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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과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고용관계는
우리 나름의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가 중 고용관계가 가장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나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들고 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떠
나 협력적인 자세를 보인 적이 있었으나 위기 극복과 함께 다시 갈등관
계가 표출되었다. 외환위기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입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노사정이 사회적 동반자로서 적절한 역할
을 하고 작업장 단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고용관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고용관계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선진산업국가의 고용관계 경험과 그 결과 수립된 제도
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들 산업국가들과 세계화
된 국제시장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선진산업국가
의 노사정이 급속한 환경변화 가운데 고용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
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G. J. Bamber, R. D. Lansbury, N. Weiss 교수 등
이 집필한 국제비교 고용관계(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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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yment Relations) 의 제4판을 본원이 다시 번역 출판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제4판의 번역 작업은 본원의 황규
성 책임연구원 등이 담당하였는데,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감수를 하였
다. 제4판의 번역 작업은 제3판의 한국어 번역을 많이 참조하였다.
본서에는 각 선진산업국가의 고용관계 제도 및 정착과정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지역화라는 일견 상호 모순되는 작금의 환경변화 속에서 선진
산업국가의 고용관계 주요 현안 및 노사정의 대응전략이 수록되어 있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정이 고용관계의 각국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 고용관계를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서의 한국어판 번역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호
주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의 Greg J. Bamber 교수, 그리
고 본원 출판팀의 박찬영 전문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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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국제비교 고용관계(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mployment

Relations) 개정판은, 고용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관련 저술을 최신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만하다. 이 책은 전 세계 학계의 최고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Greg Bamber, Russell Lansbury, Nick Wailes는 서로
다른 국가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함으
로써, 구체적이면서도 나라마다 특수한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책을 출판
하여 독자들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선진시장경제 국가에서 세계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화가 매우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 세계화가
고용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판을
개인적으로 무척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및 미래에 고용관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와 실질적인 과제는, 세계화를 제대로 관리하여 세
계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고용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정책
과 민간부문의 실천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자료와
증거는 이러한 과제 해결의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국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던 국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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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고용관계 분야는 최근 몇 년간 오랜 만에 찾아온 온건한 부흥기를 지
나고 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고 있으며, 이 책에 실
린 자료들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정진하게 할 것이다. 국가간, 그리고
문화 간의 학습 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
카의 신생 또는 취약한 자본주의 국가가 효과적인 노동시장과 고용제도
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 지역내 무역 블럭의
성공적인 성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중동과 아프
리카 지역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
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수년간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부각될
것이다.
경영자 및 노조대표, 그리고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고용관계 형성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
다. 교사, 연구자, 학생, 실무자의 과제는, 어떤 고용관계 제도와 관행이
국경을 초월하여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 상황에
만족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미 정립된 전통을 유지하려 하고 현존하는 권력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산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각 국가와 문화마다 특수한 노동 및 고용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영자 및 노조대표, 그리고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Greg Bamber, Russell Lansbury, Nick Wailes는 국가마다 비교 ․ 학
습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간 비교에 도
움이 되는 다양한 분석 틀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고용관계 분야에서 이러한 틀이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고, 이 책이 그 토론에서 중요한 경험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와 편집자들이 국제노사관계학회(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주최 회의와 회원들을 십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추진한 국가간 조사팀 연구와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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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결과가 참고되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협회가 앞으로도 유사한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머스 A. 코칸(Thomas A. Kochan)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국제노사관계학회 및 미국 노사관계학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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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Fulbright Scholar),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와 스톡홀름 스웨덴 노동
생활연구소(Swedish Center for Working Life)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ꡔ노사관계저널(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ꡕ 공동편집인이며, 다
른 주요 국제저널의 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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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레겟(Chris Leggett): 남호주대학 국제노사관계 교수이며 뉴사

우스웨일스대학 한국-호주연구소(KAREC: Korea-Australia Research
Center)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레겟 교수는 영국, 아프리카, 아시
아태평양지역에서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교수하였으며, 논문을 집필하고
이 지역 교과서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뉴사우스웨일스대학과
서호주주립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동료 교수들과 함
께 한국 대기업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며, 싱가포르 노사관계
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서구 모델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믹 마칭턴(MicK Marchington): 멘체스터대학 인적자원관리 교수로 재

직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연구를 발표
하였고 특히 노동자 참여 분야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ESRC 후원으로 일의 미래(Future of Work)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
료했다. ꡔ노사관계(Employee Relations)ꡕ 전 편집인이며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많은 책을 집필하고 편집하였다.
세라피노 네그레리(Serafino Negrelli): 브레시아대학(University of

Brescia) 노사관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동차, 통신, 은행 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다양한 국제비교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특히 그
는 티치아노 트로이(Tiziano Treu)와 함께 ꡔ유럽 고용․노사관계 용어집
(European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Glossary)ꡕ 프로젝
트에 참여하였고, 노동환경 및 삶의 질 향성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의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귀도 바글리오니
(Guido Baglioni)와 함께 ꡔCESOS 이탈리아 노사관계 연례 보고서
(Cesos Annual Repor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in Italy)ꡕ 공동편
집인으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ꡔ유럽의 사회계약-새로운 역동성(Social

Pacts in Europe-New Dynamics)(유럽노동조합연구소, 브뤼셀, 2000)ꡕ
중 “이탈리아와 유럽의 사회계약: 유사한 전략 및 구조, 국가별 모델과
사례”를 집필하였고 ꡔ유럽의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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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노동조합연구소, 브뤼셀, 2002)ꡕ 중에서 “이탈리아” 부분을 집필
하였다.
토미 닐슨(Tommy Nilsson): 스웨덴 룬드대학(University of Lund)에

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스톡홀름대학 부교수로 재직하
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 소재 스웨덴 노동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주로 노동조직, 최신 생산시스템, 임금체계, 지역노사관계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육체노동자들의 개별 임금체계, 공장노동자
들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네트워킹을 통한 노조원들의 경험 공유가 조직 변화에 대한 대
응능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프로젝트와 개발 프로그램
을 완성하였다.
박영범(Young-bum Park): 한국 서울 한성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

고 있으며,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코넬대학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노사관계를 다루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
교수는 한국과 아시아의 노사관계, 경제 및 관련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노동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
였다. 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션 라이언(Shaun Ryan): 커튼대학교(Curtin University) 강사이며 시

드니대학 일과 조직학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업부문의 청소산업에서의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관하여 연
구하고 있다. 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호주와 뉴질랜드의 양털가공
산업노조 조직전략을 비교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피터 셀던(Peter Sheld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노사관계 및 조직

행동 대학원에서 교수하고 있다. 시드니대학을 졸업하고 울릉공 대학
(University of Wollongong)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수년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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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시드니와 울릉공 소재 대학들, 그리피스 대학에서 강의하
였다. 노사관계와 조직행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며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
로는 (루이즈 톤와이트(Louise Thornthwaite)와 함께) 사용자협회, 노
사관계의 역사, 국제노사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등이 있다.
대프니 테라스(Daphne G. Taras): 캘거리대학 해스케인 경영대학원

(Haskayne School of Business) 노사관계 교수이며 연구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비노동조합원 대표와 석유산업의 노동관계에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40편 이상의 논문과 책을 집필하였으며 6권의
논문집을 편집하였다. ꡔ캐나다의 비노동조합원 대표와 노사관계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and

Union-Management

Relations in Canada)ꡕ를 공동 편집하였다. 1997년 교수 가운데 ‘뛰어
난 학자(Outstanding New Scholar)’로 뽑혔으며 2000년에는 학장이
수여하는 최우수 연구상(Research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마크 톰슨(Mark Thompson):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노사관계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1년간 교수로 몸 담아 왔으며 멕시코, 영
국, 호주, 미국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2권
의 책과 노사관계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논문집을 공동 편집하였다. 캐
나다, 미국, 영국의 주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닉 웨일즈(Nick Wailes): 시드니대학 일과 조직학 강사로 있으면서 노

사관계 비교와 전략관리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널에 세계화와 노사관
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호주와 한국에서 세계화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시드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호잇 휠러(Hoyt N. Wheeler): 남가주대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

며, 위스콘신대학 박사학위와 버지니아대학 법학박사(JD) 학위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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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노사관계학회 전 회장이며 미국 중재원(National Academy
of Arbitrators) 회원이다. 최근에는 ꡔ미국 노동운동의 미래(Future of

the American Labor Management)(캠브리지 대학 출판사)ꡕ를 저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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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CAS

영국알선 · 조정 · 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

bitration Service)
ACCI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

ACM

호주제조업자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Manufacturers)

ACSPA

호주봉급 · 전문직조합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Salaried

dustry)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CTU

호주노동조합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WU

미국의류섬유통합노동조합(A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USA)
ADGB

독일노동총동맹(Allgemein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AEU

영국합동기계공노조(Amalgamated Engineering Union, 1992
년 AEEU에 통합)

AFAP

호주항공조종사연맹(Australian Federation of Air Pilots)

AFL

미국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CIO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IG

호주산업단체(Australian Industries Group)

AIRC

호주노사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

mission)
ALP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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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

한국 미군정(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MS

스웨덴 노동시장위원회(Arbetsmarknadsstyrelsen)

AN

Alleanza Nazionale(National Alliance)(Italy)

ARAN

Agency for bargaining in the public administrations
(Italy)

ASAP

이탈리아석유화학기업경영자연맹(Associazione Sindacale Azi-

ende Petrolchimiche)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sicredito 이탈리아신용협회(Associazione Italiana Credito)
ATP

스웨덴 고령연금제도(Swedish Old‐age Pension Scheme)

AWA

호주작업장협약(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AWIRS

호주작업장노사관계조사(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BCA

호주경영협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DA

독일경영자단체연맹(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

beitgeberverbände)
BIAC

기업 · 산업자문위원회(OECD)(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BLS

미국노동성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of the

Committee to the OECD)
US Department of Labor)
BNA

미국국가사무국(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CAGEO

호주정부직원조직평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Employee Organisations)
CAI

호주산업연맹(Confederation of Australian Industry, 1992
년 ACCI에 통합)

CAW

캐타다자동차노조(Canadian Auto Workers)

CBI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CL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Congress of Labour)

CDU

독일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CEEP

유럽공기업센터(Centre Européen des Entreprises Publiques)

CF

스웨덴대졸기술자연합(Civilingerjörsförbun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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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T

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E-CGC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 Conf é d é ration

française de l’encadrement‐CGC, CGC의 후신)
CFL

캐나다노동동맹(Canadian Federation of Labour)

CFTC

프랑스기독교노동조합동맹(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

vailleurs chrétiens)
CGC

프랑스간부직원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s)

CGD

독일기독교노동조합동맹(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 Deut-

schlands)
CGI

Cassa Integrazione Guadagni(Wages Integration Funds)
(Italy)

CGIL

이탈리아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Generale del

Lavoro
CGT

프랑스노동총동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IA

미국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C

국제간부직원연합(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cadres)

CIDA

이탈리아기업관리직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Dirigenti

di Azienda)
CIG

이탈리아임금보전기금(Cassa Integrazione Guadagni)

CIO

미국산별노조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SAL

이탈리아독립노동자조합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

dacati Lavoratori Autonomi)
CISAS

이탈리아서비스산업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

dacati Addetti ai Servizi)
CISL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NAL

이탈리아노동자전국조합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Nazionali Lavoratori)
CLC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Labour Congress)

CNPF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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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U

캐나다전국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National Trade

Unions)
Confagricoltura 이탈리아전국농업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l’ Agri-

coltura)
Confapi

이탈리아중소기업연맹(Confederazione Italiana della Piccola e

Media Industria)
Confcommercio 이탈리아전국상업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 Commercio)

Confindustria 이탈리아산업총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l’Industria

Italiana)
CONFSAL 이탈리아독립노동자총동맹(Confederazione Sindacati Autonomi

Lavoratori)
COPE

미국정치교육위원회(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CSU

독일기독교사회당(Christian Social Union)

CWA

미국통신노조(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DAG

독일사무직노조(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BB

독일공무원연맹(Deutscher Beamtenbund)

DC

이탈리아기독교민주당(Democrazia Cristiana)

DFKTU

Democratic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DGB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ME

선진시장경제국(Developed Market Economy)

Domei

일본노동총동맹(Japanese Confederation of Labour) 본문에
는 다르게 표시

DSP

일본민주사회당(Democratic Socialist Party)

EC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ETPU

영국전기 · 전자 · 통신 · 배관공노조(Electrical, Electronic, Tele-

communication and Plumbing Union, 1992년 AEU에 통합)
EFA

호주기업유연성협약(Enterprise Flexibility Agreement)

EI

근로자참여(Employee involvement)

EMU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NI

이탈리아탄화수소공사(Ente Nazionale Idrocarburi)

ERM

유럽연합 환율조정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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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UC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EWCs

유럽직장협의회(European works councils)

FDGB

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Free German Trade Union Fede-

ration, 구동독)
FDI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P

독일자유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

Federazione 이탈리아 CGIL‐CISL‐UIL 연합체(Italian Interunion Fede-

ration)
FEN

프랑스 교원노동조합연맹(Fédération de l’éducation nationale)

FIET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employés techniciens et cadres)
FIOM

이탈리아금속노동조합(Federazione Italiana Operai Meta-

llurgici)
FKI

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TU

한국노총(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O

프랑스 노동자의 힘(Force ouvrière, CGT‐FO)

ForzaItalia

전진 이탈리아당(Go on Italy)

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CHQ

영국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HQ

일본연합군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GNP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HCM

고몰입관리(High‐commitment management)

HR

인적자원(Human resources)

HRM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IBT

미국트럭운전사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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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EM

국제화학에너지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
ICFTU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독일화학제지요업노조(Union of Chemical, Paper and CeraPapierKeramik mics Industry Workers)
IG Chemie-

IG Metall

독일금속노조(Union of Metal Industry Workers)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MEs

선진시장경제국(Industrialised market economies)

IMF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IMF-JC

국제금속노련 일본지부(Japan Council of Metalworkers’

Unions)
IOE

국제경영자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PA

영국참여협회(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Association)

IR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IRI

이탈리아산업부흥공사(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

striale)
IRRC

한국 노사관계개혁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Reform Com-

mission)
ITSs

노동조합 국제연합단체(International Trade(Union) Secret-

ariats)
IWW

세계산업노동자연맹(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미국
및 캐나다)

JCC

공동협의회(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JCP

일본공산당(Japan Communist Party)

JSP

일본사회당(Japan Socialist Party)

KCCI

대한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

dustry)
KCTU

전노협(Cheonnohyup,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KCTU

한국민주노총(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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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

한국경영자총협회(Korean Employers’ Federation)

KFTA

한국무역협회(Korean Foreign Trade Association, 현재는

KITA로 개칭)
KLI

한국노동연구원(Korea Labour Institute)

KTUC

한국전국노동조합협의회(Korea Trade Union Congress)

LDEs

저개발국(Less developed economies)

LDP

일본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edarna

스웨덴관리직전문직연합Association of Management and Professional Staff(Sweden)

LMC

한국노사협의회(Labour–Management Council)

LO

스웨덴노동조합총연합(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LRC

한국노사관계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

MBL

스웨덴직장공동결정법(Act on Co‐Determination at Work)

MEDEF

프랑스경제인연합회(Mo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MNE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TIA

호주 금속산업연합(Metal Trades Industry Association)

MUA

호주해운노동조합(Maritime Union of Australia)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CIR

한국신노사관계(New Conception of Industrial Relations)

NDP

캐나다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IEs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Nikkeiren

일경련(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s)

NLRA

미국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B

미국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MO

스웨덴국가중재청(National Mediation Office)

NMW

영국전국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UM

영국전국탄광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M

미국 도요타 · GM 합작회사(New United Motor Manufac-

turing–Toyota–General Motors joint ventur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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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ment)
OH&S

직업안전 및 보건Occupational Health & Safety

OPEC

석유수출국기구(Organis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

tries)
OSHA

미국연방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PATCO

미국전문항공관제사노조(Professional Air Traffic Control-

lers Union)
PCI

이탈리아공산당(Partito Comunista Italiano)

PDS

이탈리아좌파민주당(Partito Democratico della Sinistra)

PGEU

호주가스배관공조합(Plumbers and Gasfitters Employees’

Union)
PLI

이탈리아자유당(Partito Liberale Italiano)

PPPs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PRI

이탈리아공화당(Partito Repubblicano Italiano)

PSDI

이탈리아사회민주당(Partito Socialista Democratico Italiano)

PSI

이탈리아사회당(Partito Socialista Italiano)

PTK

스웨덴봉급근로자연맹(Privattjänstemannakartellen)

QWL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Rengo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Japan Trade Union Confederation)

Rodosho

일본노동성(Ministry of Labour)

RSA

이탈리아기업별노조대표(Rappresentanza Sindacale Azie-

ndale)
RSU

이탈리아기업별단일노조대표(Rappresentanza Sindacale Uni-

taria)
SACO

스웨덴전문직노동자중앙조합(Sveriges Akademikers Central-

organisationen)
SAF

스웨덴경영자협회(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P

스웨덴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ska Arbetar Partiet)

SAV

스웨덴전국공무원청(Statens Arbetsgivarverk)

scalamobile

이탈리아 임금물가연동(Wage inde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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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

일본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ED

동독공산당(Soc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IU

미국국제서비스노동자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hunto

일본 춘투(Spring labour offensive)

SIF

스웨덴공업부문사무기술직노동조합(Svenska Industritjänste-

manna förbundet)
SKTF

스웨덴지방자치단체직원조합(Svenska Kommunaltjänstemanna

förbund)
SLD

영국자유민주당(Social and Liberal Democrats)

SM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IC

프랑스전국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SN

스웨덴기업연맹(Svenskt Näringsliv)

SNCF

프랑스국철(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SNECMA

프랑스우주항공사(Société Nationale d’Etude et de Con-

de croissance)

struction de Moteurs d’Aviation)
Sohyo

일본 총평(General Council of Trade Unions in Japan)

Somucho 총무청(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SPD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he Partei Deutschlands)

TCO

스웨덴전문직노동자연맹(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TCO-OF

스웨덴 TCO의 공공부문 협상위원회(TCOs förhandlingsråd

för offentliganställda)
TDL

독일주정부사용자연맹(Tarifgemeinschaft

der

Deutschen

Länder)
TGWU

영국운수일반노조(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HC

호주조합본부협의회(Trades Hall Council)

TLC

캐나다직업노동회의(Trades and Labour Congress)

TLC

호주조합노동협의회(Trades and Labour Council)

TQM

종합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UAC

노동조합자문회의(OECD)(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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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OECD)
TUC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UAW

미국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UCC

프랑스 CFDT의 기술 · 간부직원동맹조합(Union confédérale

des ingénieurs et cadres)
UCI

프랑스 FO의 간부 · 기술직원조합(Union des cadres et in-

génieurs)
UCR

프랑스퇴직자노동조합연맹(Union confédérale des retraites)

UDF

프랑스민주주의연합당(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GICA

프랑스 CFCT의 기술간부직총연합(Union générale des in-

génieurs et cadres)(CFTC)
UGICT

프랑스 CGT의 기술간부직총연합(Union générale des ingé-

nieurs, cadres et techniciens)
UIL

이탈리아노동동맹(Unione Italiana del Lavoro)

ULA

독일상급관리자연합(Union der leitenden Angestellten)

UMW

미국전미광산노조(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NICE

유럽사용자연맹(Union des Industrie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UNSA

프랑스전국독립노조연맹(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

tonomes)
USWA

미국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er.di

독일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KA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연맹(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ände)
WARN

미국고용조정및재훈련공지법(Worker Adjustment and Re-

training Notification Act)
WCL

국제노동조합연맹(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ERS

영국작업장고용관계조사보고서(Workplace Employee Relations

WFTU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IRS

영국작업장노사관계조사보고서(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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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Zaibatsu

일본 재벌(Group of holding companies based on a group’s
commercial bank)

Zenkoun

일본운수노련(All Japan Council of Traffic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Zenminrokyo 일본전민노련(Japanese Private Sector Un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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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주요 선진시장경제국(DME)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
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의 고용관계 전통과 문제를 요
약하고 있다. 호주, 영국, 미국과 여타 지역에서 국제 고용관계(IR)와 인
적자원(HR) 비교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연구와 컨설팅에 몰입하던 중
이러한 저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완전히 개정된 이번 판의 첫 장(章)과 마지막 장에서는 DME에서 나타
나는 경향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비교 고용관계가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을 평가하고 있다(각 국가를 구체적으로 다룬 장을 읽기에 앞
서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장을 먼저 읽을 수도 있다).
각 국가마다 한 장(章)씩 할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모
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라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앞 부분 4개 장을 할애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는 서로
유사한 노사 대립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4개국은 모두 유럽 국
가들이다. 이들 중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강력한 전후 공산주의와 가톨릭
연합주의 전통을 가진 라틴계 국가들이다. 독일과 스웨덴은 북서유럽 국
가들로 산업자본주의와 기술 형성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접근방법
을 개발해 왔다. 나머지 2개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서
구와는 다른 대안적인 형태의 고용관계를 개발해 왔다. 산업화의 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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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국에 대한 논평에서 시작하여, 새롭게 산업화를 경험하였으며 50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농업국가에서 선진경제국가로 탈바꿈한 한국
에 대한 논평으로 끝맺는다. 비교를 돕고자 유사성을 보이는 국가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구성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호주, 프
랑스와 이탈리아, 독일과 스웨덴, 일본과 한국을 각각 근접한 장들로 구
성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각 국가는 유사한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 역사, 정치, 법률,
사회라는 맥락을 조사하고,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등 주요 이해집단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다음에는 법률 제정, 사업장 및 기업별교섭, 중
앙교섭, 중재, 공동협의 등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인적자원관리(HRM), 노동법 개혁, 기술변화, 근로
자참여, 이주노동, 노동시장의 유연성, 소득정책 등 중요하고 화제가 되
는 문제를 논의한다. 대부분의 경제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서로 관련 있는 주요 사건들의 연대기와 참고 리스트
가 있어 현재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쟁의와 논쟁에 대해 논평한 단원도 있다(제8장 1992년 독일 공공부문 임
금 투쟁, 제11장 1996~97년 한국에서 노조에 의한 노동법 개정 반대).
제9장에서는 스웨덴의 종업원기금(wage-earner funds) 관련 논쟁을 기
술하고, 제10장에서는 일본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근본적인 차이
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이들 10개국에 관한 국제경제
및 노동시장 비교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이 책의 이전 판과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번역판은 판을 거듭하여
인쇄하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이외에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은 고용관계 분야에서 대단히
많이 권하는 책 중의 하나다. 이러한 성공은 도움을 준 분들의 인내심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독자들의 건설적인 제언에도 깊이 감사
하고 있다. 다음 개정판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실수에 대한 교정이나 제안을 아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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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보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 규율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기고자들은 원문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며 때로는 다시 번역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인내심을 가지고 응해 주었다. 이번 개정판의 기
고자들 중 대부분이 1998년 개정판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는 사실에 반가
움을 표시하며, 또한 본문에 소개한 새로운 기고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
다. Oliver Clarke은 초기 개정판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나 불행히
도 2001년 세상을 떠났다. 모두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부록에 도움을
준 호주 통계청, 영국 통계청, 국제노동기구(ILO), 한국노동연구원,
OECD, 미국 노동성 통계국에도 감사를 드린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책에서 인용한 환율은 2003년 4월 기준으로 통화는 미국달러($US)다.
머리말을 작성해 주신 Tom Kochan을 비롯하여 이번 프로젝트 진행
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개정판
의 초안에 조언을 해주었고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Cameron Allan, Michael Barry, John Benson, Kaye Broadbent,
William Brown, Duncan Campbell, Laurinda Cronk, Linda Dickens,
Geoff Dow, Tony Fashoyin, Winton Higgins, Carola Frege, Muneto
Ozaki, Andrew Pendelton, Dick Peterson, Gerry Phelan, George
Strauss, Mike Terry, Manfred Weiss, Helen Wright 등에게 감사한다.
Rawya Mansour는 매우 가치 있는 비서 업무 및 행정 지원을 해주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부설 고용관계연구소는 이 책의 초판을 요청받아
앨런앤언윈(Allen & Unwin)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준 John Niland 전 총장과 Patrick Gallagher 발
행인에게도 감사드린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과 시드니대학의 동료들과 도서관 직원의 도움에도
감사드린다. 일본 도큐대학, 일본노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노동생활연구소(Arbetslivecentrum), 영국 더럼대학, 미국의 하버드대
학과 MIT 등 세계 각국의 기관들도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실
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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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정판에 참여한 분들까지 일일이 거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분
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우리의 가족에게 헌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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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IR) 연구의 대부분은 단체교섭, 중재
및 다양한 형태의 직무규제와 연관된 제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
나 이 책의 편․저자들은 노사관계를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를 포함한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 따라서 이 책에서 고용관계라는 용어는 노사관계와 인
적자원관리의 측면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필요한 일부 경우에는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라는 용어도 사용된다.2)
비록 고용관계 연구가 직무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인 힘에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과 사용자, 근로자, 그들의 단체 및 정부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1) 노사관계는 대개의 경우 고용관계의 거시적 혹은 제도적 측면으로 간주된다.
반면, 인적자원관리(HRM)는 미시적 혹은 기업적 측면에 주목한다. 우리는
각각의 개념을 다른 것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2) 노사관계(IR)와 인적자원관리(HRM)의 상호연관성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
여 고용관계라는 용어가 관련 문헌에서 점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Locke
et al.(1995b) ; Kochan et al.(1997) ; Gardner & Palmer(1997) ; Kitay &
Lansbury(1997) ; Katz & Darbishire(2000)를 참조). 최근 Giles(2000b)는
자영업(self-employment), 하도급(sugcontracting) 및 자원봉사(voluntary
work) 등의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근로관계(work relations)’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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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용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및 경영학 등 여러 학문 영역의 분석적 도구를 사
용하는 학제적(學際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Adams(1988)는
노사관계가 이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학제적인 영역과
자체의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성격이다.
고용관계의 국제비교 접근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 영역으로부터의 통
찰력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상이한 환경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일
부 학자들은 고용관계 연구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비교연구와 국제고용관
계 연구를 구분하고 있다. 고용관계의 비교연구는 2개 국 이상의 국가를
서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고용관계 연
구는 예를 들면 범정부기구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행태, 다국적기업
및 이들 기업의 노동조합의 행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제도와 현상
(現狀)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Bean, 1994). 이와 같은 구분은 유용
하지만, 국제적이고 비교적인 고용관계는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일
련의 연구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보다 광의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3) 이 책은 고용관계의 국제비교적 접근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선진시장경제(developed market economies: DMEs) 체제를 가진
10개국을 분석하고 있다. 즉 주제에 대해 비교분석적 접근방법과 국제적
접근방법을 결합한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
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들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여기에는 비교분석의
주요한 특징을 정의하고, 고용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개념틀
을 살펴보는 작업이 포함된다. 우리는 고용관계에 있어 선진시장경제들
(DMEs) 사이의 수렴과 확산에 대한 제반 논의를 점검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globalisation)가 해당 국가들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
한 논의 역시 검토할 것이다. 국제고용관계에 관련된 세부적인 이슈들은
서로 다른 장에서 논의되며, 보다 명확한 비교는 제12장에서 제시된다.
3) 한 나라 안의 두 개의 산업이나 사업체를 조사하는 비교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국제비교연구로
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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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globalisation)란 무엇인가?
세계화 및 이것이 인류의 근로생활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
는 영향력에 관한 문헌은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sation)’에 대해
서는 서로 다른 정의들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국제교역구
조 등과 연계되는 좁은 의미의 기술적 정의에서, 세계화를 국제적인 사
회․정치․문화적 질서의 저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원칙에 있어서
의 근본적인 변화로 정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4) 그러나
Wade(1996)는 세계화는 대개의 경우 재화와 용역 등 국제무역의 증가,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 그리고 국제금융거래의 증가 등 국제경제의
변화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활
동의 상호연관성을 포함한다. 세계화는 오래된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
화인 것이다(Isaac, 2003:1).
“19세기 말엽, 재화와 용역, 금․은 등의 화폐, 사상, 관습, 그리고 사
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인적이동이 현재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세계에 거의
근접했다. 교통과 의사소통의 속도에 있어, 기술의 발전은 근대 세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창출했다.
이를 우리는 ‘세계화’라고 개념화한다.”

Hirst와 Thompson, 그리고 Wade를 포함하여 몇몇 논자들은 국민경
제는 세계화된다기보다는 ‘국제화(internationalised)’되고 있으며, 세
계화와 연계된 압력은 다른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Perraton et al.(1997)이 말하듯, 국제경제에는 현재 다
양한 변화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로 요약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국제무역, 국제금융 흐름,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4) Reich and Higgot(Reich에서 인용 1999: 305)는 세계화는 빠르게 ‘냉전’이
라는 설정을 “국제관계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가장 남용된 동시에 가장 덜
상술된 설명틀”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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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 등에 있어 그 정도와 강도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Perraton et al.(1977:27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는 분명 완벽하게 세계화된 시장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 (그러
나) 이로 인해 세계화된 과정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전의 역사
적 시기와는 달리, 세계화된 경제활동은 일국 단위의 경제활동보다 더욱
유의미하게 커졌으며, 국민경제의 더 큰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의 현재 흐름과 이 책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세계화가 10개 선
진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우리는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좁은 정의, 국
제경제의 최근의 변화에 대한 서술로서의 세계와 개념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화들이 경제적 활동이 발생하는 좀더 넓은 정치
적․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재구성됨으로써 징후화(symptomatic)되고
지지된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이다.5)

2. 국제비교 고용관계를 연구하는 이유
국제비교 고용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이해에 이바지할 수 있
다는 것과, 정책개발 모델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6)
추가적으로, 세계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상호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
른 나라의 고용관계 관행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최
근 국제비교 고용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부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필요가 있다(Strauss, 1998). 이 장에서는 비교분석이 고용관계에 대
한 이론 개발을 가능케 할 수 있는지와, 비교분석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5)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Held et al.(1999:27~28) 참조.
6) 비교분석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 책의 이전 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Bamber and Lansbury(198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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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제비교 고용관계를 연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이론의 구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Bean, 1994). 그러한 접근은 가설을 검증하고 서
로 다른 국가적 맥락에서 발견된 조사 결과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유
익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학문적 장으로서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HRM)는 과도하게 기술적(descriptive)이라는 점과, 관련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는 점으로 인해 비판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Barbash & Barbash, 1989;
Sisson, 1994). 이러한 견해는 일찍이 Dunlop(1958:iv)의 유명한 관측
에서 표명된 바 있다.
“오늘날 노사관계의 장(場)은 줄리안 헉슬리의 언급을 통해 가장 잘
묘사된다. ‘사실(facts)의 산은 인간의 무관심이라는 대지 위에 축적되
어 왔다. … 그 결과는 새로운 원료의 범람으로 나타났다. 엄청나게 축
적된 사실은 전혀 활용되지 않거나, 혹은 우연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만 활용될 뿐이다.’ 사실은 사유를 능가한다. 통합적인 이론은 수많은 경
험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노사관계의 수많은 세계들은 이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결정할 이론들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Dunlop의 관측이 1958년보다 현재에 더욱 적절한 것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연구에 있어서 이론의
상대적 부족과 기술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활동가 및 정책 지향성이 포함된다.
비교고용관계에도 기술적 측면으로 경도된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연구가 의미있는 이론 구축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
라는 의견도 있다(Shalev, 1980; Bean, 1994; Strauss, 1998). 이는 비
교가 특정 맥락에서 개념의 추상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Kochan(1998:
41)이 지적하듯,
“각각의 국가 시스템은 외부환경에서의 유사한 변화에 대한 개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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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이데올로기 및 제도적 구조와 같은
중요한 변수의 변이 폭을 제한하는 역사적 발전 패턴과 특징을 자체적으
로 가지고 있다. 국제적 전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관련된 많은 변수
들을 활용하는 비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새로운 이론
적 시각과 설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변이들을 발견할 가능성
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국제비교 고용관계 분야가 더욱 복잡해진다. 즉 일
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자
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비교 기준으로 보다 복잡한 비공식
적인 관행과 과정보다는 공식적인 제도적․법적 구조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Strauss(1998)는 현재의 국제비교 고용관계 연구의 발
전 단계에서는 “비교고용관계의 완성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재미있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대신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하
는 일반적 사항들과 검증할 수 있는 가정들을 개발함으로써 “비교고용관
계의 영역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그 결과 유용한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경제체제, 문화 및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국가군(群)을 연구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로 하
여금 많은 특성을 일정하게 해놓고 각국간의 상이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분석․설명함으로써 동일성과
보편적인 규칙을 찾을 수 있다(Strauss, 1998 : 186).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예로서 Lansbury et al.(1992)의 스웨덴과 호
주의 자동차 부품산업 연구가 있다. 그들은 각 작업장의 생산성 수준을
비교하여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스웨덴 작업장의
높은 수준의 생산성은 투자 수준뿐만 아니라 광의의 노사간의 협의의 정
도, 작업조직의 형태, 집단작업의 정도 등 노사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생산 제품과 생산 과정이 동일하다 하더
라도 모든 변수를 일정하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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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국제비교 연구가 고용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인과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비교 그 자체가 반드시 인과적 추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관계 연구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의
하나는 ‘무엇을’ 비교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Schregle(1981 : 16)은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준거점의 수용, 가치
척도…… 그리고 비교대상국가의 노사관계 시스템 혹은 현상과 관련된
제3의 요소 등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
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노동법원과 노사분규, 단
체협약, 그리고 단체교섭이다. 각각의 경우 공식 제도 그 자체와 그 제
도의 실제 역할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서구 노동법원
의 비교연구시 제도의 기능이 국가마다 아주 다르다는 어려움에 즉각 접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노동법원은 개별쟁의와 집단쟁의를 구
별하여 다루고 있지만, 스웨덴의 노동법원은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규 이외의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고용관련 규율(employment discipline) 혹은 산업 정의(industrial
justice)는 모든 국가에서 쟁점사항이며, 비록 국가마다 용어가 아주 다
르지만 특히 비교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제3장 참조). 심지어 영어
권 국가간에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미국의 노사협약(labor contract) 및
호주의 재정(industrial award)의 형태와 법적 효력은 각각 다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들은 넓게 볼 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보다는 특정 제도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 중
요하다.
공통된 언어와 용어의 부족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Blanpain
(2001)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
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듯이 유사한 용어도 전적으로 다른 실체를 의
미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재(arbitration; 불어로는 arbitrag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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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보통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하지만, 정
부가 알선위원으로 쟁의 당사자에게 하는 권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법
과 실제 관행을 구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는 공식적으로는 20세기 초부터 ‘강제중재’를 실시해 온 것으로 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강제중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며 중재재판소는 주
로 권고와 설득에 의존하고 있다(제5장 참조).
유사한 제도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는
작업장협의회(Works Councils)를 통해 알 수 있다. 1994년 유럽연합의
관계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는 유럽작업장협의회(European
Works Council)를 전 유럽 국가에서 도입시키는 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작업장협의회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사한 개념의 작업장협의회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유럽 국
가의 역사, 법적 구조 및 노사정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Rogers & Streeck, 1995). 작업장협의회가 도입된 다른 지역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크다. 한국과 대만(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이 진행된)
에서 작업장협의회가 도입되었는데 두 나라간에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
왔다(Kim, 1997).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업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이 쌓이면서 두 나라의 제도가 유사하게 되는 듯하다.
Streeck(1997)는 유럽작업장협의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적이지 못하
며 작업장협의회로 서술되어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똑같은 용어들이
다른 상황에서 항상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Knudsen &
Markey, 2002 참조).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문제
를 안겨준다. 예컨대, 노사분규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부록 참조).
권리쟁의는 임금 비율을 특정 개인 혹은 종업원집단에 적용하는 것과 같
이 협약 혹은 재정의 해석과 연관된 쟁의다. 반면, 이익쟁의는 임금인상
률 혹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요구 혹은 주장과 관련하여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이다. 미국, 스웨덴 및 여타 국가의 경우
이와 같은 구분은 중요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의 경우 권
리쟁의는 다시 개별쟁의와 집단쟁의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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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쟁의의 형태가 다르면 해결 절차도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익쟁의만이 파업 혹은 제재행위(sanction)로 이어질 수
있지만, 권리쟁의는 노동법원 혹은 유사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
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Bamber & Sheldon, 2001 참조).
제도가 상이한 환경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사례는 영국의 옛
식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법체계를 비롯한 여
러 제도들을 물려받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유산을 수정하거
나 변형시켜 왔다. 미국(제3장), 캐나다(제4장) 및 호주(제5장)의 고용관
계에 대한 접근방법은 세 나라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서로 다르다.
일본(제10장)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군이 미국식 노동법과 경영
기법을 강요하였다. 이것들이 완전히 거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일본
특유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본인에 의해 변형되어 갔다(Shirai, 1983 ;
Gould, 1984). 실질적으로 일본의 노사관계법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법
원에 의해 재해석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군정하에서 유사한 법제가
도입되었으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비교분석과 연관된 많은 문제들이 비교연구를 수행할 때의 개념적 등
가(equivalence)를 설정하는 어려움과 관계된다. Linden(1998)은 (동일
한 척도가 맥락에 무관하게 동일한 개념에 적용될 때의) 현상적 등가와
(다른 척도가 맥락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동일한 개념에 적용될 때의) 개
념적 등가를 구분한다. 그는 비교분석은 개념적 등가의 기초에서만 진행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inden 1998: 5~6) 두 개의 유사 국가군을 비교
하는 Strauss(1998)의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러한 사례에서 현상적 등가와 개념적 등가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4. 고용관계 형태변화에 대한 해석
위에서 우리는 국제비교적 접근의 유용성 및 당면과제를 검토하였다.
이제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되어 온 주요한 개념적 문제틀을 요약하고 이
러한 문제틀이 세계화가 고용관계의 개별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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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지를 평가할 것이다.
가. 노사관계 시스템
가장 유명한 개념틀은 Dunlop(1958)의 ‘노사관계 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 개념일 것이다. Dunlop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용
자, 노동자, 정부 등 세 ‘행위자’와 그들의 대표 조직들 3 당사자로 이루
어진다(서구의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를 ‘사회적 파트너’라고 부른다).
이들 당사자간의 관계는 세 가지의 환경적 요인, 즉 기술(technology),
시장적 상황(market forces) 및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권력과 지위(the
relative power and status of the parties)에 의해 결정된다. Dunlop
은 작업장을 규제하는 규칙들(예를 들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일련
의 규칙)을 노사관계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Dunlop의 접근
방법은 영어권 국가를 비롯, 많은 국가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는 노사관계의 이론적 틀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기 때문
이다. Walker(1967)는 Dunlop의 영향을 받아 ‘외국노사관계 시스템
(foreig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연구는 주로 사용되는 서술적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상이한 개별 국가 상황하에서 노사관계를 구체화
시키고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의 역할, 중요성 및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학자들도 Dunlop의 접근방법
을 진전시켰다(예를 들면, Blain & Gennard, 1970 ; Craig, 1975).
많은 비판자들도 Dunlop의 개념틀은 “사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모델
로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자체는 예언적 가치를 가지
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Gill, 1969). 시
스템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에는 이 방법이 동기부여, 인지 및 태도와
같은 행동과학적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Bain & Clegg, 1974). 또한 Dunlop은 그의 하버드 대학 동료인 ‘인간
관계학파(예를 들면 Mayo, 1949)’가 발전시킨 비공식 작업집단의 중요
성을 간과하였다. 더욱이 Dunlop의 접근방법은 분규의 원인이나 고용관
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역할보다는 규칙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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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도와 쟁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Hyman, 1975). 시
스템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접근방
법은 결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 아니다.
나. 단체교섭
Dunlop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주안점을 두
는 Clegg를 포함한 일부 영국 학자들에게 출발점이 되었다. Clegg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10개국 중 6개국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범위, 단체교섭의 깊이, 그리고 단체교섭에 의해 성취된
조합 안전보장의 정도는 조직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측면이다. 교섭수준
은 작업장 조직의 권한과 독립성을 포함하여 조합활동의 분권화 정도를
설명하며, 분권화는 또한 노동조합 내부의 파벌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Clegg, 1976 : 118).

Clegg는 “단체교섭의 여러 측면들은 주로 조직구조와 사용자단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노사관계 제도 발전의 초기 단
계에는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Clegg의 접근방법은 경제적․사회적 및 기술적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
하고, 단체교섭과 제 규칙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Dunlop의 접근방법보다 좁다. Clegg는 단체교섭이, 노동조합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Clegg는 중앙집중화된 형태의 단체교섭이, 특히
유럽에서 정점이었던 시기에 이 논문을 쓰고 있었다. 1945년부터 1970
년대 후반까지 단체교섭은 적용대상 근로자 및 교섭대상의 범위의 측면
에서 대부분의 선진시장경제국가로 확장되었다. 전통적으로 경영전권에
속한다고 인식되어 온 고용관계의 요소들이 교섭 과정으로 끌어들여졌
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교섭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노조는 정치적 영역

12

국제비교 고용관계

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힘을 잃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규제완화와 분권화된 단체교섭이 영국과 많은 선진
시장경제국가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결코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힘을
얻었다(Albeda, 1984).
Adams(1981)와 Sisson(1987)은 단체교섭의 접근방법을 국제적 맥락
에서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주로 사용자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다.
Adams는 노조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와 행태가 유럽과 북미 간에 상당
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
들은 강력한 협회를 조직하여 노조(그리고 때로는 국가)와 단체교섭을
한다. 대조적으로 북미에서는 사용자들은 강력한 협회를 조직하지 않고
심지어 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단체교섭에 관여하지 않
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Adams는 이와 같은 차이는 여러 노동운동
의 초기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전략의 차이와, 그에 따라 국가가 노사관
계 제도에 관여하는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Sisson은 단체교섭 이론이 경영자측의 이익을 간과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국가마다 어
떻게 다른지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고 주
장한다. Sisson은 선진시장경제 7개 국가의 단체교섭 발전에 있어 사용
자와 그들 단체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간의 차이는 특히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유래하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므로 영국을 포함한 서구의 경우 다수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은 주로 금속산업의 사용자들이 직종별 혹은 산
업별로 조직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지배
적인 형태로 출현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단체교섭 초기에 상
대적으로 강력한 사용자들이 기업 혹은 작업장 수준에서 교섭하도록 노
동조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별교섭(single-employer
bargaining)이 출현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을 인
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1930년대와 1940년대)는 이미
사용자들은 노동운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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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효과적인 전국적 노동조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방
지할 수 있었다.
개별사용자교섭이든 다수사용자교섭이든 단체교섭의 주된 특징은 쉽
게 변화하지 않는다. Sisson은 영국을 제외한 서구 7개국을 대상으로 작
업장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그는 법률에 의해 단체교섭 시스템을 바꾸려는 대
부분의 시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한 의도한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영국의 1971년 노사관계법 참조). 그
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들의 노사관계 전통의 변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97년 기간 동안 영국
의 노사관계는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의 확고부동하고 지속적인
시도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제2장 참조).
다. 교섭의 분권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선진시장경제국가에는 단체교섭의 중
앙집중화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수준이 국
가적 혹은 산업적 수준에서 기업 혹은 작업장 수준으로 하향 이동되었
다. 그러나 분권화의 정도와 교섭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6개국(호주,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험의 비
교에 기초하여 Katz(1993)는 분권화의 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독일을 제외한 각국에서 사용자가 주도하여 교섭의 공식
구조를 하향 이동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사용자교섭의 정도가 약화되
었다. 호주(노조와 노동당 정부의 사회적 협정이 체결되었음. 제5장 참
조)의 경우를 예외로 하면 대부분의 중앙노조 조직은 교섭의 분권화를
반대하였다.
Katz는 분권화된 교섭 경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세 가
지 가정을 평가하였다. 첫째 노조로부터 사용자로의 교섭력 이동, 둘째
유연성과 피용자 참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의 출현, 셋째
기업구조의 분권화와 근로자 선호의 다양화. Katz는 노동측과 경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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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분권화를 수반하는 작업조직의 개편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번째의 가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다고 결론지
었다. 그러나 교섭력의 이동도 기업구조 및 근로자 이익의 다원화와 함
께 분권화된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필자들은 노사관계 시스템 개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상이한 ‘단
체교섭’ 체제를 분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들의 고용관계의 발전을 비교할 때, 사용자와 피용자들의 조직, 그
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유용하다. 또한,
교섭의 성격과 해당 교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집중화되거나 분권화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유용하다.

