
다음 교섭은 사옥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18년
8월 28일(화) 판교 알파돔시티에서 열릴 예정이
다. 노조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양보한 만
큼 사측은 교섭이 조합원의 요구임을 잊지말고
준비된 자세로 본교섭에 임하길 바란다.
◆교섭위원 명단
노측 교섭대표 :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
동조합 사무처장 교섭위원 : 오세윤 지회장, 박상희 수
석부지회장, 오성준 NBP부지회장, 김주희 NBP스태프
사측 교섭대표 : 박원기 NBP 대표이사 교섭위원 : 김
재동 IT Security리더, 정수환 Service Technology
Platform 리더, 최웅세 Cloud Development 리더, 허
미양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리더, 권순오
리더 Management Support 리더, 이정훈 법무법인
에이치대표

교섭진행 현황표
8월 2일
NAVER

6차교섭 진행예정

8월 6일
컴파트너스

교섭 상견례 예정

8월 28일
NBP

상견례 진행,
2차교섭 예정

공동성명은 16개 법인과 교섭 진행하고 있습니다 | NAVER, NAVER LABS, NAVER I&S, NAVER Webtoon, LINE+ LINE BIZ+, LINE PLAY, LINE FRIENDS, LINE STUDIO, greenweb, CommPartners, Works Mobile, NBP, SNOW, NTS, 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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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원서 및 조합비 CMS동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자

소속회사

조합비
30,000원 (월간)

출금일

남자

근무팀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일
※ 카카오뱅크, K뱅크 및 제 2금융권은행은
CMS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CMS 출금 이체동의

제 3자(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

본인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등에 동의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며 노조활동 및 조합비 CMS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위원장 귀하
CMS 출금 이체동의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
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
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2.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 법령에 의거)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문자(SMS)발송 동의
1.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 가입서 기입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 플러스친구'네이버노조'로 보내주시면 가입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입은 개별적으로 본인 확인 전화 후 승인이 됩니다. 스텝의 전화를 받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