5. 수렴에 대한 논쟁
그러한 정보가 유용한 배경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세계화가 고용관계
의 국가적 패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개념적 도구
는 여전히 수렴(收斂)과 확산(擴散)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다. 수렴과 확
산에 대한 논쟁은 비교고용관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관
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최근의 논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수렴
과 확산 논쟁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연구자들이 세계화 이슈에 접근하
는 방법에 있어서 그 잠재적인 한계를 드러내 준다.
‘수렴’ 테제는 Kerr, Dunlop, Harbison 및 Myers와 그들의 책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1960)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들의
핵심적 주장은 다양한 개별 국가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획일성 혹은 ‘수
렴’되게 몰고 가는 산업화와 연관된 기술적․시장적 환경이라는 세계화
된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산업화의 논리가 존재하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사회가 생산과 조직의 산업적 형
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러한 논리가 이들 사회를 관통하는 ‘공통적 특징
과 원칙들’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Kerr 등은 산업사회가 이러한 원칙들
에 적응하기 위해 합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식과 이러한 합의를 설정하
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원적 산업주의의 원칙들’을 구체화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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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업주의의 논리
보편적인 기술 - 단순한 기술에서 복잡한 기술로 이행
↓
산업구조
↓
분업 - 경영의 전문화 포함
↓
배치와 훈련 구조의 필요성: 교육제도, 사회성층시스템, 사회적․신체적 이동
↓
사회 규모의 확대: 도시화, 관료화, 정부 역할의 증대
↓
노동시장의 구조화: 단체교섭과 일련의 규칙 제정
↓
사회에서의 합의
↓
다원적 산업주의

자료: Brown and Harrison(1978 : 129).

사관계 시스템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1960: 384~392).
산업주의의 논리를 도식화한 [그림 1-1]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주요
인인 기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산업사회간
의 수렴은 대부분 기술적 수준, 작업장과 산업 수준 혹은 도시 수준에서
먼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Kerr 등
도 전반적인 수렴은 국가마다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이념적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전의 시기와 근대화 엘리트의 특징 등 산업화와
특정한 제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함을 승인하면서
도, 산업주의의 논리가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에 있어 수렴적 경향을 생
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 수정된 수렴
산업주의 논리에 기반한 수렴 가설은 이 이론이 사실적 기초와 설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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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많은 논자들의 주장으로
인해 대부분 논쟁적이었다. Kerr 등의 저술에 뒤이어 노사관계 시스템
에 있어 수렴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
다. 몇몇 연구들이 수렴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 반면, 대부분의 경험적
자료는 국가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에 존재하는 항구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Katz & Darbishire가 지적하듯,
“수많은 비교노사관계 문헌의 핵심은…… 부분적으로는 국가별로 특수
한 제도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국가들에
서 광범위하고 항구적인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Katz & Darbishire,
2000: 8).”

산업주의 논리에 대한 이론적 비판에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존재한
다. 첫째, 일련의 학자들은 Kerr 등이 산업주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Kerr 등의 ‘자유주의다원주의’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Chamberlain(1961 :
480)은 Kerr 등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범주, 분류 및 인상적인 관찰은 많지만 분석은 미흡하다. 기껏
해야 19세기 독일의 경제사학파의 후예로 묘사될 뿐이다. 이 학파는 이
상적인 경제발전의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Bendix(1970 : 273)에 따르면 “사회 변화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해석
되지 않으며, 행위의 모든 우연성은 산업주의의 논리를 변경시킬 수 없
는 단순한 역사적 변수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쟁적이기는 하
나, Kerr 등은 현상유지와 갈등 억제, 기존 제도의 옹호, 인종 중심주의
적인 미국식 관점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데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저술이 냉전의 배경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른 비판가들은 산업주의의 논리가 수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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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문을 제기한다. 산업주의와 관계된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단일한 사회제도로, 더구나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일련의 사회적 제도로 수렴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erger
1996: 2~4). 예를 들어, Cochrane(1976)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정’으로
서 산업화가 표상하는 ‘결정론적 미래관’을 거부한다. Doeringer(1981)
는 수렴이론에 대해 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수렴은 Kerr 등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공
통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직면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고용에 관한 규칙 제정과 관련된 자국의
틀을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국의 접근방법은 상이하다. 그러므
로 국가간의 차이는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화의
압력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이 다르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는 삼층
틀(three-part framework)을 이용하여, 즉 첫째 모든 노사관계 시스템
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서, 둘째 노사관계 시스템의 지
역간 차이가 메워지는 과정으로서,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노사
관계 시스템이 복수의, 그리고 종종 양립하기 어려운 목적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현실로서의 수렴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 추구되는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Piore(1981)는 수렴 명제가 비교고용관계의 일반화된 이론이라는 데
에 회의적이다. 그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산업사회의 일부분은 수렴하
고, 다른 부문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안
적인 접근방법은 여러 사회의 노사관계 중에서 규제 제도의 역할에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일련의 상이
한 규제 제도를 제정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변화함
에 따라 초기의 규제 구조는 적합치 못하게 되어, 시스템은 점차 그 자체
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위
기가 발생하며, 이는 새로운 규제 제도의 발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
다.
일부 신흥공업국가(NIEs)의 경우 산업화는 과거의 경우보다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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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신흥공업국가의 노사관계 제도
는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보다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이 사례는 대부분
의 아시아의 첫 번째 네 마리의 용 ―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 의
취약한 노조의 경우이다. 이 중 한국의(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1987년 이
후 노조의 성장은 아시아 지역의 예외적인 경우이며(제11장 : Verma et
al., 1995 참조), 이 책에서 우리는 한국을 선진산업국으로 다룰 것이다.
Kerr는 이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였
다. Kerr(1983)는 수렴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변별적인 시스템을 촉진
시키기 어려워지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선진시장국가들
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유사한 반면, 미시적인 수준에서 깊은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많은 저발전국가들(LDEs)는 산업화에
대한 극복하기 힘든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 규모의 산업화는 가
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원래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을 유지한다. 즉 산업화의 논리에 내재한 핵심적 긴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극복되어 왔으며,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와 다원주의
적 혼합경제에 관한 점증하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영
하는 자와 경영되는 자’ 간의 관계는 양자가 합의한 규율과 관습의 망에
점점 더 뿌리박고 있으며, 따라서 노사갈등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Ross & Hartman, 1960).
나. 후발국
Dore는 수렴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영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연
구를 통해, 그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있어서 수렴적 경향이 존재
하는 반면, 그 경향은 Kerr 등의 분석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모델인
미국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Dore는 Kerr 등에
의해 제시된 기술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 즉 거대 기업의 출현과 평등
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의 보급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를 검토한 후 Dore는 후발자(late-comer) 효과를 확
인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늦게 산업화되었기 때문에(영국보다 10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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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국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는 후발 산업국은 초
기 산업국에 비해 산업화에 적합한 제도와 조직 형태를 채택할 수 있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Dore의 테제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그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한 특정
한 비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접근방법은 비교고용관계 연구
에서는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단지 2개국의 사례에 국한시
켰으나, 사례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비교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
기 때문에 Dore는 피상적인 비교나 공허한 서술에 빠질 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Shalev, 1980: 40).
Dore는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유사해져 가고 있으며, 다른 어느 서구
국가보다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이 지향하여 수렴되어 가고 있는 모델이
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관행
(world best practice)’이라는 우산 아래 제조업 및 노동조직에서 접목되
어 온 소위 ‘일본적 경영관행(Japanese management practices)’에서 찾
아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보다 세계화된 전략이 채택됨에 따라 일본의 다국적기
업들은 생산, 인적자원, 작업조직, 그리고 노사관계 관리에 대한 그들의
접근방식의 수출을 점차 늘려 왔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강력하게 비
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Parker & Slaughter, 1988), 경
영계의 지도자들은 이를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
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비일본계 기업들은 일본의 역할 모델을 본받으
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동차산업에 관한 베스트셀러인 일본
이 대량생산에서 린(lean) 생산방식(대표적으로는 도요타 생산시스템)
으로 도약한 점과 다른 산업들이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
한 연구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Womack et. al., 1990 ; Fucini &
Fucini, 1990 ; Bamber et al., 1992). 그러나 린 생산방식 ― 도요타로
부터 유래된 ― 을 적용한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
결과는 일본식 생산방식이 동일한 복제나 모방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해당 지역의 제도 및 문화적 역량뿐만 아
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전략과 세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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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chan et al., 1997). 따라서 특정한 공통의 특징을 공유할 뿐 아니
라 중요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중해적(Mediterranean)’
혹은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적 린 생산방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Camuffo & Micelli, 1997 ; Brulin & Nilsson,
1997).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는 특정(혹은 모든) 지역에서는 린 생산방
식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고용관계의 전제가 그들의 경영가치
및 전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다.

6. 확산으로?
1980년대에 일련의 이론가들은 초기의 수렴 논쟁을 다시 제기하였으
며,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 확산(divergence) 및 이중성을 예견했
다. Goldthorpe(1984)은 거시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선진시장국가들
은 수렴하기는커녕 다양한 경로를 따른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노르
웨이, 호주, 독일, 스웨덴 등 조합주의적 국가정책에 의해 자본과 노동
의 불평등이 축소되는 사례가 존재한다(제8, 9장 참조). 이들 국가는 사
용자와 노조,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균형화하고자 했다. 반면,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내재적 경직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의 힘에 의해 전통적 노
동시장 제도(즉 단체교섭)가 침식되었다. 그 결과 노동력이 중핵과 주변
부로 양분되는 이원화된 경향이 나타났다. 중핵 노동력은 여전히 노조화
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비록 탈분권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단체교섭의
틀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주변화된 노동력의 경우, 통제의 계약적 형태
로 설명되는 더욱 개인주의화된 근로 제도 아래에서 고용되고 있다.
Goldthorpe(1984)는 그러한 조합주의적/이원적 구조가 동일한 사회
내에서 장기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각
각의 접근이 가지는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협상도 거시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동시에 비효과적일 수 있다. 조합주의적 시스템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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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거나 또는 보다 시장주의적인 이원화된 노사관계 시스템이 규범으
로 정착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압력에 따
라 고유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유사하게 Streeck(1988)는 대부분의 선진시장경제국가에서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일부 요인을 설명하고, 이들 요인들이 다양한 결과
혹은 ‘확산되는 진화의 궤적’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eeck는 이
러한 상황을 기술의 이용과 작업조직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증가에 비유
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이한 발전 형
태를 지닌 ‘폭발(explosion)’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심적인
‘최선의 관행’을 향해 집약적으로 수렴해 가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고용구조의 변화는 노동조합에게 힘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
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부문으로의 고용 변화, 중소하청업체와 불안
정한 고용하에 있는 주변부 근로자 등 2차 부문의 성장, 시간제 근로와
화이트칼라 직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종업원 몰입 제
도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기법의 사용 증가 및 기타 개별적인 접근방법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와 같은 변화들이 광범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정
부 및 노동조합에 대한 효과는 각 당사자들의 조직적 기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률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거나 증가할 수 있
는 데 반해, 조직률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전략은 노동조합의 현 상황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질성은 노사관계 시스템간에서뿐 아니라 자국
의 노사관계 시스템 내에서도 증가한다. 많은 사용자가 촉진시키는 노동
력 내에서 ‘개별화’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을 침해하며, 이는 세
가지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즉 첫째 노동조합이 노동력을 구성하는 다
양한 이익을 지닌 많은 집단 중에서 일부만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이 없
는 상태, 둘째 조직간의 분열에 의한 노동운동의 분열, 셋째 내부의 정
책적 갈등의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전국적 혹은 산업별 수준에서 공식적
인 단일 조직의 유지. Streeck는 내부의 이질성을 관리하는 노동조합의
능력(그것에 의하여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이 모든 선진시장경제에서 조
만간 엄격하게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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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조직적․제도적 변
화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에서 노조는 중요한 혁신을
시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Freeman(1989)은 여러 선진산업경제들에서 노조조직률 및 대표성에
있어 각기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서구국가들
에서 노조 및 자본주의하의 전통적인 핵심적 근로 제도는 어떤 양식적
형태로 수렴하기는커녕 1970~80년대에 아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이래 노조조직률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증가
해 왔거나 최소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부록 참조). 무역의 증가, 기술
이전, 국가간 자본의 흐름 등 유사성을 향한 공통의 압력 요인에도 불구
하고, 노조조직률과 관련된 이러한 확산 경향은 발생하고 있다.

7. 수렴과 확산에 대한 재검토
이후 몇몇 연구들은 수렴보다는 확산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수렴과 확산의 문제는 1990년
대에 MIT를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이론가들과 비판적 정치
경제학자들이 재검토하였다.
가. 전략적 선택과 MIT 프로젝트
MIT 프로젝트는 다양한 국가의 고용관계 학자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선진산업국가들간의 고용관계의 변화를 산업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Locke et al., 1995a 참조). MI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Kerr et al.
(1960)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7)
MIT 프로젝트는 미국의 고용관계 및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논쟁
7) MIT 프로젝트가 비교되는 국가들에서 해당 학자들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
고, Kitay(1997:4)가 지적하듯, 이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미
국적 가치와 관점이 투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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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일반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Kochan, Katz 및
McKersie(1984)는 주요한 선구적 연구의 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는 변형(transformation)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 과정의 중심에는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관행과 관련하여 미국 경영자들에 의해 수행된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의 변화가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개념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Dunlop의 문제틀에 전략적 선택의 차원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사결정의 세 가지 수준(거시적, 산업
수준, 작업장 단위)과 세 당사자(사용자, 노동자, 정부) 간을 구분짓는
틀을 제안하였다. Kochan 등은 매트릭스(matrix)를 이용하여 세 가지
수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에서와 같이 매
트릭스 횡렬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행하는 3당사자를 나타내며, 종렬은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3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 의
사결정의 효과는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다.
<표 1-1> 노사관계 전략 매트릭스

의사결정 수준

사 용 자

의사결정의 성격
노동조합

① 주요 제도의 거시 인적자원의 전략적
적 또는 세계적 수 역할 : 노동조합에
준
대한 정책, 투자, 공
장입지, 신기술, 외
부 주문

정치적 행위(정당과
다른 이익집단과의
관계 등), 조직화(예
: 중립성과 회사 캠
페인) 공공정책 목
표(예 : 노동법 개정)
와 경제정책(예 : 완
전고용)
② 고용관계 및 노사 인사정책 및 협상전 단체교섭 정책과 협
관계 시스템
략
상전략(고용 대 소득)

정

부

거시경제 및 사회정
책, 산업정책(보호무
역 대 자유무역)

노동법과 근로기준
법, 소득정책 혹은
쟁의조정에 의한 직
접 개입
③ 작업장: 개인 및 집 계약적 혹은 관료적 종업원 경영참가에 노동자의 권리규제
단
개인적 혹은 집단적 관한 정책, 신기술 혹은 종업원의 경영
경영참가
도입, 작업집단 설계 참가

자료: Kochan, McKersie & Cappelli(198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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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프로젝트는 전략적 선택 문제틀의 비판과 변형에 대한 논의가 국
가별로 혹은 부문별로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으
로 발전했다(Burton, 1988; Lewin, 1988; Chelius & Dworkin, 1990).
이러한 연구는 증가하는 국제적 경쟁과 새로운 생산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 수준의 고용전략에서 차
별화된 경쟁적 전략의 영향력에 집중하였다. 연구를 이끌었던 핵심적 질
문은 다음과 같다. 즉 선진시장국가들에서 고용관계의 변화는 기업 수준
의 경쟁적 전략이나, 혹은 국가 제도와 공공 정책들의 차이에 의해서 추
동되는가? 이러한 과정을 추동하는 관련 행위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정
치경제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어느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가? 국가 제도
들은 점점 세계화되는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개별적인 기업과
노조의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규정 혹은 제한하기 위해 이들 제도들은
거시적 수준의 행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러나 아마 이 연구
에 의해 제기된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국가 내(within)의 고용관계 관행
의 차이점의 정도가 국가간(between)의 차이만큼 있는 듯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노사관계 제도의 특이성을 개념화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Locke et al., 1995b).
연구 프로젝트는 두 단계에서 발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나라
에서의 상황 진전을 서술하고 비교하는 것이었다(Locke et al., 1995a;
Kitay & Lansbury, 1997 참조). 두 번째 단계는 항공, 자동차, 금융, 전
자, 철강, 그리고 통신 산업을 포함한 이들 나라들의 특정 산업 내에서
의 고용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예를 들어, Katz, 1997a ; Kochan et
al., 1997; Regini et al., 2000). 이 연구의 분석틀은 <표 1-1>에 요약
되어 있다. 네 가지 주요 기업 수준 고용관계 관행이 분석틀의 핵심이다.
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경쟁전략(예: 탈권화 또는 팀제도)
의 채택에 의한 작업조직의 변화 ― 이와 같은 변화와 연관된 것은
새로운 작업규칙과 기업 내에서의 경영참여의 형태이다.
② 기업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숙련습득과 훈련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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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내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보상 혹은 급여제도
④ 생산품 수요와 관련된 경기적 혹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기업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조정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배치전
환, 고용안정 및 채용정책.
이와 같은 고용관행의 다양성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틀
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변형의 정도에 대한 두 개의 경쟁적인 가설
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가설은 기업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유재량을
제한하는 제도적 구조(국가, 산업, 기업 수준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대안적 가설은 기업에게 가능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와 국제
경쟁 및 기술변화에 관련된 압력을 강조한다. 각 나라와 각 산업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어 최근의 작업장의 상황 전개와 관련되어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의 설명력이 비교된다.
고용관행의 변화의 증거가 산업 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에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산업에 대한 연구는 또한 국가 수준의 제도적 분석틀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Kochan et al., 1997; Katz, 1997a;
Regini et al., 2000). 예를 들어, Katz(1997a:11~23)는 10개국의 통신
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고용안정성, 작업조직, 직업훈련,
보상과 지배 시스템에서 국가간 유사성이 폭넓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간 핵심적 차이 또한 존재한다.
MIT 프로젝트에 의하면, 고용관계에서 최소한 네 가지 경향이 발생하
고 있다. 첫째, 기업이 고용관계의 전략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수준으
로 점차 떠오르고 있다. 경영자측이 때로는 노조 혹은 작업장협의회와의
협조 하에서 일반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둘째, 기업 수준 구
조의 탈권화는 작업조직과 노동의 배치에 있어서의 보다 큰 유연성의 추
구와 동반된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기업과 정부가 훈련과 숙
련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숙련과 연계된 임금제
도를 도입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넷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작
업장은 보다 다원화되고 기업의 평균 크기는 작아짐에 따라, 노조는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Katz & Darbis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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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변화하는 고용관계의 패턴에 적응하는 형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종류
의 긴장관계(tension)가 보인다. 첫째, 연구된 모든 나라에서 비용절감
과 고부가가치 획득이라는 전략이 공존한다. 둘째, 작업조직과 관련된
고용관행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일자리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괴리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셋째, 많은 나라의 노조들이 영향력과 조직원의 감소를 경험
하고 있는 반면, 산업 수준과 국가의 정책결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 이슈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
다. 근로자 대표권의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법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
라도 전통적인 노선에 따른 노조원 및 노조의 힘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
까운 장래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나. 수렴하는 확산
MIT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Katz & Darbishire(2000)는 6개국에서
두 개의 산업(자동차 제조업 및 통신산업)을 조사했다. 이들은 연구된
국가들에서 고용 패턴의 확산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
은 이것을 ‘확대로의 수렴(converging on divergence)’이라 명명하며,
그 특징은 네 가지 고용 패턴의 확대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즉 저임금,
인적자원관리, 일본 지향, 그리고 공동팀 지향(표 1-2 참조). 그러나 그
들은 국가간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이하의 특정 수준에서 이들 패턴의
분포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고용 패턴의 차이는
국가 수준의 제도가 가지는 교섭의 집중화 정도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
같은 분권화 수준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공통성의 정도, 그리고 분권화된
교섭 구조들간의 효과적인 조율의 정도 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Katz & Darbishire는 확산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용패턴
의 상대적 조합에 국가별 차이가 상당함이 지속되는 것과 그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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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작업장 관행의 최근 형태

작업장관행의형태
저 임 금

인적자원관리

일본 지향적

공동팀 기반

비공식적 절차에 의 협조적 문화와 광범 표준화된 절차
한 경영자측의 자유 위한 의사소통
재량

공동의사결정

계급제도적 작업관계 지시받은 팀

반자율적인 작업집단

문제해결팀

실적률(piece rates) 성과에 기초한 임금 선임권과 성과평가 지식에 기초한 임금
에 의한 낮은 임금 에 의거한 평균 이 에 연관된 높은 임 제도에 의거한 높은
상의 임금
금
임금
높은 노동이동률

개별화된 경력관리

경력개발
고용안정

반노조적 이데올로기 노조의 대체

노조와 근로자참여
기업노조

자료 : Katz & Darbishire(1997).

합에 국가 수준의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고용과 연관된 국
가적 제도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수렴하는 확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도 있다. 몇몇 논자들은
경험적 증거들은 네 개의 고용 패턴이 6개국 모두에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하지 못하며(Giles, 2000c: 476; Hancke, 2001:306; Streeck,
2001), 이러한 고용 패턴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de la Graza,
2001; Wailes, 2000b). 좀더 중요한 것은 Katz & Darbishire의 주장이
고용관계의 현재적 변화의 복합성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수렴/분화 개
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Katz &
Darbishire가 설정한 수렴의 범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과 스웨덴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고용관계에 있어 유사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결
론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례들간의 중요한 차이는 모호해
질 수 있는 것이다(Wailes, 2000b: 42~43).
이러한 비판은 좀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MIT 프로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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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작업이 작업장과 산업 수준에 주목하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비교고용관계학에서 Kerr 등의 본래 수렴 테제가 지속
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err 등의 작업(1960)
이래로,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한 비교평가는 수렴이냐 확산이냐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수렴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Seelinger가 지적하듯,
“각종 문헌에서 수렴 논의의 탁월함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공간과 사
유가 가설의 엄밀한 개념화, 적절한 연구 전략의 기획, 그리고 이것이 비
교공공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진전에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
한 논의보다는 ‘결과’의 제시에 할애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수렴 연구는 그 기초적 개념, 특히 유사성 개념에 의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상을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렴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차이가 가지는 정도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
하다(Seelinger, 1996: 286).”

비교분석이 수렴이나 확산의 증거를 낳는지 여부는 종속변수의 선택
에 의해 가장 극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임금불평등과 같은 척도에 주목
하는 연구들은 수렴의 증거를 찾을 것이며, 반면 국가간 참여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확산의 증거를 찾을 것이다. 최소한 이것은 무엇
이 수렴이나 확산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보다 뚜렷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8) 또한, 수렴과 확산의 개념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세계화
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에 있어 모든 미묘한 차이를 포
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6.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관점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고용관계에서 수렴 논쟁은 ‘자유주의적-다원주
8) 이를 위한 최근의 시도로서 수렴의 세 가지 차원을 구분했던 Traxler et. al.
(2001: 3~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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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틀에서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 있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비판가들은 정통적 접근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좁은 개념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를 무시한다고 주장한
다(예를 들어 Mills, 1959; Mandel, 1969). 그들은 더 넓은 사회는 기껏
해야 좁게 한정된 ‘조정’과 ‘피드백’의 채널을 통해서만 다원주의적 모델
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Hyman, 1980).
Giles(2000a: 174~176)는 이러한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관점 때문
에 대부분의 노사관계 이론가들이 두 가지 의미에서 세계화를 고용관계
의 외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는 노사관계 이
론가들이 ‘노사관계 주위에 두꺼운 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
계화는 이것이 없을 경우 안정적일 수 있는 국가적 패턴의 고용관계에
대해 외부적인 충격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에 따
르면, 비교고용관계는 국가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대개의 경우 국제
적 차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계화는 고용관계의 외부적인 것
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류의 고용관계 이론들은 대개
세계화가 가져오는 고용관계 패턴의 국면에 있어 상대적인 수렴 혹은 확
산을 평가하는 데 매몰된다는 것이다.
Giles(2000a)가 지적하듯 고용관계 이론에서 또 다른 지적 전통이 있
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제경제적 변화와 국
가적 패턴의 고용관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더 큰 시
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전통이
다. Giles & Murray(1997: 81~85)는 고용관계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정
치경제학의 기여를 요약한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를 ‘생산의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연구로 정의하는 것, 고용관계의 관점을 ‘구조화된 적대’로 채
택하는 것, 그리고 ‘단체교섭과 같은 메커니즘을 노사간 세력 균형의 변
화에 의해 영향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도화된 타협’으로 간주하
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전통과 비판
적 정치경제학의 핵심적 차이는 세계화와 같은 이슈들이 개념화되는 방
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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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이론가들은 일련의 외재적 변화라고 보는 반면, 정치경제학자
들은 생산과 축적의 국제적․국가적 사회구조의 동학에 뿌리박은 패턴
이라고 본다. 또한 주류이론가들이 그러한 변화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정치경제학자들은 변화하는 작업장 관계를 이러
한 패턴의 핵심적 부분으로 본다(Giles & Murray, 1997: 85).”

이는 세계화와 관련된 국제경제에서의 변화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
턴에 대한 분석에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판적 정치
경제학의 전통이 세계화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개념적 도구를 제시하고 있음에
도, 많은 방식에서 이러한 접근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Hyman(1980: 127~128)과 Giles & Murray(1997:100~101)와 같은 이
론가들은 이것은 그러한 접근에 요구되는 다른 분석 수준을 단일한 분석
틀에 통합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특히 국제적인 차원의 명제를 분석에 통합시킬 때 첨예해진
다. 대부분의 비판적 정치경제학자들은 국제경제적 변화를 노사관계의
국내적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국제적 토
대에서 세계화와 노사관계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렇다 할 만한
정치경제학의 시도는 거의 없었다.9) Haworth & Hughes는 고용관계의
정치경제학은 전통적 노사관계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근로관계
의 통제에 대한 관심으로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
적으로 그들에 따르면,
“비판적 관점은 여전히 기업적․부문적 혹은 국가적 환경과 그들의
권력관계에 위치하고 있다. 급진적 노사관계 이론과 국제적 분석이 만날
가능성은 생겨났지만, 일반적으로 활발해지지는 않았다(Haworth &
Hughes, 2000: 200).”
9)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국제경제적 변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몇몇 시도는 있었다(예를 들어 Cox, 1987; Lange
et al., 1982; Gourevitch et al., 1984 참조). 또한 세계화와 노동규제에
대한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의 특집을 참조. 특히 Haworth and
Hughes (2000), Murray et al.(2000), Dey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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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et al.(2000)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세계화와 고용
관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 Murray 등은 세 가지 스케치가 세계화
된 경제의 맥락 내에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에서 탈규제가 아닌
재규제(re-regulation)가 존재함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스케치
는 미국 공장들의 경쟁과 폐쇄의 위협에 직면한 자동차 공장에 도입된
지역적 단체협약의 변화를 설명한다. 두 번째 스케치는 1990년대에 퀘
벡 지역에 존재했던 장기적인 단체협약(한 사례의 경우, 18년)을 향한
추세를 지적한다. 여기서 새로운 투자는 계약을 재협상할 때 노조가 문
제 해결에 동참하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과 연동된다. 세 번째 스
케치는 국제경쟁력의 이름으로 1990년대 하반기에 퀘벡 지역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서 단체교섭 조건을 전 산업으로 확장시킨다는 결정의 축소
혹은 (몇몇 경우) 무효화이다. Murray 등이 노동의 재규제가 발생하는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화가 다음의 핵심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강조
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고용관계의 불확정성
(indeterminacy), 조직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우연성, 행위자의 권력과 범
위 및 행위자간 상호의존도, 그리고 규제의 상이한 근거들간의 상호연계성.
Murray 등의 연구가 캐나다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네 가지
핵심 관계는 사례간의 국제비교에 대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의 분석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개념으로 작업함으로써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 지배적 경향이 수렴인지 확산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국제경제의 변화와 역사적 ․
제도적 전통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요인들을 상술할 수 있게 한다.

8. 세계화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각종 문헌들에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들을 세 가
지 범주로 분류한다. 즉 단순 세계화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 통합적 접
근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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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 세계화 접근
단순 세계화 접근(simple globalisation approach)은, 국제적 경제활
동은 점점 더 상호연계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관련된 압력은 엄청나게 강
력하기 때문에 고용관계 패턴의 국가간 차이에 그리 큰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많은 방식에서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국제경제적 변
화가 근로조건 및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
중적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 극단적인 형식으로 보면, 이러한 접근은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바닥으로 치닫기
(race to the bottom)’와 노조에 안정성을 제공하거나 평등과 효율에 대
한 추구를 고무시키는 체제를 포함한, 국가별로 고유한 노동시장 체제의
침식을 예견하고 있다.
Tilly(1995)는 세계화가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의 능력을 침식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권
리는 전체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자본을 규제하는 국가의 능력과
성향에 상당히 크게 의존해 왔다. 그는 노동권의 확립은 세계화의 효
과에 대응하기위해 초국적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조의 능력에 의
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유사하게 Campbell(1996)은 경제적 상호연계성의 증가는 타국으로
생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조직 노동의
시장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세계화의 ‘얕은
(shallow)’ 효과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무역 개방도 증가와 관련된다.
대조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한 ‘깊은’ 효과는 생산자본의 잠재적 유동성의
증가와 단기 투기자본의 높은 유동성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된다. 이러
한 요인들은 자본에 대한 국민국가의 권력을 축소시키며, 국민국가가 거
시적 경제 수행을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은 국민국가가 각국에 고유한 고용관계 정책을 추구하거나 유
지하는 것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조직 노동의 상대적인 시장 권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점은 국민경제에 걸친 고용관계의 제도와 결과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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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의미 있는 함의를 가진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강
이러한 압력들 때문에 그러한 세계화의 효과와 연계된 국가적 정책 자율
성의 실종으로 국가적 노동기준은 수렴한다는 것이다.
단순 세계화 접근, 특히 세계화가 국가적 정책 자율성을 침식해 왔다는
견해는 다방면에 걸쳐 비판받아 왔다. 예를 들어, Garrett(1998)은 단지
각국 정부들이 유사한 경제적 압력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들 압력에 대
응하는 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별로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 상당
한 다양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 책의 각 장들이 제시하듯, 고
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있어서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Evans
(1997)와 Weiss(1998)가 제시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Garrett은 세계
화와 관련된 압력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 국민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역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한다.
나. 제도주의적 접근
단순 세계화 접근에 대한 비판 및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 다양성
이 지속된다는 증거는 고용관계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와 관련한 두 번째
견해인 제도주의적 접근의 발전을 가져왔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국가
수준의 제도적 차이는 공통적인 경제적 압력이 상이한 방식으로 굴절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Locke & Thelen(1995)이 주장하듯,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제적 경향은 사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인 압력들로 해석되
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들에 의해서 중재되고 특정한 국가적 관행들에
대한 다양한 투쟁으로 투영된다(1995: 338).” 국가 수준의 제도적 차이
들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접근방식은 세계화가 고용관계
의 국가적 패턴에 있어 일반적인 수렴을 이끌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Locke et al., 1995b). 오히려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보다 폭넓게 다양해질 수 있다고 예견한다. 이 접근은 제도가 경제
적․정치적 결과들을 형성하는 데 수행하는 독립적 역할에 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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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문들로부터 결론을 끌어낸다.10)
노사관계 문헌에서 제도주의적 접근의 사례로서 Turner(1991)와
Thelen(1993)이 수행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다. 이들은
독일에서 노사관계의 ‘이중적 시스템’은 독일노조로 하여금 미국과 스웨
덴보다 세계화의 압력에 더 잘 저항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Turner(1991)
는 독일과 미국의 노조가 산업구조조정에 개입하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국제경제적 압력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유사하게 Thelen(1993)에 따르
면, 국가․산업 수준에서의 교섭과 법적으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작업
장 수준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로 이중화된 독일 시스템은 분권화된 교섭
이 현존하는 제도적 구성 안에서 수용되게 만드는 압력을 가능케 해왔
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작업장에서 제도화된 노동자 권리의
부재, 그리고 중앙집중화된 교섭체계에 의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
동자들 사이의 분할은 분권화된 교섭에 대한 압력이 현존하는 교섭구조
와 조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
Ferner & Hyman(1998)은 유럽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고용관
계 패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 수준의 제도적 차이를 강조
한다. 특히, 그들은 “국가는 사회적 조절과 (노동시장을 포함한) 시장 사
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명제의 증거로
서 몇몇 유럽 국가에서 1990년대에 ‘사회적 조합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Ferner & Hyman, 1998; xxi). 그들은 또한 노동시장의 몇
몇 형태는 국제경제의 변화에 다른 것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세계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견해의 또 다른 근거는
Traxler et al.(2001)의 경험연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들은 “시장의
압력은 제도들에 의해 진행되고 여과됨으로써 노동관계의 제도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raxler et
10) 제도적 변수의 역할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은 광범위한 분과학문에 걸쳐 ‘신
제도주의’라고 불렸다. 신제도주의에는 다양한 양태들이 존재한다(개관을
위해서는 Goodin(1996) 참조). 이 장에서는 비교정책론에서 역사적 제도주
의라 불려 온 것과 관련된 견해에 주목하고 있다(Thelen & Steinmo (1992);
Hall & Taylor(1996); Pontusson(1995); Immergut(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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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289).
제도주의적 접근은 단순 세계화 모델에 유익한 수정을 제공한다. 제도
의 중재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지속적인 국가적 차이의 패턴을 설명하
는 데 유익하며, 세계화와 국가적 고용관계 사이는 단순하지도 않을 뿐
더러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결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접근은 노사관계에 있어 고유한 국가적 패턴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 변수들을 지적한다. 이러한 다수의 변수들
은 성격상 국가에 고유한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10개 선진
시장국가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을 다루는 다음의 장들에서 개괄되는 특별한 세부항목들을 인지할 필
요가 있다.
제도주의적 접근이 단순 세계화 접근에서의 수렴 논리에 대해 하나의
수정을 제공하는 반면, 사례들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
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 수렴이나 확산이 존재하는 정도가 어떤
지를 확정하는 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다. 통합적 접근
세계화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통합적 접근이다. 다른 두 가지 견해보다 덜 발달되긴 했지만, 통합적 접
근은 세계화와 제도주의적 견해가 제시한 통찰에 주목하여, 동일한 분석
틀 내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설명할 가능성을 제공한다.11) 이러한 접근
은 정치경제학의 접근에 그 연원을 두며, 국제경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관계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Wailes et al.(2003)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국제경제의 변화가 노사관계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 사례들 사
이의 제도적 차이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주목하는 양 국가에서 정책발전
11) 몇몇 예는 Giles & Murray(1998), Smith & Meiskins(1995), Pontusson
& Swenson(1996), Murray et al.(2000), Wailes(2000a)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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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교연구는 그들 사이의 작지만 중요한 역사적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두 국가에서 정책 결과의 차이를 과장하며 이들 국
가들에서 최근의 발전을 대부분 설명할 수 없다.12) 제도적 변수가 중요
하다는 점을 인정은 하지만 국가간 유사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것과 양국
에서 노동시장의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로 구성
된) 이해의 연합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경제의 변화가 이들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는 데 유익하다. 이를 위해 비교대상 국가들이 국제경제에 통합되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적 이해관계 구성에서의 잠재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세계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변수가 정치적․경제적
정책결정에서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의 국민국가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노조 및 근로자들 사이
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국제비교 노사관계 연구에 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반면, 그것은 고용
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세계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상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단순 세계화 접근이 국제경제의 변화와 노사관계
의 국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양
한 국가들에서 그들의 역사적․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변화
들의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제도주의적 접근이 지배적이
라면, 유사한 경제적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고용관계의 패턴에
있어 항구적 차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
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의 좀더 복합적인 패턴을 보면 통합적 접근이 세계
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더 나은 설
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적 사례와 맥락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세
계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쟁적 설명을 검
12) 이 문헌에 대한 개관으로는 Wailes(1999) 참조.
13)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과 이것이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에 관한 설명으로는
Giles(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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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수 있다.

9. 결 론
이 장은 국가적 고용관계가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제비교 분석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국제비교 분석이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접근들
을 검증할 수 있는 우수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분석은 파업이 측정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
이와 같이 실천적․기술적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이 장은 그러한 난제들
을 검토하였고 그들이 충족될 수 있는 몇몇 방식들을 제시하였다.
이 장은 비교고용관계에 관한 논쟁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적 도구들을
검토하였고, 세계화와 국가적 고용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 이들의 유용
성을 평가하였다. 근본 가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지만, 조작적 도구
로서 각국에 걸쳐 다음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하다. 즉 교섭체계
의 성격, 근로자의 조직과 그들의 대표체, 사용자와 그들의 대표체, 그
리고 그들과 국가가 고용관계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
등.
또한 수렴과 확산에 관한 논쟁도 검토하였는데, 어느 정도는 세계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논쟁들
이 비교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확인해 주기는 하지만, 수렴-확
산이라는 이분법과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견해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세계화가 국가적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들을 포괄해 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고용관계를 더 넓은 정치경제의
반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고
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을 검토하기 위한 더 좋은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이 장은 현재의 문헌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단
순 세계화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 통합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이들 각
각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과 관련하여 상이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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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2장부터 이어지는 국가별 분석은 교섭 패턴의 발전에 대한 역
사적 배경과, 피용자와 그들의 노조, 사용자와 그들 조직들이 조직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장은 교섭 패턴의 변화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부록은 각
각의 장을 보충하는 유용한 비교 통계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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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14)의 인구는 5,900만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은 74%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95년 기간에 눈에 띄게 떨어졌다(각 장에서 인
용된 통계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영국은 OECD의 어떤 국가
보다 1차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매우 낮다(민간취업자의 2.1%). 민간부문
취업자 중 약 27%는 제조업 부문에, 나머지 70%는 서비스업 부문에 종
사하고 있는데 (OECD 정의에 따를 때)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1970
년 이후 공업 부문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업 부문의 상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현저히 증가하여 1965
년 1.4%이던 것이 1986년에는 12% 대에 육박하여 동 기간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상당히 개편
된 실업수당의 청구율은 1980년대 후반에는 떨어졌다가 1990년대 초에
는 다시 증가하였고 그 이후 계속 떨어져 1990년대 말에는 약 7% 정도

14)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를 포함하고, 대영제국(UK)은 영국
과 북아일랜드를 포괄한다.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
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 몇 개의 주요 요소는 다르다. 본장은 영국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인용된 몇 개의 통계와 부록 중 전체적으로 대영제
국과 관련되는 것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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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인당 GDP(대략 노동생산지표로 볼 때) 기준으로 영국은 10개국
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다(부록 참조). 199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낮
아져서 1990~96년 기간에는 10개국의 평균 수준이다.
1945년 이후 영국의 정치는 두 개의 정당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보
수당은 기업과 농촌 지역에서 그 지지가 가장 강하다. 2001년 총선거에
서 보수당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단 한 명의 하원의원만 당선시켰
다. 반면, 노동당의 지지기반은 꾸준히 넓어지고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도시 노동계층이 지지기반이다. 노동당의 정당 자금의 많은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가입된 노동조합으로부터 나온다. 이외에도 자유
민주당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 등 기타 정당이 있으며,
이들 당은 최근 그 지지도를 넓혀 가고 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북
아일랜드의 지방분권화로 이들 지역의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영국의 고용관계와 노사관계에는 변화가 많았다. 1979~
97년까지 연속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근본적이고 단계적인 노사관계법
의 개혁,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경쟁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고용관계에 대해 잠재적으로 의
미있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사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왔다.
전후에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종종 상당
한 수준으로 노동력을 줄여왔으며, 1979년 이후 노조원의 수가 40% 가
량 줄어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의 전략과 정책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한 분권화와 고용관계의 개별화라
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는 직장의 불안정성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개별주의화는, 예를 들어 성과에 연동된 급여, 경
영층이 주도하는 근로자참여 및 다른 기법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 왔다
(Cully et al., 1999). 이러한 움직임이 의도하는 바는 조직목표에 대한
근로자들의 헌신을 획득하고 ‘그들과 우리’라는 적대적인 태도를 통합적
인 시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임시직과 파트타임 근로가 늘어났고,
조직 내에서 핵심근로자와 주변부근로자 간의 처우가 뚜렷이 구별되었
으며, 아웃소싱, 파트너십, 하청 및 협력 사업 등의 다중 조직 형태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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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Colling, 2000; Rubery, et al., 2002). 비록 작업장노사관
계조사보고서(WERS)의 패널 테이터를 통해서 보면 ‘오래되고 지속적인’
곳에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장 조직에서 그 추세가 더욱 명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979년 이후 영국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고용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영국은 성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기 훨씬 전에 ‘산업혁명’이 발생한
산업화의 요람이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법적 계약의무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소모품인 ‘노동력’으로 간주하였다(Fox, 1985). 주인
과 하인이라는, 법과 현실이 깊게 각인된 것이다.
영국의 많은 노동조합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노동조합은 숙련직공에 의해 결성되었다. 반숙련과 미
숙련 육체노동자들은 19세기 후반에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일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노동조합의 기원과 조합원 범위에 따라 구분
되지만)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개괄적인 것이며 노동조합이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산업 부문 또는 직업별로 특정 범주의 노동자로 가입을 제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오픈(open)’ 노동조합 또는 ‘클로즈드
(closed)’ 노동조합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기준일 수 있다
(Turner, 1962). 영국의 노동조합수는 1920년 1,384개에서 2002년에는
주로 조직 통합 등으로 인해 199개로 줄어들었다. 노조조직이 상당히 집
중화됨에 따라, 전체 조합원수의 87%가 5만 명 이상인 22개의 대규모
노동조합에 속하고 있다(Labour Market Trends, July 2000);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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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동조합(multiple unionism)은 눈에 띄게 감소추세에 있다.
1998년의 작업장노사관계조사보고서(WERS)15)에 의하면,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업장의 55%는 노조가 없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에서 43%는 단일 노조가 대표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대표 노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23%에 그칠 뿐이다(Cully et al., 1999:91).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변동이 있었다. Bain
& Price(1983)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노동조합 발전사를 크게 세 시
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48년에서 1968년까지로 조합원
수는 930만 명에서 1,02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고용량 증가에는 못
미쳤다. 조직률은 연평균 43% 정도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로 조
합원수(특히 화이트칼라)와 조직률이 모두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위협효과(threat effect)’와, 인플레
수준이 높은 시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급격한 임금인상이라는 ‘신용
효과(credit effect)’에 의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기 때문이다. 조합
원수는 1968년 1,020만 명에서 1979년 1,34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제일
많았고, 조직률도 55%로 가장 높았다.
세 번째 시기는 마거릿 대처의 급진적 보수당 정부의 집권이 시작된
1979년에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제조업 분야의 급격한 쇠퇴(전체 고
용의 20% 미만으로 하락), 그리고 1980년대 초기 전후(戰後) 심각한 경
기후퇴가 동반된다.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노조조직률의 하락으로 이
어졌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도 계속되
었는데 이는 새롭게 창출된 많은 직종이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 노조원을 모집하기 힘들었던 민간서비스 부문에 집
중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노조조직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대부
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노조원수는 40% 이상(620만 명) 줄어든 750만 명으로, 조
직률은 55%에서 29%로 떨어졌다. 육체노동․제조업․공공부문의 고용
및 대규모 작업장의 감소, 서비스부문 고용․파트타임․자영업의 증가
15) 추가적인 단서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작업장노사관계조사보고서(WERS)의
데이터는 25명 이상의 사업장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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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구조적인, 그리고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
만(Waddington & Whitson, 1997) 이와 같은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었
다(Green, 1992). 1997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혁방안
을 가지고 있는 노동당 정부의 출범이 네 번째 시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8년 동안 계속된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1998년에 멈추었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약간의 감소가 뒤따랐으나 2002년에는 노조원수가 1997년보다
178,000명이 많았다(Labor Market Trends, July 2002).
노조조직률에도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비육체노동자가 전체 노조원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조직화의 가능성은 이제 육체노동
자와 비슷하다.16) 1999년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Labour Market

Trends, July 2000), 조직률은 여성(28%)에 비해 남성(31%)이, 파트타
임 노동자(20%)에 비해 풀타임 노동자(33%)가 높게 나타난다. 민간서비
스 부문의 조직률은 낮은데, 예를 들면 제조업 부문은 조직률이 28%인
데 비해 소매업은 12%, 호텔 및 요식업은 6%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
문(60%)과 민간부문(19%) 간에도 조직률의 차이가 크다. WERS에 의하
면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업장수는 1984년 66%에서
1990년에는 5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조와의 단체교섭 인정은 대규
모 사업장에서 보다 일반적이어서 62%의 피용자들이 노조를 인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차이 역시 존재하
여, 공공부문의 경우 노조 승인은 95%에 달하는 데 비해 민간부문 사업
장은 25%에 지나지 않는다(Cully et al., 1999: 92).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하나의 전국중앙조직, 즉 1868년
에 설립된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를 가지고 있다. 2000년 현재 영국
전체 노조원의 85%를 구성하는 75개의 노조가 TUC에 소속되어 있다.
16) Labour Markets Trends, June 1996 : 231. 이 그래프의 노동조합 가입률
자료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던 이전 데이터와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다. 2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을 제외하고 조사된 WERS에 따르
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1984년의 58%에서 1990년
에는 48%로 떨어졌다(Millward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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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국가의 전국중앙조직과는 달리 TUC는 단체교섭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TUC의 주된 역할은, 정부 혹은 최근의 경우 EU에
대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에 국한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TUC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으며, 많은 노사정 기구와 준정부기구에 참여하였
다(Goodman, 1994). 이와 같은 역할은 1974년과 1979년 사이의 노동당
정부하에 절정에 달하였다. TUC는 또한 노동조합간 관계를 규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산하 연맹의 조직원 감
소는 TUC의 수입을 감소시켜 비용절감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1979~
97년 기간 동안 보수당 집권하의 권력의 통로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됨
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치적 로비력은 193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반전은 향후의 정책과 방향에 약간의 뜨거운 논
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노동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가열되었다. 1990
년대의 TUC는 ‘선량한’ 사용자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건설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고, 이런 경향은 전통적인 적대적인 태도를 대체했다. 이
는 TUC가 오래된 자원주의(voluntarist) 철학을 대신해, 비노조원을 포
함하여 모든 피용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법적 권리를 강제하는 대륙
적․유럽적 스타일의 접근방식을 채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실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은 보다 ‘포섭적’이고 보다 넓
은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과 연계되는 ‘노동의 세
계’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거듭나려 했던 1994년 TUC의 재건설 노력과
관계된다. TUC는 보다 효율적인 충원전략을 추구했으며, 새로운 노조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한 Organizing Academy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Heery, 1998). 새로운 노조원을 충원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몇몇 노조
는 개별 조직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에 집중했으며, 전통적인
형제애나 집단의식에 기반한 모델에서 벗어나 고객 서비스에 가까운 새
로운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Salamon, 2000). 1997년 노동당의 재집권
은 이전의 노동당 정부에서보다는 둘 사이의 관계가 덜 밀접하며 TUC가
다분히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사회적 파트
너로서 TUC의 보다 영향력 있는 역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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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국의 대규모 노동조합
조합원수
노동조합

(천명)

1980 2000
UNISON-공공서비스노동조합1)2) 1,697 1,272
운수일반노동조합(TGWU)

1,887

872

통합기계공․전자노조(Amicus)1) 1,690

727

일반․지방정부․보일러제조공 1,180

694

노동조합(GMB)1)

683

405

제조업, 과학 및 금융노동조합1)
왕립간호학교노동조합(RCN)
상점, 유통 및 관련업종노동조
합(USDAW)
전국교원노동조합(NUT)
통신노동조합(CWU)1) 3)
공공 및 상업서비스노조(PCSU)4)

181

327

450

310

273
334
-

295
281
259

전국학교교장협의회 ․ 여성교
1)
원노동조합(NASCUWM)

156

252

제지 및 인쇄노동조합(GPMU)

286

201

90

183

교원 및 강사협회(ATL)

증감률
(1980~
적
요
2000)
-25 공공서비스 : 화이트칼라와
생산직
-54 일반/오픈 ; 일부 화이트칼
라부문
-57 이전은 직종별, 지금은 거
의 오픈
-41 일반/오픈 ; 일부 화이트칼
라부문
+4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화
이트칼라, 기술자 및 감독
+81 자
전문직 노동조합, 대규모
-31 노동조합 중에서 유일하게
TUC 미가맹. 거의 일반,
+8 소매업이 주축
-16 학교 교원
- 통신산업의 ‘산별’ 노조
민원 및 대민상담 근로자
+62 노조
우체국 및 영국통신회사 종
업원
-30
과거에는 직종별 노동조합 :
인쇄 ․ 종이 산업
+103
학교 및 일부 대학 교원

주: 1) 1980년 조합원 자료는 합병을 고려하여 조정한 수치임.
2) 가장 큰 3개 노조인 중앙지방정부직원노동조합(NALGO), 전국공무원
노동조합(NUPE), 의료보험서비스노동조합(CHSE)의 1993년 7월 통합
으로 새로이 조직됨.
3) 통신노동조합(UCW)과 전국통신노조(NCU)의 1995년 통합으로 새로이
조직됨.
4) 민간 서비스노조의 통합으로 새로이 조직됨.
자료: Certification Office의 연례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출(1980~2000).

노조는 1906년 노동당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동당은, 특
히 노동조합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련의 판례가 나온 뒤에는,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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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다시 노동조합의 권리
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개별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여 노동당에 정
치자금을 냄으로써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 조합원은 원할 경우
정치자금을 안 낼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 지도부는 유권
자를 의식하여 정당의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리
를 두려 하고 있다. 노동당의 개별 당원수는 근년에 들어 증가하였으나
연례적인 정책형성 대회에서 노조 표의 힘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영국노조는 수사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전투성
을 상실하였고 파업 빈도는 기록적으로 낮다. 방법과 핵심 주장이 변화
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노조는 개인주의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집합적인
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소비자주의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생산
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로서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영향
력 있는 피용자의 목소리가 몇몇 사용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현실에 있어 노조는 피용자를 대표하는 (가끔 사용자가 더욱 선호하기도
하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인 비용대비 효과를 높이는 데 지속적
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 사용자와 그들의 조직
1965년 3개의 사용자단체가 통합되어 탄생한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 최고의 사용자단체이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요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만 TUC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에는 참여하지 않
는다. 1980년대에 경영자협의회(Institute of Directors)17)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 기구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대처와 메이저 정부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용자단체는 영국의 자발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형
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Gospel & Littler, 1983). 처음에는 지
역 수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다 중요하게) 전국 수준에서 각 산
17) 경영자협의회의 회원은 개인 기준이며 중소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CBI의 회원은 기업 단위이며 대기업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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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용자들을 규합하고 그들이 대표자로 행동하며 노조와 노조 인정,
쟁의 절차, 그리고 그들의 조합원 회사에 적용될 실질적인 조건들에 대
하여 합의를 하였다. 사용자단체는 노조의 캠페인에 대해 상호적인 방어
의 틀을 제공했으며, 동일한 생산시장에서 경쟁하는 영국 사용자들 사이
에서 ‘경쟁에서 배제된’ 임금을 책정하게 하였다. 복수사용자(multiemployer)와 산별 단체교섭은 수많은 산업 사용자들의 연합체가 ‘노사
관계의 형식적인 시스템’에 있어 중추적인 행위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Donovan, 1968).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
어 가는 많은 징후가 나타났다. 사업체에 기초를 둔 인센티브 제도와 직
무평가 제도의 발달, 초과근무의 증가, 그리고 예전에 경영전권이라고
여겼던 부분에 대한 노사 공동 규제의 확대 등이 작업장에 기반을 둔 노
조의 직장위원18)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0~90년까지 민간부문 기업의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은 29%에서 13%로 크게 떨어졌으며(Millward et
al., 1992), 이후 1990년대에 약간 상승하였다(Cully et al. 1999:228).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사용자 연합은 노사관계의 주변부로 이동하여 법
적인 서비스, 자문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0년대 초반 실업의 극심한 증가와 생산물시장에서의 보다 심화된
국제경쟁, 노동조합주의의 쇠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용자의 힘
과 행동의 자유는 크게 신장되었다. 노동 부문에 있어서 사용자의 목적
은 여전히 통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전략과 방법은 다양하다. 많은 경우 이는 실용적․기회주의적인 경영스
타일로 묘사될 수 있다(Purcell & Sisson, 1983 참조).
경영측은 더 많은 유연성을 추구하고 근로자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
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근로자 의사소통 제도, 팀워킹, 그
리고 인적자원관리(HRM)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18) 영국의 노조는 대개의 경우, 직장위원나 노조 간부직원 등 사업장에서의 노
조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신 사업장에서 다른 동료 노
조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작업량을 면제받을 뿐이다(Goodman
& Whittingham, 1969; Terry & Dichen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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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개인별 평가에 기반한 성과연동적 수당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
해 왔다. 몇몇 부문에서,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주요 사용자들은 직
원단체나 사내 노조(in-house union)와 단체협상을 이끌어 왔다. 그러
나 많은 직원단체나 사내 노조는 그 이후 보다 큰 상급 노조와 통합되었
으므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사내 노조와는 다르다. 잉여인력은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자영업, 파트타임, 단기 및 임시 고
용계약은 상대적으로 덜 규제된 노동시장으로 확산되었다. 제조업 및 금
융서비스 부문에 미국, 유럽, 일본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직접투자
가 증가했다. 국제경쟁에서 그 이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들 다국적기업
의 고용관행은 영국의 기업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Grant, 1997).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작업장 수준에서 인사관리 전문
가를 배치하고 있으며, 4분의 3 이상에서 작업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에서 인사관리 전문가에 접근할 수 있다(Cully et al., 1999:51). 당연하
게도, 작업장 수준에서 인사관리 전문가가 있을 가능성은 큰 작업장과
조직에서보다 크다. 작업장고용관계조사보고서(WERS)에 따르면, 인사
관리 담당자를 두고 있는 민간부문 조직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 조직의 60% 이상이 임원 중에 인사관리 전문가가 있다. 인사
담당자의 영향력은 규모가 크고 노조를 인정하는 조직일수록 더욱 광범
위하다(Millward et al., 2000: 77). 인사관리전문가협회(CIPD)의 회원
수 역시 1980년대 초반 이후 5배가 늘어 10만 명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부서의 미래는 현장관리자와 전문컨설팅 회
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에서 현장관리자는 광범위하게
인적자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 내부의 전문 부서가 떨어
져 나가는 결과도 나타났다(Hall & Torrington, 1998; Gratton et al.,
1999). 아웃소싱과 서비스부문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
타난다. 사용자가 비용을 줄이는 압력에 시달리고 그들의 핵심사업에 집
중함에 따라 고용관계를 분화하고자 하는 경영층의 시도는 가속화될 것
이다.
고용관계에 대한 전문관리자의 주요 책임은 불만처리 절차, 신규 충원
과 노조 선거, 기회의 균등한 분배 및 직원 배치 등과 관련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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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산성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헌신을 유발하는 소위 ‘새로운’ 경영관행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고
용관계조사보고서(WERS)가 보여주듯이, 절반 이상의 작업장에서 근로
자들은 공식적으로 배치된 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반근로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Cully et al.,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조직 내에 정착되는 정도 및 그 활용이 전략적인 기초를 가지는지 혹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인지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3. 국가의 역할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기구)는 고용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 노사관계의 법적 개혁
19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법은 노동조합주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이
와 같은 입장이 19세기 말에 변경되었을 때,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피용자나 노조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
법이나 민법의 여러 분야에서 노조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는 형태로 노동
조합주의가 법적 체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1980년대까지
노동조합법의 주요 원칙이었던 1906년의 노동쟁의법(Trade Dispute
Act)에 의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독특한 법적인 제도는, 평화시의 다
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역대 정부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자발주의
(voluntarism)’라고 알려지게 된 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
념하에서 국가와 법, 그리고 법률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었는데, 두 차례
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의 강제중재가 도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자발주의의 세 가지 기
본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양 당사자에 강제적이지 않다.
② 사용자에 의한 노조의 인정은 자발적이다.

50

국제비교 고용관계

③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쟁의조정절차가 있으나 강도가 약하고 본질
적으로 자발적 성격이며, 정부는 파업을 중지시키거나 냉각기간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6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저조한 영국의 경제 성과에 대해 관심이 증
대되어 왔으며, 일부 비평가들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적 혹
은 보호적 노동관행과 비공인 파업으로 노사관계가 산업경쟁력을 떨어뜨
리고 있다고 주장했다.19)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 노사관계 개혁은 주요
정치적 현안이었다.
Donovan위원회(1968)가 작업장 교섭을 공식화하는 자발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음에도, 이후의 역대 정부는 입법화에 의존하였다. 보수당 정부
하에서 제정된 1971년의 노사관계법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
도한 실례이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국의 예를 따라 단체협약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이 법의 대부분의 조항에
반대하였으며, 이 법률에 의존하는 사용자도 거의 없어서 이 법률은 대
체로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는 1974년 부당해고 조항을 제
외한 대부분의 조항을 폐지하였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당 정부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
였다. 보수당 정부는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에 2년 주기로 중요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에 의해 합법적 노동쟁의를 할 수 있
는 노동조합의 힘은 제한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취할 수 있
는 조치에 의해 노동조합의 면책, 그 중에서도 2차 파업을 할 수 있는 면
책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피케팅이 제한되었다. 1984년 이후 비밀투표
를 통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가 파업을 지지한 경우에도 파
업에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인되지 않
은, 혹은 비공식적 단체행동에 대한 노조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작업장의 대표를 포함하여)가 그와 같은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노조가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19) 비공인(unofficial) 파업은 계통상에 존재하는 상급노조의 공식적 승인 없
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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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드숍을 불법화하는 법률적인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취하여졌고,
또한 보수당 정부는 1974~79년 기간 동안 노동당 정부가 만든 법에 의
한 노동조합 인정 절차를 폐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아래 참조). 더욱이 보수
당 정부에 의해 입법화된 법률은 노조의 내부적인 지배구조를 규제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노조원은 자신이 속한 노조에 반대할 수 있는 법
적 행위가 가능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았다.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간
부와 전국적인 노동조합 간부의 선출은 간접선거가 아닌 조합원의 직
접․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할 것과, ‘정치자금’ 계정을 가지고 있는 노동
조합은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에 노동조합의 기금을 계
속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5년에 한 번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들의 주된 목표는 노조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도록 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Goodman & Earnshaw, 1995). 법 제정 이후
실시된 모든 정치자금 투표에서 노조는 승리하였다. 파업 전에 투표를
강제화한 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투표 결과는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것이었다(ACAS, 1991). 실제로 투표는 보다 개선
된 요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요인으로 인식되었
고, 1970년대 이후 파업의 급격한 감소는 많은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
지만(Edwards, 1995)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1997년 이후의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이 도입한 노사관계법의 광범위
한 변화의 틀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조합비의 삭감 등과 같은 몇몇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로부터의 노조 승인을 담보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Simpson, 2000). 새로운 제도하에서 재정비된 중앙중재위원
회(CAC)의 감독을 받는 복잡한 과정은 자발적인 합의를 강조하고 있기
는 하지만, 비밀투표를 통해 교섭단위내 근로자의 40%에 달하는 다수를
확보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조 승인과 교섭 절차를 강제하였다.20)
20) 법조항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비독립적인 노조나 사내의 직원단체를 자
발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독립노조가 그들 조직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접
근은 고강도 정책을 추구하는 몇몇 회사에 의해 채택되어 왔다(Simp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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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의 고용관계법은 또한 근로자와 노조에 대한 다른 집단적 권리를
도입했다(Smith & Morton, 2001).
1960년대까지 영국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안전과 보건 부문
을 제외하면 법에 의해 최소 노동기준이 확립된 부문이 아주 적다는 점
이다. 가장 큰 예외가 저임금 부문이었다(아래 참조).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정부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인 단체교섭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고
무하여 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단체교섭에 대한 공적
인 지지라는 이와 같은 오래된 기조를 버리고 교섭주의와 규제를 축소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동일한 기조에서
최소한 피용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시도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
고수당,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기업 소유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되는 고용보장, 성․인종․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한 보호, 육아휴가 및
수당 제도 등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고용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
를 보호하는 몇몇 조항은 영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다른 것
들은 EU와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개념하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당 정부는 EU의 권고안을 수용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효과(예를 들어 주간 노동시간과 최소
휴일 및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제정하려는 유럽노동시간위원회
(EWTD)의 조치에 대해)를 희석시키려 하였다. 1997년 이후 노동당 정
부는 고용권리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더욱 강화해 왔다. 여기에는 부당
해고에 대한 높은 보상, 무급 육아휴가, 그리고 다른 ‘가족 친화적인’ 고용
권리들이 포함된다. 근로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이 제정되었
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이는 고용관계의 규제에 있어 적어도 최저임
금 및 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영국이 ‘자발주의’에서 법제화로 이행하여
가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1979년 이후 변화의 핵심은 노동법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이다. 즉 오
랫동안 유지되어 온 자발주의적 체제가 대체적으로 법적 규제로 대체된
것이다. 노조와 노조의 행위는 새로운 실정법적 제한에 종속되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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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단체교섭이 쇠퇴함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기준과 개별적 고용권리
에 대한 광범위한 법조항이 도입되었는데 지방의 특별고용위원회를 통
해서 시행되었다. 자발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부문에서는 새로운 법제화된 체제가 더욱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부적이다.
나. 경제정책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당 정
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와 예산의 상한(cash limits)을 설정하고 인플레이션 대책
으로 통화주의 정책 및 긴축금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포기를 의미한다. 정책의 제일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
는 것이었으며, 완전고용 혹은 어떤 특정한 고용 목표는 포기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리고 1992년 이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다. 초기의 조합주의적(corporatist)
접근(즉 가격과 소득정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정부는 EU에서
기원한 일련의 사회․고용정책에 반대하면서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의 사회헌장(Social Chapter)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사회적 유
럽’의 많은 측면에 대한 이러한 반대, 그리고 임금비용 및 ‘사회적 책임’
과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으로 인해 영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
다(OECD, 1997).
1997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은 낮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새롭게 독립
된 영국은행(Bank of England)내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이자율을 2.5% 혹은 그 이
하로 유지한 데에서 기인한다. 블레어 정부는 사회헌장에 다시 가입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재편되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국의 노동시장의 모
든 장점을 잃는 것을 꺼려 하고 있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채택된
모든 사회적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소위 ‘제3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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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근로기준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과 공정성
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의 확대를 통한 노동
자의 보호가 세세한 부분에서 사용자에 대해 양보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보호의 정도가 다른 선진시장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는 문제점은 있다(Undy, 1999). 블레어 정부는 또한 출범 초기의 유
럽단일통화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작업장에서의 형평성과 차별
노동시장 및 사회적 이슈로서의 형평은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점차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70년의 공평임금법(Equal Pay Act)의 제정 목적
은 성별에 기준한 임금의 차이를 철폐하고자 한 것이다. 그 이후 제정된
여러 가지 법령에서 인종이나 성별에 근거한 고용차별은 불법이다. 1970
년대에 정부는 인종상의 형평을 위한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와 동일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법들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것
을 돕도록 하였다. 개별적으로 고용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경우 절차가 길므로 결단과 인내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1995년 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장애인권
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영국
에는 아직 연령차별이나 (북아일랜드를 제외할 때) 종교적 차별을 시정
하고자 제정된 법은 없다.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현안을 제기
하고 차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
히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를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EOC, 2001).
라. 저임금과 최저임금
1909년부터 1993년까지 자발적인 단체교섭이 거의 발전되지 못한 농
업, 섬유, 소매, 이․미용, 호텔, 음료부문과 같은 특정 산업의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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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임금위원회(초기에는 업종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부분적․선별적 접근
은 단지 전체 근로자의 15%에만 적용될 뿐이었고, 이는 최저임금정책에
있어 산업간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규제완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임금위
원회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업을 높이고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부는 1986년 임금위원회
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1993년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하였다. 또
한 오랜 세월에 걸쳐 제도화되어 있었던 공정임금결의안(Fair Wage
Resolution)이 폐지되었다. 결국 보수당 정부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
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자 시도하였고, 그 이후 자체적으로 생산 내지
조달되던 공공부문의 많은 물자들을 경쟁입찰에 의해 조달되도록 강제
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EU의 Transfer of Undertakings로
인해 이러한 프로그램은 누그러졌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산업별․지역별 차이가 없는 전국적인
법정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3자주의적 저임금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9년 새로운 최저기준이 도입되었다(18~22세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비율이 설정됨) 새로운 틀 안에서는 소득 및
가격연동지수나 연례보고 등과 같은 신규최저임금(NMW)을 제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저임금위원회는 존속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기와 그 이후 신규최저임금의 수준을 보면 많은 회의론
자들(Metcalf, 1999; Low Pay Commission, 2000)이 우려하던 부정적
반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신규최저임금 수준뿐 아
니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마. 쟁의조정: 알선과 중재
노사분규에 있어서 제3자의 참여는, 평화시 영국의 노사관계의 두드
러진 특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선과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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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단체교섭과 쟁의절차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1974년
전까지는 정부의 일개 부처에 의해 알선과 중재가 다루어져 왔으나 노동
당 정부는 1974년 알선․조정․중재위원회(ACAS)를 설치하였다. ACAS
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명한 위원이 독립적인 위원과 균형있게
구성된 3자 구성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것은 그 이후 정부가 특정
노사분규의 해결에 대해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이해당사자로서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ACAS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그 영역은 법정 고용권리에 대한 불이행
에 대하여 개인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처리(주된 활동이자 매우 활발한
활동임)에서부터 집단적 쟁의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또한 고
용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관계 및 그 정책에 대해 모든 당사
자에게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ACAS 위원들은 개별적․집단적 쟁의에
대해 알선과 자문을 행하지만, 조정위원이나 중재위원으로는 학자와 전
문가가 지명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에서의 재정은 강제력(호주
에서와 같이)이나 법적 구속력(북미와 호주에서와 같이)은 없다. 비록
ACAS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보수당 정부하에서도 존속되
었다. 다만,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중재 의존도를 낮추었고 조사
과정에서 ACAS의 역할을 축소하였으며 단체교섭의 신장과 개혁을 촉진
시키는 초기의 기능을 폐지시켰다(Goodman, 2000 참조).
집단적 분규와 관련하여 ACAS에 접수되는 조정건수는 약 1,200건,
중재건수는 약 60건으로 이 수치는 가장 많았던 1970년대보다 낮다.
1979년 이후 노조원수 및 단체교섭 적용대상의 감소와 경제불황, 그리
고 새로운 사법제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개별적 권리의 침해로 사용자
를 제소하는 건수는 10년 사이 두 배 증가하여 1996년 10만 건 가까이
되었으며, 이후 더욱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ACAS는 50개 이상의
고용법 조항에 대해 사건이 지역고용위원회에 제소되기 전에 알선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Dickens, 2000; Dix,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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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공부문
국가는 상당 부분의 노동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용자로서 다른 사
용자에 대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노동조합 가입을 고무시키
고 민간부문과 거의 대등한 근로조건과 일반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장
을 피용인들에게 보장함으로써 ‘선량한’ 사용자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1979~97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전통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
다. 보수당 정부가 공공지출을 규제․삭감하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면
서 공공부문의 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극적인 것은 정부 소
유의 기업(즉 통신, 항공, 석탄, 철강, 철도)과 가스, 전기 및 수도사업을
민간부문에 매각한 민영화였다.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30% 정도에서
22%로 떨어졌다(Winchester & Bach, 1995). 두 번째로 예산 편성시 현
금 한도를 강화하고 예상 ‘효율성 이익’을 강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부문에서 합의된 임금인상률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떨어뜨리고자 하였
다(Beaumont, 1987). 공공부문의 파업은 대체적으로 저지되었고, 1984~
85년까지 1년간 지속된 광산 파업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중재 회부는 유
보되거나 제한되었다. 교원의 교섭권이 장기간의 분규에도 불구하고 인
정되지 않았고, 이어서 교원의 근로조건은 임금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내
각이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도록 하였다. 교원과 유사한 제도에 의해 공공
부문 근로자의 3분의 1의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많은 부분(지역버스서비스,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보건서비스(Natonal
Health Service : NHS) 등)에서 규제완화가 시행되었다. 많은 공무원
조직이 보다 자율적인 공공기관이 되었고, 다른 부문은 인원이 대폭 감
축되고 ‘시장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Stewart & Walsh, 1992). 지방정
부는 ‘최선의 가치’ 규정에 의해 서비스를 경쟁입찰로 조달하도록 강제되
었고, 민관 파트너십이 지방정부와 NHS에 도입되어 고용관계에 중요
한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Rubery et al., 2002; Grimshaw et al.,
2002). 이러한 과정은 민간부문의 가치와 관행을 더 작아지고 파편화된
공공부문에 도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보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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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했던 급여와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이 크게 증가한 전통적으로 온건한 몇몇 노조들로 인해 노조의 조직률은
높게 유지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의 많은 부분을
존속시키면서 엄격한 금융정책과 ‘신중한’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민영
화된 부분을 다시 국유화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다. 공공부
문 교섭의 분권화가 이전보다 수그러들었지만, 블레어 정부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부문에서 성과연동급여 정책을 밀어붙였
다. 더불어, 엄격히 제한된 동시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공부문에
서는 임금임상을 허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문(consultants)’ 간호사
와 남동잉글랜드의 경찰들).

4. 노사관계의 과정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방법, 사용자와의 이견을 해결하는 절차 등
을 규제하는 조건과 환경은 고용계약과 노사관계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법의 제정, 사용자 혹은 노조의 일방적인 결정, 피용
자와의 대화와 협의에 의한 경영자의 결정,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단체교섭은 전체적으로 축소되
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대에는 단지 소수의 피용자들에만 적용될 뿐
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경영자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보다는 직
접 해당 조건과 환경 등에 개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몇몇 논자들은
단체교섭의 위축에 의해 남겨진 진공상태 및 노동위원회 같은 근로자 자
문에 대한 강제적 시스템의 부재를 ‘대표성의 갭(representation gap)’
이라고 언급하면서 강조하곤 한다(Towers, 1997).
가. 단체교섭
영국의 단체교섭은 역사가 길다. 일부 산업의 경우 산별교섭은 19세기 말
에 발전하였고 다른 산업에서는 ‘노사합동위원회(joint industri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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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치하였다. 1920년대 초 복수사용자(multiemployer) 교섭이 확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산별 교섭은 노사관계를 구
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장려하였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
산업에 걸친 중앙집중화된 합의 구조로 인해 일반적으로 작업장 수준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작업장위원(shop stewards)은 전국단위 노조간부
와 사용자단체 대표자 간의 전국단위 교섭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작업
장 수준에서의 교섭에 점차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
앙집중화된 협약으로는 작업장의 규칙을 자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종전 직후의 노동시장에서 구인난이 심각하였으므로 작업장위원
의 교섭력이 증대되었다는 데 일부분 기인한다. 1965년 ‘노사관계 문제’
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도노번왕립위원회(Donovan Royal Commission)
는 작업장 교섭이 공식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복수사용자 교섭
이나 전국적 교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서로 조율되지
않는 부문간 합의에 의한 ‘무질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사용자와 노조가 이 제언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단수사용자 교섭은
의미 있게 확대되었다.
1970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약 70%가 단체교섭의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40% 이하로 비중이 축소되었다(Cully et al., 1999:
242). 이는 부문별로 차이가 나는데, 공공부문이 제일 높고(63%) 민간
서비스부문이 제일 낮다(22%).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 협약이 적용되
는 피용자 단위의 규모 및 구조, 그리고 공동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
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형태와 특성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복수사용자 교섭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공공부문에
서도 비록 단수사용자 교섭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점
차 약화되고 있다. 1980년 이후, 작업장 및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단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수 노조주의 및 단일테이블 교섭을 향한 움
직임이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1998년의 작업장고용관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조가 인정되는 사업장의 절반 정도는 단수노조이다.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인정된 나머지의 경우,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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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joint negotiation), 즉 단일테이블 교섭이 5분의 3이다(Cully et
al., 1999: 93~94).
1980년대 초 이후 단체교섭의 범위는 축소되어 Marchington & Parker
(1990 : 228)는 작업장의 노사관계 규제에 있어 노조의 영향력은 ‘주변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단체교섭 제도는 훼손되지 않
은 채 남아 있으나 경영자들이 일부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노조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노조대표의 영향력
은 축소되었다(Marchington, 1995a). 협상장에서 노조의 대표자들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협상하기보다는 ‘선택이냐 거부냐의 양자택일
(take-it-or-leave-it)’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Keesler
& Bayliss, 1995). 보다 최근에는 TUC와 많은 주도적 노조들은 힘에 기
반한 적대주의를 대신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협력에 기반한 문제 해결적 자세는, 그것의 세부적인 정의가 보다 유동
적이고 실제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
사적 지지를 향유하고 있다(Kelly, 1996; Marchington, 1998; Claydon,
1998; Ackers & Payne, 1998). 그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
다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나. 근로자참여
지난 세기 동안 근로자참여(employee involvement : EI)에 대한 관심
은 고조되었다가 줄어들었는데, 사용자들이 노동측으로부터 위협을 받
는다고 느낄 때는 고조되고, 이와 같은 위협이 사라지면서 관심도 엷어
졌다(Ramsay, 1977). 19세기 후반에는 성과배분(profit sharing)을 통
한 참여, 1~2차 세계대전 기간 중과 그 이후(1917~20년, 1940년대)에
는 공동협의, 1970년대에는 TUC와 Bullock 조사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이사 제도가 그것이다. 최근의 관심과 활동의 확대는 1980년대 이래 근
로자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다. 개인
적이고 직접적이며(집단적이고 근로자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과는
상반되게), 경영층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고용하는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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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와 같은 목적
들이 달성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Marchington, 2001). 1980년대
이후 근로자참여는 근로자나 노조로부터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러나 근
로자주식 배분, 이익과 연계된 급여, 그리고 정보와 협의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 늘어났다. 1997년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
세는 자발주의적 기조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WERS 보고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Millward et al.(1992 :
166)에 의하면 “근로자참여를 증대시키려는 경영층의 시도는 1980년에
매우 빈번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가
장 최근의 조사(Cully et al., 1999)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실행된 ‘새
로운 경영관행과 근로자참여 계획’ 상위 5개 중 4개가 직접적인 근로자
참여의 형식으로 추진되었는데, 팀 작업(전체 작업장의 65%), 팀 회의
(61%), 간부태도 조사(45%), 문제해결그룹(42%) 등이 그것이다. 성과분
배제도와 비경영 근로자에 대한 공동소유제(share-ownership)는 각각
30%와 15% 정도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근로자참여의 증가는 다
양한 사례연구(Marchington et al., 2001)와 Gill & Krieger(1999)에
의해 수행된 설문조사 및 노사관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직접적 근로자참여는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상명하달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경영층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팀 회의, 근로자보고서 등이
주로 사용된다. Millward et al.,(2000:118)은 1980년대 이후 그 빈도와
정례화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의 숫자는 두 배로 늘었음을 밝혀냈다. 두 번째의 유형은, 근로자의 지
식이나 의견을 활용하는 개별적 차원이나 소규모 집단을 통한 상향적 문
제해결방식이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품질관리 서클과 제안제도이다.
이러한 유형은 1990년 이후 4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Millward et al., 2000: 118), 대략 전체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문제해
결그룹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유형의 근로자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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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여인데, 개별근로자들은 작업 중에 수행하는 과제의 범위와 수를
확대하도록 요구받거나 기대된다. 이것은 개별근로자에 목표를 두고 있
는데, 일부는 초기의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실험에 그
기원이 있으며(Kelly, 1982), 최근에는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이
자극제가 되었다(Womack et al., 1990). 업무순환, 업무확대와 팀 작업
등이 업무에 기초한 참여의 예이다. 팀 작업이 다수의 작업장에서 나타나
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중 단지 3%에서만 팀 멤버들이 그들의
리더를 선출할 수 있을 뿐이다(Cully et al., 1999: 43).
재정적 참여는 또한 개인의 보수를 개인 혹은 기업 전체 또는 교섭단
위 전체의 성과와 연결시키려는 제도로 이루어진다. 이 역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성과분배제도와 다양한 근로자 공동소유계
획 등이 포함된다. 이는 1990년대 초기 정점에 달했으며, 그 이후에도 기
업 가치를 높이고, 공동소유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
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의 WERS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전체 작
업장의 거의 절반에서 성과분배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략 4분의 1
에서 근로자 공동소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Millward et al., 2000:
214).
직접적 근로자참여제도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지만 대표자를 통한 참
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동협의회(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JCCs)가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지만 성장과 쇠퇴를 거듭한 다소
혼재된 역사를 가진 형태의 참여 제도이다. 1960년대에는 작업장에서의
작업장 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소멸되리라 전망되었으나, 1970
년대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1980년대에 약간 줄어들었다(Millward et
al., 1992). JCCs는 1980년대에는 25인 이상 작업장의 약 3분의 1에 설
치되었었으나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29%로 줄어들었다. 공동협의회
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보다는 대규모 사
업장에서, 그리고 노조가 교섭 상대로 인정되는 곳에서 더욱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및 부문별 구성,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감소의 변화에 기인한다. WERS 보고서에 따르
면, 공동협의회가 아직 노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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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직접적인 근로자참여는 경영자가 노조를 적극적으로 고무시키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Millward et al.(2000:126)
은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몇몇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동
기가 될 수는 있으나, 많은 사례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 비노조주의
비노조 기업의 문제는 대부분의 소기업들에 노조가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1990년대까지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다만, Beaumont
(1987)가 가족이름(household name)그룹 ― IBM, Marks & Spencer와
Hewlett Packard와 같은 ― 이라고 명명한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서 학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이와 같은 기업들은 노조 인정을 통해 성취
할 수 있던 수준보다 높은 고용조건을 부여하고자 고안된 인적자원관리
(HRM)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비노조 기업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Guest & Hoque(1994)의 비노조 기업에
대한 분류와 Hyman(1997)의 사용자 체제에 대한 유형론을 종합하면 크
게 두 가지의 범주, 즉 ‘연성 HRM’과 ‘황폐한 집(bleak house)’으로 나눌
수 있다.
연성 HRM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정교한 비노조 기업들로서 이들은
‘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지는 고용환경과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노조를 회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용자는 광범위한 HR 정책을 전체적인 고용 패
키지와 결합함으로써 인력을 운용하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McLoughlin & Gourlay, 1994; Marchington & Wilkinson, 2002)
또한 여기에는 극히 경쟁적인 보상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간
의 의사소통 및 경력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황폐한 집’ 시나리오는 노조의 잠재적인 조합원에 대한 접근이
부정되는 곳에서 존재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공격성과 노조의 노력에 대
한 무반응 또는 적대적 반응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기업들은 전
통적인 의미의 노동착취(sweatshop) 사용자로 설명되며, 이들 기업은
종종 규모가 작고 독립적이면서, 위에서 분석한 큰 규모의 비노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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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고용관행은 ‘연성 HRM’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크게 대비된다. 급여 수준은 낮고 보조수당은 사실상 없으며,
근로자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기업은 비노조 사용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비노조 기업의 숫자는 198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노조의 불인정
이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또한 이는
전체 노동자보다는 몇몇 특정 그룹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다(Claydon,
1989; Gall & McKay, 1994). 가장 최근의 WERS 패널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 기간 동안 존재했던 전체 사업장의 단지 6%
만이 노조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4%는 노조를 새로이 인정했다. 그 이후
로도 당면한 입법화의 영향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McKay, 2001: 300). 비노조 기업의 숫자는 증가해 왔는데, 이는 ‘새로
운’ 작업장의 노조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5. 현재와 미래의 이슈들
영국의 고용관계 형태는 다른 선진시장경제국가와 유사하게 변화되어
왔다. 여기에는 탈산업화, 서비스 및 지식 부문 고용의 증가 및 비정규
고용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영국적 상황에 특수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는 노동입법,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인구사회학적 가족 구성의 변
화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경영 및 노조의 정책과 관행
에 있어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가. 노동시장의 변화
21세기의 처음 10년 동안 영국은 특히 전문직, 공학기술직, 개인서비
스업 등을 중심으로(대략 8~9%) 21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 중 대략 3분의 2는 여성에 의해 채워질
것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약 80%까지 높일 것이다. 경제
성장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성장의 상당 부분을 파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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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채우고, 자영업은 약간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고용은 높게 유지
될 것이다(IER, 2001).
이러한 시나리오가 1980~90년대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업률은 1991년의 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1년에는 1960년대 이
후 달성된 적이 없는 5% 이하로 떨어졌다. 1997년 이후 2~3%로 유지되
는 인플레이션과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는 임금으로 인해 노동력부족 현
상이 고기술산업과 특히 남부 잉글랜드와 같은 지역들에서 나타나기 시
작했다. 그러나 구조적 실업은 웨일스, 북동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
드 등 비교적 오래된 산업 지역에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생산비
용과 소비 패턴의 세계화 추세의 영향력(Barrell & Pain, 1997)은 다른
선진시장경제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꺼림에 따라 주요한 사용주들이 제강, 조선, 섬유, 전기 및 자동
차 등과 같은 과거의 주요 산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정부 정책은 실업률 감소보다는 일차적으로 인플
레이션의 억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치들이 실
업자를 줄이기 위해 취해졌고, 이에 따라 정책기조는 수동적 정책(공적
부조의 지급)에서 노동시장적 개입에 있어 적극적이고 공급지향적 정책
들(급여 대상자를 줄이고 노동에 투입하는)로 선회하기에 이른다(Schmid
et al., 1992). 이와 같은 정책들은 특히 광범위한 재교육프로그램 및 청
소년에 대한 취업유인책을 통해 장기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실
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장기적인 노동력부족 현상은 NHS(국가보건서비스)의 숙련부문, 교원부
문, 경찰 및 교도 업무와 군대 등의 영역에서 여전하다. 이의 원인은 복
잡하다. 그러나 낮은 임금(특히 신규취업자), 높은 노동강도, 낮은 직업
안정성 및 공공부문의 많은 부분에서의 도덕성의 상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Colling, 1997).
사용자단체는 경쟁력을 높이고 질과 가치를 상당 정도 변화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으며, 이는 고용관행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 노조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고용관련 입법은 개별화된 고용관
행, 즉 단기 혹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 파트타임, 아웃소싱 혹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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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능의 분화 등으로 연결되었다. 조기퇴직, 부가급여가 적은 하청기업
의 확산, 재택근무, 내부관리(interim management)를 통해 이와 같은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많은 경우, 유연성의 추구는 일관된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관습과 관행이 사라져 버렸거나 원래 존재하지 않았
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호할 법적인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Kessler &
Bayliss, 1998: 296~297).
나. 노동의 경험
노동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의 변화는 노조, 사용자 및 정부의 토론에
서 뚜렷한 주제가 되었다. 노동에서의 공정성(Fairness at Work)이라는
백서는 다차원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DTI, 1998). 국가 전체의 노동
력의 질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취업능력의 부재와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은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생활의 균형이라는 사안이 EU의 권고안 및 판례의 증가와
함께 중요해졌다. 여기에는 부모,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권리와 함께
연금, 직업훈련 및 개인적 권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문제는 개별
적․집단적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이며 사용자 주도인 동시에 근
로자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구성해 내는가 하는 것이다(Kocahn et al.,
1986).
한편 1997년부터의 정부 정책은 특히 노동-생활의 균형(Lobel, 1996)
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사용자 주도의 가족
우호적인 조치들, 즉 육아휴가, 탄력적 근로시간, 휴직 및 탁아소 등을
통해, 그리고 입법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
은 실업자 및 취업 경험이 없는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려고 노력
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려 했다. 그 방안은 다각적이었
는데, 영유아를 가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특별 훈련, 간호학교 프로그램,
전국최저임금, 장기 장애수당 수혜자의 선별 기준의 강화, 그리고 저소
득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로가구 세금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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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는 실업보다는 근로활동이 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에 대
한 장기적인 습관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가졌다. 많은 기업들(특히 중소
기업들)은 해당 조치들이 직업 창출,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 및 경쟁력
고양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끈질기게 반대해 왔다.
근로가 더욱 고되고 피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해가 된다는 증
거가 늘어나고 있다(Berridge et al., 1997). 이러한 스트레스는 작업성
과의 기준이 상향조정되거나(예를 들어, 조직 축소나 합병 등으로 인
해), 모든 부문에서 품질기준이 높아지거나, 경영통제가 확대되거나(종
종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혹은 감사를 빈번하게 받는 데서(특히 교사
들) 기인한다. 노조와 전문직에서의 불만이 타당한 것은 취업능력이 없
는 사람이나 조기퇴직자가 증가한다는 데서 확인된다(Shephard, 1996).
많은 책임 있는 기업들은, 특히 조직적 변화와 높아진 성과 요구 등에서
발견되는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 기
업은 2차적․3차적 스트레스 경감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이는 종종 조직의 본래적 절
차와 관행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민사법정은 직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해(주로 교육 및 사회근로 분
야에서의 전문직종) 큰 규모의 재정적 보상을 판결한 바 있다. 법정은
조직구조가 부적절하고, 감독 시스템이 실패했고, 경영진이 불합리한 직
무수행의 압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는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Earnshaw & Cooper, 1996).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가 연금 납부자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인한 은퇴의 증가로 기업 및 개인의 적립금이 기업연
금의 적절한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Blake, 2000).
수십 년에 걸쳐 제정된 여러 입법에도 불구하고 고용관행은 낙후되고
차별적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받아 왔다(Kramer, 1998). 가장 크게 영향
을 받은 부류는 장애인, 흑인 혹은 여타의 소수인종들, 노인들, 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는 아마도 전문적 인적자원관리 담당자가 종종 법
적 제한을 넘어서 좋은 관행을 고무하는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나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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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 정부는 조심스럽게 기존 법률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과거 상대적으로 적게 규제된 바 있는 영국의 노동시장에 호의적
이었던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투자를 꺼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이 모든 EU국가들 중에서 해외투자를 가장 많
이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WERS
연구는 영국의 근로자들 사이에 자신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만족
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광범위한 요소에 대한 직업만족도 조
사에 따르면, 53%의 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19%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Cully et al., 1999: 182).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직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 사회에 내재
된 문화로 설명될지도 모른다. 또는 숙련되고 희소한 노동력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높은 헌신을 유도하는 인
적자원관리관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Guest & Conway, 2000).
다.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
영국에서 지난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의 하나는 사용자와 노조 간
의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당 정부와 제3
의 길이라는 정치적 담론과 가장 합치하는 개념과 관행이라 할 수 있다
(Undy, 1999). 정부는 직업훈련과 여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파트터십기금을 설립했다. 참여연합(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Association: IPA)은 여러 조직에 대한 자문활동을
통해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고, TUC는 파트너십의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사용자측의 반응은 다소 복합적이면서 다양하다. 파트너십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인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른 증거들이 있지만 TUC 파트너십 인증원은 2000년 100개 미만의 합
의를 인증했다(Marchington et al., 2001). 소매업, 금융 및 설비 부문,
그리고 다국적 제조업 회사 등에서 5년 이상 특정 합의들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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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특히 IPA와 TUC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IPA는 파트너십을 상호성(mutuality)의 관점으로 본다.
예컨대, 기업의 성공에 대한 근로자의 헌신, 유연성에 대한 조직적 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직업안정성 등이다(Couper & Stevens, 1998). TUC 역
시 상호성의 원칙을 지지하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유연성 제고의 전제조건
으로서 고용에 대한 보호와 단순한 조직적 필요를 넘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주장한다(TUC, 1999). Marchington (1998)은
파트너십은 그것이 세 가지의 개별적 요소와 결합될 때에만 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양자간의 협력적 태도, 직접적 근로자 참여와 함께
보장된 근로자대표의 참여, 일련의 높은 헌신도의 HR 관행에 의해 뒷받
침되는 파트너십 등이 그것이다.
파트너십에 대하여 실제 결과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조
와 근로자가 참여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Haynes & Allen(2001), Guest and Peccei(1998, 2001). 그리고 Knell
(1999) 등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용자들은 분명히 파트너십에 참여함
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Guest & Peccei(2001: 232)는
“직접적이고 대표를 통한 참여와 연관된 일련의 파트너십 관행, 직무설
계와 품질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근로자 공동소유제의 추가적인 사용 등
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노
조의 이득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이다. Kelly(1996)
는 파트너십을 노조의 핵심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노조가 노사간 협력의
형식으로 잘 기능하기보다는 더욱 전투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더 큰 이
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고용관계가 가지는 전통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 익숙한 경영자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역시 제기된다. 다른 학자들은 사용자가 반드시 노조
에 적대적이지 않을 때 노조가 쉽게 파트너십에 참여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Ackers & Payne, 1998: 545). 가장 명확한 파트너십 합의
에 참여한 노조대표는 경영사안에 ‘포섭되었다(incoporated)’고는 느끼
지 않고 있다(Thomas & Wallis, 1998; Haynes & Allen, 2001). 그럼
에도 불구하고 Guest & Peccei는 많은 파트너십 합의에서 근로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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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다는 근로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상호성이 실제로는 균형
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신뢰는 파트너십의 핵심적
특징이며, ‘힘의 균형이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파트너십이 실패
할 위험이 있음을 주장했다(Guest & Peccei, 2001: 231~233).
많은 유럽대륙국가들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은 경영과 노조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 조직에 걸쳐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시도되
고 있다. 정부가 여러번 바뀌었지만 정부는 영국 기업들에게 협의제도를
강제화하는 것을 꺼려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영국의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업장협의회(Work Councils)를 설치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근로자를 위한 협의제도를 다른 EU 국가와 간혹 영국에서 발
전시켰다(Marginson et al., 1998; Wills, 1999). Waddington(2000:
610)은 또한 작업장협의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
용자보다 약간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광범위한 EU 정
보 및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는 EU의 법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길이 열렸
음이 분명하다. 이것의 정확한 모습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150인 이
상 기업은 2005년부터 기업 운영과 성과, 그리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다
양한 이슈들에 대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
우에는 아마 보다 빈번하게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Burns, 2001).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3년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는 예외를 두고, 보다 작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6. 결 론
영국의 고용관계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 말의 노조조직률은 1979년의 가장 높았을 때
의 절반보다 약간 높으며, 노조는 21세기를 맞아 국제환경과 작업장, 그
리고 노동당과의 전통적인 연계에 있어 명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분투
하고 있다. 노조의 노력은 노조조직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직화’ 모델
의 성공, 노조 인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의 직․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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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효
과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노조는 특히 크게 축소된 공공부문에서 도전
에 직면해 있었으며, 공적 서비스부문(특히 학교와 병원)에서 사적 부문
논리에 입각한 개입에 대한 불만족이 노조의 주요 과제의 하나라는 징후
가 엿보인다.
법적 규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전략은 여전히 다양하다. 고용관계에 대해 강력하고 중앙집중화된 통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경쟁환경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급여나 다른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보다
덜 일반적이지만) 협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전략은 ‘계약이냐
지위냐(contract or status)’의 노선에 따라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Streeck,
1987). 몇몇 사용자는 높은 헌신관리(high-committment management:
HCM) 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다른 경우 비용최소화 모델을 채택할 것이
다. 노조와 HCM은 공존할 수 있고 이미 그렇다. 아마도 HCM에 대해 점
차로 제기되는 과제는 기업이 자체 인사 기능의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
고 고용관계의 집행에 있어서 일선감독자에 더욱 의존하려고 하는 사용
자들의 경향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 역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쪽에
서는 공공부문의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의 역할 역시 축소되고 있
다. 반면 고용권의 많은 영역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그 역할이 확대되
는 측면도 있다. 후자의 상당 부분은 특히 개인적 고용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EU의 조치들로 인해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어떻
게 전개될 것인지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초기 전국최저임금
(NMW)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도입된 것은 주요 정책 변화의 본
보기가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향후 최저임금 수
준이 인상되는 비율과 밀접히 연관된다. 법원을 통해 개인이 행사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법적 권리는 합의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온 사용자와 노조에 다같이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들 자신은 어떤가? 현재 영국에서 근로자들의 노동과
취업 경험에 있어 다소 복합적이고 혼란스런 전망이 가능하다. 몇몇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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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노동강도와 직업의 불안정성, 낮은 도덕성, 높은 수준의 스트
레스, 그리고 빈부간의 소득격차 확대가 확인되고 있다.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근로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소
속 기업에 대한 높은 헌신도와 충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질
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경험은 어느 정도 직종
별․위계적 수준과 정비례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재원
부족에 대한 의사의 좌절이 전형적인 예이다. 낮은 수준의 분규발생률에
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는 긴장과 모순이 특징이다. 해당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근로자, 사용자 및 정부에게 주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영국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349
1563
1780~1840
1799~1800
1811~14
1824~25
1829
1834
1851
1868
1871
1880~99
1891
1899
1901
1906

1909

고
용
관
계
노동자 법령(Ordinance of Laborers)에 의거 임금결정기구 설치
(확인된 최초의 노동입법)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공모 또는 단결 금지
초기 공업화 시기
단결금지법의 제정으로 노동자의 단결에 대한 특별 벌칙 규정
러다이트(Luddites) 운동(기계파괴)
단결금지법 철폐
방적공 총동맹 결성
노동조합 선서를 한 이유로 Tolpuddle 박해자 호주로 유형
신형 조합(New Model Union), 숙련공을 위주로 결성
노동조합회의(TUC) 창립총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 부여
미숙련 노동자의 호전성 증대와 ‘신노동조합운동’ 전개
하원에서 공정임금결의안 채택
TUC, 노동자 대표위원회 결성. 1906년 노동당으로 전환
상원의 Taff Vale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중 사용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당 쟁의가 ‘노동쟁의의 계
획 또는 촉진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
책특권’ 부여
상원의 Osborne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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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13

1917~18
1926
1927
1945
1946~51
1951
1964
1965
1968
1969
1970
1971
1974

1975
1976
1978~79
1979
1980~92
1981
1982
1984
1984~85
1986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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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이 별개의 기금을 설치하고 조합원에게 ‘적
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지원을
합법화
Whitley 보고서, 합동노사위원회 설치 권고
총파업 및 9개월간의 탄광 파업
총파업 후의 입법에 의해 피케팅 제한 및 정치적 파업에 대해 형
사책임 도입
노동당 집권
1927년 법 철폐 ; 중앙은행, 연료, 전력, 국내운수, 보건, 철강산업
국유화
보수당 집권
노동당 집권
노동쟁의조정법에 의거 1964년 판결을 번복
Donovan 보고서, 노사관계의 자발적인 개혁 제창
노동당이 법률개혁을 제안하였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좌절
동일임금법 제정, 보수당 집권
노사관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였지만 대부분
의 노동조합이 반대함. 법에 ‘부당해고’ 개념 도입
탄광파업, 보수당 정부 퇴진에 기여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 1971년 법 대체. 단, ‘부당해고’ 개념은
계속 존속됨. ACAS를 설치하여 새로운 사회협정의 전조가 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 ; 동일임금법 실시.
성차별금지법
인종관계법
‘불만의 겨울’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집권
고용법에 의해 클로즈드 숍 과보호조항 개정. 2차 피케팅 불법화. 2
차 파업금지; 개인의 권리 축소(예컨대 부당노동행위, 출산휴가 등)
노동당에서 사회민주당 이탈
고용법에 의해 클로즈드 숍, 파업 및 노동조합만의 협약 규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간부 선출시의 정기적인 비밀투표 및 파업
과 정치자금의 존속을 결정하는 비밀투표 요구
탄광 파업
임금법, 임금위원회의 관할권 제한
고용법, 취업 후 클로즈드 숍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규정 삭제
고용법, 취업 전 클로즈드 숍 불법화,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
합의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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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1
1992
1993
1993
1995
1997
1998
1999
2001
2002

고

용

관

계

Maastricht 조약의 사회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총선거로 보수당 재집권(노동당, 4차례의 선거에서 연속 패배)
EC 유럽 단일시장 설립
노조개혁과 고용권법(Trade U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제정
EC가 EU로 됨. 고용부가 다른 부와 통합됨.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
전국최저임금 도입, 최초 시간당 3.6파운드
고용관계법에 새로운 노조승인 조항 추가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 재집권 및 다수 의석 확보
EU 정보협의명령(EU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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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국의 고용관계

Harry C. Katz & Hoyt N. Wheeler

미국 경제사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시장의 힘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시장의 다양성(diversity)은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런 현상은 부
분적으로 노조가입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것이다(노조가입률은
1950년대 초반 35%로 최정점을 이루었으나 1983년에 20%로, 그리고 21
세기 초반에는 13.5%에 그침).
노조의 대표성이 감소하고 다양성이 나타나면서, 미국 노동운동의 활
발한 재부흥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신규 노조원 확보의 어려움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운동은 개혁과 실험을 지속해 왔다. 일
부 노동자와 노조의 파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심
각한 양보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노조들은 혁신적인 단체교섭
전략을 사용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 결과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10조 390억 달러의 GDP와 1억 4,200만 명의 노동력만 보아도 알 수 있
듯이, 미국 경제는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국가의 경제보다도 큰 규모이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정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국가 체계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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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배경
미국 숙련공들은 179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 이전부터 노조를 결성했
다. 숙련공 중심이면서 실용적인 목표와 경제 전략을 가졌던 전 공장제
도(pre-factory) 노조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Sturmthal, 1973). 그
러나 1776년 미국독립선언 이후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진적 평등주의의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19세기 초반, 많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
토피아적 계획에 매혹되어 있었다(Foner, 1947).
1850년대와 1860년대에 공장제가 널리 확산되자, 농촌 여성과 아이
들, 그리고 아일랜드,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이
산업화 체제 속으로 유입되었다. 이들 초기 공장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
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임금이 대체로 미국 농가 소득과 비슷
한데다, 유럽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는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이직률과 빈번한 사회적 이동으로 인해 노조 결성을 촉진할 만한 근로자들
간의 연대가 방해를 받았다(Lebergott, 1984:373, 386-387 ; Wheeler,
1985). 또한 미국 역사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처럼, 사용자들은 직접 혹은
정부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노조 결성을 저지했다(Sexton, 1991).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숙련공들은 1860년대에 전국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러한 실용적인 ‘실리주의’ 노조는 빠르게 경쟁자들을 몰아
냈고, 1886년에 직종별 노조는 전국 규모의 미국노동총연맹(AFL)을 결
성하기에 이른다(Taft, 1964).
1900년경에 교통체제의 발달로 거대한 국내 시장이 형성되자, 거대 기
업들은 미국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하
고 비인격적인 조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전략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과학적 관리’의 창시자인 Frederik
Taylor와 그의 제자들이 경영 이념과 경영 실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얻
게 되었다(Hession & Sardy, 1969 :546-547). 이 이론은 유럽이나 다
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기 전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근로와 임금 설계
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선언됨으로써, 테일러주의자들은 힘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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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해 오던 노조측 원리를 약화시켰다. 이
러한 어려움뿐 아니라 막대한 힘과 권력을 지닌 자본가들의 강한 반대도
계속되었다(Sexton, 1991).
직종별 노조는 20세기 초반까지 번창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1차 세
계대전 동안에 구축된 협력체계와 노조의 전쟁에 대한 열렬한 지지 때문
이었다. 그러나 테일러주의의 영향, 노조대체 수단으로 어용노조를 활용
한 사용자,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인 사용자의 거친 행동, 사용자들에 의
해 널리 확산된 반노조운동과 적대적인 법률환경 등으로 인해 한때 강력
했던 직종별 노조조차 1920년대엔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철도와 인쇄
업 같은 몇몇 산업에서는 여전히 노조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폭넓은 영향력을 지니고 영구적일 것처럼 보이던 미국 노조는 대공항
기인 1930년대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그 후 처음으로 노조는 다수의 공
장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는 대량생산 산업에 침투하였다. 당시의 정황
상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근로조건과 임금은 악화된데다, 1932년
에 대통령으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당선되면서 정치적
인 상황도 변했다. 성공한 파업의 대부분이 1933~34년에 발생했다.
1935년 와그너법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처음으로 노조 결성과 파
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장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직종
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자동차노조, 광산노조, 철강노조)에 의한 대규
모 선전 전략과 새로운 노동운동 연합체인 미국 산별노조회의(CIO)가 자동
차, 철강, 고무, 석탄, 그리고 기타 산업에서 노조결성을 이끌었다(Bernstein,
1970; Wheeler, 1985).
노조는 1940~50년대에도 계속 성장했지만, 이 기간의 연방법은 노조
를 규제하고 금지시켰다. 또 이 기간은 노조가 단체교섭 체제를 발전시
키는 시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산업평화와 더불어 전반적
인 번영이 찾아왔고, 생계비 수준이 향상되었다. 주요 산업에서의 연동
임금인상(생계비[COLA] 조항)은 생계비의 수준을 올리는 데 공헌했다.
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1960~70년대의 노조 결성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공공부문이 강한 노조를 가진 부문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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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당사자
미국에서는 고용관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유지하
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며, 아
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3. 사용자와 단체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거대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주요 부문
기업 안에서 구조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내부노동시장’이 나타났다. 이것
은 명확한 직무 공정, 정해진 임금체계, 복리후생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
다(Doeringer & Piore, 1971; Jacoby, 1985). 노조 부문의 일자리들은
구조적이며 높은 임금을 받는 고용관행을 발달시키는 데 선도 역할을 담
당했다. 심지어 주기적 경기 변동을 경험하는 건설업과 같은 산업에서조
차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작은 도시나 시골의 기업에는 비체계적인 고용관행이 남아 있
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주먹구구식의 관리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게
다가 부차적 부문의 기업에서는 직무 공정, 쟁의해결 과정, 그리고 다른
고용관행들이 상대적으로 비형식적이고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거대 사기업 혹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미국에서 사용자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
다(Adams, 1980:4).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전 범위의 산업관계 활
동에 관여하는 전국사용자연합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사용자단체의 노력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19세기에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게다가 많은 지역상공회의소도 노조 결성
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반노조 입법
활동과 로비활동, 대중선전에 관여했다. 경영 컨설턴트와 함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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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억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교육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4. 노동조합
일반적으로 미국 노동운동은 예외적인 경우로 여겨지는데, 이는 기존
노조원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정치와는 무관한 ‘실리적 조합주의’ 이념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설명이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
(Kassalow, 1974). 먼저 미국에는 봉건제도가 없었고, 이것이 유럽국가
들에 비해 계층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둘째, 미국의 자본주의는
상당히 풍요로운 유산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셋째, 인종과 민족의 다양
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노동자 운동을 결성할 수 없었다. 넷째, 투표권
확립이 신속히 되었으며 전반적인 무상 공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9세기
노동자계층의 잠재적인 논쟁거리가 사라졌다. 다섯째, ‘통나무집에서 백
악관으로’라는 신념에 기초한, 노동자계층에서 사용자계층으로의 사회
적 이동으로 인하여 계층 구분이 모호해졌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은 계
급과 연관되어 정의되기 힘들었다. 게다가 노조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힘에 의해 계급의식이 있는 노조(즉 ‘사회주의라는
부담감’을 가져야 했음)가 억제된 경향이 있었다(Sexton, 1991).
미국의 노조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의 위협을 통한 단체교
섭에 의지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운동의 다른 특징에도 영향을 미
쳤다. 협약관리를 위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필
요로 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작업장 수준에서 노조가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또 파업의 위협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조는 재정적으로 지불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결과적
으로 단체교섭의 힘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는 조직구조, 즉 전국조합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Barbash, 1967: 69).
쟁의기금을 통해 전국조합으로 권력이 집중된 것은 공통의 규칙을 제
정하고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
다. 이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정당으로부터 노동운동이 독립하는 것을 촉진시켰고, 아마도 노조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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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노조조직률이 상
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단체교섭 조직들이 조직률을 단지 그
들 자신들의 개별적인 경제적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
다는 점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강조했지만, 또한 정치와도 결탁했다. 그들의 정
치적 행동은 거의 대부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그리고 입법
을 위한 로비활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노조는 노동당의 결성에 관
여하게 되는 것을 꺼렸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AFL-CIO)의
정치교육위원회(COPE) 및 유사한 노조 정치 조직들은 정치적 선전에 대
한 주요 재정적 후원자였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단체교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경제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시민권에 관한 법, 최저임금법, 공장폐쇄 통
지, 사회보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등 진보적
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지 세력이었다.
노동운동의 구조는, 전국연맹이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에 단체
교섭권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서구 노동운동 구조에 비
해 다소 느슨하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는 노조원의 상당 부분
을 포괄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연맹이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
의는 노동운동의 정치적이고 공적인 관계의 대변자로서 활동하고, 조직
간의 관할권 쟁의를 조정하고, 인종차별, 성차별에 반대하는 정책과 윤
리 강령을 주장하며, 미국 노동운동을 전 세계 노동운동과 연계시키는
일을 한다.
John Sweeney의 연방회장직 선거 출마로 1995년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국제서비스노동자조합(SEIU)의
회장이었던 Sweeney는 연합노조 조직내 위원장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
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 회장이 지명한 후보를 이겼다. 결국 그는
Sweeney가 주도한 도전으로 인해 은퇴하였다. 노조가입률의 하락에 대
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의 Sweeney 집행부
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맴버십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시
도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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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에서 전국노조는 ‘헤드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된
다(Barbash, 1967:69). 그들은 대부분 쟁의기금 관리를 통해 단체교섭
에 대한 최종 권력을 유지한다. 전국노조는 지역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
고, 해체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목수노조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
다(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1).
1980년대 초반부터 전국노동조합들 사이에서 합병과 합병을 위한 시
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합병에 관한 최근의
예로는 거대 섬유노동조합의 합병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소규모 독
립노조들은 전국노동조합에 흡수되기를 원했고, 나아가 미국 노동조합
주의의 구조를 더욱 통합시키고 있다(McClendon, Kriesky, & Eaton,
1995).
단위노조는 노동운동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보통 새로운 협
약에 대한 제 조건을 교섭하고 파업을 하기도 하지만, 몇몇 산업에서는
전국노동조합이 이를 감당한다. 그들은 협약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단
체협약에 근거한 복잡한 일련의 권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합
원들간의 사회적 활동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그곳에 노조 문화가
존재한다(Barbash, 1967:26-41).

5. 정 부
1930년대 이후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면, 아
마도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공부문 노조의 급속한 확산일 것이다. 교
사들은 다른 노동자와 비교해서 그들의 임금과 부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
자 성공적으로 대항함으로써 공공부문 노조 확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후 공공부문 노조조직률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투쟁이 잇따랐다.
1970년대 중반에는 납세자의 항의가 심해져 공공부문 근로자 노조가
갖는 이점이 감소했지만, 전체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대표성은 안정적이
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공공서비스 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혜택을 누렸고, 그들의 협상력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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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0년대는 다양한 전략들이 나타났던 공공부문의 혁신기라고
불리는데, 이는 공공서비스의 권한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축 혹은
민영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노동자들은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단체교섭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
정부 근로자들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시행령 10988에 의해
노조 결성권과, 임금과 부가급여 등 고용상태에 관한 협상권을 갖는다.
1970년 우편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연방의회는 우편부문 근로자의 임
금과 근로시간, 근로환경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금지했다. 그 후 1978년
연방의회는 케네디 대통령의 시행령(닉슨 대통령령과도 관련된)을 연방
정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최초의 포괄적 연방법으로
개정했다. 그 대신 연방정부 부문의 단체교섭은 연방노동관계국(FLRA)
에 의해 규제를 받았다.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연방서비스업쟁의위원
회(Federal Service Impasse Panel)에 주어졌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진상 조사 혹은 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 근로자의 파업권은 금지되었다.
1997년 현재 9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 혹은 지방정부 근로자
들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5개의 주가 일련의 직군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
체로 남부 지역의 주들이 아직 공공부문 교섭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사용주로서의 역할 외에도 노사관계에서 두 가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고용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와 노동조직과
경영자 간에 상호 연관되는 형태에 관한 규제가 그것이다.
노동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는 고용차별, 산업안전, 실업수당, 최
저임금, 최장근로시간, 퇴직에 관한 것들이다(Ledvinka & Scarpello,
1991). 1964년에 정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국적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을 금지시켰다. 이 법은 장애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강
화되고 확장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에는 노조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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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던 역할을 메우기 위해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최저임금, 해고, 채용시 인종차별과 성차별, 연금, 산업안전
과 보건, 직장폐쇄, 약물 시험,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거짓말
탐지기, 그리고 가족과 병으로 인한 휴가 등에 관한 입법 발의안이 주의
를 끌었고, 새로운 법률의 과잉 현상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주 차원에서 재원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경미
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은 편이다.
연방 및 주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법은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급여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규제된다. 첫째, 사회보장 시스
템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 기금으로 납부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은퇴근로자에게 정부가 연금을 지
급한다(사회보장법에 의함). 정부가 연금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근
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근로자퇴직
소득안정법 1974(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에
의해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퇴직제도를 운영해야만 하고,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또한 이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사용자들이 퇴
직연금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의 정부 규제는 대체로 양 당사자들이 노사관계를 설정
하고 고용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1935
년 전국노사관계법(NLRA, 1947년과 1959년에 개정)을 통해, 정부는 단
체행동과 관련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의 체계를 만들었다.
민간부문에서의 노조 인증과 교섭에 관한 법에 의해 확립된 과정과 규
정들은 미국 노사관계의 독특한 형태 중의 하나이다. 전국노사관계법
(NLRA)은 근로자가 노조 결성을 원하는지를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다단
계의 노조 조직화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 대표 선거를 규제하고 있
는 이 법률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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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를 결정하고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노
조를 독점적인 협상 대리인으로서 인정하고, 노조를 지지한 근로자에 대
한 사용자의 보복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심의권을 행사한다. 노조
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는 사용자가 노동조
합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노동조합
도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선거 과정이 본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논란이 있다. 이것은 노조를 결성하고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으로 이어
지고 있다. 노사관계 미래위원회(Dunlop Commission)는 1994년도 보
고서에서 보다 쉽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나 미국 노동법 개혁에 대한 다른 주
장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난 변화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재
의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부는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
한다. 정부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는 하지만, 단체
교섭에 의한 노사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간섭주의’ 입장
을 취한다(단, 철도와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임).

6.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
노조가 없는 부문에서 사용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을 체계적으로 결
정하기 위한 관리 관행을 만들었다. 보상에 대해서는 직무평가와 개별
업무평가 제도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률의 범위는 직무의 가치평가, 즉 직무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특
정 근로자들은 근속이나 성과, 다른 요인들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
임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금, 휴가, 휴일 등의 부가급여도 회사 정책
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 모두가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속시키기에
적당한 보상 수준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외부노동시장의 관점
에서 행해진다(Gomez-Meija, Balkin, & Card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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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구조가 고도로 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분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점차 기업이
나 작업장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Katz, 1993). 단
일 기업이나 단일 작업장의 협약은 제조업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
분의 단체교섭은 이런 수준에서 행해진다. 자동차산업과 같이 산별 교섭
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도, 실질적인 교섭은 단위노조의 몫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단체교섭 과정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조정알선서비스(FMCS)를 통해 연방정부가 고
용한 조정위원은 새로운 협약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노사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를 포함하는
협상에서, 대부분의 주의 법률은 새로운 협약 내용과 관련된 쟁의에 대
해 구속력이 있는 중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소방관이나 경찰
관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포함된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 새로운 협약에 대한 이익쟁의를 중재하는 일은 민간부문
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다.
단체교섭 협약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몇몇 특징들을 가지고 있
다. 직능노조 협약은 다소 예외적이지만,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아주 구
체적이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금, 건강
보험, 생명보험, 노조 인증, 경영권, 연공서열과 정년, 고충처리 등에 관
한 사항을 포괄한다. 대부분의 협약은 1~3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Bereau of National Affairs, 1995).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대부분의 협약은 권리쟁의에 관한 중재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다단계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다. 공식적인 절차란,
각 이해당사자가 현행 단체협약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의
최종 단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선
임한 독립적인 중재자에 의한 중재 과정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강조는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적인 ‘법’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중재결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으며, 중재 판결은 고용관계에서 노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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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비노조 부문에서 적용되는 일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
재결정은 역사적으로 구속력 있는 최종심으로서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Feuille & Wheeler, 1981:270-281).
1991년에 Gilmer건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은 법이 보장하는 고용권
청구소송을 중재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해고나 인
종차별 같은 문제로 인한 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택일의 쟁의 해결’
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노조가 없는 부문에서 빠르게 확산
되었다. 소위 고용 중재라 불리는 이러한 절차는 2001년 대법원의 순회
재판소 판결에 따라 확산되었다. 몇몇 분석가들은 사적인 판결이 정식
재판 과정을 대체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one, 1996).
최근 단체교섭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또한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압력
에 반응하여 일어난 것이다. 변화 과정은 1980년대의 발전과 함께 시작
됐으며,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7. 1980년대: 실험과 변화
19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레이건 행정부 초기인
1981년 8월, 파업에 참여한 전문항공관제사노조(PATCO) 소속의 항공운
송 관제사들을 해고하고 항구적으로 대체해 버린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전문항공관제사노조(PATCO)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규정을 깨고, 불법
적인 파업을 계속했었다. 대통령령은 연방정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용자들에게 노조
가 정치적인 힘뿐 아니라 공공의 지지도 상실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 버
렸다. 파업 참가 관제사들에 대한 해고와 전문항공관제사노조(PATCO)의
해체는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만들었다.
1981~83년의 경제불황으로 많은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을 한쪽 구석으
로 밀어내거나, 심지어 단체교섭을 없애 버렸다. 다른 통화에 대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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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평가절상은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감소시켰다. 핵심산업, 특히 노
조가 있는 부분에서의 해고는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분석가들이
미국의 산업화는 후퇴해 버렸다고 주장할 만큼의 수준까지 직장폐쇄와
대량해고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임금 삭감이나 임금 동결,
또는 이전에 받던 혜택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하는 양보협약의 시
대가 시작되었다.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노조의 양보는 특히 저학력 근로자에게 불리했
으며,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980년대에는 노조가입률이 급격
히 감소하였다. 1985년경 노조는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아챘으며, 노조 지도자들은 다양한 새로운 전략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몇몇 작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참여와 직무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했다. 노조는 양보협약안 협상 때문에 노조원
수가 줄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보계약으로 인한 이점도 있었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접적인 경영참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자들
은 노조가 요구하는 몇몇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혜택들은 없앴
다. 1980년대 말은 자동차산업이나 항공산업과 같은 몇몇 제조업에서
노조 상황이 좀더 좋아진 시기였으며, 전통적인 단체교섭 방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압력이 모든 교섭관계에 동일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
니지만, 이러한 압력들은 통합되어 1930년대 뉴딜 산업관계하에서 마련
되었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제시되었다. 전통적인
단체교섭 체제의 3단계 모두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작업장 수준에서 노조는 근로자와 노조 참여의 새로운 형태에 직면했
으며,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위기를 맞
았다. 기업 수준에서는 노조가 임금협상과 취업규칙에 대한 주요 조항들
을 양보했다(예를 들어, 직무 분류의 간소화 같은 것). 반면, 기업보다
높은 수준인 전체 차원에서는 주요한 전략적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여,
종종 전략적 경영 이슈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성격과 정도는 서로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서의 교섭관
계의 범위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였다. 그들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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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공통 특징도 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은
교섭관계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경영자와 노조 간부들은 이러한 방식
이 단체교섭에 비해 우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곤 했다. 따라서
1980년대는 실험 시기였으며, 경영과 노조,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였다.

8. 1990년대: 소득과 단체교섭의 양극화
1990년대 초반 경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과 근로자
의 노동시장 경험에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 기업
의 규모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해고가 늘고 고용불안이 고조되었는데, 특
히 중간관리자와 사무직 근로자들이 그러했다. 소득 분화가 고학력 근로
자에게는 거대한 보상을 가져왔지만(특히 기업 고위직 경영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음), 저학력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국제경쟁의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노조는 고용안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은 낮은 수준
에서 인상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중에는 낮은 물가상
승률과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반면, 노동-경영 관계는 또한 더욱 분
화되었다. 몇몇 기업에서는 노사관계가 노조의 경영참가나 작업조직에
서의 팀제 도입과 같은 참여적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다른 기업에서는
파업 참가자 해고, 노조에 대한 인증 철회 등을 포함하는 심각한 쟁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제화에 대한 압력은 특히 2000년경에 극심했다. 미국 GDP에서 차
지하는 상품수출의 비율은 11.6%에 그쳤으며, 이 수치는 다른 OECD국
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것이었다(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1). 수출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미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
으며, 자급자족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
나 국제무역과 해외투자가 미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임금과 국제경쟁으로 인한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 때
문에 기업들은 노조에 대해서 더욱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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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무역협정,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국제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는
15년 동안 관세와 무역장벽이 철폐되었다. 협약의 내용과 북미자유무역
협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들은 모두 논쟁거리가 되었다. 북
미자유무역협정은 노조에 의해 거센 저항을 받았는데, 노조는 멕시코의
낮은 임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가 약하고, 환경보호
에 관한 규정이 느슨한 남미로 기업들이 옮겨가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경영자연합,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다. 그 이유는 3국간 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욱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협정으로 멕시코가 세계경제에 편입될 것이며, 그에 따라 멕시코 내부
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으로의 이민과 마약거래 등이 줄어들 것이
라고 주장했다.
위에 언급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환경과 노동권에 관한 협약이 북
미자유무역협정에 첨부되었다. 노동권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국행정사
무소(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s)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는 협
정국의 노동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발 사건에 관한 조사권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과도적 조정 도우미’ 프로그램
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유무역의 결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프로그
램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심각하게 손해를 입은 수많은 근로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
하에 도움을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 혹은 무역과 아무
런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근로자
와 미국, 그리고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력과 관련
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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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화하는 고용관계
민간부문에서 노조가 없는 부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노조 조직화에 공격적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
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
외에서 노동력 이동에 대한 관련 법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경쟁 압력과 노조 조직화 노력에 맞서기 위해 아
웃소싱이나 ‘파견근로’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10. 노조의 재부흥
노조가 없는 부문이 늘어나자,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은 새로운
조직화를 독려하기 위해 혁신노력을 시작했다. 노조 활동가들이 여러 노
조의 지도적 자리에 선출되었다. 전국노조와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
회의(AFL-CIO)는 조합 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
고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 차원
의 조직화 노력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조직화 전략이 출현하게 되었다
(Turner, Katz, & Hurd, 2001).
‘문지기의 정의(Justice for Janitors)’라는 캠페인이 혁신적 노조 조
직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서비스노동조합
(SEIU)은 각 지방의 경비들을 조직화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
은 노조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국노사관계법(NLRA)과 전국노사
관계위원회(NLRB)의 절차를 벗어나 비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문
지기의 정의’라는 캠페인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려는 시
도였으며, 이것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전국
노사관계위원회(NLRB)식의 대표 선거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캠페인은 건물 경비업무를 파견업체에 의지해 온 사용자들에게 압력
을 주었다. ‘문지기의 정의’라는 캠페인은 또한 노조 조직화 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회와 같은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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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재부흥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
조회의의 조직원과 재구성된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의 조직부이
다. 조직원은 신규 노조원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
규 노조원을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의 새
로운 조직부는 1995년에 이 단체의 대표로 Sweeney가 당선된 이후로
꽤 큰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조직원에서 시작된 활동들을
확장해서 집행하게 되었다. 조직부는 조합원 모집과 교육뿐 아니라 노조
지부의 전략과 조직 캠페인에 대한 분석 업무를 지원했다. 미국노동총동
맹 ․ 산별노조회의의 ‘노조 여름 프로그램(Union Summer Program)’은
여름에 노조 조직 프로젝트에 대학생 인턴사원을 참여시켰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의 새로운 조직화 목표 중의 하나는 노
조지부의 전략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조직 전략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봉
제 ․ 제조업 ․ 방직근로자노동조합(UNITE)과 국제서비스노동자조합(SEIU)
은 노조 조직화에 있어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노조의 캠페
인은 젊고 잘 훈련된 조직원을 이용하며, 유망한 노조원들을 폭넓은 직접
대화에 참여시키며, 교회와 같은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일반조합원(rank-and-file)’ 방식이라고 불리며, 임
명된 노조 간부와의 의사소통이 의례적이었던 상의하달 방식의 전통적
인 조직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일반조합원 조직은 현대화 노력을 하였으
며, 보육, 임금 평준화 및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이 민간부문에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ronfenbrenner,
1997).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가 일반조합원 방식을 사용하여 조직이
훨씬 커질 수 있을는지, 그 외 재부흥 방법이 노조 조직화의 성공에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11. 고용 관행의 다양성
경제적 압력으로 고용 관행의 다양성의 정도와 성격이 상당히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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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몇몇 변화는 노조조직률의 감소와 노조가 있는 부문과 없는 부문
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아마도 노조가 있는(혹
은 없는) 부문 내에서도 다양한 고용 관행의 확산을 통한 다양성이 증가
했다는 것일 것이다. 단체교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다양성은 노조의
대표성이 공공부문에서 훨씬 크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노조가입률은
2000년에 37.5%에 이른다(민간부문은 9% 수준임)(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1).
고용관계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은 노조조직률의 감소와
다양한 비노조 고용형태의 증가이다. 미국 노조조직률은 다른 나라의 조
직률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노조 조직화율이 낮은데다 사용자측
행동에 대한 반대자로서 노조가 갖는 제한적인 영향력 때문에, 일반적으
로 미국의 저임금 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쪽을 택하는 비노조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료적, 인적자원관리(HRM) 혹은 일본
에 기반을 둔 고용 관행을 따르는 고용 전략의 일종이다.
노동조합주의의 하향화 추세는 고용조건의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노
동조합주의하에서 고용조건은 표준화되어 있었다. 직무통제 조합주의는
협약하의 규칙과 산업 간의, 그리고 산업 내에서 합의된 협약을 서로 연
계시키는 데 유형교섭의 중요성을 높였다(Katz, 1985:38-46). 반대로
비노조 고용체계에서는 임금과 기타 고용조건들이 개인적인 특성과 관
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노조가 없는 경우의 고용관계가
‘개별화’되면서, 노조가 있는 경우의 고용 시스템과 비교할 때 고용관계
는 개인별 ․ 기업별 ․ 산업별로 그 다양성이 더욱 커졌다.

12. 평생직장(Career jobs)의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평생직장이 과거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근로자들이 한 사업체에서 평생을 보내는가,
아니면 그들은 직장이나 기업을 옮겨다니는가? 하이테크 분야,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기타 전문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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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이 심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들은 유리한 조
건의 스톡옵션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인다. 노동시
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산업 분야와 같은 부분에서, 인터
넷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고용
연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보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
안만 존재하는, 특정 회사와 관계해서 독립적인 하청업자로 일하고 있
다. 몇몇 사람들은 기업간의 빈번한 이동이 근로자들에게 ‘경계가 없는’
직업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노동시장의 보편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Cappelli, 1999).
2000년 중반에 하이테크산업이 크게 부흥했을 때, 기업간 이동에 집
중한 나머지 몇몇 시사점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나친 이동’의 영속성과 범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분석 결과, 근
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리콘
밸리와 미디어산업 종사자들에게서 발견된 극심한 이동이 보편적인 것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Farber, 1998). 게다가 Osterman(1999)의 실
증분석에 따르면, 변화한 것이라고는 근로자와 중간관리자가 해고의 가
능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뿐이며, 심지어 사용주와
의 관계가 나쁘지 않더라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것은 Jacoby의 1999년도 논문에서 알 수 있음). 근로자의 상당수는 극
심하지는 않고, 다만 증가한 노동시장 이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노동시
장 경험의 다양성을 조사해 봄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Katz & Darbishire, 2000).
많은 미국 근로자들은 여전히 한 직장에서 상당히 오래도록 일하고 있
으며, 반면 몇몇 근로자들은 자주 직장을 옮겨다닌다. 이러한 다양성은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는 노동시장 이동의 빈도뿐만 아니라, 고용관행과
시스템에서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낮은 임금, 높은 이직률, 임시
적이고 일방적인 인사관행, 빈약한 교육훈련 등의 특징을 갖는 저층의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또한 팀제를 활용
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며,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공식적인 고충처리
및 인사관행을 갖추고 있는 진보적인 사용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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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체교섭에서의 이니셔티브
최근 노조는 노조원수와 노조형성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조는, 단체교섭의 과정과 결
과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에는 통합캠페인(corporate
campaigns)과 단체교섭에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을 접목시키는 것
이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통합캠페인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단발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이러한 캠페인을 활용하는 빈도가
늘었으며 강도도 높아졌다. 이들 캠페인은 아웃소싱이나 국제화, 파업
참가자의 영구적 대체를 통한 경영방식에 노조가 대항하는 방법으로 활
용되었다.
통합캠페인의 특징은 단체교섭력을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와 정치, 재
정, 지역공동체, 규제 세력의 압력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전미철강노조
(USWA)는 특히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사용했는데, 라벤
스우드(Ravenswood) 알루미늄사와의 쟁의에서 통합캠페인을 성공적으
로 사용하였다(Juravich & Bronfenbrenner, 1999). 또한, 전미철강노
조(USWA)가 고무업근로자연합(United Rubber Worker)과 합병한 후
에도 Bridgestone 쟁의(1996년에 종료됨)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통합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쟁의 초기에 이런 캠페인을 시작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Phelps Dodge(Rosenblum, 1995)와 International Paper(Getman,
1998)의 파업이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국통신노조(CWA)의 재부흥 노력으로 조직화와 정치, 단체교섭을 연
계하는 삼중 전략의 이점이 부각됐다(Katz, Batt, & Keefe, 2000). 이러
한 삼중 전략에서, 한 부분의 노조 활동은 다른 부분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예를 들어, Regional Bell 전화사들
을 포함한). 원거리통신업 부문의 단체협약에서 쟁취한 새로운 규정을 통
하여 미국통신노조(CWA)는 카드체크시스템(card check recognition:
NLRB 선거의 전제로서 요구되는 조합원 승인투표에서 준비위원회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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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이상(1/2)의 승인카드를 획득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하에 NLRB 선
거를 거치지 않고 조합 결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NLRB 선거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승인’과 ‘선거’ 사이에 진행되는 사용자
들의 안티노동조합 캠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과
노조 결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노조대표 선거에서 사용자 중립을 확보
하게 된다. 유사하게 미국통신노조는 통신산업에의 진입과 가격을 규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행동과 노조의 파업 효력을 강화하려는 노
력을(또한 단체협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연계시킨다.
노동운동은 국제무대에서 삼자 전략을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국제시장
이 확대되고 있다. John R. Commons는 미국 제화업자들의 초기 노조
형성 과정에 대한 권위있는 분석에서, 20세기 초반 노조들은 시장 확산
에 따른 ‘경쟁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구조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Commons, 1909). 전국 규모의 시장
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노조도 발맞춰 대표 구조를 구성한 것이다.
전 세계의 노동운동은 초국가적 노조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노조를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실제적인 장벽에 부딪쳤다. 서로 다른 관심(즉
각국의 노동운동권은 각자 자신들의 일자리를 원함)과 언어와 문화, 법
제, 노조 구조 등의 차이가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미국통신
노조에 의해 추구되었던 일종의 국내 수준 연계에 상응할 만한 국제적인
연대방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노조들 사이에서 국
제적인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미국 노조들은 초
국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캠페인에
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약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Katz &
Kochan, 1999:373-374).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일과 관계된 일을 통해
노조가 얻는 이득은 제한적이며, 장애물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남아 있다.
노조에 의해 개발된 혁신적인 교섭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
요하지만,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혹은 파업하겠
다는 위협)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단체교섭 전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이런 예를 들어 보면, 3대 자동차 회사와 전미자동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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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W)의 교섭, Delta사를 포함한 항공운송업체와 조종사의 교섭(2001
년 9월 11일), Boeing사와 IAM-대표인 기술자를 포함한 교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에서는 노조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들 노조는 1990년대 미국의 안정된 거시경제 성장으로 인해 혜택을
누린 것이다. 예를 들어, 1999년 후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3대사로
부터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임금을 연간 최소 3% 인상하고, 향후 4년간
협의 과정에서 직장폐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성공, 다시 말해서 3대 자동차사와의 협약에서 최
소한 3%의 임금인상 보장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은, 전통적인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서 3%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노조가 다시 갖게
된 막강한 단체교섭력을 잘 말해 준다. 미국의 다른 노조들과 마찬가지
로, 전미자동차노조도 과도한 임금 요구를 위해 새로운 교섭력을 사용하
지는 않았다. 반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온건한 방식의 단체교섭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취업의 결과는 임금일 텐데,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Levy & Murname, 1992: 1333). 많은 나라
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에서 심하다. 시장의
혼합과 제도적인 요인(낮은 수준의 노조화율과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가
장 중요한 요인임)이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을 그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Blau & Kahn, 1996).

14.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
단체교섭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며, 미국의 단체교섭 구조에서
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분권
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노조 소속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섭 구조는 다중-사용자 교섭, 기업통일 교섭, 작업장
수준의 교섭이 섞여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그 후로 공식적인 집권적 구
조가 붕괴됨에 따라 단체교섭의 구조는 분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교섭
현장은 기업 차원과 공장 수준의 교섭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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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준 교섭으로 이동됐으며, 유형 교섭은 약화되었다.
몇몇 경우에 미국에서 다중-사용자 교섭은 사라졌다. 1986년의 기초
금속 협약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몇몇 다른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주협약으로부터 빠져나감에 따라 다수-기업별협약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노조원수가 줄어들었다. 트럭운송업(도시간 트럭운송업자들의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 연합과 Teamsters에 의해 체결된 지배적 운송협약의 영
향력이 줄어들었음)과 석탄광업(United Mineworkers와 Bituminous: 석
탄 경영자연맹 사이에 이루어진 주협약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Kochan, Katz, & McKersie, 1994 :128-130).
동시에 단체교섭 협약은 기업의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협약에서 벗어
나 작업장 수준으로 이동되었다. 타이어산업과 항공산업같이 많은 경우
에, 이런 현상은 지부별 임금 및 작업규칙에 관한 양보와 관계되어 있다.
종종 이러한 협상은 경영자에 의해 쉽게 끝나 버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
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지부와 노동자가 직장폐쇄를 당
할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Cappelli, 1985; Kochan, Katz, & McKersie,
1994：117-127). 몇몇 경우, 작업규칙에 관한 양보는 경영진이 일방적
으로 결정한 안에 대하여 근로자와 노조지부의 간부가 광범위하게 참여
하는 새로운 제도를 수반한다.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규칙에 관한
교섭은 결합된 팀제 접근을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관
련을 갖게 되거나, 그런 유형의 작업조직이 실현되는 동안 발생하는 쟁
의와 연관된다.
기업 단위 단체교섭이 계속되는 곳에서조차 단체교섭 과정은 기업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성은 교섭구조를 다중-사용
자 수준으로 중앙집중화시키는 비공식적 역할을 하였던 유형교섭 방식
을 대체했다. 예를 들어, 우주항공산업과 농기계산업에서는 유형교섭이
약화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은 기업간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Erickson, 1992, 1996).
직무 개편이 고르지 않게 확산됨에 따라 기업별 혹은 산업별로 작업관
행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몇몇 작업장은 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몇
몇 작업장은 그렇지 않았다. 작업팀의 역할과 형태에서 많은 차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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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몇몇 곳에서 작업장과 작업그룹 수준에서 팀제, 노하우에 대
한 성과급, 다른 부가급여, 작업시간 변경에 대한 협정과 관련된 교섭이
이루어졌다(Kochan, Katz, & McKersie, 1994: 146-205). 또한 노조
가 있는 곳에서는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많
아졌다. 지부별 교섭과 취업규칙 조정에 대한 노조의 역할 증가는 노조
가 있는 많은 상황에서 ‘참여적’ 고용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이
러한 참여의 대표적 예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사의 새턴
(Saturn)의 부품인데, 노조 지도부 변화와 노조 참여의 적당한 역할과
형식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경
영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Rubistein & Kochan, 2001).
참여 프로그램이 제조업에서 먼저 확산되기는 했으나, 1990년대 말경
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아졌다. 아마도 서비스 분야에서 참여적 고
용 형태를 가장 잘 갖춘 예는 Kaiser Permanente와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AFL-CIO) 사이의 파트너십일 것이다(Katz & Kochan,
1999: 304 ;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0).
그러나 몇몇 작업장에서 경영결정이나 다른 형태의 일자리 재편에 있
어서 근로자와 노조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어, Osterman
(1994: 177)은 기업 중 36%가 혁신적인 작업관행 중에서 하나도 사용하
지 않음을 발견했다. Applebaum & Batt(1994)는 작업관행 변경의 다양
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새로운 작업관행의 확산이 저조한 이유와 격차
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5. 결 론
비노조 부문의 고용 증가와,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의 고용관행의
다양성에 따라 고용관계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노조 부문에서 기업
간 그리고 산업간 유형교섭이 붕괴되고 임금이 차별화되었으며, 개인 실
적에 따라 다양한 보상체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과 임금은
큰 격차를 보였다. 임금지급 관행의 변화는 특별히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제3장 미국의 고용관계(Harry C. Katz & Hoyt N. Wheeler)

99

팀제가 몇몇 기업에서 고용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확산되고 운용
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방식의 작업조직을 가진 기업도 많이 있다. 경
영진과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권
화와 경영상 결정에 대한 근로자(또는 노조)의 참여 증가는 작업관행의
다양성을 확대시켰다.
최근 단체교섭의 양상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 첨예한
쟁의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몇몇 기업들은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
고 있다. 국제화와 비노조주의의 확산에 따라 사용자-근로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
다. 반면 몇몇 노조들은 혁신적 교섭방식과 전통적 파업방식을 활용함으
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가고 있다.
노조는 작업장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서비스의 질을 높
이고자 하는 노력에 기꺼이 협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은 노조의 목
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의 ‘실리적 조합주의’ 맥락에서, 단체교섭 과
정은 경쟁적인 압력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최상의 고용 결
과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저임금 고용방식과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
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직면한 과제는 단체교섭 성공과 재부흥
노력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794
1828
1834
1866
1869
1886

1905

고

용

관

계

필라델피아에서 가죽수선공노동조합인 Federal Society of Coadwainers
결성 - 미국 최초의 항구적 조합
노동자당(Working Men's Party) 결성
National Trade Union(NTU) 결성 - 최초의 전국노동조합
National Labor Union 결성 - 최초의 ‘개혁주의’ 노조
노동기사단 결성. 사회 자체를 변혁시키려는 개혁주의자 단체. 고임금
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분규에 참여
미국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AFL)의 형성. 주로
‘실리주의’ 목표를 가진 온건한 연맹. 노동기사단의 조합원이 70만 명
일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 후 쇠퇴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 또는 Wobbies) 결성. 무정부-노동조합지상
주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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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22
1915
1920년대
193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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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전쟁 반대, 러시아혁명 후 ‘적색 공포’로 인해 급진적 노조 탄압받음
콜로라도주의 Ludlow에서 최초의 어용노조 설립
미국 노동운동의 쇠퇴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 - 노조를 위한 ‘뉴딜’ 정책 실시
국가 노동관계법(Wagner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연방 차
원에서 보호. 또한 산별노조연맹인 산업별노조회의(CIO) 결성
1935∼39
대량생산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급격한 성장
1941∼45
전쟁 중에 노조성장과 단체교섭체계의 발전
1946
주요 산업에서 전후 대규모 파업 발생
1947
Taft-Hartley법 제정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과 단체교섭이 금
지됨.
1955
미국노동총동맹(AFL)과 미국산업별노조회의(CIO)가 합병하여 미국노
동총동맹․산별노조회의(AFL-CIO) 형성
1959
노조의 내부 사항을 규제하는 Landrum-Griffin법 제정
1960
뉴욕시 교원노조 파업 -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규모 조직화 시작
1962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 10988 발동. 제한된 범위에서 연방공무원들
의 단체교섭을 허용
1960∼80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성장. 제조업에서 노조조직률 감소
1977∼78
노조에 반대하는 사용자운동이 거세짐에 따라, 의회에서 노동법 개혁
안 부결
1980
레이건 대통령 당선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연방정책 채택.
1981
경기 침체
1988∼89
마약, 거짓말탐지기, 직장폐쇄, 최저임금에 대한 연방 입법. 마약검사와
고용관계 종결에 대한 법원 판결
1991
장애인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입법. 연방법에 의해 고용차별법
이 강화됨.
1991
Gilmer 관련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법적 고용권 쟁의에서 (사적인) 중
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 이후 특히 비노조 부문에서 대안적 쟁의해결방
식이 확산
1991∼92
계속된 경기 불황
1992∼2000 클린턴 대통령 당선. 훨씬 친노동자적인 행정부 등장
1994
낮은 실업, 낮은 물가상승, 실질임금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
1994
공화당이 총선에서 승리. 아주 보수적인 의회 탄생
199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관세
와 기타 무역장벽을 철폐함.
1995
최저임금 인상
1995
John Sweeney AFO-CIO 회장으로 당선. 노조 재부흥 운동 가속화
2000
간발의 차이로 부시 대통령 당선. 2001년 중순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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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고용관계

Mark Thompson & Daphne G. Taras

캐나다의 고용관계는 몇 가지 근원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많은 노동
력이 직 ․ 간접적으로 단체교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법으
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 또한, 노사간에는 적대주의의 전통이 있으
며, 파업이 빈번하다. 고용관계 구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덜 중앙 집
권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사용자, 노조 그리고 공공정책은 미국에서 유
래하나 캐나다는 미국과는 차별적인 고용관계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고
하겠다.

1.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
캐나다의 연방정부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 문제에 대한 권한은 10개의 주정부
에 부여되어 있다. 전시(戰時)를 제외하곤, 연방정부의 권한은 연방 공
무원 및 주(州)간 교통과 같은 전국에 걸쳐 있는 산업의 고용관계에 제한
되어 있다. 10% 미만의 캐나다 노동자만이 이러한 범위 내에 속해 있다
고 하겠다. 이렇게 분권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 시
행되어 왔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노동법률 개정에 있어 정치
적 정체는 경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기업은 노동자의 위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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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노동 ․ 고용 법률을 적용받고, 노동조합은 조직, 협상, 쟁의시 지
방정부간의 법의 차이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프랑스령 캐나다의 역사와 전통이 일부
가미되어, 퀘벡 주의 경우는 북미 어느 곳과도 상이한 사회, 경제, 법률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퀘벡 주는 인접한 온타리오 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퀘벡 주가 강력하게 주창하는 분리주의는 캐나
다의 기존에도 강했던 지방분권주의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
했다. 캐나다는 이중 언어와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 주와 이에 인접한 주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나머지 주로 나누어져 있다.
이민 역시 계속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1996년 정부의 인
구조사에 따르면 62%의 캐나다인이 불어나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있
으나, 나머지 38%의 경우 70개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보면 영국이 가장 많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 특
히 영연방 국가에서 이민을 많이 왔다.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은 경제
적 위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캐나다로 왔으나, 이와 더불어 노동자 계급
의 정치 전통도 함께 가지고 왔다. 또한 동시에, 미국의 상대적으로 보
수적인 정치 전통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영국 의회정치 체계(그리고
제3당의 인정)와 위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팽창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의 미국식 개인주의와 서유럽의 성숙한 산업주의 체제의 집산(集産)주의
가 결합된 가치 체계가 캐나다에 나타나게 된다.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수당 체계를 가
지고 있다. 캐나다의 정치 구조는 넓은 국토와 언어적 차이에 의해 강화
된 지역적 특성이 매우 반향되어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국가는 자유당과
보수당이라는 경쟁적 양당에 강력한 제3당 신민주당(NDP) - 때때로 힘
의 균형을 가져오는 중도좌파적 사안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가능한 - 이
가세된 체제를 유지해 왔다. 1930년대 이래, 자유당은 연방정치를 지배
해 왔는데, 때로는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1984년과 1988년
에는 다수의 지지를 얻은 보수당에 정권을 이양하기도 하였다. 자유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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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정당으로서 전통적으로 퀘벡 주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보수당은 중도우파적 정당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동부와 서부
지역의 지지를 얻어 왔다.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보수당 정부는 레이건이나 대처 정
권의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치는 재정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 책임을 동시에 떠안는 정치 기반
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당 정부는 때로 사기업을 공영화시켰고,
신민주당(NDP) 정권은 중소기업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가 전
체적으로는 자유당과 같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잡는 정당 역시 보수와 자
유경제정책 사이에서 대안을 가지고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다.
1990년대는 정당정치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운명이 급작스럽
게 바뀌면서, 보수당은 1993년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하였고, 남은 1990년대 동안 기존의 지지를 되찾아 당을 재건설
할 수 없게 되었다. 노조의 강력한 지지와 사회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신
민주당(NDP)은 전통적으로 적은 수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국
민투표의 15~20%를 얻었다. 1993년 선거에서는 신민주당 역시 국민투
표의 7%밖에는 차지하지 못하며 그 기반을 잃는 결과가 되었다. 신민주
당은 1993년 이후 연방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
였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 세 정당으로부터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꿨다. 1990년대 초, 퀘벡 주의 독
립을 찬성하는 정당(Bloc Quebecois)과 서부 지역의 보수당(Alliance
Party)들은 국회에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갖게 된다. 1980년과 1995년
지방선거에서 퀘벡이 캐나다에 남는 것으로 결정되긴 했지만, 1995년
선거에서는 득표수의 격차가 매우 적었다. 1990년대, Alliance Party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야당이 되었고. 그들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도의 우익적 의안들은 캐나다 공공정책을 보다 우익화하는 데 기여하
게 된다. 노동조합측으로서는 의회 내에 동맹군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
려워진 것이다.
각 주의 정치는 각 지역의 경제, 이민 형태, 정치 성향의 차이를 반영
하여 서로 구별되어 있다. 연방의 어떤 정당도 모든 주에 강력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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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두 개의 큰 주인 퀘벡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보통 지역당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신민주당(NDP)은 한 번도 연방정부에서 집권한 적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 주의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집권 기간 중에
는 노동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는 서구의 풍요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지만, 광석, 곡물, 임산물 등과 같은 원료품이나
반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에 있어 비교적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시장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산업은 직접고용의 창출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물론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와 같은 주요 주(州)에는 대규모 제조업이 상존하
지만, 이것은 국내총생산량의 21.5%에 머물 뿐이다. 캐나다는 자국 내
에 대규모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88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1993년에 미국 ․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
했다. 자유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조업 부문을 보다 더 큰 북미주 경
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자동차와 화학 같은 산업들의 영역은 확대
된 반면, 직물 및 가구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의 활동 수준은 떨어졌다.
캐나다는 보통 GNP의 33% 정도를 수출하며 25% 정도 수입하고 있
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캐나다 총수출의 대략 75% 정도를 차지했다. 멕
시코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두 경제의 자연적인 보완과 근접성을
제쳐두고라도,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관계는 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미
국 자본이 1, 2차산업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되고 있다.
캐나다는 종종 동일산업 부문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이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래된 공기업’들은 실제
적인 이유로, 즉 필수서비스의 공급, 천연자원의 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공공시설, 운송회사, 통신회사 등은
정부의 소유이다. 1980년대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작은 회사들뿐
만 아니라 천연자원과 운송회사들의 소유권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민영
화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에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
지로 정부의 심각한 적자와 실업 및 물가 문제였다. 1970년대 중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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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 이후, 국제기준으로 보아 항상 높았던 실업률은 <표 4-1>에서
보듯이 급속히 상승하여 1990년대 중반 하락하기 전까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다. 캐나다 국민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1999/2000년도 재정적
으로 곤란한 시기였으며, 실질가처분소득이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
하였다. 이전의 어떠한 때보다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이 부업을 갖기도
하였다. 2001년에 들어 실업률은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인 7%
였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 중의 하나가 환율 조정이었다. 캐나다달러를 절
상하면 국민들이 외국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익이 되고, 반면 가치를
절하하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캐나다달러가 미달러화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2003년 현재 캐나다화는
미달러화의 67%에 미치고 있다.
<표 4-1> 캐나다의 임금, 물가 및 실업률：1974~99년 추이 및 2002년, 예측

임금상승률(%)
1974∼78
1979∼83
1984∼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1.4
9.8
3.8
5.3
5.6
3.6
2.1
0.6
0.3
0.9
0.9
1.5
1.7
2.2
2.5
3.1
2.9
NA

자료: Statistics Canada 2002, 2000.

소비자물가상승률
9.2
9.7
4.2
5.0
4.8
5.6
1.5
1.8
0.2
2.2
1.6
1.6
0.9
1.7
2.7
2.6
3.9
4.6 (2월)

실 업 률
7.1
9.0
9.6
7.5
8.1
10.3
11.3
11.2
10.4
9.5
9.7
9.0
8.2
7.6
6.9
6.8
7.5
7.3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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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정부는 이러한 가격 압력을 감소시
키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 1975년에서 1978년 사이 연방정부와 10개 주
중 9개 주정부에서 포괄적인 임금 ․ 물가억제정책, 정부지출 증가의 제
한, 긴축적인 금융 ․ 재정정책을 포함하는 반인플레정책을 실시하였다.
규제의 무게 중심은 대부분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들 노조에 떨어졌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물
가상승률은 떨어졌으며 임금상승률은 더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노
사 양측이 이 정책에 의한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은 연
장되지 않았다.
1982년에 경기침체가 심각했을 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정부지출
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임금통제를 일시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10년간 캐나다는 저속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지난 정책과는 별개로,
1990년대에 연방정부는 캐나다화를 미달러화에 대하여 전례없이 절하시
켰으며, 캐나다 국채 이자율은 미국에서보다 더 낮게 책정하였다. 2003
년에 이르러, 캐나다의 물가상승률은 산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
2.5%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가 정치 구조에 의해 제
한받는 상황이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의회정치를 표방하는 연
방국가이다. 10개의 주정부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주요 권한을 포함하
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운송 ․ 통신 등 몇몇 산업에 대
해서만 연방정부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주정부들은 많은 경우 퀘벡
주의 주도하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저항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권한의 희생 위에서 주기적으로 주(州)
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1982년에 발생했다. 자유당 정부가
국가 최초의 ‘인권과 자유헌장’을 포함한 성문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헌장은 결사, 사상, 신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개별 권리는 수정주의 헌법하의 미국의 경우
와는 달리 최고 권위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헌장에
따라 법원은 개인 권리와 집단적 공익 사이에 균형을 얻기 위해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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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헌장은 개인의 권리에 자유 ․ 민주주의 사회
에서 선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의 저변에는 개인 권리의 구속은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일부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와 같은 민감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고용관계에
서 중요한데, 고용관계에서는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 회비를 수집하
며, 교섭 단위로서 단체 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권리에 의거하여 파업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노조의 능력은, 심지어는 노조가 대표가 됨으로
써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개인들의 항변 위에서, 법적인
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고용관계의 각 당사자
가. 노동조합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오랜 분열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극적이지는 않지만 착실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피고
용자의 숫자는 1990년대 전반을 거쳐 대략 4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이는 21세기 초 비농업부문 임금근로자의 32%에 이르는 숫자이다.
1960년 이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고 있는 피고용자의 수가 140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4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였다. 조
합원은 크게 두 개의 전국중앙연합조직과 전국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다
수의 조합에 분산되어 있다. 캐나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성 조합원수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부문은 제1차 산업, 건설, 운송, 제조업 및 공
공부문이다.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건설업과
운송업에서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직종별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
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산업별 조합주의가 제1차 산업과 제조
업 부문에 확산되었는데, 민간부문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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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노동운동이 성장한 주요 근원은 공공부문이
었다. 처음에는 공무원을 필두로, 다음에는 보건 및 교육부문 근로자들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전문직, 특히 교사와 간호사들은 오래 전부
터 자신들의 단체를 결성해 있었는데, 단체교섭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전환시켰다. 1980년에 이르
기까지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유자격 근로자는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
였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조합 가입률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4배에 육
박하고 있다. <표 4-2>는 산업, 부문, 성(性), 나이, 근무조건 및 지역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화는 여성 조합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
였다. 1990년대 중반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여성인 것으
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남성의 조직률이 69%인 반면, 여성의 조
직률은 72%라는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에서 논의될 대단위
대의원 조직을 비롯하여 노동운동은 상급 지도자 역할에 여성을 참여시
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많은 조합이 여성 조직과 각별한 연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부터 50만 명에 이르는 275개 노동조합들이 현
재 캐나다에서 활동한다. 노동조합의 3분의 2는 두 개 중 하나의 중앙연
합조직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부문에 속하는 나머지 노동조합들
은 전국조직이나 퀘벡 주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위 10개의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수의 64%를 차지한다. 기업 인수 ․ 합병은 거대
노동조합을 탄생시켰고, 크고 작은 조직의 노동조합원들을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4-3>은 다양한 노동조합의 크기와 연계 조직을 목록으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직업별 노
동조합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적 성향의 비정치적인 실리적 노동조합
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많은 노동조합들은 스스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
하여 왔다고 여기고 있으며, NDP 및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를 적극적으
로 지지하기도 한다. 주로 퀘벡 주에 위치한 소수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며,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현행의 경제체제를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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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특성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 : 2002년

(단위: %)

조직률(%)
산업별

부문별
성 별
연령별

근무조건별
지역별

교육

73.6

공공행정

72.3

설비

67.9

의료 및 사회보조

56.7

운수 및 창고

43.1

건설

33.8

제조

32.7

정보, 문화, 여가

28.2

천연자원

26.8

관리, 행정 및 보조

14.9

무역

14.5

재정, 보험, 부동산, 대출

10.8

기타

10.2

숙박 및 음식

8.3

전문, 과학, 기술

5.4

농업

3.6

공공

75.9

민간

19.7

남자

30.3

여자

30.2

15∼24세

15.4

25∼44세

32.5

45∼54세

43.0

55세 이상

36.7

상근

34.1

비상근

24.8

뉴펀들랜드

40.5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31.4

노바스코샤

28.3

뉴브런즈윅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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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의 계속

조직률(%)
지역별

퀘벡

40.9

온타리오

28.1

매니토바

35.8

서스캐처원

36.0

앨버타

24.7

브리티시컬럼비아

34.9

주: 노동조합 조직률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캐나다 노동자의 백분율 수치로
산정하였음. 이 협약 대상은 노동조합원 숫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아니면서(종교적 면제 이유 등의 예시) 조합의 대
상이 되는 캐나다인 숫자에 기인한 것임. 2002년 캐나다 조합원에 근거한
노동조합 조직률은 30.3%이며,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의 대상에 포함되는
숫자를 합하면 32.4%로 나타남.
자료: Statistics Canada(2002).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는 차치하고 모든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은 단
체교섭에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캐나다 노동운동의 형태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 하나
의 독특한 특징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캐나다
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직의 대부분은 미국 노동조합의 일부로서 시작
되었는데, 그래서 ‘국제’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우 대부분 미국 연고의 미국노동총동맹 ․ 산별노조회의(AFL-CIO)와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의 문화적 ․ 경제적 유대는 노동조합의 결속을 조
장하였고,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조합이 규모가 크고 일찍 발전하였기 때
문에 캐나다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국제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
으며, 이 국제노동조합이 캐나다지부를 관리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캐나다의 국내 조합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근로
자들간에 국제연대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래 많은
캐나다 노동조합이 국제 조직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이는 국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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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나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계속되는 불만, 미국 노동계
의 경제적 보호주의 지지, 캐나다 민족주의의 고양 등에 기인한다고 하
겠다. 특히, 1985년에는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 캐나다가 분리되어
캐나다자동차노동자조합(CAW)을 창설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후,
CAW는 국제조직에서 캐나다 지역 부문을 흡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
실들의 결과로, 국제노동조합 가맹조합원수 비율이 1960년대 중반에
70% 이상이었으나 21세기 초에는 30% 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과거에는 국제노동조합이 캐나다에 보수적 형태의 경제적 조합주의를
장려하고 정치적 참여를 배척하였으며, 전국중앙조직의 정책에 대해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부문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또한 더 감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연합조직은 캐나다노동회의(CLC)인데,
여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69% 이상을 대표하는 93개의 국내 및 국제노동
조합이 가맹해 있다. CLC는 전 지역을 망라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 조
합원이 있다. CLC는 정치적으로 캐나다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
른 나라의 중앙조직에 비해서는 약체라고 하겠다. CLC는 교섭권을 가지
고 있지 못하며, 서독이나 스칸디나비아제국의 중앙조직과는 달리 산하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CLC의 정
치적 역할은, 노동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노동입법, 산업규제, 또
는 인권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CLC가 통상 접촉하게 되는 연방정부
가 헌법상 취약한 연유로, 더욱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국내 정치에
있어 CLC는 공식적으로 신민주당(NDP)을 지지했다. NDP가 연방 선거
에서 별로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LC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해졌
다. CLC는 각 주에 공인된 연합조직이 있는데, 가맹조합의 지부들이 여
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노동조합 중의 몇몇은 각 주에서 상당한 영향
력을 발휘한다.
캐나다전국노동조합연맹(CNTU)은 전체 조합원의 약 6.2%를 대표하
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 대부분은 퀘벡 주의 근로자들이다. CNTU는 캐
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종교적인 영어권 노동조합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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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캐나다 노동조합원 (2000년)

소속 조직

2002

캐나다 공무원노동조합

CLC

522

전국 공공/일반노동자조합

CLC

325

캐나다 전국자동차, 항공, 운수, 일반 노동자조합

CLC

238

요식 및 상업노동자 국제연합

AFL-CIO/CLC

220

미국 철강노동자연합

AFL-CIO/CLC

18

캐나다 공공서비스노동자연맹

CLC

150

캐나다 통신, 에너지, 제지노동자연합

CLC

150

국제 트럭운전사협회

AFL-CIO/CLC

102

CSN

101

국제 서비스직노동자조합

AFL-CIO

90

CEQ

81

북미 국제노동자조합

AFL-CIO/CLC

73

국제 전기노동자협회

AFL-CIO/CLC

55

전미 목수연합협회

AFL-CIO/CLC

53

캐나다 우편노동자조합

CLC

51

온타리오주 초등교사연합

독립 운영

64

온타리오주 중등교사연합

독립 운영

48

독립 운영

46

국제 기계공, 항공업노동자협회

AFL-CIO/CLC

44

온타리오 간호사협회

CLC

45

브리티시컬럼비아교사연맹

독립운영

53

캐나다 목재산업노동자연맹

CLC

43

국제 설비조작엔지니어조합

AFL-CIO/CLC

38

기타

1,040

전체 노동조합원

3,650

자료: Workplace Information Directorate, Workplace Gazette, Vol. 3, No.
4, p. 115; Akyeapong(2000), Statistics Canada, Special 2000 Labour
Day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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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수적인 불어권 노동조합으로, 가톨릭 교회의 후원 아래 20세기
초에 결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 퀘벡 주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톨릭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점차 보수적인 주정부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투쟁성 및 의욕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1949년에 주정부
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사용자에 대항하여 불법파업을 실시한 이후, 가
톨릭노동조합은 이전의 보수주의를 버리고 퀘벡 주의 급진적 사회개혁
의 선봉에 나섰다. 연맹은 1960년에 현재의 이름을 채택하였고, 가톨릭
교회와의 유대관계를 단절하였다. 그 이후 퀘벡의 노동운동에서는 이념
경쟁이 풍미하게 되었으며, CNTU는 북미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정치 지
향적인 노동단체가 되었다. CNTU는 퀘벡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
고 좌익적인 정치 노선을 채택하였다. CLC와는 달리 CNTU는 간부들이
산하 노동조합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현재의 정치적 노선, 그리고 퀘벡 주의 대
규모 공공부문으로 인하여 CNTU의 조합원은 대부분 공공부문 근로자들
로 구성되어 있다.
나. 경영자
노조가 조직화된 회사들의 대다수가 마지못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받
아들이고 있지만, 현재 노조에 대한 눈에 띄는 공격은 드물다. 예를 들
어, 제조업이나 운수업같이 조합주의의 역사가 오랜 업계에서는 노동조
합주의를 사업 환경에 정상 부분으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
조가 없는 회사들의 몇몇은 그들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노조가 있는
곳과 맞추고, 다른 회사들은 강압과 분권주의의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무노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은 수의 회
사들이 고충처리 절차, 품질관리, 그리고 협의 절차를 통해 노조가 있는
노동환경의 많은 형태들을 복제하는 노조대체 정책들을 갖는다. 비노조
원을 경영자의 영향을 받는 형태의 대표권으로 대표하는 것은 미국처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에 이르는 캐나다 비노조원들은 일터
에 비노조 피고용인 대표 체제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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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즉 10%의 근로자)이 이 대표 체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
조합이 대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32%를 약간 웃도는 선이지만, 형
식에 관계없이 집단적 대표 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숫자는 훨씬 더
높다고 하겠다.
캐나다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전담하
는 전임자를 두고 있지만 전임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단체교섭은 통
상적으로 1~3년 간격으로 행해지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전임
자를 두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전
임자들 중의 많은 수는 노동조합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다. 파업의
실시 여부, 또는 ‘최초 요구임금 수준’ 등과 같은 중요한 노사관계의 결
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예컨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경영자의 노사관계 전문성은 높지 않고 소수만이 정
식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인 중간관리층은 두껍지 않은 편
이다. 중요하고 민감한 결정사항들은 대부분 고위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 경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사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드물다. 전체
기업 자산 중 약 25%가 외국인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다
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권의 경우 생산라인이나 대규모
투자와 같은 전략적 경영결정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노동조합 부문의
노사관계 결정에 있어 캐나다 외부인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 정책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전반적 산업 흐름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경영자 조직은 지역마다 다르다. 여러 조직이 정부나 대중들에게 경영
측의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조
직은 없다. 대부분의 고용관계법이 주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국
적 교섭구조를 가진 산업은 거의 없다. 퀘벡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에서는 지역적인 경제 상황과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사용자단체에 의한
교섭이 장려되어 왔는데, 이들 사용자단체는 보통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
당하는 단체들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노조와 단일공장 교섭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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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항만하역, 트럭운수업 같은 중소기업에서
는 다수－사용자 교섭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다. 정 부
캐나다 정부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직 ․ 간
접적으로, 한편에선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며, 다른 한편으
로는 전체 노동력의 18%를 고용하고 있다.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 규제는 자율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매우 광
범위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는 각기 관할 지역 산업에 대해 고용관계와
고용 기준을 정한 한 개 이상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고용기준법은 일반
적으로 임금, 휴가 및 휴일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다. 출산휴가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법이 대다수의 사용자들을 선도하여 왔다. 세세한
부분은 상당히 다르지만, 노사관계법은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와그너
법)의 많은 특징과, 노동쟁의를 조정에 의존하는 캐나다의 오래된 양식
을 결합한 방식이다. 각 법률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권리, 즉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집단을 위한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
하여 그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한다. 사용자는 인정된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이 절차상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도 많지만, 법원에 준하는 노사관계위원회가 이 절차를 감독하고 법령을
집행하고 있다.
노동관계 입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현저하며 또한 확대되는 추세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랫동안 캐나다 법률은 단
체협약 기간 동안의 쟁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각
협약에 고충처리 및 계약기간 중의 쟁의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15%
까지 단체협약이 실행되는 동안 파업이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업은 단기간이며 법률에 저촉되는 수준은 거의 드물다. 최근
에는 법령에서 당사자들이 기술변화에 대하여 교섭할 것과 경영자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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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보장조항을 허용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방 및 10개 각 주가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들은 통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만 때
로는 교사나 병원 근로자 같은 준정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률
들은 두 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노동관계법을 모
방한 것이다. 교섭의 범위는 이전의 공무원 인사관행 및 보다 광범위한
공공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제한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한의 일부
공무원의 쟁의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경찰과 소방관이 이러한 제한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만, 제한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적 유
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쟁의권이 없는 근로자는 강제중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법에서는 중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보통 당사자들은 자
신들이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중재자 선정이 가능하다.

3. 고용관계의 과정
캐나다 고용관계의 중요한 공식적인 과정은, 노조가 조직된 부문의 경
우 단체교섭이며, 이는 파업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의 힘
에 근거하는 것이다. 노사협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주의 건
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주제들에
관해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의 질과 기술변
화, 또는 성과 같은 주제들의 경우, 4분의 1 정도의 기업들이 법의 테두
리 밖에서 협의를 한다. 엄격한 근로규칙의 완화, 다기능 및 병합 기능,
교육훈련에 대한 지불 등, 근로자 참여 체제가 인기를 얻는 영역에 있어
서는 보다 많은 단체협약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발전되고 있긴 하지
만, 근로자의 경영에 대한 다른 형태의 참여는 드물다. 이익쟁의에 대한
중재는 대부분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가. 단체교섭
캐나다의 단체교섭은 분권화된 기반 위에서 행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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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단위는 단일사업장 대 단일노조이며, 복수사업장 대 단일노조가 그
다음이다. 전체 사업장의 약 90%,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두
범주에 속한다. 기업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는 교섭은 철도, 항공, 통신
같은 연방 관할에 있는 업종 및 자동차 제조업 및 목재 산업같이 단일 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 일반적이다.
분권화된 교섭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지역적 패턴을 따르는 경
우가 흔하다. 교섭에 있어서 전국적 패턴은 거의 없는 편이나, 각 지역
의 한두 개의 기간산업이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섭에 영향을 미친
다. 온타리오 주나 퀘벡 주와 같은 큰 주에서는 철강이나 자동차 등 중공
업의 교섭 패턴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교섭의 결과로서 상세하고 복잡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의 내용
이 법률로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며, 전형적인 교섭사항에는 임금, 노동
조합 보장, 근로시간, 휴가, 휴일, 해고 및 각종 부가급여 등이 포함된
다. 고충처리 절차는 법률상의 요건이며, 언제나 구속력을 가진 중재를
통해 결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보조 협약으로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
작업 분야에 대해 취업규칙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선임권 규정은 거
의 모든 단체협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해고 ․ 승진 또는 배
치전환의 경우 근속기간이나 능력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협의되는 취업규칙이 아주 많고, 또한 많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
기 때문에 권리중재가 빈번하며, 모든 쟁의를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고용관계에서 상세히 명문화된 계약이 중요시된다.
나. 파업 및 조정 절차
단체교섭의 또 하나의 결과는 캐나다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
은 조업중단이다. 캐나다는 이 책에서 논의되는 어떤 국가와 비교하더라
도 노동쟁의로 인해 더 많은 노동손실일수를 기록하고 있다. 1986~95년
사이에 캐나다의 파업률은 OECD 24개국 평균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명된 적은 없지만,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노사관
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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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는 1990년대 기간 동안 파업이
감소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노동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것은 여전하다.
역사적으로 노동손실일수는 주기성을 띤다. 20세기 초에 일찍이 불안
정한 물결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 또 다른, 그리고 1930년대에 시
작한 세 번째, 그리고 1970년대에 네 번째 파동이 있었다(표 4-4 참조).
심각한 경제 침체로 고통을 받고 실업이 증가한 가장 최근의 흐림은
1983년에 누그러들었고, 대부분의 노동쟁의는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
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캐나다 노동쟁의의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은 쟁의
기간과 쟁의손실일수가 몇 개의 쟁의에 집중되는 것이다. 참여 정도는
중간 수준이다(연평균 노조원의 3~10%). 파업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
다(평균적으로 한 개의 파업에 350~450명의 근로자 참여). 가장 큰
5~6개의 파업이 전체 노동손실일수의 35%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평균
파업기간이 12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설명
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와 인터내셔널 닉
켈(International Nickel)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존재로 인하여, 상급
조직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고 개별적 생산 단위에서 장기 파업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해와 조정은 캐나다 단체교섭의 오랜 일반적 특징으로서 현재 두 가
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3인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쟁의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
는 한 명의 조정자가 조정 기능만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은 갖
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 쟁의
의 전제조건이다. 강제적 요소는 감소되어 왔으나 모든 단체협약의 절반
이상이 여러 형태의 제3자 중재로 체결되어 왔다.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이익쟁의에 대한 강제중재는 드물다. 그러나 공
공부문이나 주요 서비스부문의 쟁의에 있어서는 특정 쟁의를 종결시키
기 위한 특별입법이 있기도 하였다. 직장복귀법(back-to-work laws)은
노동운동측의 극심한 반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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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익쟁의
에 대한 중재가 행해지고 있다. 중재자는 특별한 기준에 근거하여 법관
이나 변호사, 학자들과 같은 전문 중재자 중에서 선출된다. 심리는 복잡
한 경제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행해진다. 단체교섭이 공공부
문에서 처음 행해졌을 때, 강제중재가 단체교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
려가 있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재를 이용함에 따라 협약에 의한
해결사례는 실제로 감소하지만, 단체교섭과 강제중재는 공존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표 4-4> 캐나다의 연간 파업 및 직장폐쇄

1966∼70
1971∼75
1976∼80
1981∼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발생건수
572
856
996
784
748
668
548
627
579
463
404
381
374
328
330
284
381
413
377
379

관련 노동자수
291,109
473,795
620,876
296,836
484,255
581,882
206,796
444,747
270,471
253,334
149,940
101,784
80,856
149,159
281,816
257,644
244,402
158,612
144,000*
224,000*

손실일수
5.709.000*
7.309.000*
7.834.142
5.200.454
7.151.470
3.810.170
4.901.260
3.701.360
5.079.190
2.516.090
2.110.180
1.516.640
1.606.580
1.583.061
3.351.820
3.610.206
2.443.876
2.445.740
1.662.000*
2.240.000*

노동시간(%)
0.35
0.38
0.34
0.21
0.27
0.14
0.17
0.13
0.17
0.09
0.07
0.05
0.06
0.05
0.11
0.12
0.08
0.08
0.05
0.07

주: *자료 천 단위 반올림.

4.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현안
단체교섭의 미래는 모든 산업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 크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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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중공업과 생산직종에서 노조의 전통적 힘의 바탕을 보유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노조 조직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들 산업에서 캐나
다의 노조조직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지 않
았으며, 예를 들어 미국보다는 일관되게 두 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 노조들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산업들과 서비스부문이
라는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으로 그들의 조합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곳의 노조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이 물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단체교섭의 토대가 되었던 노
동력 비율 부분이 줄고 있다. 예를 들어, 1976~98년까지 전통적 노조주
의 요새로 자리잡고 있던 많은 캐나다 물품 생산 근로자들의 점유율이
32%에서 2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
와 비교했을 때,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동자 권리 증진 및 급여 향상, 근
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단체교섭이 경제의 쇠
퇴한 부문으로 제한된다면, 이 역할 또한 감소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전통적 중심들 역시 외국의 경쟁, 그리고 규제완화와 같은
선진국들의 공통적 요인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제조부품들에 대한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해외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고 이에
따라 외국과의 경쟁은 늘상 수반되었던 것이다. 관세장벽은 1960~70년
대에 부식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협정(FTA)이 1989년에 체결된 이후
부터 가속화되었다. 캐나다의 제조부문은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에 힘입
어 이들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의 분산화된 구조가 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기도 하였다.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제
조업의 고용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발전 양상은 고용관계 조직들에
대한 압력의 근원이었으나 변화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결과들이 규제완화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80~90
년대에 대부분의 운수 ․ 통신부문을 자율화했고, 이 부문 몇 개의 공기업
들을 민영화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전반적으로 노조가 없었
던 반면에, 이들 산업에서 노조화된 회사들의 고용은 줄어들었다. 이러
한 발전 양상은 점차적으로 발생했으나 고용관계에 혼란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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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가까운 장래는, 노조의 경제 ․ 정치력에 대응하여 정부와
경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활발한 노동운동과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존중하였다. 1995년
에 완료된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에서의 노동관계를 검토한 보고서
를 보면,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모두 단체교섭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중도우파가 집권했을 때에도 법률과 다른 공공정책들에 그 이
행을 반영했다. 1980년대에는 동법의 중요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
한 일반화에 하나의 중요한 예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체계 부분이
었던 기본적인 보호 조항들을 철폐하지 않았으나 보수당이 기본적인 노
동법을 상당히 개정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특히 그 지역에서 강력했던 노동운동의 저항
을 유발했다. 결국에는 1992년 정권이 신민주당(NDP)으로 이양되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보호가 몇 가지 추가되었다. 2001년에는 NDP가 노동
정책의 안정을 약속하는 중도우익 정권에 패배하게 된다. 1990년대 초
대부분의 법들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고, 거의 동시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산업화된 온타리오 주의 NDP 정부는 조직화된 노동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극우 성향을 띠고 노동조합에 반
대하는 보수당에 의해 NDP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정세가 혼란해지자,
입법 수정은 노동조합 형성을 보다 어렵게 하였고, 전반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보호는 축소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단체교섭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의 더 진보된 쟁취는 가까운 장래에는 있을
것 같지 않다. 현재 우익 성향으로 기울고 있는 캐나다의 현실을 참작하
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노동 세력의 법적 지위가 더욱더
약화되는 쪽일 것이다.
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캐나다의 사용자들은, 1980~90년대에 다른 선진국들의 민간부문 경
쟁자가 그러했듯이 해외무역, 고조되는 내수경쟁, 그리고 규제완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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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용절감을 요구하는 시장의 힘에 직면하였다.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임금지출을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미국과의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쟁의 압력은 가중되
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모든 업계에서 극적으로
고용을 삭감하며 해고를 시작하는 방법이었다. 상대적으로 파트타임과
임시 노동자들은 현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주의를 벗
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노조주의가 잘 성립된 산업에서는 문화 ․ 법률적 힘들이 캐나다 사용자
들을 단체교섭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적인 압력에 대응하도록 이끌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개인적으로 노조 조직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해도,
캐나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반노조주의가 공식 입장은 아니
라고 하겠다. 많은 사용자단체들은 보통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옹호하
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조사에 의하면, 노조주의의 확산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였
다 해도, 관리자들은 현재의 노조들을 축출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노조를 해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
고, 노조 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교섭의 성공은
구조적인 변화의 압력을 약화시킨다. 사용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민간
부문에서의 교섭구조의 분산화는 효과적으로 임금을 경쟁 속으로 끌어
들였다. 협상을 통하여 빈번하게 노동규칙들이 개정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임금 동결과 양보교섭들이 더욱 일반화되었다. 몇몇 산업에서
고용관계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교섭 단위 조합원들의 고용보장과 함께
임금동결로 이어지는－보통 수준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길게는
6년까지인－단체협약을 협상하고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 환경에서는,
노동조합이 약간의 임금인상 이외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다.
노조화된 산업의 작업장에서 피고용인의 높은 사명감에 바탕을 둔 작
업제도의 실시와 작업조직의 급진적인 재조직의 확산은 제한적이었는
데, 이는 노조의 저항과 경영진의 노력 부족으로 기인하였다. 노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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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근로자들의 노조 지지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고, 아마도 그러한 목적에 초점이 있을까 염려하기 마련이다. 그러
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전통적인 적대적 고용관
계 체제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노조와 관
리자간의 협의와 대화가 늘어난 것이 공통적으로 발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 단체교섭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작업관행의 변화도 빈
번히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한정된 범위 내에
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상황에서 캐나다 사용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인정이 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에서 기인하는지, 또
는 이들 단체의 정당성에 대한 이념적 승인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여부
는 불명확하다. 만약 사용자들이 단지 법률에 따르는 것이라면, 단체교
섭에 대한 지지는 정치 ․ 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종속될 것이다. 만약 단체교
섭에 대한 지지가 문화적인 것이라면, 고용관계의 조직들은 아마도 살아남
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겠다.
나. 노동쟁의
역사적으로 캐나다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이다. 1960년대 말 시작되어, 캐나다는 파업에 의한 노동
시간손실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의 측정치를 근간으로 볼
때, 1982년 이후의 파업 수준은 급격히 감소하였긴 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경제는 멍들었음에도 파업 감소율은 이에 반
해 훨씬 적게 줄어들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을 거쳐 노동시간
손실 및 파업 횟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파업에 대한 공공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저변에 깔려 있는 파업의 원인과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
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확실히, 교섭에 있어 분열된 구조는 파업을
야기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분열은 캐나다의 정부 구조
와 정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권한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퀘벡 주의 분리주의 제창 같은 사안은

124

국제비교 고용관계

연방정부가 경제적 현안에 권한을 확장하는 것에 당연히 저해 요소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한 가지
모델은 상호 협의를 고무하는 것이다. 1970~80년대 몇몇 정부는 서구
에서 실행된 것과 같은 노사협의제의 도입을 시도했었다. 대규모 정리해
고의 경우 공동노사위원회(노조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의 설립이 강제
되었다. 그 후 연방정부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다루는 노사정위원회를 후
원하게 된다. 이 위원회들은 잘 기능하였고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수
준의 고용관계 체제의 협조가 당사자들의 다른 수준에서의 행동들에 영
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하겠다.
모든 주마다 대부분의 작업장 내에 공동건강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
무화하고 있다. 노조화된 작업장들에서 그러한 위원회는 단체교섭 외에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 위원회들은 대규모 작
업장에서 운영되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쟁의는 드물다. 그러나 사용
자들은 건강안전위원회의 법률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
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노사협력을 작업장에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북미의 전통과, 대표
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비노조 부문과 노조 부문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유지하는 정책으로부터의 분명한 이탈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노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두 번째 모델은 노조 권력의 사용에 법적
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주에서 그러한 노선들을 따라 새로
운 노동관계법을 제정했고, 다른 주들도 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영
국에서처럼 이들 정부는 반노동조합법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근로자나 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반하는 법률을 받아
들이기를 꺼려 하며, 따라서 이 모델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좋지 않다.
현재의 단체교섭권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은 극
히 미약하다고 하겠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노동쟁의는 <표 4-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노동 불안의 감소로 관심들이
이 현안에서 일반 노동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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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조들은 대규모 파업을 일으킬 수 있고, 고용안정과 관련한 중대
문제들에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차후, 낮은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률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파업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득은 낮아졌고, 파업을 할 경우 감내해야 할 비용은 상승하게 되
었다. 조직화된 노동력이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치단결
하는 상황도 있지만, 파업 투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반대의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파업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이득을 얻는 것은 점점 더 어려
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다. 공공부문의 고용관계
캐나다의 고용관계 중 가장 변화가 심한 부분은 공공부문이다. 1960
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단체교섭
에 대한 성숙한 체제가 발전하게 된다. 1982년 시작된 불황을 시발로 하
여 몇몇 정부는 공공부문의 보수를 삭감하여 예산적자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협상보다는 법에 의해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1987년 법적인 제한들이 완화되었다. 1991년 초 연
방정부는 또 한 차례 공공부문의 교섭과 보상에 제한을 가하였다. 1995
년까지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재정감축의 수단으로 공공부문의 교섭을
제한하게 된다.
가장 포괄적인 규제정책의 하나는 온타리오 주의 잘못 이름 붙여진 사
회계약론이다. 1993년 신민주당(NDP) 정부는 100개 이상의 공공부문
교섭 단위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자 하였다. 교섭이 실패하자,
정부는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입법 조치를 통하여 삭감하겠다고 위협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압력에 거의 모든 피용자단체는 삭감에 동의하였는
데, 임금률의 삭감은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강제적 무급휴가는 온타
리오 주 공공부문에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온타리오 주정부
를 지지해 왔던 노동운동에 분열을 초래하였고,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
지게 되었다. NDP정부에 의한 적극적 조치는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제
한하는 정치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긴축정책은 더 이상 우익 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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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보다 보수적인 정부가 유사하거나 보다 더 제
한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쉽게 하였다. 예를 들어, 1994년 앨버타
주정부는 민간부문 봉급을 5% 삭감하고,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
의 사회복지기금을 삭감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노동운동의 분열은 노동
주의에 반하는 보수 정부가 집권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노조는 모든 규제프로그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성과는 별
로 없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치적으
로 지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입법이나 다른 수단으로
동결이나 삭감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위는, 많은 법에 내재되어 있는 캐
나다 정부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도 정치적으로 변모
하기 마련이다. 1980년대, 가장 인구가 많은 3개 주인 퀘벡,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공공부문 노조는 대규모 시위와 조업중단을 조
직화하였으며, 이는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을 완화하도록 하는 압력
으로 작용하였다. 온건적 성향의 연방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은, 공공부문 근로자들도 그들이 불공평하다고 인
식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
다. 그러나 종국에는, 사용자로서 정부의 정책은 유지되었다. 1993년 이
후 자유당의 연방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적자 해소는 국가 정치의 기
본 시책에 자리잡게 된다. 연방정부의 고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여러 주정부에서도 임금과 함께 인원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손실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할
캐나다의 많은 노동조합과 노조 지도자들이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스스로 규정할 수는
없었다. 캐나다노동회의(CLC)는 공식적으로 신민주당(NDP)을 지지하
나 양자의 동맹관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상존한다. 연방정부의 관점에
서 볼 때, NDP는 일반투표의 득표율 및 의석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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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함으로써 1993년 의회에서 공식적 입장을 가질 수 없게 된 정당으
로 남게 된 것이다. NDP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직원의 파견이 매우 중
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이 NDP에 대규모 표밭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퀘벡 주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독립을 지지하기
때문에 NDP는 최소한의 영향력만을 행사한다. NDP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폭 신장되었을 때도, CLC는 그 집권을 반대했던 정부 여당을 상대로
타협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노동계는 1988년 전국선거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미국-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했다. 친자유무역 보
수주의자들이 승리했을 때, CLC는 새로운 교역 형태의 결과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위치에 있었
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긴장관계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체를 구축하려는 CLC와 NDP의 노력은 시련을 겪게 된다.
주정부 차원의 상황은 또 상이하다. NDP는 온타리오와 서부의 3개 주
에서 집권해 왔다. 노동의 정치적 역할은 NDP가 주정부에서 명백한 대
안일 경우 한층 더 명확하여진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당에 대한 지지
는 노동운동을 보다 정치적으로 만들고, 정권 교체기에 변화에 휘말리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퀘벡 주의 노조는 주의 독립을 지지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
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온타리오 주에서의 사회계약은 노동운동의 딜레마를 더욱 부채질하였
다. 공공부문 노조는 1995년 선거에서 NDP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고,
이는 NDP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은
NDP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NDP를 벌하는 것은 보다 반노동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타리오의 NDP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캐나다 고용관계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를
훼손한 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CLC가 NDP를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하
는 입장과, 어느 정당의 정권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로비스트로서 보다
독자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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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설상가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정치적 지지를 기
피하고 있으며, NDP의 창설자들은 영국 노동당을 모델로 삼았지만 전
국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의회정치 제도 내에
서는 제한적인 관련성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행동하는 미국식 전통이 캐나다에도 뿌리를 내렸다. 따라서 노
동운동은 향후에도 효과적인 정치적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으로 보인다.

5. 결 론
캐나다의 고용관계 제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권한 분리,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 미국 및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성과 등과 같은 국가의 중심적인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
다. 고용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한
편, 미래의 고용관계 제도의 방향은 캐나다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동
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결정,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헌법 등으로 인해 캐나다의 고용관계의 높은 가변
성과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분명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캐나다의 고용관계 체제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서 발견된 몇 가지 구조
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달리 노조주의와 단체교섭은
경영자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국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정부도
반노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다. 입법화를 통해 노동조합
의 권력에 제한을 두려는 가장 거센 노력은 1996년 온타리오 주에서 발
생하였다. 노동운동은 캐나다 내에서 높은 적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그룹과 여성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
운동은 경제 및 사회적 협의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
거의 10년 동안 정체된 임금과 함께 캐나다의 완만하지만 꾸준한 경제
성장을 근저로 두고 있기에, 노조주의와의 단체교섭을 비난하기를 원하
는 정치인과 사용자들이 이를 비난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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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 체제는 경제적 여건들의 변화에 대부분 성공적
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10년간의 높은 실업률은, 쟁의의 중심 문제가 고
용안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노동자들의 투쟁성을 감소시켰다.
교역장벽의 제거는 산업 원동력의 두 가지 주된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제
조업과 운수업 영역에서 캐나다 노동자들의 교섭 능력을 침식시키기도
하였다. 고용관계 위기 인식의 부족으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거점 바깥
에서의 노동자대표라는 보다 넓은 문제에 대한 논쟁은 활성화되지 못하
였다. 고용관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의 부재로 인해, 점진적으로
순응하여 가는 근래의 방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825
1825∼60
1867
1872
1873
1886
1900
1902
1906
1907
1908
1909
1919
1921
1927
1930

고
용
관
계
퀘벡 주의 라시네에서 목수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개별적인 다수의 지방노동조합 발전
연방 캐나다가 독립국이 됨.
노동조합이 영국법에 의해 부과된 민 ․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됨.
지방노동조합회의들이 최초의 전국적인 중앙노동조직인 캐나다 노동
조합(Canadian Labor Union) 결성
직업노동회의(Trades and Labor Congress : TLC)가 ‘국제’ 직업별
노동조합들에 의해 설립됨.
회유 법률책에 따라 노동부 설립, William Mackenzie King이 일등
차관으로 취임. Labour Gazette 첫 발간
｢베를린 선언｣. TLC가 국제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을
기피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의 캐나다지부 설립
캐나다 노동쟁의조사법-최초의 전국노동입법-이 조정을 강조
정부 연금법하에 연방노동부 캐나다 노인인구에 도움을 주는 계획 설립
노동부 법률, 연방정부와 분리된 노동 포트폴리오 창출. William
Lyon Mackenzie King 첫 번째 노동부 장관 취임
위니펙 총파업 - 북미 역사상 가장 완전한 총파업. 캐나다가 창단 회
원으로 국제노동자조직 설립
캐나다․가톨릭노동연맹이 퀘벡 ․ 가톨릭노동조합연합을 설립
전 캐나다노동회의(All-Canadian Congress of Labor) 결성
연방 관할, 공정임금 및 1일 8시간 근무법 제정. 대공황으로 인해 실
업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실업완화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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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고
용
관
계
1935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와그너법)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입법
요구가 있었음.
1937
온타리오 주 오샤와의 제너럴모터스사에서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
으로 캐나다에서 산업조합주의가 확립
1939
TLC가 미국 산업별노동회의(CIO)의 캐나다 가맹조합을 축출
1940
CIO 산하 조합들이 전 캐나다노동회의에 가맹하여 캐나다노동회의
(Canadian Congress of Labor: CCL) 결성. 실업보증위원회가 연방
노동부 산하로 소속됨.
1944
PC 1003 긴급칙령으로 노조 결성 보장(미국 와그너 법률 원칙과 강
제 조정법 결합); 선의를 통한 사용자와 피고용인 사이의 협상 대리
인에 대한 법적 책무 부과(많은 주에서 각 주의 노동관계 상황에 적
합하게 PC 1003을 확대, 또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에
걸쳐 유사 법률 제정)
1948
산업관계 및 쟁의 조사 법률. 단체교섭권이 강력히 법률로 성립. 캐
나다 노동관계 이사회를 연방 차원에서 설립
1949
퀘벡의 아스베스토 광부들이 불법파업을 실시하여 퀘벡의 ‘조용한
혁명’을 개시
1954
노동권에서 여성의 기회증진을 위해 연방 여성부 설립
1956
TLC와 CCL이 합병하여 캐나다노동회의(CLC) 결성
1958
연방 관할 상근노동자 연간 휴무에 관한 법률하에 연간 2주의 유급
휴가 보장
1960
캐나다 가톨릭노동연맹이 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캐나다
전국노동조합연맹(CNTU)이 됨
1965
캐나다 노동표준 규약이 연방 관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봉
급, 휴무, 법정 휴일에 관한 최소 기준 설정.
1967
연방정부가 정부 피용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함. 그 외의 관할
지역들이 이에 따름.
1975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평화시의 임금 ․ 물가통제를 실시
1977
캐나다 인권 법률 통과, 특정 단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
1982
연방정부가 권리선언을 제정
1984
성추행방지법이 캐나다 노동규약에 포함
1986
작업장내 사용자-피고용인 안전건강위원회 CLC하에 요구됨. 고용평
등법률 차별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 통과
1987
권리․자유헌장(1982년 제정) 시행
1991
입법으로 연방정부 피용자들의 임금동결
1994
캐나다, 미국, 멕시코 사이에서 북미 노동협조 합의; 노동표준 보호
및 각 나라의 노동법 집행 결의
1999
급여에 있어서 일반적 성차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억 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근로자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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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광물 자원
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반면, 인구밀도는 낮다. 호주는 인구 1,900만
명, 2000년 기준 GDP 5,080억 미국달러의 국가이다. 또한, 이 나라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민간부문 취업자 900만 명 중 73%가 서비스업 부문에, 22%가 산
업 부문에, 그리고 5% 미만이 농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다(부록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는 여전히 원료품과 농산품에 크게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의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감소로 노동시장이 확
대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1991~93년의
실업률은 11%로 상승하게 된다. 정부의 긴축정책과 1990~91년의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락하여 1992~93년 기간에는 1%대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2~6%의 상승곡
선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실업률은 8~11%에 머물렀으나 1990
년대 종반에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는 6.6%대를 기록하였
다. 그렇지만, 고용구조는 근래에 들어 정규직의 감소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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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에이전시 및 여타 노동시장 중개업자 이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Burgess & Campbell(1998)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창출된 새로운 직업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며, 파트타임 일자
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용형태이다(McCallum, 2000 참조).
<표 5-1> 선택된 경제지표：1986~2001년

실제 GDP
1)

(% 변화)

물가상승률

경상계정
2)

(CPI상 % 변화)

실업률

(GDP당 %) (전체 노동력 중 %)

1986∼87

2.5

9.4

-3.0

8.0

1987∼88

5.4

7.3

-2.7

7.5

1988∼89

4.0

7.3

-4.2

6.1

1989∼90

3.7

8.0

-4.8

6.6

1990∼91

-0.1

5.3

-3.7

9.3

1991∼92

0.3

1.9

-2.8

11.0

1992∼93

3.4

1.0

-3.1

11.0

1993∼94

3.9

1.8

-3.1

9.9

1994∼95

4.2

3.2

-5.3

9.3

1995∼96

4.2

4.2

-3.9

8.8

1996∼97

3.7

1.3

-3.0

8.9

1997∼98

4.5

0.0

-3.8

8.6

1998∼99

5.0

1.2

-5.3

7.8

1999∼2000

4.3

2.4

-4.9

6.8

2000∼2001

1.9

6.0

-2.7

6.6

주: 1) 실제 GDP 수치는 전년도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연쇄 총계상의 백분율 변
화를 의미함. 예를 들어, 1990/91의 수치는 1989/90과 1990/91 사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임.
2) 물가상승률 수치는 이전 회계연도 말 소비자물가지수상의 백분율 변화를
의미함. 예를 들어, 1988/89는 1988년 6월부터 1989 6월까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임.
자료: ABSa(각년도); ABSb(각년도); AB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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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정치적․경제적 배경
호주는 1901년에 연방을 결성하였다. 이전의 식민정부가 호주 연방
수립에 동의하였을 당시, 새로운 연방정부는 고용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만을 넘겨받았다. 호주 연방헌법(1901년)하에서, 연방정부
는 “어떤 한 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노동쟁의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조
정과 중재”에 관해서만 노사관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
이다(Section 51, para. 35).
1904년 연방 차원에 적용된 호주의 조정 및 중재 체제는 19세기 후반
호주 식민지를 강타했던 일련의 정치적 ․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였다. 이 식민지들은 19세기 중 ․ 후반 영국과 영국 식민지 간
의 자유무역과 런던시장의 준비된 자본 유용성의 혜택을 입어 19세기 후
반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적자재정 및 수출을 기반으로 한 호조
의 발전으로 영국민들이 호주로 이주하는 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된다(Denoon, 1983). 그러나 19세기
말 국제경제의 불안정과 상품수출가격의 하락으로 국제경제 변화에 대
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해 노동과 자본 및 상
이한 자본 요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Schwartz, 1989). 특히, 농
업 수출 부문에서는 일련의 파업이 있었고, 이와 같은 파업으로 광업,
모직 관련 업종, 해운업 부문에의 반(半)/비숙련 노동자조합에 생겨난
노조가 상당히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였다(Bray & Rimmer, 1989).
몇몇 식민지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이어서 중재제도를 호주 헌법에
포함한 것은, 계급 갈등이 다시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권한
을 이용한 시도였다. Macintyre(198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는
주로 국내 제조업의 이익과 가까운 연계를 맺고 있으며 사회적 자유주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중간계급 정치인들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당초, 사
용자측은 조정중재법(1904년)하에 설립된 연방조정중재법원에 대해 적
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이 사용자들에게 동법에 따라
등록한 노동조합을 승인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 조합이 한 산업 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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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근로자들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연
방중재법원의 운영은 도입 초기에 사용자들이 주도한 연속적인 위헌 제
기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Hancock, 1984).
그렇지만, 초기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곧 몇 가지 이
유를 들어 강제중재제도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중재
제도가 임금을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임금비용에 근
거한 불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형태상 매우 상이하긴 하나, 중
재제도는 사용자가 경영전권을 유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일부 유럽 국가(스웨덴의 예와 같이)의 노동력과 자본 사이에
서 보이는 고전적 타협에 준 것과 유사한 영향, 즉 임금을 경쟁에서 제외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용자들이 관세보호를 받는 대가로 중재제도
를 수용하였다는 논리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게다가 사용자들
은, 중재 법정이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보다 강
화된 시점의 경제 번영 시기에는 노사쟁의와 호전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느끼기도 하였다(Plowman, 1989).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강제중재라는 발상에 반대해 왔지만, 1890년대
의 파업에서 몇 번의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 후 그들은 입장을 바꾸었다.
1904년의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교섭하기를 꺼린다 해도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법원이 임금이나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재정결정을 내리면 이 규정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주와 연방 수준에서의 조정중재제도의 확립은 1890년대 이전의 호주
를 특징지었던 영국형 노사관계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은 영국의 전통이 호주 노
사관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호주의 고용 및
노사관계제도가 확립된 19세기 초에는 영국법과 영국의 노동조합주의
개념이 호주로 유입되었다.
중재제도는 연방과 주의 노사관계협의회를 모두 포괄한다. 1956년까
지는 연방조정중재법원이 중재와 사법적 기능 양자 모두를 수행해 왔었
다. 그 이후에는 연방법원의 산업부가 법률의 사법 규정의 집행을 담당
하고, 호주노사관계위원회(AIRC, 이하에서는 위원회로 약칭)가 현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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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비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관할
하는 연방위원회의 재정(깥定)은 모든 다른 법원에 대해서 패턴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의 정도가 높
게 나타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한 주(州)의 범위를 넘는 분규에만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대부분의 중요 사례는 이 요건에 부합
되며 또한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쟁의의 어느 한쪽 당사
자도 위원회에 안건을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공
공의 이익’에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은 처음에 의도했
던 것보다 점차 확대되었다. 어떤 주들은 위원회의 지배권이 연방 수준
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우려했지만 어떤 주들은 이에 호의적이었다. 모든
주들이 그들의 노사관계 권한을 연방정부에 위임하게끔 만들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하였다. 1996년에 단지 빅토리아 주가 수
용하긴 했지만, 1999년 주의 선거에서 노동당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다
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적인 산업은 연방재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래, 호주의 조정 ․ 중재 체제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
다. 1988년에 노동당 정부는 조정중재법(1904년)을 노사관계법(1988년)
으로 대체하였다. 연방조정중재위원회는 호주노사관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기능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법은 여러 측면
의 접근방법에서 구법과 유사하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1993년의 노사
관계개혁법(개정법)과 1996년의 작업장관계 및 기타 수정법(작업장관계
법)에 의해 도입된 사안이다. 연방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노사관계
개정법으로, 연방 사법권 내에서 노동조합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승인
하는 것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Bennett, 1995). 또한, 이 법률은
지정된 협상 기간 동안의 단체행동의 권리를 포함함으로써, 이익과 권리
사이의 논쟁에 관해 흔히 사용해 온 구분을 두게 하였다. 노동당 정부의
13년 집권이 끝난 이후, 1996년 자유 ․ 국민 보수연합 정부의 등장은 중
재제도에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작업장관계법(뒤에서 논의
됨)은 AIRC의 권한을 한정하고, 호주 작업장(협약)이라고 알려진 개별적
근로계약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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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tard, 1997; McCallum, 1997a). Howard 정권은 규제를 철폐하는 개
혁안을 보다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상원 때
문에 급격한 변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논평자들은 근래의
변화가 호주의 중재제도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다고 평하고
있으나(Gardner & Ronfeldt, 1996; McCallum, 1997a,b), 강제중재의
영향이 반영된 호주의 노사관계가 가진 특징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호주에 조정 ․ 중재 제도가 도입된 것은 호주 내부에 관세보
호, 이민제한정책, 최소한의 복지 상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보관
(social settlement)의 단지 한 요소라고 주장되어 왔다(Castles, 1988).
국내방위(domestic defense)라고 Castles이 지칭하는 이러한 정책 패턴
은 호주의 경제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래 관세정책은 값싼 수
입품으로부터 호주 경제를 보호하고 늘어나는 노동력에 고용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생산성 및 시장의 힘보다는 사
회적 관점이나 공평의 관점에서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
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보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 상품 수출의 교역조건과 국내 생산부문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것
이었다.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가격
변동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상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하락하
는 경향이 있다.
1945년 이후 얼마 동안 호주는 우호적인 교역조건들을 즐겼던 반면,
1960년대 후반에는 상품 수출의 상대적 교역조건이 상당히 하락하는 것
을 경험해야 했다. 동시에, 관세보호 아래서 호주에 투자한 다국적기업
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만한 규제는 제조업 부문을 국내에 치중하게 하였
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Ravenhill(1994:
79)에 따르면, 이러한 좌향적 호주 산업은 1970년대에 급격히 경쟁적으
로 변모하는 국제경제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Whitlam 노동당 정부(1972~75년)가 일거에 관세를 25% 인하한 것은
실업수준, 특히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산업의 실업률을 높임으로
써 호주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1983~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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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방 노동당 정부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을 촉진하
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조립 및 부품과 같은 핵심 제조업에 집중하
였다(Lansbury, 1994 참조). 1996년 집권한 이후 연립정부는 관세 인하
에 박차를 가할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부와 자유무역 동의에
관해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관세보호가 느슨해짐에 따라, 일단의 사용자
들은 강제중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호주 정치에 있어 여섯 개 주의 정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중심으로 자리잡았
다. 연방제 실시 이래, 보수적인 정당들이 대체적으로 연방정부를 장악
해 왔다. 연방 수준에서 보수당이 때때로 집권을 놓치는 동안, 노동당
정부는 국가의 경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창출해 내었고, 보수당
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이익에 보다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호주는
1983~96년까지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였고, 이는 국가 수준에서 보았을
때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랜 노동당 정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정
치에 있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전은 상원의 권력에 균형을 취하지 않
으려는 경향이 연방정부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의 권한은 현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입법을 유보할 수 있다. 1996년
이래, 기업을 규제하는 헌법하에 주어진 권력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연방의 통제를 확대하려는 연방정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상원은 고용관
계 입법에 중요한 영향을 점차 더 많이 미치고 있다.

2. 고용관계의 각 당사자
가. 사용자단체
호주 노동조합의 조기 성장은 사용자단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용자
단체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사용자단체에 비해서 노사관계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수많은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에 대하여 직접 나
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Plowman, 1989). 그러나 사용자단체
는 소규모이면서 단일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어느 특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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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 모든 사용자를 망라하는 대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복잡성
이 매우 다양하다. 전국사용자단체인 호주산업연맹(CAI)은 호주노동조
합평의회(ACTU)가 결성된 지 거의 50년 후인 1977년에 설립되었다.
1983년에는 대기업 사용자그룹이 호주경영협의회(BCA)를 설립하였는
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수가 많고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CAI의 서비스 능력에 대기업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결과이다. BCA의
회원은 각 회원사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되며, 고용관계 등과 같은 문제
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이들은 BCA에 높은 권위와 중요한 권한
을 부여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CAI로부터 몇 번의 중요한 이탈이 있었는데 금속
산업연합(MTIA(1987))과 호주제조업자회의소(ACM(1989)) 같은 대규모
회원 조직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 반향의 하나로 사용자들은 전국임금
사례(national wage case)의 청문회 같은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1992년 CAI는 보다 통일된 입장을 제시하려는 시도와
아울러, 호주상공회의소(ACCI)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호주
상업회의소(ACC)와 통합함으로써 이전의 회원 조직들을 회유하려는 시
도를 하였다. 하지만, 호주노동조합평의회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에 비해
사용자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덜 단결되어 있는 듯한데, 특히 노동당 정부
하에서 그러하였다(Mathews, 1994).
1996년 사용자측을 보다 지지하는 자유 ․ 국민 연립정부의 집권 이래,
사용자 대표에 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계를 옹호하는 것에서 벗
어나, 회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
는 것과 같은 사용자단체들에 의한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은 큰 발전 중
의 하나이다. 이는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협상 체제가 약화되고 옹호적인
입장에 대한 필요를 반영하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Sheldon
& Thornthwaite(1999)는 이것이 사용자단체들 사이에 회원 유치 경쟁
을 촉진하고 단체간의 통합을 고무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MTIA와 ACM이 1998년 합병을 통해 호주산업단체(AIG)
를 설립한 것이다. 정책 수준에서, BCA 같은 사업자단체들은 일반적으
로 연립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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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와 상원의 소수 정당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
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작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의 부당해고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상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다.
나. 노동조합
중재제도의 확립으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급속한 성장이 촉진
되었다. 1921년까지 호주 전체 노동력의 약 절반이 조직화되었다. 조직
률은 변화하여 왔는데, 1930년대 초의 불황기에는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40년대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1953년에는 65%로
정점에 달하였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주의는 처음에 직종별 조합을 기초로 발
전하였지만,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일반 및 산업별 조합이 보다 일반화
되었다. 호주 노동조합의 기본 조직단위는 지부인데, 주의 전역 또는 주
내의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 공장 또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조직은 비공
식 조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shop
steward) 조직이 생산직 및 사무직 부문 양자 모두에서 더욱 빠르게 발
전하여 왔다(Peetz, 1990 참조).
그렇지만 호주의 조합주의는 작업장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
향이 있다. 이는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
업 수준에서의 교섭보다는 중재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다(Lansbury & Macdonald, 1992 참조). 1990년에 실시된 호주작업장
노사관계조사(AWIRS) 결과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작업장 중 조합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곳은 80%인 반면, 작업장의 3분의 1이 작업장 노동자조
합 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장의 26%만이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한다(Callus et al., 1991：48-53). 1995년
에 실시된 두 번째 AWIRS에서는 노동조합원이 있는 작업장의 수가 급
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작업장 노조 구조가 노동조합원의
감소를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Morehe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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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7：139-141; Alexander et al., 1998).
호주에서 노동조합원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하강곡선을 타고 있
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0년 49%에서 2002년 23%로 떨어졌다. 노조
원수 감소의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Peetz(1998:
82)의 연구에 의하면, 1992년까지 10년 동안 노조조직률의 하락의 절반
이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것은 생
산 부문(전통적으로 노조가 잘 구성되어 있는)에 있어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증대한(노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구조의 변화
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정규직 고용의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선진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며, 그러한 모든 국가들이 호
주와 같은 노동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주의를 감소시키는 다른 영향 요소에는 사용자들 사이의 반노동조합주
의가 증가하였고, 가공적으로 노동조합 회원수를 부풀려 왔던 중앙집중
화된 중재 체계(사실상 강제적인 노동조합주의의 예와 같은)에 내재되어
있던 제도적 장치가 제거된 것도 포함된다. 또한 노동조합 정책, 특히
사회적 협정(Accord)(뒤에서 논의됨)에의 참여가 노동조합원수의 감소
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Peetz, 1998; Cooper et al.,
2003).
생산직 근로자 및 비생산직 근로자 노동조합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주
요 연합조직은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이다. ACTU는 1927년에 설
립되었고 전체 노동조합원의 95%를 관할하고 있다. ACTU는 이전에 화
이트칼라 노동조합을 대표하던 두 개의 다른 연합체와 합병한 후 크게
확대되었다. 호주봉급 ․ 전문직조합평의회(ACSPA)는 1979년에 ACTU에
가입하였고, 호주정부직원조직평의회(CAGEO)는 그 뒤를 이어 1981년
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현재 호주에는 오직 하나의 주요 중앙
노조연합체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연합체가 있는 많은 서유럽 국가
들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각 주에서는 노동조합협의회(Trades
and Labor Council)도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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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협의회는 형식상으로는 ACTU의 지부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협의회
는 ACTU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ACTU는 노동조합 회원수의
비율과 산하단체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강
력하다고 할 수 있다. 산하단체에 대한 ACTU의 영향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를 거쳐 행해진 ACTU 회합과 협의회에서 거의 실패 없이
집행부의 천거 사항들이 산하 조직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Davis, 1996). ACTU의 간부들은 또한 AIRC에서 노동조합의 입장
을 대변하는 것과 중요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CTU의 권위는 다른 나라의 여러 노조운동과는 상이하
게, 왜 호주의 노조운동이 1983~96년까지의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
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Briggs, 1999).
ACTU의 지휘 아래, 회원수 감소를 반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
들이 최근 호주노조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동안 노조운동은
조직혁신과 합병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360개의 연방 등록 조직을 합병
하여 20개의 산업에 기반한 거대한 노동조합으로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
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체제로 운영되어야
만 노조가 노조원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보다 유용한 자원을 더 많이 가
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호주 노조의 조직을 바꾸고 그 숫자를 줄이
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직률의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96년 연립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합의가 소멸된 이래, 노조운동에
채택된 전략은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노조는 작업장 활동
주의 구축, 보다 넓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전략적 캠페인 전개 능력 등
의 개발을 추구하였다. 이는 노조가 보다 자율적이고 국가에 덜 의존하
도록 스스로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4년에 ACTU는 미국 노
조의 경험을 근간으로 한, 노동을 조직화하는(organizing works) 프로
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호주 노동운동의 조직화 기술과 능력을 구축
하고 조직화 모델(organizing model)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2000년 ACTU 총회에서는 Unions@Work라는 새로운 전략이 창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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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노조주의에 접근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을 구축하
여 노조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조직화 모델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
이다. 2001년 동안, ACTU는 노조원만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광대역
의 노동력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평등과 공평의 쟁점에 중점을
두고, ‘일터에서 우리의 미래(Our Future at Work)’라는 정책 프로그램
이 2001년 ACTU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는 ACTU가 수행한 국가 조사에
서 드러난 가족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이
다. 이 캠페인은 노동력의 일시적화, 부(富)의 불공평한 분배, 불안한 직
업안정도 및 노사관계 체계에 있어 인지된 불공정함 등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Cooper, 2002).
노동당 정부하에서 사회적 협약의 과정을 통해 노조운동이 개선된 사
회 조건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반면, 현재 ACTU에 의해 새롭게 채택된
전략들은 집권 정부의 성격 여부에 관계 없이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사
안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 노조운동은 정
부와 노조와의 협력을 강조한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에 대한 논의를 삼가고 있다. 노
동운동은 호주노동당(ALP)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노동당 정
부나 사업자들에게 종속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보다 독립적인
역할에 매진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Cooper et al., 2003).
다. 정 부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입법 권한, 특히 가격 및 소득에 대한 입법 권한의 결여는 모든 정치적
신조를 가진 연방정부를 좌절시켰다. Fraser의 자유 ․ 국민당 정부
(1975~83년) 시기에는 연방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때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Fraser 정부는, 위원회의 임금조정에 대한
결정이 정부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타
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한 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공평,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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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안의 실제적인 시비곡직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기
관”이라고 대응하였다(Isaac, 1997 : 22 참조).
1983~96년 기간 노사관계의 한 특징은 연방노동당 정부의 고위각료
들과 노동조합 고위간부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83~91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Bob Hawke가
ACTU의 전 위원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동 기간 동안의 노사관계 각료 3
명 중 2명이 ACTU의 전직 간부였다는 요인들에 기인한다. Paul
Keating은 노동당 당수직 도전에 성공하고 1991년 12월에 수상이 되었
다. Keating은 ACTU의 사무총장인 Bill Kelty와 강한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의 전임자만큼 노조운동과 가까운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Keating의 노동당 정부(1993~96년)하에서 기업 차원에서 분권화된
교섭이 보다 확산되었고, 노동생산성 향상이 강조되었다. 노동운동은 일
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별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93년 Keating의 노사관계개혁법은 노조 작업장
의 집단적 권리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3년 법은 기업 권력이
나 외부관계 권한과 같은 다른 헌법적 권한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조정
중재권(제51절 35줄)에 기초한 전통적인 접근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1996년 선거에서 패배할 시점에 Keating 정부는 1983년 Hawke 정부가
지지하였던 정책적 입장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다. 초기 Hawke 정부
의 국가 개입과 집중화에 대한 강조는, 시장력에의 의존, 분산화, 연방
정부의 노사관계 권한의 강화로 대체되었다.
Howard의 연립정부는 작업장관계 및 다른 법적인 개정법안을 통해
고용관계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전시켰다. 주
요 정책적 변화는 재정(award)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한하여 강제 가능
한 권한을 최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국한시킨 것, 노조의 관여 없
이 개별적 협약이 가능해진 새로운 기업별 교섭 제도의 도입, 특정 형태
의 노동의 사용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의 폐지 등이다. 노동운동측이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는 근거에서 새로운 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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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강력히 반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조는 지역단체나 복
지기관의 지지를 얻어내고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상원에서 힘의 균형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 정당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상원의 소수 정당들이 정부의 당초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수정 조항을
추가하였지만, 원칙적인 개혁 조항은 새로운 법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Howard 정부가 2001년 재신임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사안을 충족시키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저하는 상원의 태
도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짜증스럽게 하였다. 또한, 2001년 말에 이르러
모든 주정부들이 노동당의 손 아래 놓이게 되고, 대부분의 노동당 집권
주정부는 노조의 권한 및 노사관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혁하였다. 이는 연방보다는 주의 재정 및 협약에 적용되는 노동
자의 수가 더 많고, 최근의 개혁 조치가 노조에 보다 우호적이었던 호주
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
다고 하겠다.

3. 고용관계 과정
연방 재정(깥定)이 주(州)의 재정에 우선하기는 하지만, 주의 고용관
계 및 노사관계 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주와 연방의 위원회의 관할
권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개혁주의자들의 관심
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개혁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 이후,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주노동위원회의 장(長)과 다른 구성
원을 연방노사관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임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향후 전국노사관계 제도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Howard 정부가 도입한 개혁안과, 모든 주의 노
동당 정부의 집권으로 추세는 반전되었다.
역사적으로 호주의 조정중재 제도는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정의
과정이 완결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호주의 중재 제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강제적이다. 그 하나는, 일단 중재에 들어가면 쟁의의 양 당사
자는 그들의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 강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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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원회의 재정은 쟁의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위원회의
재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급여 수준과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
게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와 사용자는 이러한 최저 기준에 대해 협상할 자유가 있다.
중재 제도의 형식적 규정과 실제적 운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직접교섭에 의해 이루어진 협약은 중재재정
과 공존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협약이 노사관
계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면 이것은 ‘동의 재정(同意깥定)’으로 공표되며,
이러한 협약은 특정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기
존 협약을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정은 공식적인 의미에
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유연하다.
1970년대 호주에서 비공식적인 직접 협상이 상당수 증가하였다
(Yerbury & Isaac, 1971; Niland, 1976). 1980년대 초반 임금을 통제하
려는 위원회의 시도에 의해 이것이 중단된 반면,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서는 위원회가 규정한 제한의 범위 안에서 산업 및 기업별 협상을 강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Rimmer & MacDonald, 1989). 1990년대는 경제
불황과 정치적 압력의 증가로 인해 고용관계 절차의 분권화 경향이 증가
되었다. 1993년의 노사관계개혁법은 노조와의 협상에 의한 기업별 협약
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기업유연성협약(EFAs)
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별 협약의 영역을 넓혔다. 이로써 작업장협약을 비
노조 작업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FAs의 근로조건이 관련
된 재정의 그것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는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기업별협약의 수가 급속히 증
가하였지만, 기존의 재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로 근로자, 사용자, 노조가 전통적 재정 제도로부터 이탈
할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Ludeke, 1993).
이러한 경향은 작업장관계법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작업장관계법
의 핵심 요소는 호주작업장협약(AWAs)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
자가 피고용인과 개인별(비노조) 계약을 협의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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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AWAs가 임금 ․ 조건 규제에 있어 작은 부분만을 담당하고,
노동력의 2% 미만에 적용된다 할지라도(Waring, 1999), 협상 과정 동안
피고용인과 노조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데 위협이나 협상 수단으로 사
용할 수 있다는 데 호주작업장협약의 중요성이 있다(Ellem, 2001).

4. 쟁의의 해결
강제중재 제도가 도입된 주요 동기의 하나는 쟁의행위를 불필요하도
록 만드는 것이었다. 중재 제도에서 규정되는 ‘법의 규칙’이 ‘야만적 수
단’인 쟁의행위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다. 오랫동안 조정중재법에는 쟁
의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된다고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1930년에 삭제되었지만, 호주 근로자들에게는 1993년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1993년의 노사관계개혁법으로 노조와 사용자는 보통법 및 파업과 직
장폐쇄와 관련된 이차적 거부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법률하에서 양측은 지정된 교섭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각자
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의의 교섭을 하지 않
거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에 근거해
서 위원회는 전통적인 중재기능을 할 수 있다.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적 파업에 참여한 당사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들의 재정이 중지되거나 취소된다. Howard 정부의 작업장관계법에서
도 지정된 교섭 기간 동안에 제한된 파업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유지되었
다. 그러나 불법분규를 처단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파
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시켰으며, 위반하는 경우
상당액의 벌금과 함께 부차적 거부 관련 조항을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에 복원시켰다.
위원회가 드물게 사용하는 또 다른 제재는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
고 행동한 노동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등록 취소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협 효과만으로도 충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1986년에 등록이 취소된 건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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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연맹(Builders Labourers’ Federation)에 대해서는 이 위협이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신속하게 다른 노
조들에 흡수되었으며, 한때 강력하였던 조합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강제중재의 중요한 효과의 하나는, 쟁의기간은 단축된 반면 쟁의의 빈
도는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호주가 근로자
1,000명당 쟁의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훨씬 적은
쟁의일수를 가진 일본, 독일, 스웨덴 등과 비교하면 호주에서는 상대적
으로 대립적인 형태의 노사관계가 만연하였다(부록 참조).
1983년 이후로는 연방 노동당 정부가 보다 평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왔다. 1980년대에는 쟁의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일수가 반감되었다. Beggs & Chapman(1987)은 이와 같이 노
동쟁의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에는 거시경
제 상황의 변화가 부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호주 노동당과 호주노동조
합평의회의 사회적 합의(ALP-ACTU 뉴스 매체, 후술 참조) 역시 부분적
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2000년도 호주
의 노동쟁의 비율은 높은 편이나, 이는 1990년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1980년대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이상 감소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 내부의 노동쟁의가 줄었다고 하여, 작업장관계법 도입 이전의 파업
행위의 감소를 Howard 정부의 공으로 보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민간부문 사용자들 중 비노동조합 협약을 지지하는 사용자가 유발하는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Ellem, 2001). 광업이나 해운업같이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하게 결성되어 있는 영역에 비노조 협약을 도입하려고 시도하
는 사용자들 때문에 격렬한 쟁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그들
의 사업체 운영과 활동에서 노조를 제거시키려는 방안을 활발히 찾았다.
그와 같은 시도가 최근에 가장 큰 노동쟁의를 유발하였는데, 이 쟁의
는 1998년 부두 쟁의(Waterfront dispute)다. Patrick 회사의 공식 입
장에 의하면, 과다한 봉급이 지급되는 항만노동자들과 그들의 노조인 호
주해운노동조합(MUA)은 부두의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이 조합은 제한적인 관행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와의 몇 차례
쟁의 끝에 1998년 4월 Patrick사는 관리자를 임명할 것과, MUA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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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용하는 자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철회하는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
다. Patrick사는 이에 따라 부채를 피하고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새로운 회사들은 Patrick사와 Patrick사의 전 피고용인들
을 비노조 노동력으로 대체하도록 계약하였다. 정부는 Patrick사가
MUA에 대항하여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고무하였고, 항만의 화물운송
에 세금을 부과하여 미화 9,980만 달러의 정리해고 자금을 마련하였다.
AIRC는 작업장관계법에 의해 조정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개입하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대신, 쟁의는 항만 및 언론을 무대
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공교롭게도 연립정부의
1996년도 작업장관계법의 의도는 제3자(노동조합이나 AIRC의 예와 같
이)의 개입을 막는 것이었음에도, 이 쟁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 법원
(제3자는 물론이고)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자율적으로
쟁의를 해결하는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것
이다. MUA는 쟁의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항만 부두노동자조합과 국제
노동조합운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와 Patrick사는,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해고하
려고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막대한 재정적 ․ 범죄적 형벌에 직면해야 했
다. 노동조합이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Patrick사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력의 절반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비노조 대체노동력
이용을 중단한다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다. 노조도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쟁의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
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여기에 승자는 없었다. 정부와 Patrick사 양자 모
두 항만의 피고용인수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겨냥했었으나, 이는 보다
더 큰 경제적 ․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항만
노동자의 조합 가입 권리를 지키고, 노조를 유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쟁의 이후 항만의 고용 수준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한
편, 이 쟁의는 연립정부가 비노조 작업장 구축을 위해 사용자를 얼마만
큼이나 지원할 수 있는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기도 하였다
(Dabshec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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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결정
중재 제도는 임금 결정이 상대적으로 중앙집중화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것은 헌법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요 임금 문제에 대한 연방노
사관계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전신인 조정
중재법원은 1907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기본임금(basic wage)’은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문명사회에 거주하는
인간으로서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기본임금(남성 기준)은 소득원이 한 사람인 5인 가족이 최
저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미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기본임금의 57%로 규
정되었다. 1920년대에는 주로 금속 및 기능직에서의 과거의 임금 차이
를 기초로 하여, 기능에 따른 임금격차를 설정하는 관행이 발전되게 되
었다(Hancock, 1984).
이에 따라 위원회와 이의 전임 기관들은 전국임금케이스(National
Wage Case) 청문회에서 결정된 ‘기본임금’ 및 ‘차이’를 통하여 임금과 임
금격차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공식적인 관행으로서 주기적으
로 통상 1년에 한 번 전국임금결정(national wage decision)이 이루어
졌다. 사용자와 노동조합(ACTU를 통해) 및 정부(연방 및 주 수준에서)
는 각각 노사관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에 노사관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호
주 전역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1967년에 노사관계위원회는 ‘전면’ 재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임금
과 차이’ 제도를 중단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위원회는 어떤 근로자의 표
준근로 주(週)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전국최저임
금 개념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초에 위원회는 산업들간의 재정임금의
상대적 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제
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재정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
를 획득하고자 사용자와 직접교섭을 함으로써, 1973~74년에는 전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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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케이스에서 결정된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로 감소하기도 하였다(Howard, 1977). Clegg(1976)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호주의 강제적인 중재 체제를 단체교섭의 한 체계와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방법으로 단체교섭이 주
력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교섭 결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되었
다(Isaac, 1977 : 14).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직면한 노동당 정부는 위원회의 권위
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Lansbury, 1978). 1975년
부터 1981년 사이에는 완전물가연동제가 아닌 부분물가연동제가 기준이
되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인상은 항
상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1981년 위원회는 물가
연동임금제를 포기하게 된다(Dabsheck, 1989). 급격한 임금 상승과 경
제성장의 급박한 저하의 상황에서, Fraser 정부는 연방공공서비스부문
의 ‘임금 동결’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전면적으로 실시
하였다.
아마도 호주 임금 결정의 주요한 특징은 1983년 선거 이전에 ALP와
ACTI 사이에서 최초로 협상되었고(Accord Mk 1), 1985년에서 1996년
사이에 일곱 차례 재협상된(Accords Mk 2~8; 상세한 동의 사안에 대해
선 Wilson et al., 2000：283-407 참조) 물가 ․ 소득협약(Price and
Incomes Accord)이라고 지칭된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 ․
소득협약하에 정부와 ACTU는 공동으로 전국임금케이스(the National
Wage Case)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1990~91년의 6번째 협약(Accord
Mk 6)이라는 눈에 띄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원회
는 이러한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실현될 수 있는 임금 원칙을 도입하
였다.
초기 단계에서 물가 ․ 소득협약(the Accord)은 호주 임금 결정의 중앙
집중화로 이어졌다. 첫 번째 물가 ․ 소득협약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소득
정책이었고, ACTU는 노동운동이 물가연동임금제의 재도입에 대한 상응
조치로 임금 협상에 있어 여타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
였다. 또한 정부는 세제(稅制) 체계를 개혁하고, 사회적 임금을 인상시

제5장 호주의 고용관계(Russell D. Lansbury & Nick Wailes)

151

키고, 일련의 산업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Lansbury, 1985;
Rimmer, 1987：106-107). 1983년 후반, 위원회는 물가연동임금제 도
입에 동의하게 되고, 1983년, 1984년, 1985년의 전국임금케이스 결정
(national wage case decision)은 완전물가연동임금제를 도입하였고,
동시에 명목임금과 다른 요인들의 조정을 복합적으로 지연시켜 의도적
으로 실질임금을 저하시켰다. Dabsheck(19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83년 9월에서 1985년 12월 사이, 96%의 명목임금상승은 AIRC와
NWC의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급속하고도 거의 예상치 못한 호주달러의 가치 하락, 이에 동
반된 인플레이션 자극, 외채의 급증, 그리고 이자율 상승과 같은 1985~
86년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정부는 완전물가연동임금제의 약속
을 포기하였다. 그 이후 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훨씬 복잡한 사안으로 자
리잡게 되었다. 1985년(Accord Mk 2), ACTU와 ALP는 악화된 외부 경
제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부분적 지수화로의 방향 전환에 동의하게 된다.
1986년 이래, 호주의 임금 결정에 있어 중앙집중이 아닌 분산화로 가
려는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과정의 초기 단계)는 관리체제하의 분
산화라고 지칭된다(Rimmer & MacDonald, 1989). 1986년 협상된 제3
기 협약(Accord Mk 3)에서는 2단계 임금인상 체계(two-tier wage
system)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방재정하의
임금인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두 번
째 단계의 임금인상은 작업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사용
자와 노조측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1987~89년에 걸친
NWC에서 AIRC는 이러한 협약을 임금 원칙(구조적 효율 원칙으로 알려
진)으로 받아들였다.
계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쌓이는 사용자측의 비난, 정치적 반대와
두 번째 단계 부분의 임금인상 지체에 대한 몇몇 근로자 단체의 불만 확
산 등에 직면하게 된 ACTU와 ALP는 1990년 2월(Accord Mk 6) 기업별
교섭이 임금인상의 주요 기반이 됨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AIRC
는 이에 승복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아직 이 절차에 대한 준
비가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IRC 역시 1991년 10월 결국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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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교섭을 승인하게 되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모든 재정에서 사회적
안전망 성격의 임금인상이 보장되고 기업별 교섭을 통해 효율성이나 생
산성 향상이 실증되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하였다.
기업별 교섭에 관해 AIRC가 취한 입장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측과 합의하여(Accord Mk 7), 기업별 교섭의 도입을 촉진시키
고 기업별 교섭으로 합의된 임금을 사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993년 개정 법률(Reform Act)로 재정 부분(award
stream)과 교섭 부분(bargaining stream)으로 이원화된 임금결정체계
가 도입되었다. 재정 부분은 기업별 협상을 통한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교섭 부
분은 노조 및 비노조 구성원들을 동시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기업별 교섭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섭
은 노조를 기반으로 하였고 재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하는 성격이었
다. 1994년 11월 무렵에는 연방 재정의 적용을 받는 58%의 근로자가 해
당되는, 노조와 합의된 2,700건의 기업별 협약이 등록되었다. 그렇지만,
비노조 기업별 협약은 겨우 20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방 재정에
등록된 3,000명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Short & Buchanan,
1995: 124). 이 기간 동안 임금 결정에 있어서의 변화는 호주 내의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996년 기업별 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
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4~6%였고, 반면 재정의 적용만을 받는 노
동자들은 고작 1.3%의 임금인상을 얻을 수 있었다(ACIRRT, 1999: 77).
1996년 Howard 정권 출범으로 물가 ․ 소득협약(the Accord)과 협약의
임금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역할이 끝났다. 작업장관계법은 호주의 임금
결정을 보다 분산화시켰다. 이 법은 재정 부분과 안전망 조정 기능을 그
대로 유지시켰지만, 새로운 비노조의 개별적 임금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
AWA를 도입하면서 비노조 기업별 협약의 결과를 심사하는 AIRC 권한
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임금협상의 분산화 경향은 호주 내의 임금격차를 확
대시켰다. 1997년 AIRC는 전 산업과 전 직종에 적용되는 연방 최저임금
을 금속산업 재정의 최저 수준으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최저치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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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평균 이하로 계속 떨어져, 2000년에는 성인 상근근로자의 연방
기본 최저임금은 주당 평균임금의 46%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주당 평균
임금의 58%였다(OECD, 2000). 지난 15년간, 호주의 임금 불평등은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빠른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 사실이다(Wooden, 2000).

6. 현재와 미래의 쟁점
가. 작업장관계법하에서 최근 등장하는 협상 구조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입법 및 제도적 개혁의 결과로 인해 임금 및 근
로조건의 결정 제도는 복잡하고 분산화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규제의 틀이 있다.
① 재정: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협상에 이어서 결정되는 재정은,
AIRC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하나의 산업 및 부문에 일반적으로
해당되게 된다.
② 기업별 협상협약(EBA)은 단일 사용자와 단일 노조 사이에 협상하
는 것이다. 이 협약은 한 회사나 기업에 특정한 것이며, 해당 산업
에 재정을 보족(補足)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EBA는 단일 노조
와 협상하는 것이나, 비노조 집단 협약에 대한 규정도 있다.
③ 호주작업장협약(AWA)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피고용인과 협상
하는 계약이다. 각 계약은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노동자 대표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협약은 공식적인 노사관계 체계 밖에서
진행되며, 계약법의 일반적 특성에 의거한다.
대략 25%의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전적으로 재정에 의해 결정
되는 반면, 35%는 재정 및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의 나머지
40%는 대체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일반 법률에 의거한 개별적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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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정된다(ABS, 2000). 이는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재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었던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Campbell, 2001).
AWA가 연방고용관계제도의 변화를 대변하긴 하나, 이의 영향이 얼마
나 중대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AWA의 도입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속도가 느리고, 노동력 1% 미만의 AWA의 적용을 받는 민간부문은
특히 더욱 지체되고 있다(Waring, 1999). 이는 부분적으로 AWA를 시행
하는 데 많은 부담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Creighton,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AWA는 숫자가 지칭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가질 수도 있다. O’Brien & O’Donnell(1999)은 연방정부가 공공
부문에 AWA를 도입함으로써 노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노조, 개인화
된 고용협약으로 전환했다고 피력한 바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등록이나 공식화되지 않은 일반 법률에 근거한
계별적 계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자수의 증가이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러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용하기에 보다 단순하
고 정부기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피고용자의 수는 38%로 추정되며, 민간부문에서 특히
압도적이다(Wooden, 1999). 규정화되지 않은 개별적 고용계약의 증가
는 호주 내의 비정규 고용의 증가와도 연관된다. 1990년대 후반, 호주
노동력의 대략 45%가 비정규 고용의 형태로 분류되었다(ACIRRT, 1999).
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는 비상근 형태이며(주당 35시간 이하
의 예와 같이), 나머지 절반은 비정규 근로자로 공식적인 고용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자들이다. 비정규 고용은 호주 노동시장의 오랜 특징이었으
나,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그 수는 두 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이후
창출된 모든 신규 직업의 60%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Burgess &
Campbell, 1998).
1980년대 후반 이후 협상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호주는 협상
및 고용규칙에 있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협상 분산
화의 증가와 비규제 부문의 성장 경향은 가까운 장래에도 계속될 조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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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하겠다.
나. 노동운동과 산업 및 정치 부문간의 관계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10년 이상 사회적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호주는 대부분의 선진국 사이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겠지만, 연방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어 물가 ․ 소득
협약과 같은 협약을 재도입할 확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노조운
동과 물가․소득협약(Accord)으로 혜택을 입은 ALP 양측의 재평가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물가․소득협약에 관계하였던 ACTU 간부들은 실질임금의 하락 효과
를 고용 증가( 및 이에 따른 가계수입 상승), 세제 개혁, 노령퇴직수당
개선 및 한층 진보된 사회보장 공급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그 이상으로
상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
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Accord는 또한 노조 대표들이 경제,
산업, 사회정책 일반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이러
한 부문의 정부 정책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꾸준히 보장하는 틀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ccord를 통해 가격 및 비임금소득, 노사관
계를 지지하는 입법, 사회보장,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보건 및 공공부
문 고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렇지만 Accord가 종료된 이후, 논평가들은 Accord에 참여한 것이
노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그 기간 동
안 조합원의 급격한 감소는 노조가 참여한 정책에 의해 실질임금이 낮아
진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임금의 향상 성취에 ACTU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노조가 작업장 협상
에 있어 효과적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Wilson et al., 2000).
호주 노동당(ALP)이 노조와의 협력을 중단하였다는 징후도 있다.
2001년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마치 영국 노동당의 개혁자들이 제기한
논쟁을 상기시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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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선거에 부담이 되며, ALP가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당 당수 Simon Crean이 지휘한 2002년 연방
선거를 재검토하면서 나온 충고 중의 하나는, 당 정책 형성의 대부분을
노조에게 보장하는 60:40 규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0:40 규
칙에 대한 공격은 노조측으로부터 혼합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역설적
으로, 이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우익 노조였으며, 좌익 및 투쟁적
인 노조들은 노동당으로부터 독립할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에는 별로 개
의치 않았다(Cooper, 2003).
다. 대안적 노동자 대표 형태
몇몇 사용자와 노조들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갖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 왔다. 이에 대한
증거로, 1990년과 1995년의 ｢호주작업장노사관계｣ 조사에 의하면 이 기
간 동안 노사협의회 ― 실질적으로는 5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보다 두드
러짐에도 불구하고 ― 를 갖는 작업장의 비율이 14%에서 33%로 증가하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작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과 상의하였는지 관리직에게 물어
본 결과, 단지 29%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 18%만 실지로 피고용
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켰다고 답하였다(Morehead et al., 1997: 244).
이 결과는, 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피고용인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령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가진 이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Gollan et al., 2002). McCallum(1997a)은
산업 시민권을 강화시키고 피고용인이 작업장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는 선거 방식의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함을 제의하였다. 이
러한 협의회를 통하여 기술변화, 협약의 등록 및 시설 도입을 포함한 광
범위한 영역의 쟁점을 사용자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McCallum &
Patmore, 2002 참조).
호주 내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반대는, 이것이 집단의 대표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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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건의 부
재에 근거한 것이다. Buchanan & Briggs(2002)는 일방적인 관리주의
및 사용자의 호전성 재발과 사회적 협력 전략에 대한 사용자들 사이의
결약(結約) 부족으로 인해, 노사협의회는 노조조직률의 감소로 인해 발
생하는 대표 체계의 부재를 막는 대신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만
을 가져올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그들의 견해는, 깊어지는 불평등을
치유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통합 협상 구조 및 단체주의가 재구축된 후에
라야만 노사협의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 사이
에서까지 우려되는 점은, 정보와 자문에 대한 참된 민주적 권리를 노동
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노조와 작업장 구조 이
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Combet, 2001). 노사협의회를
강제하는 것은 노조의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조
합원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기업내 의사결정시 노동자의 역
할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자 대변 체제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Lansbury & Wailes, 2003).

7. 결 론
1990년대는 호주 고용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작되고 자유 ․ 국민당 연립정부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규제의 분산화가 그 핵심이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서면서 고용관계에 대한 집단적 접근방식보다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보
다 강조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줄어들고, 노조는 점차 문제의
중심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보다 중앙집중화된 체계에서 존재했던 고용
관계에 대한 미래의 방향에 대해 사용자와 노조, 정부 사이의 합의점이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다. 노조의 쇠퇴로 인해 사용자단체의 권한도
축소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
식을 더 많이 채택하였다.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노조의 제한된 역할과
병행한 인적자원 운용전략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비공식적 참여 활동
에 노동자들의 개입이 증가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피고용인과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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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다. 노동조합들은 작업
장 수준에서 대표 체제를 보다 조직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중
점을 두어, 노조원 감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 작업장 수준에서 노조의 활동이 비록 불완전하나마 제도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도록 노사협의회를 강제하는 법의 도
입을 지지하는 견해도 늘고 있다.
장차 어떤 당이 집권하든, 호주 내의 고용관계에 대한 보다 적합한 틀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체계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정하고 평
등한 수입의 배분과 더불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노조와 사
용자 간의 협력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는 데 대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핵심이 되는 정책적 도전은 모든 시민에게 타당한 삶의 사회적 기
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경쟁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고
용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
자, 그리고 국가 사이의 위험과 책임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위치 변화와 노동 및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세계적, 기술적, 경쟁적 기업 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의 성격이 변화
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시장과 고용관계 정책이
절실하다.
호주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고
용
관
계
유럽으로부터 뉴사우스웨일스에 이주민 도착. 그 후 개별적인 영국
1788
식민지 성립
노동조합이 1일 8시간 노동을 인정받음. 멜버른 조합본부협의회
1856
(Melbourne Trades Hall Council: THC) 결성
시드니 노동조합들이 조합노동협의회(Trades and Labor Council:
1871
TLC) 창설. 브리스베인과 아델레이드의 노동조합들도 이에 따름.
제1회 식민지간 노동조합대회
1879
1890~94 대규모 파업(Great Strikes). 사용자와 식민지 정부의 연합에 패배한
뒤 노동조합들이 각 식민지에 노동당 결성
호주연방
설립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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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고
용
관
계
연방조정중재법에
따라
법적
강제권한을
가진
연방조정중재법원 설립
1904
하비스터 사건에 따라 기본급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법원이 기본급
1907
이상으로 기능에 대한 부가급을 올려줄 수 있게 됨.
1916

노동당 정부의 징집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 확산

1917

전호주노동조합회의(All-Australian Trade Union Congress: AATUC)
가 사회주의 목표 채택

1927

호주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설립

1929

연방선거에서 패배한 보수당 정부가 조정중재법원의 약체화 제창

1949

대규모의 석탄파업이 경제적 요구를 둘러싸고 시작되어, 연방 노동당
정부가 강경 수단으로 광부조합을 패배시킴.

1950

금지조항으로 알려진 형벌규정이 재정에 기재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
용자들은 법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보류케
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됨.

1955

호주노동당이 분열하여, 분파는 민주노동당이 됨.

1956

보일러메이커 사건(Boilermaker Case) 후 중재법원 해체됨. 조정중재
위원회가 중재 기능을 노동법원이 사법적 책임을 맡으며 설립됨.

1967

Metal Trade Work Value Case-기본급과 부가급의 결정이 폐지되고
대신에 ‘총임금’ 도입

1969

법정 모독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은 조합간부를 투옥시킴으로써 호
주 전역에 광범위한 파업 발생

1972

23년간의 자유연립정권 이후 연방 노동당 정부가 출범

1975

물가연동임금제 도입. 노동당 정부 실각

1977

호주산업연맹(CAI)이 전국사용자연맹으로 설립

1979

호주봉급․전문직조합평의회가 ACTU와 합병

1981

호주정부직원평의회가 ACTU와 합병. 물가연동임금제 폐지

1983

Hawke 노동당 정부 출범. ALP-ACTU의 물가․소득협약이 정부정
책의 쐐기가 됨. 중앙집중적인 임금결정과 완전물가연동임금제로 복
귀. 호주경영협의회(BCA) 결성

1985

호주 노사관계법령제도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1987

획기적인 전국임금케이스 결정

1988

구조적 효율성 원칙을 정함. 신연방노사관계법

1989

재정의 재편. 국내 항공조종사 파업

1990

ACTU와 연방정부 사이에 ‘사회적 합의 Mark Ⅵ’가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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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4월의 전국임금케이스 결정에 대한 신랄한 비난. 10월의 전국임금케
이스 결정에서 기업별 교섭의 확대 용인. Hawke 후임으로 Paul
Keating이 수상에 취임

1992

1988년 노사관계법에 대한 수정을 포함한 교섭 분권화 움직임 더욱 진전

1993

Keating 노동당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다섯 번 연속 집권

1994

1993년 노사관계법이 발효되고 기업별 교섭의 범위가 넓어짐.

1995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93년 개혁법의 부당해고 조항을 수정

1996

John Howard가 이끄는 자유․국민당 연정의 승리

1997

작업장관계 및 기타 법 개정안 제안

1999

고용관계 개혁을 촉진하려는 Howard 정부의 시도로 상정한 ‘the
More Jobs Better Pay’ 법안이 상원에서 기각

2001

자유․국민당 연정이 향후 3년간 집권

2003

노조조직률이 호주 노동력의 23%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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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는 국가들 중 이탈리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그리고
고용관계에 있어 매우 불안정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거의 한 세기 이상
뚜렷하게 지속된 불안정은 남부 유럽에서는 공통된 현상이다(Sapelli,
1995).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 뒤늦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지배했던 엘리트층의 강력한 권력 유지를 비롯한 역사적 원인들
은, 대다수의 농촌 지역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민주적이고 근대적인 부문과 남부의 봉건적인 전근대성
이 공존하는 경제적 ‘이중성’을 촉진했다.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강화시킨
것은 사회 통제에 있어 일제히 침해적이면서 필수적 서비스의 제공에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국가의 전통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은
특정 정치적 대응들을 유발하였다. 넓게 퍼져 있는 국가에 대한 적대감,
깊이 자리잡은 지역주의 감정, 호전적인 계급의식과 자발적 봉기로 직결
된 노동운동의 성장,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가톨릭의 중추적
인 역할, 우파 성향의 정치적 독재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 등이 그러한
대응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와 고용관계
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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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역시 북부와 동부에 위치한 이웃 나라들과 함께 근대화를,
그리고 더 최근에는 후기산업사회를 이끌어 왔다. ‘라틴적인’, 그리고
‘유럽적’ 유형들간의 팽팽한 긴장은 이탈리아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다
원적 고용관계, 정치적 안정성, 공공부문의 집중화라는 보다 ‘유럽적’인
궤도로 이탈리아를 전환시키는 것이 정책 논쟁의 중심이었다. 시장관계
에 최우선을 두는 ‘앵글로색슨’ 개념 역시 지속적으로 정책 논쟁에 영향
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이탈리아는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세련되고 품위 있는 소
비사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증가와 조직 범죄의 확산 속
에 이중성, 부패, 냉소주의와 같은 문제들이 가장 뚜렷하게, 특히 남부
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록되지 않은 채 규제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어, 아래에 나타난 공식 통계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저평가하게 만들었다.
이탈리아는 5,800만 명의 인구와 60%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부록 참조). 경제발전의 이중성을 반영하듯이 남부의 참가율은 단
지 42%인데, 이는 유럽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북중부의 60%에 대비된
다. 북중부의 15~64세까지의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를 기록하
고 있다. 1960년대 이후로 여성 고용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은 적다. 2000년의 공식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에
그쳤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중성이 두드러진다. 북중부의 여성 경제활
동참가율은 48%인 데 비해서 남부는 고작 25% 불과하다.
2,400만 명의 노동인구 중에서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EU 안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까지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극히 드물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 EU 전체에 비해서는 낮은
160만 명의 시간제 피사용자와 140만 명의 기간제(fixed‐term) 혹은 임
시직 피사용자가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다수는 여성들이다. 게다
가, 160만 명 이상이 사용자의 조정에 의해 컨설턴트(consultant)와 프
리랜서(freelancer) 노동자로 되어 있다. 특히 남부에서 이 유형의 고용
형태로 청년과 여성 인력이 유입되는 현상은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꾸며
진 허구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다(Fellini et al., 2001). 19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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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허용된 임시직 파견노동은 70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이 맞물린 높은 실업률은 1980년대부터 많
은 문제를 초래했다. 1996년에 실업률은 12%에 달했으며, 이 수치의 절
반 이상이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다(Pellegrini, 1998: 144). 1996
년 이래로 공공정책은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부문의 총고용은
2000년에 괄목하게 증가하여 140만 명(이 중 100만여 명이 여성)에 이
르렀다. 최근의 성장은 ‘비정규직’ 고용으로 가능했고, 어쨌든 2001년에
는 정규직 고용이 증가했다. 2001년의 실업률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9.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북동부의 실업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남부에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중성이 다
시 나타났다.
1998년에 이탈리아가 EU의 통화 통합의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
실은 국내외의 석학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부분적으
로 이탈리아 경제는 1990~99년 사이에 이 시기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1980년대의 자국의 성장률보다 완만하게 성장했다(Banca d'Italia,
2000). ‘사회적 협정’이 광범위한 구조 변화와 디플레이션 프로그램의
폭넓은 수용을 보장하는 동안, 이탈리아 경제에는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나타났다.

1. 역사적․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배경
지금의 이탈리아는 1861년에야 겨우 통일 국가로 자리잡았다. 재통합
은 남부의 빈곤을 대가로 북부의 정치적 ․ 경제적 이득을 높였으며, 지리
적인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오랜 동안의 지역 격차의 포진(array)을
감춰버렸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최남단은 북부 아프리카와 근접한
반면에 알프스 산맥이 있는 북부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와 인접해 있다. 이런 지형적인 차이는 이탈리아 내에 수많은 ‘이탈리아’
를 만들었다. 더 나아가(고대 로마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고
복잡하며 독립 정부가 있는 도시가 조밀한 농촌지역(rural)을 지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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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에, 이탈리아는 도시화되고 정교한 수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러
한 현상은 수세기에 걸친 외세의 침입과 지배가 강화시킨 자급자족과 강
한 지역 의식을 갖도록 했다. 더 나아가 가족 관계는 모든 사회 ․ 경제적
수준에서 사회․정치․경제의 조직에 중심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았다
(Ginsborg, 1990; Sapelli, 1993).
최근까지 대다수의 이탈리아인은 농촌 생활을 영위했다. 1881년에 농
민은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1951년까지 가장 많은
고용을 이룬 산업은 농업이었다. 이 기간에 농가 재산의 소유 관계에 관
한 제도가 보급되었는데, 이는 고용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북부
이탈리아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넓은 지역에 자리잡은 포 강의 평야(Po
Plain)지대에서는 많은 농업 무산계급(많은 여성을 포함한)이 자본주의
화된 사유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농장주의 필요에 의해서만 고
용되었다. 중부 구릉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의 소작농이 소규모의 토지를
일구며 살았다. 봉건적인 부재지주가 지배하는 남부에서 농민은 연안에
위치한 지주의 광대한 사유지에서 힘겨운 육체 노동을 제공하든지, 척박
한 구릉을 경작한 후에 소액의 소작료를 지불하고 뼈에 사무치는 가난에
시달리며 작은 마을에 거주했다(Ginsborg, 1990:210;Maraffi 1994: 137;
Clark, 1996).
1895~1914년은 경제 부흥과 정치적 발전, 그리고 현대적 고용관계 형
성의 결정적인 시기였다. 다른 선진시장경제국(DME)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식품, 섬유 및 의류산업이 산업화에 앞장섰고 제강과 금속 가
공산업이 뒤따랐다. 산업화는 가족 기업가정신에 의존했고 수공업자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의 현대화는 다섯 가지 면에서 근본적
으로 다르다. 첫째, 농업이 여전히 지배적인 산업이었다. 둘째, 중공업
이 북서부의 ‘공업 삼각지대’인 밀라노, 튀랑, 제노바에만 매우 한정적으
로 집중됐다. 셋째, 다른 곳의 산업은 소규모이고, 노동집약적이며, 가
족의 통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넷째, 개인적 창업 능력(initiative)
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요 산업 부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다섯째, 북부의 현대화는 남부의 저개발과, 절망과 좌절의 심화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의 선두 주자이고 자유주의 정치인인 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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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티(Giovanni Giolitti)는 북부의 노동조합의 파업과 농민 쟁의는 명백
히 용인했던 반면, 남부 소작농의 적극적인 행동주의에 대한 지주들의 억
압을 지지했다(Candeloro, 1977 ; Castronovo 1980 ; Sapelli, 1995).
궁핍한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농민들과 도시민들은 그 당시 어떤 선
택을 했는가? 투표권은 부유층에 있었으므로 의회정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전략만을 가지고 있었다. 30세 이상 전체 성인 남성은 1912년에야
투표권을 갖게 됐으며, 여성은 1946년에 투표가 가능했다. 대량 이민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고, 산발적으로 발생한 폭동은 또
다른 대답이었다. 조합주의는 그 자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합한
전략이었다. 조합주의는 북부 농업 노동자들이 각 지역의 ‘저항 연합’을
통해 다수가 참여하게 된 계기로 188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했다. ‘저
항 연합’은 1901년에 전국농업노동자조합으로 연합되었고, 1914년까지
이탈리아의 가장 큰 규모의 조합이었다(Candeloro, 1977,1978 ; Clark,
1996).
십여 년의 지역주의적인 활동 이후, 1892년 창당한 이탈리아사회당
(PSI)은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적 박차였다. 이탈리아사회당은 전국 정당
이었지만 그 속의 활동가들은 역시 지역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협동조합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촉진시켰고, 1890년대 초반부터 각 지역에 노동교환연대와 지역노조의
구성을 주사업으로 하는 노동자회의(Camere del Lavoro)를 조직했으
며, 1893년에 수많은 회의가 연합했다. 1900년부터 PSI의 행동주의자들
은 수공업노조를 1945년 이후 선구적 조합이 된 금속가공노동자연합
(FIOM)과 같은 산업노조로 체계적으로 재편했다. 노동회의와 산업노조
는 그 이후 이탈리아 노동조합 구조에서 쌍두마차가 되었다. 1906년 사
회주의자들은 전국노동연합인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을 결성했다.
CGIL은 여러 산업노조와 노동회의를 끌어모았지만 각 지역에서의 자치권
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때까지 PSI가 지배적인 노동운동이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좌파 성향의 경쟁자인 무정부주의가 지역 중심이면서 혁
명적인 조합주의를 띤 영향력 있는 노동운동의 한 줄기를 발전시키고 있
었다(Candeloro, 1977; Castronovo, 1980; Procacci, 1991;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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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사회 가톨릭주의는 뒤늦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회주의와 경쟁을 하
면서 역시 노동운동 지역주의를 강화했다. 1891년에 교황청이 반포한 회
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통해 사회주의를 공격했고, 정부
의 중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계급을 초월하는
조직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가톨릭 활동가들과 연합했다. 북부와 북동
부에서 가톨릭 활동가들은 광범위한 지역 상호협력 단체들(결국 노조가
된)을 토대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조합을, 지방은행 지원 목적과 더불
어 설립했다(Candeloro, 1977,1978; Clark, 1996).
이탈리아의 사용자들이 주로 지역시장에서 경쟁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연합이 뒤늦게 졸속으로 결성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주의,
무역 지역주의(trade sectionalism), 그리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이 기업 결함을 특징지었다. 사용자들은 노조의 위협을 억제하는 정부에
의존했다. 그러나 북부의 갈등에 대해 글리올리티(Gliolitti) 총리가 중
립적 입장을 고수하여 노조의 파업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자, 사용자단
체는 지역적 고용관계 전략과 여러 산업 부문을 포함하는 조정방법을 개
발했다.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최초의 지역사용자단체가 밀라노 부근의
몬차(Monza)에서 1902년에 설립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전형이 되었다.
각 지역에서 연맹들이 구성되었으며, 1910년에는 여전히 작은 규모지만
전국사용자단체인 Confindustria가 탄생했다. 사용자단체와 대다수의
파업은, 단체교섭이 1900년대에 발전했을 때처럼 지역적으로 탄생하고
발생하였다(Maraffi, 1994).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지역주의를 약화시켰지만 불안정성을 강화했
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민족에 기반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경향을 불
러일으켰다. 1919년, 중도파인 국민당 탄생은 가톨릭 세력이 민족에 바
탕을 두고 있음을 알렸다. 같은 해에 PSI는 선거에서 압승했고, 노조의
호전성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혁명을 방불케 하는 폭동이 급증했으며,
1921년에는 소비에트식 혁명의 기대 속에서 PSI의 반대자들이 이탈리아
공산당(PCI)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1922년의 파시스트의
권력 쟁취로 발전된, 사용자가 지지하는 유혈 반동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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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파시스트 정권은 독립 노조와 정치적
반대 정당을 불법화했다. 이후 20여 년간 노조와 반대 정당은 망명하거
나 지하에서 활동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파시스트의 중
앙집권은 정부 소유의 확대, 군국주의, 엄격한 자급자족정책을 통해 국
가 산업을 육성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수직 구조의 계급 관계에 기반하는 고용관계로 재편할
수 있게 했으며, 파시스트 정당이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노동자에게는 복종 이외에 일련의 복지제도와 사회
적 활동이 가능했다(Procacci, 1991).
1943년에 연합군은 남부 이탈리아를 해방시켰다. 지역 빨치산의 지원
과 함께 연합군은 1945년 4월 25일 북부와 중부에서 파시스트를 축출했
다. 그 사이 북부의 공장노동자들은 잔인한 나치 점령군의 존재에도 불
구하고 파업과 쟁의를 다시 감행했다. 완전한 해방과 함께 PCI는, 무정
부주의자에서 1942년에 이탈리아기독교민주당(DC)을 건설한 사회가톨
릭(social Catholic)에 이르는 모든 반파시스트를 포함하는 저항 세력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적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항 세력들의 다수는 일련의 합의를 일구어 냈다. 이탈리아노동총동맹
(CGIL)은 단일한 비정당 동맹 노조로 자리잡았고, 1945년에는 다수 정
당의 연립정부를 세웠으며, 1946년에는 군주제를 공화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1948년에 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948년
국내의 냉전의 정치 상황은 그러한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다. 의회의 다
수석을 장악한 DC는 좌익 성향의 정당들을 정부에서 몰아내기 시작했
다. 그리고 DC를 지지하는 측은 CGIL을 떠나 가톨릭계의 이탈리아노동
조합연맹(CISL)을 설립하여 CGIL과 경쟁했다. 1950년에는 공화당과 사
회민주당의 지지자들 역시 CGIL을 탈퇴하고 이탈리아노동동맹(UIL)을
만들었다(Ginsborg, 1990 ; Procacci, 1991). 각 동맹은 서로 다른 뚜렷
한 이데올로기적 특징과 정치적 제휴를 이루었다. 가장 규모가 큰 CGIL
은 공산주의자의 영향력하로 들어갔다.
1945년 이후 이탈리아 사용자들은 저임금으로 제품의 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추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가(entrepreneurial)의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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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탈리아의 경제는 국제적 성장으로 이득을 얻
었다. 남부의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초반부
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이탈리아 경제기적’을 이루어냈다. 이탈리아
는 광범위한 전근대 지역의 농업사회로부터 산업경제사회와 현대사회로
폭넓게 전환했다. 1961년까지 노동력의 38%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조업
에서, 32%는 서비스업에서, 그리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30%의 노
동력이 농업 분야에서 종사했다. 산업화는 국영기업들에 깊이 의존하면
서 북부 공업 삼각지대를 넘어 널리 확장되었다. 의류, 섬유, 식품가공업
은 여전히 주요 산업이었지만, 새롭게 편성된 산업화 계획은 기계설비,
자동차, 가전제품, 사무용가구, 화학제품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였다.
전문 업무 및 단순노동의 극대화로 인해 늘어나는 규모와 복잡성에 대
처하면서, 북부 사용자들은 남부 이탈리아와 북동부의 농촌으로부터 대
규모로 저임금 노동자가 유입됨에 따라 그 이점을 누렸다. 1960년대에
는 포디즘(fordism)이 수공업 노동자들을 대신할, 어느 정도 숙련된 기
술을 보유한 노동자(주로 남부 이탈리아 출신)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이
러한 경영 신속화와 열악한 이주자들의 주택 시설로 인한 불만은 1969
년의 ‘뜨거운 가을’로 폭발했고, 이는 이후 10년 동안 과격해진 노동 현
장과 거리 시위로 이어진 분노한 노동자들의 폭력의 주요 원인이었다
(Castronovo, 1980; Ginsborg 1990; Sapelli, 1995).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걸쳐 국제경제 위기, 정치 부패, 노사
분규는 이탈리아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제3의 이탈리아’로
불리는 북동부와 중부의 무수한 중소규모의 가족 기반 기업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반면, 대기업과 국영기업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대기
업의 하청업자 혹은 직접 공급자로서 전통 산업과 신흥 산업 분야의 중
소규모 사용자는 이탈리아의 수출을 부양했다. 이들은 소규모 상태에서
자신들의 특정 산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세분화된(customized) 하부
구조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반면에, 일부는 실질적인 다국적기업(MNEs)
자체가 되었다. 이들 소규모 사용자는 노동 현장에서 강화시킨 일련의
유연성으로 이득을 보았다(Ginsbor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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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부터 1993년 몰락할 때까지 DC가 집권하면서 정부의 불안정성
에 대한 인식이 확연한 부동성을 간과하도록 만들었다. 항상 다수당이었
던 DC는 비례대표선거에서 40% 이상을 차지한 적이 거의 없었고, 1980
년대에는 더욱 적은 수의 의석을 차지했다(Goinsborg, 1990:442). 때때
로 DC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도 있었지만, 보통 소수인 중도파 혹은 중
도좌파 성향의 정당들과의 연립내각이 세워졌다. 1980년대의 연립내각
에서는 PSI 혹은 공화당 출신의 총리가 출현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DC
가 권력을 쥐고 있었다. 다른 정당에 대한 의존은 연립내각의 불안정성
의 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DC의 내부 불안정성 역시 또 다른 요인이다.
DC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내부 분파들로 가득 찬 여러 계급이
공존하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분파주의는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적 기
반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익 분파들이 사용자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CISL을 통해 좌익 분파들은 강력한 조합주의와 그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DC의 분파주의는 개인적인
기회주의와, 더욱 넓어진 DC의 영향 아래 지방의 정치적 자치를 얻기 위
한 지역주의자들(특히 남부의)의 후원에서 파생했다. DC와 연립내각을 구
성한 소수 정당들은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Ginsborg, 1990,
2001).
PCI는 1948년 이후 교육받은 상당수의 행동주의자인 일반 조합원들
과 연대하여 이탈리아에서 제2당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DC의 반대당이
되었다. 몇몇 주요 지역에서 PCI는 지방자치 정부를 장악했으며, 효율
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선보였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
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I의 소련과의 연계는 미국과 이탈리아 권
력의 핵심층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었다. 심지어는 1976년에
34.4%의 지지를 얻었을 때에도, PCI는 중앙정부에 참여할 수 없었다.
어떤 반대당도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분파주의와 넘쳐나는 부패의 온상
인 DC의 장기 집권, 즉 ‘차단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Ginsborg, 2001).
냉전 시대의 종결은 정치 재배치를 촉진했다. 연정에 참여한 DC, PSI
와 소수 정당들은 부패 스캔들로 붕괴되었으며, PCI는 분당 이후 비공산
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좌파 민주당(PDS)으로 재구성되었다. 우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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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두 그룹이 부상했다. 북부 연합은 중앙정부, 로마의 낭비, 이주
에 적대적인 사용자 주도의 북부 지역주의의 급부상이었다. DC의 공백
은 언론 재벌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채웠다. 그가 세운 대중 정당인
이탈리아 부흥당(Forza Italia)은 사라진 민족 긍지, ‘반정치적’ 냉소주
의, 신자유주의 경제를 내세웠다. 베를루스코니는 현재 더욱 파시즘의
상속자로 보이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민족연합(National Alliance)
과 ‘반이탈리아’를 내세운 북부연합과의 연대로 1994년 선거에서 승리했
다. DC처럼 새로운 연립내각은 모든 계급을 포용하는(cross‐class) 염원
을 가지고 있지만, DC의 좌파와는 달리 노동자의 권리 또는 조합주의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베를루스코니는 사용자의
일방주의(unitarism)와 신자유주의 경제에 헌신했다. 연립내각의 불협
화음은 이듬해에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리고 베를루
스코니는 부패 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인하여 2001년 선거에서 승
리할 때까지 권력 밖에서 머물렀다. 그 사이 중도파와 중도좌파의 ‘울리보
(ulivo, 올리브나무)’ 연립내각이 성립함으로써 이탈리아의 경제․ 정치적 제
도와 고용관계에는 주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Ginsborg, 2001).

2. 고용관계 당사자들
이탈리아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노조와
사용자 연합은 ‘인정되지 않은(non‐recognized)’ 협회이다. 그러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파업을 주도하며, 법정과 특수위원회에서 법적인 실체
로 행동한다. 대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간섭
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 또한 반대 단체가 대안 조직을 설립하
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
이탈리아의 고용관계에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
째는 호전적인 노동자와 노조 세력의 봉기로 일어난 1969년의 ‘뜨거운
가을’이다. 두 번째는 노조의 쇠퇴와 경영진의 부활을 알리는 1980년 피
아트(FIAT) 금속산업노조의 패배이다. 세 번째는 1993년의 노사정 합의
로, 이는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고용관계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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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가. 경영, 사용자와 그들의 협회
여러 세대 이후, 설립자들의 가족은 여전히 다수의 거대 북부 회사들을
대부분 지배한다. 피아트(FIAT)의 아그넬리 가문의 주도로, 이들은 막강
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과 함께 이탈리아의 산업 및 금융 엘리트를 구성
한다. 그들의 회사와 외국에 있는 다국적기업(MNE) 제휴사(neighbour)
역시 전문화된 경영의 핵심 영역이다. 제3의 이탈리아에서 성공한 소규
모 회사들은 주로 숙련 노동자나 농민이었던 설립자들의 가족 경영이 지
배적이다.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용자인 FIAT는 포디즘의 대
량생산 방식을 이용하거나 최신 로봇을 이용하든지 간에 기술적이고 조
직적이며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노동 현장의 통제와 원가절감을 전통적
으로 수행해 왔다. 노동생활의 질, 피용자의 참여와 인간적 직장이라는
쟁점에 대한 이탈리아 사용자들 사이의 리더십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해방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리더십은 올리베티(Olivetti)에서 나
타났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 정부 소유의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에는 가전제품 회사인 일렉트로룩스-차누시(Electolux- Zanusi)에서 볼
수 있다(Ginsborg, 1990, 2001: Sapelli, 1993: Boldizzoni et al.,
1996).
사용자 조직과 대표기구는 서로 그 영역이 중복되어 있고 경쟁을 벌인
다. 각 산업의 정체성, 회사 규모, 심지어는 정치적인 근원으로 인해 분
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Confcommercio와 Conferscenti는 소매
업과 다른 상업 분야의 사용자들을 대변한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Confagricoltura뿐만 아니라 Coldiretti, Confcoltivatori(소규모 농부
들)가 있다. Confapi는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며, 여전히 강력한 분야인
수공업에서는 Confartigianato가 있다.
Confindustria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산업까지 아우르
는 가장 중요한 연합이다. 개인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Confindustria에
합류할 수 없다. 그러나 수평적으로(영역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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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업별)으로 연합에 종속되어 있다. 조직화된 자본의 강력한 영향력
으로 Confindustria는 노사정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 전반에 걸친 단
체 협약, 동종 산별 협약과 로비, 정책개발, 홍보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수행했다. Confindustri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일간
신문(Il Sole 24 Ore)과 미디어를 통해 정책, 전망, 철학 등을 홍보하고
있다. 2003년 현재 Confindustria는 420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는 11만
명의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259개의 지역별 ․ 산업별 지부를 가지고 있다
(Confindustria, 2003).
지역별 협회는 여전히 Confindustria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밀라노의 산업주의자들과 토리노의 연합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다.
Confindustria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만 특정 단체교섭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affiliate)를 조직했다. 가장 중요한 산업별 협
회는 기계산업 사용자협회이며, 화학산업과 섬유산업에도 두루 걸쳐 있
다. 모두 산업 수준의 교섭 속에서 사용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협회는 각자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결정
하고 Confindustria로부터의 자율권도 제한적이나마 가지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는 Confindustria의 지역별 협회가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SME)는 Confindustria 회원 절대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onfindustria는 SME와 거대 사용자단체 간의 반복되는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FIAT와 그 동맹들이 행사하
는 사용자 정치에서의 지배적인 역할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였다.
1958년 Intersind(제조업), 그리고 1960년 ASAP(석유화학제품) 등 전
문화된 협회는 Confindustria로부터 분리되어 정부 소유의 거대 산업부
문의 기업들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간섭과 고용관계의 혁
신에 보다 복종해야 함을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알고 난 뒤 1994년에
Confindustria에 다시 가입했다(Lanalaco, 1998).
1980년 FIAT의 승리로 경영자측의 새로운 고용관계 행동주의가 강화
되었다. 영향력 있는 사용자협회의 임원들은 비노조 혹은 개인별 협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노조의 힘과 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건 노동자
투쟁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직면해서는 두 가지의 서로 연관된 목적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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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냈다. 하나는 ‘게임의 법칙’이 상호 인정되도록 다원주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 논리에 노조 교섭 현
안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은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은 1993
년의 합의였다(Sheldon et al., 1997).
Confindustria는 전통적으로 DC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러나 1990년대에 좌익 성향 정부들의 연속 집권과 DC의 붕괴로 인해 관
계를 끊게 되었다. 2000년 3월 선거에서 Confindustria의 대표로 선출
된 안토니오 다마토(Antonio d'Amato)는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재정비
를 제안했다. 남부 SME의 젊은 사용자인 안토니오 다마토는 거대한 북
부 사용자들인 FIAT 연합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했
다. 1960년대 말부터 FIAT의 전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현장
에서의 사용자의 최대 특권을 3자간 협약(혹은 파트너십)의 입법화와 아
울러 공적 영역에서 정책 변화와 사회적 평화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다. 다마토의 선출은 정치에서 삼자주의에 주어진 특권
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승리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마토는 많은 수의 SME 회원들뿐만 아니라 몇몇의 대규모 북부 신흥
기업들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베를루스코니는 2001년 이러한 이해들을
정부로 가져가게 되어 행복해 했다. 다마토와 베를루스코니 두 사람 모
두에게 정부는 지배(사회적 파트너십으로 규정되지 않는)하기 위해 있으
며, 사업이란 특권을 부여받은 대화 상대이자 기업을 외부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만약 노조가 이러한 현대화의 개념에
공헌하고자 소망한다면 파트너십은 가치가 있지만, 소망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Pellegrini, 1998; Pedersini, 2000; Paparella, 2001a,
2001b).
나. 노조들과 다른 형태의 피사용자 대표기구
뿌리 깊은 정치화(politicization)의 역사 속에서, 이탈리아의 주요 노
조들은 금융 멤버십을 서비스하는 재능보다는 계급 리더십과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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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자신들을 정의했다. 이탈리아에
서 이러한 정의는 정치 정당들과 정부로부터 반복해서 승인을 받았다.
더군다나 가장 지지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비조합원들도 노조의 행동에
다수가 일회적으로 참여하며, 작업장 선거에서 행동적인 노조에 투표하
는 등으로 승인을 한다(Regalia & Regini, 1998; Baccaro et al.,
2003).
국외자가 보기에 이탈리아는 노조와 노조의 구조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하다. 조합원의 절대 다수는 세 개의 동맹 노조인 CGIL, CISL, UIL
중 하나에 가입해 있다. 이들 노조 각각은 산업노조(지역 부문을 가지고
있는)뿐만 아니라 노동회의(Camere del Lavoro)에 기초한 영역별 조직
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식으로 FIOM(CGIL), FIM(CISL), UILM
(UIL)과 같이 잠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세 개 산업노조가 금속산업에
있다. 다른 산업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별 협회가 사용자 조직에 더
욱 중요하게 남아 있다면, 산업노조들은 조합주의 사이에 더욱 영향력을
발휘한다. CGIL은 540만 명, CISL이 400만 명, UIL이 170만 명의 조합
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CGIL과 CISL의 회원의 대다수가 연금 수혜자라
는 사실은, 이들의 노조 운동에 대한 깊은 헌신과 함께 보다 젊은 노동자
들을 회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Baccaro et al.,
2003: 46,57). 노조연맹과는 별도로 자치권을 가진 일반 조합원 조직이
있다. 정치적인 정당들의 노조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
면서, 노조의 분열과 경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복잡한 양상들을 더
욱 복잡하게 하면서 지속되었다.
1945년 이후 초기 몇 년간 노조는 사용자의 비타협적인 자세 및 자체
의 분열과 약화로 작업장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노조의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었으며 정당과 깊은 정치적 제휴관계를 맺어 갔
다. 선거에서 패배한 PCI는 CGIL을 통해 반대당을 움직이려 시도했으
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단기간 시위인 평
범한 파업과 가두 시위를 통해 사용자보다는 정부를 향해 넓은 범위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요구들을 쏟아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정당
과 밀접한 제휴를 맺은 CISL은 평범한 수준의 공장 단위 생산성 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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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영 목표가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쳤으므로
1960년대 초반 노조의 결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파시스트로부터
해방된 행복감은 1950년에 전체 노조의 조직률(total union density)을
50.5%까지 끌어올렸으나, 좌절의 10년 동안에 조직률은 28.5%까지 떨
어졌다(Ginsborg, 1990; Regalia & Regini, 1998: 472). CISL의 자립
은 1960년대 초에 선도적으로 산업 교섭에 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CGIL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모방하도록 자극하였다. 산업별 지부는 교섭
자치권을 획득해 나가면서, 기업 수준의 비중앙화된 교섭으로까지 정식
으로 확장했다.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노조들이 지역별 조직체를 차
지하기 시작했다. CISL은 DC와의 정부 소유 기업과의 경영진 수준의 연
계로부터도 이익을 얻었다(Pellegrini,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여전히 사업장 내의 조직이 부족했다.
1969년의 ‘뜨거운 가을’로 이어진 몇 달 동안 노조는 순간적으로 급부상
했다. 투쟁적인 직접 민주주의와 반자본주의적인 평등주의의 표현들, 기
발하고 폭넓은 요구들은 사용자의 지배와 이윤뿐만 아니라 서열이 구축
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노조연맹들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조연맹
은 단체교섭을 통한 성과와 산업 부문에서의 영향력 증대,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내세워 ‘노동주의자’ 흐름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었다.
‘뜨거운 가을’에 대해 PSI가 지원하는 입법 대응인 1970년의 노동자
헌장에는, 작업장에서의 노조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피
사용자에게 가장 진일보한 권리의 일부를 보장했다. 특히 노동조합이 공
장 평의회의 형태로 평조합원 행동주의와 함께 결합시킨 기업 수준의 노
조 대표 구조(혹은 RSA)가 마련되었다. 노동헌장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사용자의 공격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집회와 근무시간 내의 투표, 노
조활동을 위한 공간, 노조의 정보 전달을 위한 게시판, 노조 대표들을
위한 결근과 부재 시간 등의 권리를 보장했다. 공장평의회(혹은 대표)
선거는 조합의 가입과 상관없이 모든 피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명백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산업조합주의가 지역별 기구들을 잠식해 가는 동안
에, 산업별 노동조합 내에서 현장 구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휩쓸 듯이 이루어졌다(Alacevich, 1996; Regalia & Regin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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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전투성은 노동 현장에서 낙관주의와 행동주의를 퍼트리고
모든 노동연맹에서 ‘밑으로부터의’ 단결을 촉진시켰다. 노동조합 조직률
은 1970년에 38%로 다시 상승했으며, 1980년에는 49%까지 올라갔다
(Regalia & Regini, 1998: 472). 정치 정당으로부터의 노동조합 자립은
‘위에서로부터’라는 더욱 거대한 단위에 점증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1972년에 CGIL, CISL UIL로 구성된 세 연맹노조
의 연합체로 나타났고, 노조에 대한 정당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협약을
이끌어냈다. 1984년에 CGIL이 임금연동지수를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
용자의 압력을 단독으로 거절함으로써 이와 같은 단결은 불안정하게 되
었다.
‘FIAT 1980’은 노동조합의 재부상 주기를 끝냈고, 1980년대 내내 동
맹 조합주의에 암흑의 장막을 드리웠다(Galli & Pertegato, 1994). 노동
조합의 대변성이, 특히 화이트칼라와 관리직 노동자들에 관한 대변성이
상실되었다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이데올로기적이며
역사적 사명을 바꾸기 힘든 위치에 있는 CGIL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국
제교역에 의존하는 이탈리아의 전망과 더불어, 반자본주의 분석과 계급
동원의 전통을 가진 동맹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나 사실 사용자
협회들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여전히 깊고 넓게 존재해 있으며, 노조
가 실질적인 위협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복되는 경
제 위기는 여전히 극도의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유발했다. 긴축경제 수단
과 경제 재건을 위한 사회적 동의를 찾아 정부와 Confindustria는 ‘사회
적 동반자’로서 다시 한번 연합노조와 거래를 보다 빈번하게 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게임의 법칙’의 존중,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용자의 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는 두 가지의 합의된 조건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 말부터 CGIL조차 공식적으로 노동조합들이 거시경제 안정
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0년 후 동맹 노조
의 지도자들은 이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으며, 3자 교섭을 다시 열기 시
작했다. 3자 협약은 역시 동맹 노조의 대표성에 관한 적법 여부와 관련
한 이유들로 인해 나타났다. 우선, 노동조합 조직률이 다시 심각하게 낮
아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조직률이 39% 이하로 떨어졌고,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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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더 떨어져 35%였다. 노동조합의 가입비율을 유지하는 퇴직자(연금
수혜자)들의 끊임없는 증가는 실제적인 감소치를 가리는 데 일조했다.
따라서 절대적인 노조 가입자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동
안 900만 명에서 1,07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노조원
수는 1980년의 740만 명에서 1998년에는 530만 명으로 줄어들어 노조
가입률은 28%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는 경제에서 개인서비스
업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수반하여 고용구조도 재구성된 것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1998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농업 부문에서 최대 수치(87%)
를 보였다. 또한 제조 부문(40%), 비시장서비스 부문(45%)에서도 수치
를 높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업(20%)에서는 수치
가 낮았다.
둘째로,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다른 형태의 피사용자 대표 단체들이 부
상했다. 세 동맹 노조는 오랫동안 또 다른 경쟁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소규모 파시스트 노동조합인 CISNAL은 수세기 동안 주변을 맴돌아 왔
으며, 금융업의 해당 업종에 경도된 ‘자치적’ 노동조합이 그러하였듯이
FIAT에서는 기업조합이 중요한 도전자였다. 그러나 자치적 조합주의는
1980년대에 공공부문의 핵심부인 철도, 병원, 항공, 학교, 그리고 경찰
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1990년대에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가입자 중 거의 3분의 1이 현재는 714개의 비동맹노조 조직에
속하게 되었다(Carrieri, 2000). 일부 자치 노동조합들은 소규모였고,
몇 개는 사용자가 조직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분
파주의자들(sectional)이었다. 비동맹노조에 가입하는 이유는 동맹노조
의 정치적 성향에 반대하기 때문이고, 부문 및 직업에 대한 수공업자 같
은 질투와 쇼비니즘 때문이었다. 최근 이러한 비동맹노조들 사이에 통합
과 조정이 있었다. 파시스트인 CISNAL의 후계자인 UGL은 약 200만 명
의 조합원을 가진 거의 100% 공공부문 노조이다. 유사 공공부문 노조동
맹인 CISAL에는 18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철도, 교육, 공공행정에 기
반하고 있는데, 동맹노조의 협약을 종종 부인한다. 과거 10년 동안 동맹
노조의 협약에 반대하는 저항과 거부 속에서 자치적인 일반 조합원들의
위원회(‘Cobas’, ‘Cub’ and ‘Rdb’)가 확연히 파급됐다. Cobas식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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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초창기 무정부주의 조합주의와 일면을 공유한다. 공공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Cobas는 민간부문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데, 민간부
문에서는 이전 CGIL가 보여주었던 전투성을 재연하고 있다(Bordogna,
1998).
동맹노조는 작업장의 대표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력
화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부와 사용자의 지원은 도움이 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저항 세력과 반대자들이 장악한 공장위원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상대적으로 자치적인 것이었다. 1991년에 동맹의 기본적인 협
약으로 도입된 ‘단일노동조합대표(RSU)’ 제도가, 민간부문의 사용자들
이 Cobas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의한 1993년 합의 아래 승인되었다
(Sheldon et al., 1997). RSU는 협의 및 정보, 그리고 기업 수준의 협약
을 포함한 이전의 제도들 아래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권리를 획득했다.
그러나 RSU 전체 의석의 3분의 2만이 전체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채
워졌다. 나머지는 산업(industry‐wide)별 협약에 서명한 노동조합들이
그들의 득표율에 따라 지명하였다. 그 이후 RSU 선거 결과는 높은 수준
의 피사용자의 참여(engagement)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동맹노조
가 공식적인 조합원 통계수치들을 훨씬 넘는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Regalia & Regini, 1998; Baccaro et
al., 2003).
동맹노조의 대표성은 동맹노조간의 단합이 강화됨으로써 증진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협약은 1999년에 통합된 단일 동맹노조의 출현을 예고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명, 전략, 그리고 전술 및 정치적 종속의 차이
에 대한 차이는 각 동맹노조가 자신의 자치권을 희생하는 것을 걱정하
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로 통합에 대해서는 산업 수준이나 중앙 수준에
서 모두 대조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 차이는 적대적인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 다양한 태도로 반영된다(Paparella, 2001a, 2001b).
다. 정부와 국가기관들
지금부터 사용자 및 고용관계 골격의 제공자 역할을 하며 노조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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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연합과 함께 삼자 협약의 주체인 국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비록 해
방과 1948년의 헌법이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주창하는 것으로 보일지라
도, 정부의 노동조합 행동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폭력 대응에서 나타나듯
이 DC 정권에서 정치적 부패가 다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폭력적 억압은 감소했다. DC 정권은 자신들의 지원 영역 확보를 위해 뇌
물을 받았고 부패했으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거래를 하였다. 이탈리아 의회(선거에 의한 것이 아닌)의 불안정
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거래는 의회의 다수결에 의한 법의 제정보다는 행
정부의 결정을 통한 입법으로 종종 이루어졌다(Ginsborg, 2001).
DC 정권은 공공행정부문을 파편화시켰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전통적
으로 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더 최근에는 공공행정에서 고용관
계를 ‘민영화’하려는 경향이 증대하여 왔다. 그 하나는 아웃소싱이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민간부문의 책임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
는 것이다. 일부는 경영자의 선호를 반영한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동맹 노동조합의 주장으로 도입되었는데, 동맹노조는 공공행정의 고용
관계를 입법화하는 것을 단체협약에 바탕을 둔 규제적 방식으로 대체하
고자 하였다(Mania & Orioli, 1993). 1993년에 공표된 법안은 공공행정
부문의 사용자들을 기초 협약과 국가적 협약의 계약자로 만드는 ARAN
을 만들어 냈다. ARAN은 또한 요청에 의해서 분권화된 협약을 지원한
다. 이 법은 국가가 고용관계 당사자로서 갖는 ‘기술적’ 교섭 역할과 성
과에 기초한 목표를 달성하고 민간부문 사용자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로서의 사용자의 역할을 분리시켰다. 단체협약은 결과적으로 노
동조합의 목소리를 내는 데 중요한 골격을 세웠다(EIRR, 2002a).
DC는 공공부문과 산업에 대하여 파시스트 시대에 나타났던 통제를 크
게 확장했는데, 그것은 제강, 공학기술, 조선, 자동차, 신문, 은행, 석
유, 화학, 의료기, 심지어는 빙과와 제과업 분야의 주요 기업들에 영향
력을 끼치는 ENI나 IRI과 같은 거대한 지주회사들을 통해서였다. 일부
기업들은 이탈리아의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며, 그들의 자회사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선두 기업이 되었
다. 1970년대, 실패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공기업화되고 정치 부패에 연

180

국제비교 고용관계

루되면서 종종 극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의 재정은 열악해져 갔다. 1980
년대 기간 동안의 효과적인 개혁에 대한 노력은 1990년대의 민영화 붐
을 막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아래 참조)(Ginsborg, 1990, 2001).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유산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인 골격
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헌법은 민주주의와 독립적 조합주의
의 정체성을(또한 사용자의 무솔리니와의 수치스러운 협력도) 반영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노동자에 기초’하고 있다고 정의하며 개인의 노동조합
가입과 파업의 권리를 보장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사용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신중함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들을 신장시키는 법적
인 조치가 거의 없었고, 집단적 노사관계들은 여전히 자발적인 수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별적 노동 권리와 고
용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노동조합이 결정적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를
발전시켰기에 간접적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지하경제를 구별하는 뚜
렷한 특징 중의 하나, 지하경제에서는 사용자들이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
회안전보장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자발적인 체계의 ‘적극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4항의 적용이다. 1959년의 확장(erga omnes law)은 그 이후
의 단체협약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기초로서, 그리고 하나의 산업에
서 노조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피사용자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
도록 하였다(Alacevich, 1996). 이 조치로 공식적인 비노동조합 부문이
형성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저지되고, 노동조합 가입 회피를 부적절한 선
택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는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비노조로 남아 있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Boldizzoni & Lorenzet,
1996). 어쨌든 이러한 조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 혹은 관련된 당사자
들이 아니라 결과만을 귀속한다. 따라서 성문화된(prescriptive) 법적
골격의 부재 속에서, 절차상의 골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산별 협약
이다. 발전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헌장도 교섭에 관한 어떠한 골격
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
‘뜨거운 가을’의 그림자 속에서 좌익 세력에 의한 개혁은 추후에 법으로
제정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고용관계와 의회정치를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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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가적 요구하에 임의로 개입
하여 분규를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1970년대 중반, 특히 스태그플
레이션과 계급 충돌 및 국내 테러리즘으로 점철된 기간 동안, ‘정치적 교
환’을 통해 정부가 고용관계, 경제적 정책 등과 관련을 맺고 3자 협약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개입은 보다 체계화되었다. CGIL에 대한 PSI
의 영향으로 DC 정부로부터 양보의 대가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노동 현장의 갈등이 이루어졌다. 노사관계의 갈등은 당의 정치적 현안과
관계된 폭발성의 수준과 함께 의회정치에는 가끔 암호가 될 때도 있었다.
삼자주의(그리고 노조의 양보)가 노사간의 대립이나 정치적 대립을 최
소화면서 효과적인 소득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서, 정부 역시 특정 영역에서의 입법에 앞서 노조의 동의를 구하기 시작
했다. EU 편입에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협약’의 주요
과제가 되면서, 1990년대에는 협상에 의한 법 제정이 다시 한번 부상하
였다. 역시 1990년대에 다른 EU 국가의 사례뿐만 아니라 EU로부터의
압력과 법은 중도좌파 정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
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보다 합법화하
는 법적 조치 외에도, 현금 혜택보다는 직업훈련과 보다 나은 일자리 배
합을 강조하는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잉여인력에 대응하는 것
이 포함된다. EU의 법 때문에 취해진 다른 혁신 조치들은 육아휴가 기
간의 연장을 포함한다(Regalia & Regini, 1998 ; Trentini, 2000).

3. 고용관계 변화 추이
가.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약’
때로는 의회의 추후 승인이 있는 집단교섭이 이탈리아 고용관계에서
의 주요 규제장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모델’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모델은 없다. 교섭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 그리고 위기를 처리하
는 삼자간 사회적 협약의 발전 과정을 강조하면서 교섭 수준과 관련 현
안의 범위의 변동을 아래에서 추적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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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용자들은 노동운동이 매우
분화되고 약해진 상황에서 경제(혹은 전국적인 멀티산업) 전체에 적용되
는 협약을 대부분 강요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이탈리아의 교섭 수준
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언제나 제조업에서는 전국교섭, 산업교
섭, 기업별 교섭 중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분야에
서는 지역별 교섭이 역사적인 우위를 지켜 왔다. 1969년과 1993년 사이
에 교섭 수준 사이의 관계와 선택은 조잡한 노사관계 권력, 간헐적인 위
기에 대한 반응 및 이익을 조정하는 데 대한 결과였다.
(전국) 산별협약은 1960년대부터 제도의 지렛대가 되어 왔다. 그것은
일반적 임금,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 수준에서 보충되는 기준
협약이 되었다. 주도적인 산별협약은 철강, 화학, 섬유에서 있었다. ‘뜨
거운 가을’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산별협약의 범위는 보건과 안전,
작업량, 노동 유동성, 그리고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었던 기업 정책부문
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기업
또는 공장 교섭의 성장은 논의 가능한 쟁점의 범위를 매우 확장하여, 노
동강도, 건강과 안전, 근무시간, 작업장 음식의 질이 포함되었고 협상의
수를 증가시켰다. 교섭 수준 사이의 노동 구분을 결정하는 확실한 틀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 폭동은 제어하기 힘든 지방 분권을 야기했고, 거
기에서 투쟁적인 노동조합은 연금과 급료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산별협
약에 반복적으로 추가했다. 급격한 임금 드리프트와 사용자의 합법성을
두고 작업장에서 벌어진 투쟁적인 도전으로 인해 사용자는 심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다시 얻기 위해 사용자 연합은 중앙교섭을 다시
찾아냈다. 악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그들은 정부와 노동동맹 지도부, PCI
가 동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Golden, 1988). 1975년과 1984년 사
이에 전국교섭은 다시금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것은 더욱 강력한 노동
단체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조로부터
자발적인 임금억제와 산업평화,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유연성 제
고를 얻어냈다. 정부는 교환 조건으로 근로자와 보다 넓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대해 일련의 양보를 하였다. 소득정책에 대한 3자간 교섭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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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섭을 엄격히 금지했고, 특히 ‘FIAT 1980’ 이후 작업장에서 사용
자가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였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 사용자연맹은 임
금 결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쟁취했다.
1984년에 노동조합 연합단체와의 공조가 붕괴될 때, 전국적인 임금
교섭은 산업이나 기업별 교섭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용자는 주요한 작업
장 개혁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
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작업장과 지역적인 수준에서 비공식적이고 유
연한 형태의 공동 규제를 실험하였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인 절차적 틀
을 찾게끔 만들었다. 1992년부터 경제위기는, 또다시 정부와 이탈리아
공업연맹이 추후 의회 승인을 얻은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구조개편과 개혁
작업을 하도록 자극했다. 공공부채 축소에 대한 EU의 압력은 정치적 거
래를 위해 더욱 적은 요구를 해야 함을 의미했지만, 노동조합 연합조직
은 경쟁과 사용자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에 국가(소득 정책)와 사용자
(기업 유연성과 생산성)의 양보 요구를 받아들였다(Baglioni, 1991;
Shelon, 1997; Regalia & Regini, 1998; Negrelli, 2000).
사회적 협정은 집단교섭, 복지체계, 고용형태 이 세 가지 관련 분야를
연결했다. 세 가지 분야는 노동비용과 정부지출의 삭감, 그리고 비정규
고용을 통한 유연성 증가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야기했다. 계속해서
단체교섭에 적용되는 1993년 사회적 합의는 일관성과 책임, 그리고 예
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였다. 이 합의는 산
업 또는 기업별 교섭만을 규정했다. 더구나 민간 기업에겐 최초로 각 수
준에서의 교섭 범위와 각각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했다. 산별협약은 임
금에 관해서는 2년마다 갱신되고(다른 문제들은 4년마다 갱신됨), 산업
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소득정책 기능은 실질임금 수
준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며 파업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 합의로 인해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은 노동의 질, 생산성, 수익성 등
기업 관련 기준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었다.
노동조합 연합단체는 경쟁자들에 비해 노동조합을 강하게 해주며 노
동자들의 주장의 일관성을 증대시켜 줄 듯한 기업 수준의 노동자 대표권
의 새로운 형태인 RSU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또한 처음으로 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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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상 및 조직상의 변화에 대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
하게 만드는 권한을 가진 기업 합의를 공식적으로 끌어냈다. 이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결과에 만족했고, 이 합의의 이행은 이전에는 절망적
이었던 사항인 EU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목적을 달성
했다(Mania & Orioli, 1993; Bordogna, 1997; EIRR, 2002a). 연금제
도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 협약을 거쳐 1995년에 법제화되었다. 고용
창출에 대한 1996년 사회적 협약은 1997년 법제화되었고, 2002년 밀라
노에서의 합의는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인력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
에 집중했다(EIRR, 2002b).
SME 단체와 Cobas로부터 이 모델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어떤
사용자는 산업교섭의 철폐를 주장했다(반면 어떤 이는 산업교섭만을 원
했음). 그들에게 유리하게도 당시는 베를루스코니 정부 시절이었고 노동
조합 연합단체는 교섭구조와 관련한 쟁점으로 인해 양분되어 있었다.
2000년에 CGIL은 자신의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안을 소진
한 듯이 보였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하게 하려는 정부, 이탈리아 공업
연맹, CISL과 UIL의 협상 위치에 대한 반박을 시작했다. CGIL은 전국
적인 산업 수준의 대가로 분권화된 교섭을 받아들이는 CISL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2001년에 1993년 합의 위반을 내세우며 산업교섭을 통해
생산성 연동임금 인상제도를 추구하였다(Paparella, 2001a; Pedersini
& Trentini, 2002).
전국 산업교섭은 여전히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2001년에 66개의 산업
교섭이 이루어졌고 150만 7천 명의 노동자 중 약 110만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다른 50만 명의 노동자는 갱신되기를 기다리는 15개 협약
의 적용 대상이었다. 갱신에 열성적인 노동조합의 수는 200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파업은 2002년까지 지속되는 협약 갱신과
연관되었다(Pedersini & Trentini, 2002: 2,7; EIRR, 2002a).
적용 범위의 관점에서 보면, 2001년 교섭에서 보이는 뚜렷한 확대는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능력이 민간 기업, SME, ‘신종 산업’ 같
은 분야까지 침투한 것을 나타낸다. 첫째로 법률가, 엔지니어, 건축가
같은 ‘전문직’에서 일하는 100만 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국적인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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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일 집단교섭이 나타났다. 둘째는 온라인 매체를 포함하여 언론계에
대한 전국교섭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이 시기에 노동조합연맹과 SME
사이에는 더욱 세분화된 산업 및 기업별 교섭과 결합되어 작용하는 텔레
작업(tele‐working)을 규제하는 전국교섭이 이루어졌다.
나. 쟁의와 쟁의 해결
국제 기준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노사갈등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또한 이탈리아의 노사갈등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시위’가 파업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기간이 짧고(몇 시간) 계
약 갱신과 자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주요 부문(철강산업)에서 두드러
진다. 둘째, 정당 및 정부 정책과 연관된 파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셋째, 계속된 지역주의는 상당한 수의 지역적인 파업을 불러일으켰다.
넷째, 많은 파업은 자연적으로 발생되거나 비공식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
다. 다섯째, 1980년대 이후 많은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가 포함되었다.
여섯째, 많은 파업은 가두 행진과 데모가 수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DME의 경험과 동일하게 파업은 최근
에 줄어들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괄호 안은 1974~79년까지
를 나타냄) 연평균 파업 횟수는 867회(3,185회)이다. 참가 인원은 81만
명(7,803만 명)인데 이는 99만 5천 일(154만 6천 일) 동안 작업이 멈추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ordogna, 2000). 이탈리아의 파업 형태는 정당
정책과 노사관계의 상호연계, 높은 수준의 계급의식, 노동력의 많은 부
문에서의 투쟁성과 연관되어 있다. 1993년 합의 이전에 저명한 이탈리
아 교수들이 파업의 빈번한 이유로 구조적인 쟁의 해결 틀이나 파업 제재
조치의 부족함을 지적했었다(Giugni, 1987; Treu, 1987; Cella, 1990).
정치적인 파업은 헌법재판소의 보호를 받지만, 전투적 일반노조원의 결
연한 행동이나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경쟁 및 파벌 조직들의 전략적 위치
극대화 노력 앞에 1980년대 노동조합 연맹단체의 자체적인 상향식 파업
억제 시도는 실패했다(Golden, 1988). 그 후로, 핵심 공공서비스부문에
서의 파업을 제한하는 1990년 법률과 1993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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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지지는 이런 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
나 노동조합연맹은 파업과 데모에 대규모의 참가자를 동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 임금 결정과 지불 체계
‘뜨거운 가을’은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에 대한 뚜렷한 압력을 초래하
였고, 후속적인 산업별 협약은 이런 압력을 반영해서, 비숙련공의 임금
률을 숙련공과 연계시키고 블루칼라의 임금률을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연계시켰다. 그것들은 또한 이탈리아 전체의 임금 수준을 남부 노동자들
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정했다. 물가임금연동제(scala mobile)로의 개정
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고,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동적으로 조정
되도록 임금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는 임금격차의 축소를 수반했고, 높
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 시기 동안 기업환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절하
려는 사용자의 기회를 축소시켰다. 1980년대에 이탈리아공업연맹은 정
부와 노동조합에 대해 이런 경향을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 1984년, 그
와 같은 노력은 물가임금연동제의 약화를 가져왔고, 결국 1992년에 물
가임금연동제는 폐지되었다(Ginsborg, 1990; Baccaro & Locke, 1998;
Pellegrini, 1998).
1993년 합의는 최근 몇 십 년 동안의 임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신을 초래했다. 산별협약의 물가임금연동제는 추후 3년간의 인플레이
션에 대한 정부의 전망, 전기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과 전
망 간의 차이 외에 어떤 요소로 인한 삭감 가능 여유분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소득정책은 실질임금을 위축시켰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간접 노동
비용으로 다른 EU국가들을 상회하는 총 단위노동비용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임금소득자들은 이탈리아의 경제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부분
희생했다. 한편, 성별 임금격차가 특히 남부 지방의 여성에게 불리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EIRR, 2001; Pedersini & Trentin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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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자참여와 협의
FIOM과의 1906년 기업별 협약은 작업장위원회(Commissone interna)
를 통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대표권을 사용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는 것을 나타내지만,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는 모든 형태의 독립적인
노동자 참여를 철폐했다. 파시즘의 몰락과 함께 1943년 CGL‐Confindustria
간의 협약으로 작업장위원회 제도를 다시 만들었지만, 위원회는 초기의 강
력한 협상력을 잃어버렸고 대신 협상 결과의 이행과 감시에 대해 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Della Rocca, 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
안, 아드리아노 올리베티(Adriano Olivetti) 같은 눈에 띄는 예외를 포
함해서, 이탈리아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작업장 단위의 노동자 참여에
대해 기업별 교섭과 같이 적대적이었다. 사용자들은 투쟁적인 노동자들
이 자신들의 경영상 특권에 대해 침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치적이고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조합이 잠재적인 협정과 연관되는 것에 너무 조심
스러워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계급을 초월하는 전통을 가진 DC
의원들과 CISL의 조합주의자들이 노동자와 경영자의 합동위원회를 통
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났다.
‘뜨거운 가을’은 노동자 헌장이 부분적으로 흡수한 노동자 통제에 대
해 매우 많은 요구를 촉발했다(Terry, 1994). 1970년대 중반부터, 산별
협약은 중요하고 지금까지 기업 관리의 비밀스러운 측면이라고 여겨지
던 투자 프로그램, 기술혁신, 생산의 분권화, 고용과 근로조직 개편의
일반적 영향 등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노동조합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협약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만들었다(Treu &
Negrelli, 1985). 노동조합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집단교섭의 대체가 아
닌 보충으로 생각했다. IRI Protocol은 1984년에 공기업의 쟁의를 줄이
고 관리하기 위해서 단체교섭과 정보에 대한 권리 두 가지를 결합했다
(Regalia & Regini, 1998). 1980년부터 건강과 안전, 동등한 고용기회,
작업개편, 직업훈련, 유연한 노동시간, 상여금 등에 관한 공동협의회나
양자 위원회를 규정하는 산별협약이 많이 체결되었다(Negrelli & Treu,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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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쪽에서는 광범위한 참여제도를 제도화한 Electrolux‐Zanucci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Cesos 2000), 멜피(Melfi) 지역에서는 FIAT
가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참여의 정교한 형태인 새로운 ‘린생산방식(lean
production)’을 도입함으로써 포디즘의 전통을 단절하였다(Camuffo &
Volpato, 1997; Negrelli, 2000).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
이든 이와 같은 관행은 영어권 국가에 흔한 개별적인 인적자원관리
(HRM)가 아닌 집단교섭을 통한 결과이다.

4. 최근의 현안
가. 새로운 형태의 작업과 고용
1980년부터 생산 및 금융시장과 기술변화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
탈리아의 사용자들은 기존의 유연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유연
성을 도입하였다. 그들의 전략은 채용과 관련된 숫자상의 유연성과, 대
단히 기능적인 유연성을 통한 내적 노동의 관리와 보다 논쟁적인 퇴출과
관련된(exit‐related) 유연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
한 노조의 저항과 제도적 제한에 직면하면서 단체교섭, 파트너십, 사회
적 협약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사용자들은 중도좌파 정부 시절 숫자상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요
구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조치를 얻었고, 베를루스코니의 재선 이래
로 그들의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은 고자세로
교섭에 임해 기업과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노조의 양보를
얻어냈는데, 이는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었다. EU의 통제된 형태로 기간제 고용 확산법이 CIG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다. 동맹노조가 채용의 형태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요
구하는 상당한 유연성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 그렇지
만, 피사용자를 규제하는 일련의 보호장치를 가진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였다. 노조가 경계심을 키우는 이유는, DME에서 비정규직 고
용의 증가와 함께 작업장에서 사고가 늘어가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제6장 이탈리아의 고용관계(Serafino Negrelli & Peter Sheldon)

189

다(Pedersini & Trentini, 2000：2, 5, 2002; Ginsborg, 2001; Quinlan
et al., 2001).
나. 고용관계와 남부의 발전
몇 십 년 동안 들인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남부의 낙후와 사회적 불리
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북부와 외국으로의
대량 이주는 남부의 실업과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쨌든,
이탈리아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병인 사회적 불평등, 정치 부패, 지
하경제와 조직 범죄 등이 남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극단적인
상태로 존재했다(Ginsborg, 1990, 2001). 1970~80년대에 노조의 단체
교섭(그리고 정치적 거래) 강령은 때때로 남부에 대한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요구하였다. 최근에 노조는 보다 창의적인 형태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교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부분의 인상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피사용자에 관한 노동시장 조건은 북부－특히 노동 부
족이 심각한 북동부－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했다(Fellini et al., 2001;
Pedersini & Trentini, 2002).
1996년의 고용 협정하에서, 남부의 궁핍한 지역의 자본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국가산업 표준에 비교할 때 ‘할인된’ 노동 비용을
허용하는 다양한 지역적 삼자간의 단체협약을 촉진시켰다. ‘점진적 제휴’
협약은 3년에 걸쳐 하락하는 할인된 노동비용을 대가로 ‘비합법적’ SME
를 지하의 ‘검은 경제’로부터 끌어내고 그들의 고용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지역동맹노조와 Confindustria 간의 ‘지역 협약’과 ‘광역
지역 협약’은 산별협약상의 보수와 직장 안전, 노동시간 유연성, 직업 분
류(classification)에 대한 지역적 예외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들은 지역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분
산시키고자 하는 Confindustria의 정책과 부합된다. 다마토(d'Amato)
가 Confindustria의 의장으로 선출되자, 피사용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를 약화시키는 다른 조치와 연계하여 남부의 경제발전을 Confindustria
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들은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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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다(Pedersini, 1997, 2000).
다. 민영화(privatisation)와 고용관계
다른 DME처럼 이탈리아 정부는 외부 시장의 팽창을 정부의 통제에
놓여 있던 부분으로 끌어들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DC의 오랜 부패 권
력으로부터 파생된 치료 불능의 공적 부채를 껴안고 있었기에 특별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오랜 기간의 국내 압력은 정치와 고용관계
영역에서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1990년대, 기술 관료가 대거 포진한
중도좌파 정부는 EU에서 민영화의 선두에 있는 영국을 철저히 따랐다
(Pedersini, 1999:3‐4). 국내와 EU의 압력이 결합하여 독과점 공기업이
었던 철도, 통신, 상하수도 등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와 법인화(corporatisation)뿐만 아니라 경쟁적 부분인 철강, 건설, 화학, 석유화학,
은행, 보험에서 대거 민영화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민영화는 때로는 새로
운 ‘경쟁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다(Pedersini, 1999; Zanetti, 19999;
Ginsborg, 2001).
모든 민영화가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부분적으
로 민영화된 국영철도에서처럼 몇몇 부분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
다(Zanetti, 1999). 성과관리와 지불이 공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포함
하여 공적 부문 패턴이 사적 부문을 따라가는 전환이 분명이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철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과정을 복잡하게 한 것은 사실상 산별협약이었던 기업별 협약하
에서 이전의 정부 독점사업이 운영되었던 상황이었다. 새로운 경쟁적 제
도하에서는 공식적인 산별협약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이 진입한 사용
자들은 민영화된 경쟁자들이 했던 기존의 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체협
약을 회피할 수 있었다. 피사용자 대표권과 단체교섭이 분산된다는 것
은, 새로운 진입자는 낮은 길의 접근방식(low‐road approach), 즉 낮은
보수와 덜 숙련된 노동력 사용을 추구한다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몇몇
노조는 정력적이고 응집력 있게 대응했다. 2000년에 민영화되고 ‘자유
화’된 통신산업에서 시작하여, 동맹노조는 Confindustria으로부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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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협약을 얻어냈다. 2001년에는 전력 생산과 배전에 관한 산별협
약을 얻어냈고, 2002년에는 상수도와 가스 산업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의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산별협약에 성공했다(Pedersini, 1999;
Paparella, 2000; Pedersini & Trentini, 2000, 2002; EIRR, 2002a).

5. 결 론
한 세기 이상 동안, 불균등한 경제발전, 국가의 역할과 지역주의는 이
탈리아의 고용관계와 정치를 다른 DME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변덕스
럽게(volatile) 만들었다. 1969년의 ‘뜨거운 가을’과 이어지는 몇 해 동안
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파편화와 경쟁으로
치닫는 사용자와 노조의 경향을 포함한 채, 사용자단체 사이와 노조 사
이의 목적, 형태, 정책, 행동을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또한 단체교섭 수준의 급격한 변화와 정당들의 상대적 힘과 경제 혹은
정치적 위기의 정도를 반영하는 수준을 보여 온 유연한 단체교섭 구조를
만들었다.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잠재우는 데 국가의 역할이 중
요했지만, 중앙으로 집중된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정을 통해 노조와 사용
자 연합을 통합시키는 광범위한 자발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
히, 분수령이 된 1993년 사회적 합의는 단체교섭과 대표권(representation) 부문의 오래된 불안정, 파편화, 갈등 등 많은 것을 해결하는 메커
니즘을 제공했다.
최근 이탈리아의 전통은 중앙 수준(central level)에서 3자 협약이 체
결되고 이것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소득정책, 세
금과 복지정책, 고용정책 등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이와 같은 방식
은, 이탈리아의 최근 경험을 다른 많은 DME로부터 결정적으로 다르게
한다. 그래서 조직 및 HRM 쟁점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당
히 많은 수의 비공식적인 기업 혹은 지역 수준의 노조－사용자 단체교섭
이 있었으며, 그것은 SME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했다. 1993년 사회적 합
의는 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한 변화 과정을 제도화하였다. 노조 교섭
의 이러한 제도화는 비노조 혹은 개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 혹은 사

192

국제비교 고용관계

용자의 의도에 대항하는 중요한 보루이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HRM
의 실행은 단체교섭과 노조의 입장을 통해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
반복되는 위기는 동맹노조를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면
서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찬성하도록 하는
타협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노조의 참여와 조합주의에 부
여된 강력한 상징적이고 제도적인 역할은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한 노조
의 위협 효과를 정부와 사용자가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자치적인
노조와 Cobas의 경쟁에 직면한 가운데, 동맹노조의 이와 같은 참여는
DC의 부패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일반조합원의 정치
적 의식에 대해 동맹노조가 반응하고 또한 대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어
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것은 1993년 합의를 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
한 도전 중의 하나인 듯하다. 규모가 큰 사용자와 정부는 투쟁적이고 부
분 지향적인 노동력을 관리하여 국가나 기업의 합의된 목표로 이끌어 가
기 위해서 노조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동맹노조(특히
CGIL)에게는 타협이라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기간
동안 성취할 수 없었던 내부적 통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일반조합원의 호전성의 극적인 쇠퇴는 더욱 강력하고 큰 사용자
가 더욱 유일주의(unitarist)적인 접근으로 고용관계를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고

용

관

계

1848

최초로 인쇄노동자협회 창설. 수공업조합의 특수한(ad-hoc) 발전

1850년대

상호 협력단체들, 지역화된 계급 교차 조합, 지배적 조합 형태

1861

이탈리아의 재통일이 조합주의를 확산시킴.

1868

볼로냐에서 첫 번째 대규모 도시 파업

1870년대

계급의식이 고취되지만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저항 연맹’이 상호
협력단체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모델로 부상. 다조합주의 활동

1880년대

지역조합 조직의 증가와 북부 농민 지역의 중심에 사회주의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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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891

고

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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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노동자와 조합 통제의 지역 노동자가 교체됨으로써 프랑스를 모
델로 하여 밀라노에서 최초의 ‘까메나 델 라보라’(노동회의 chamber) 등장. 수평적이고 독점적인 지역 위주 조합주의. 레룸 노바
룸(교황의 회칙 뜻: 신사태에 대하여)이 가톨릭 노동자운동 행동
주의를 양산함.

1892

이탈리아사회당(PSI) 창당

1893

이탈리아노동회의연맹 결성

1900

철도노동자들의 산별 노동조합 건설

1901

페데르떼라(농촌 노동자의 조합연맹),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금
속노동자조합, 그 밖의 주요 산별 노동조합 결성에 사회주의자들
이 활동함.

1902

첫 번째 지역 총산업 사용자연맹(Monza) 결성

1906

노동자회의와 산별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이탈리아노동총동맹
(CGL) 결성

1910

사용자의 전국 규모 조직인 ‘Confindustria’ 창립

1918

이탈리아노동총동맹(CIL) 창립

1919

가톨릭 계열의 국민당(People's Party) 창당

1920

가스노동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전국 산업별 단체협약

1921

이탈리아공산당(PCI) 창당

1922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부 수립

1925

파시스트 정부는 단체 구성의 자유를 폐지하고, 모든 비파시스트
조합을 금지함. 파업 등 조합의 모든 활동을 금지함.

1943∼45

남부로부터 이탈리아의 자유화. 파시스트와 나치 점령에 대항하
는 다수의 파업이 북부에서 발생. 1945년 4월 25일 해방.

1944

반파시스트 세력들이 로마협정으로 정파를 초월하는 이탈리아노
동총동맹(CGIL) 결성

1945∼48

반파시스트 정당들의 연립정부 수립

1946

국민투표로 군주제를 폐지
새 헌법으로 노조의 자유와 파업의 권리를 승인. 기독교민주당
(DC)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여 사회당(PSI)과 공산당
(PCI)을 정부에서 배제. 가톨릭은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ISL)
을 설립하기 위해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을 탈퇴. 노조와 노
조의 쇠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관계가 약화됨.
사회민주당계와 공화당계가 CGIL을 이탈한 뒤 이탈리아노동동
맹(UIL)을 결성. 결과적으로 PCI는 CGIL을 장악함.

194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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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59

고
용
관
계
법률(erga omnes)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집단 협약의 법적 적용
을 허용

1962

기업 수준의 단체교섭을 위한 금속노동자조합과 ASAP과 Intersind(사용자 연합의 공적 부문) 사이의 협의

1968∼1973

1969년의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을 포함하는 오랜 기간 동
안의 극심한 노사 분규. 조합은 작업장 참여를 얻고 사수함. 공장
협의회(consigli di fabbrica)는 기업 내의 새로운 수평적 형태.
노동자헌장(Statuto dei diritti dei lavoratori)은 피용자를 보호하
고 기업에서 조합의 권리를 발전시킴. 이탈리아의 고용관계의 새
로운 국면 형성: 모든 부문에서 조합의 우세, 사용자는 수세에 몰
림.
3개 주요 노동조합 연합체 CGIL-CISL-UIL 결성

1972
1975

Confindustria와 3개 노동조합 연합체 사이에 경제의 넓은 부분
에서 임금물가연동제 협약. 저임금 피사용자에게 해택이 큼. 3개
연합체의 약화 시작

1976∼79

PCI는 경제위기와 국내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하여 DC를 지원하
지만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음.

1980

FIAT 분규. 조합정책에 대한 FIAT 기술자들과 슈퍼바이저의 폭
동(‘4만 명의 3월’). 금속노조는 패배함. 사용자가 우세하고 조합
이 위기에 빠지는 새로운 국면

1983

노동비용과 임금물가연동제에 대한 3자 협약. 공공부문 고용에서
단체교섭을 정식화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

1984

임금물가연동제에 관한 3자간의 결정되지 못한 교섭은 3개 노동
조합 연합체를 붕괴시킴. 정부는 CISL 및 UIL과의 협약을 법으
로 정해버림.

1987∼89

일반조합원위원회(Cobas)의 성장은 공공부문에서 동맹노조의 지
도적 역할에 대한 도전

1990

소규모 기업(피사용자 15인 미만)의 불공정 해고로부터 피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 기초적 공공서비스부문에서 파업을 제한하
는 법. 3자간 협약은 임금물가연동제를 폐지함.

1992

3자간 중앙협약은 수입 정책, 단체교섭 구조, 기업의 노조 대표
구조와 권리를 재구성. 보다 제도화된 고용관계의 새로운 국면

1993

첫 번째 베를루스코니(우파) 연립정부가 수립되지만 곧바로 붕괴

1995∼2001

PDS(구 PCI)의 주류인 중도좌파 정부. 고용과 노동시장 정책,
복지와 단체교섭에 대해 법으로 지정된 3자간의 ‘사회적 협약’에
의한 구조적인 변화와 재편성

제6장 이탈리아의 고용관계(Serafino Negrelli & Peter She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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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탈리아는 유럽화폐통합에 참여. ‘크리스마스 사회 협정’은 비집
중화된 공동 보조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1993년의 중앙 협약을
승인함.

2001

7년 만에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연립정부 집권. 새로운 정부는
‘Libro bianco’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마련.

2002

경쟁력(competitiveness)과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이탈리아를 위한
협의’. 하지만 CGIL은 거부함. 이 협의는 작은 단위의 회사에서
새로운 고용을 위하여 노동자헌장의 부분적 ․ 일시적 폐기를 담
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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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프랑스의 고용관계

Janine Goetschy & Annette Jobert

프랑스의 인구는 5,900만 명이며, 그 증가 속도는 이전에 비해 완만하
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20세
미만의 인구가 26%인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
지한다. 1990~97년 사이의 극심한 난국을 경험한 후 프랑스의 경제 상
황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프랑스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가운
데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1997~2001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였다. 하지만 2000년에 이르러 프랑스의 경제상황은 다른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함께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실업은
국가의 취약계층, 예컨대 청소년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 사무직 근로자
보다는 육체노동자, 숙련노동자보다는 비숙련노동자, 남성보다는 여성
에게 더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전체 실업에 있어서 장기실업(1년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2001년에 35%로 다소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
다. 그러나 프랑스의 장기실업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노동력은 약 2,600만 명으로 이 중 남성이 1,400만 명, 여성
이 1,200만 명을 차지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5%이다. 경제활동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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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지속적 증가에 의해 상승했다.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1963년의 37%에서 200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25~4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 이른다. 이에 비해 15~24
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 교육 추세의 영향으로 지난 25년간
하향세를 기록했다(1990년의 12%에서 2000년엔 8%로 감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프랑스의 고용형태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
다.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전체 노동력의 14%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14%가 파트타임(part-time) 고용형태이다(남성의 5.3%, 여성의 24%가
파트타임 근무자임).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전의 프랑스의 정치는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8개의 유럽 국가보다 불안정했었다. 프랑스에는 4개의 정당이 있다.
대개 드골주의자들인 공화국연합(Rassemblement Pour la Reˊpublique)
과 독립공화당 및 기독 ․ 민주당으로 이루어진 프랑스민주연합(Union pour
la Deˊmocratie Française : UDF)은 대체로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파 쪽
이고, 반면에 공산당과 사회당은 중도좌파 쪽이다.
1958~81년 사이에는 중도우파 정권들이 프랑스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1981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미테랑(M. François
Mitterrand)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 이후로 프랑스는 우파 정부와
좌파 대통령의 협력체제가 유지되면서, 이러한 구도는 미테랑 정권하에
수 차례 발생했다. 1997년 이후, 좌파 정부와 우파인 시라크(M. Jacgues
Chirac) 대통령의 협력체제가 이어졌다. 2002년, 대통령 선거의 첫 투
표에서 사회주의 정당 출신 수상인 조스팽(L. Jospin)은 패배했다. 두
번째 투표에서 시라크는 극우파에 지도자 르펭(J.M. Le Pen)을 누르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뒤이은 총선에선 사회주의 정당이 패했으며, 이로
써 우파 정부와 좌파 대통령의 ‘동거체제(cohabitation)’가 종료되고 시
라크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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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각 당사자
프랑스는 영국보다 약간 늦은 19세기 중반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
되었다. 파업은 1864년에 이르러서야 허용되었지만, 노동조합은 그 시
점에서도 여전히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부 지역에
다수의 비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또한 영어권 국가들의 노동
조합 유형과 유사한 조직도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최초로 결
성한 것은 숙련공들이었지만 이들 직종별 조합은 곧 산업별 조합에 의해
대체되었다. 초기의 노동조합들은 그들을 억압하려는 정부 및 사용자들
과 자주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노동조합은 결국 1884년에 합법화되었다.
프랑스 노동조합의 현 모습은 부분적으로 노조 초기의 역사와 이념적
인 복잡성으로부터 파생했다. 노동운동 내에 무정부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가부장적이거나 반동적인 사용자들의
태도 등은 프랑스의 고용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통적인 고용관계 당사자(사회적 파트너)간의 상호 인식부족,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노사관계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간섭주의적 역할을 설명하
여 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이 회원을 유지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에는 조직 안팎의 의견 불일치, 회원들에게
특별한 이득이 되지 않는 단체교섭 체제 특성, 그리고 가입 유인책의 결
여 등이 있다.
가. 노동조합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 경쟁과 분열, 그리고 다
른 한편으로는 재정 및 조직 자원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진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
률은 전통적으로 낮아서 1970년대 중반의 조직률은 약 23%였고, 1985
년에는 약 14%까지 떨어졌으며(Mouriaux, 1994), 그 후 199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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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약 10%로 떨어졌다(부록 참조).
프랑스에는 5개의 전국노동조합연맹이 있다(표 7-1 참조). 즉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DT), 프랑스 노동자의 힘
(FO), 프랑스교원노동조합연맹(FEN),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FTC),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CFE-CGC) 등이 그것들이
다.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인 CGT는 1895년에 창설되었으
며, 1906년의 아미앙 헌장(Charter of Amiens)에 따라 무정부－혁명노
선을 채택, 정당과 정치활동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흥미롭게도 같
은 해에,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노동당의 결성을 통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CGT에는 무정부주의자 및 사회개량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스
주의자가 공존하고 있었으나, 러시아 혁명 후 사회당의 분열에 이어
1921년에는 CGT의 대분열이 이루어져 마르크스주의자가 제명되었다.
두 파는 1936년에 성립된 인민전선정부(Popular Front)의 존속 기간 중
에 재통합되었다. 그러나 1939년 독 ․ 소 불가침조약 체결 후에 다시 분
열되었다. 그 후 ‘레지스탕스’ 시기에 또 한번 재통합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분열되었는데, 이때 소수파가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현재의
FO(뒤의 설명 참조)를 설립하였다. 1940년대 이래 CGT 지도자의 대부
분은 고위층이나 중간층 모두 공산당원이었다. CGT는 계급투쟁 이념을
고수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CGT와 노선을
같이하는 프랑스 공산당은 양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99년 제40
회 정기 국회에서 CGT의 전략적 노선은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쟁의행
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타협점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CGT와 CFDT의 관계를 향상시켰다. 막강한 CGT 철도연맹 사무총장을
역임한 Bernard Thibault는 1999년 CGT의 새 사무총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주페의 보수당 정부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맞서 1995년
파업운동의 지도자로 명성을 떨친다. CGT는 실업대책위원회를 통해
1990년대 실업 관련 단체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단체였다.
1940년대 이후 CGT의 조합원수는 네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다. 즉
1947년 정점에 달한 후 1958년까지 감소하였고, 그 후 1959년부터 1975
년 사이에 증가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19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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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에 CGT의 조합원수는 3분의 2가 감소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
후 다시 증가하여 약 80만 명에 이른다. 다른 연합조직과 마찬가지로
CGT는 산별 연합조직들과 지리적 구분에 기초한 지방 조합들로 구성된
다. 특히, CGT는 피고용인이 특별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공기업에서 활
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철도, 가스 및 전기, 금속 및 병원). 육체
노동자가 전통적으로 CGT의 핵심 세력이었지만, 근래에 이르러 사무노
동자와 기술노동자가 조합원수의 3분의 1과 5분의 1을 각각 차지할 정도
로 성장하였다. CGT는 보다 역동적인 경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고, 현재는 CFDT에 비해 조합원수가 적다. 또한, CGT의 (특정) 조
직들은 특정의 광범위한 조합원들을 대표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직
은 1961년에 연금생활자를 위해서 조직된 퇴직자노동조합연맹(Union
confeˊdeˊrale des retraiteˊs : UCR)인데, 24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1969년에 설립된 기술 ․ 간부 ․ 전문직총련(Union geˊneˊrale des
ingeˊnieurs cadres et techniciens : UGICT) 역시 5만 7천 명의 조합원
을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주로 기술 ․ 관리 ․ 전문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CGT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의 회원이었고 1947년부터 1978년
까지 계속해서 사무총장의 직위를 유지했다. 크라스키(Krasucki) 전
CGT의 회장 역시 WFTU의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었다. 1977년 이래로
CGT는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가입을 계속 시도했으나, ETUC는
CGT의 공산당에 대한 독립성 부족과 WFTU의 회원임을 이유로 가입 승
인을 거부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과 관련된 투표에서 CGT는 반
대표를 던졌었다. 1995년 12월, CGT의 제45차 총회에서 ETUC 가입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WFTU 탈퇴를 결정했고, ETUC에는 1999년 가입
을 승인받게 되었다. ETUC의 가입 승인 이유 중의 하나는 유럽연합 통
합에 대한 태도 변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FO(노동자의 힘)는 CGT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간섭에 반발하여
1948년에 설립되었다. FO는 자기들이 CGT의 옛 정치적 자립노선의 진
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들이
다. 초기의 FO는 작지만 조직력이 있는 트로츠키스트(Trotskyist) 집단
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내부 갈등과 변절을 초래했다. CGT와 FO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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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적 긴장감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감소하였으나, 마찰의 정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FO의 조합원수는
감소 일로를 걷고 있고, 현재는 28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FO는 전
통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요소들을 편입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어 UNSA(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
의 지지로 이어졌다(뒤의 설명 참조). FO는 단체교섭을 조합 활동의 주
요 요소로 보는 한편, 어떤 정당과도 무관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옹호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직접적 형태의 노동자 대표나 참여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1989년 Marc Blondel이 사무국장
으로 선출된 이래 FO는 보다 급진적인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1995년의
예와 같이 특정한 정부 개혁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정규적
인 파업과 투쟁을 이끌고 있다. FO는 공공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기술 ․ 전문직 집단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성
장하여 왔다. 또한 FO에는 소규모의 간부직원 부문인 간부 ․ 기술직원조
합(UCI)이 소속되어 있다. FO의 이질적 조합원 구성은 효율적인 조직구
조 발전과 신규 조합원 모집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FO는 1949년 창립 이래로 국제자유노조연맹
(ICFTU)의 회원이었고, 또한 1973년 ETUC와 결연을 맺었다. 1950년
이래로 FO의 정책은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FO
는 유럽통합이 자본의 자유 왕래와 경제적 통합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FO는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투표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종교적 조합주의는 1919년의 CFTC(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의 결성
으로 시작되었다. CFTC의 주요 목적은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 교의(敎
義)에 따라 노사간의 평화적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CFTC는 1964
년에 분열되었지만, 소수파의 종교적 지향성으로 CFTC의 명칭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있었다. CFTC의 핵심 세력은 광산노동자와 기독교계 학교
의 교원, 보건 ․ 위생 관련 근로자들이다. CFTC의 조합원 총수는 약 10만
명이다. CFTC는 계약상의 관계 발전, 노조의 정치화 반대, 가족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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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점을 두고 있다. CFTC에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2만 명의
회원을 가진 기술간부직총연합(UGICA)이 소속되어 있고, 은퇴한 조합
원들로 구성된 5만 5천 명의 특수연맹이 있다. CFTC는 초기부터 세계노
동총연맹(WCL)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1990년 이래로 유럽노동조합연맹
의 회원으로서 ‘사회적 유럽’의 발전을 지지해 왔고, 1992년의 마스트리
히트 조약의 비준을 지지했다.
1964년의 CFTC 분열 후, 다수파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와의 관계를 단
절하고 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를 결성했다. CFDT는 1948년(옛
CFTC)부터 1976년 사이에는 조합원수가 거의 배로 늘어나 80만 명 이
상의 조합원을 가진, 두 번째로 큰 연합조직이었으나, 1977년부터 조합
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약 60만 명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대략 854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CFDT는 1970년에 그램시즘(Gramscism)의 요소를 지닌 사회주의마르크스 이념의 요소들을 받아들였으며 자주관리를 지지하였다. CFDT
의 이념이 급진주의적으로 변함에 따라 CFDT는 CGT와 치열한 경쟁관
<표 7-1> 프랑스의 주요 노조연맹 조합원수 추이

(단위: 천 명)
5)

노조 연맹
CGT
CFDT
FO
CFE-CGC
CFTC
UNSA6)
FSU

1976
2074
829
926
325
223
526
-

1983
1622
681
1150
307
260
493
-

1987
1031
6001),3)
1108
2)
241
250
3943)
-

1)

1995
630
6004)
400
110
100
140
140

2002
800
850
270
80
100
350
150

주: 1) 추정치.
2) 1986년.
3) 1988년.
4) 1990년대 초반.
5) 각 연맹의 완전한 명칭은 약어목차 참조.
6) FEN 및 여타 포함.
자료: Bibes & Mouriaux(1990)으로부터 발췌; Labb(1996); Andolfatto(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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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CFDT는 이전의 이념적 강조
를 완화하였다. CFDT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응을 강조하
기 시작했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보다 가까운 관계 설정을 의
미하는 ‘재조합주의화’의 과정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된 이러한 중앙으로의 회귀 전략은, 좌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혁주의 조합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정당으
로부터의 독립을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나 사용자와의 건설적인 대
화는 촉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유사하다. CFDT와 CGT의 유대는 주당 35시간 근무실시 협상 동안 한
층 더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CFDT는 1990년대에 몇몇 내부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다른 노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CFDT는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합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40%)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단체이기도 한데, 이는 보건 및 상업 부문에
강세를 띠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CFDT에는 소규모
간부직원부문의 노조로 4만 2천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기술 ․ 간부직원동맹
조합(UCC)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UCC의 조합원은 ‘상급’ 간부직원
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UCC가 다른 간부직원부문의 조합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CFDT는 ETUC의 회원이고 ‘사회적 유럽’의 입장
에서 유럽연합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 왔다. CFDT의 이전 몇몇 지
도자들은 몇 개의 유럽단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1978년에 CFDT는 동 연맹이 주요 구성원이었던 WCL을 탈퇴하고
ICFTU에 가입했다.
CGC(간부직원노동총동맹)는 1944년에 결성되었다. 이 연합조직은 조
합원의 약 절반이 관리직이 아닌 감독직 ․ 기술직 ․ 중개인(즉, 순회 외판
원)이기 때문에 1981년에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
(CFE-CGC)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실제로 회원의 절반은 관리직이 아닌
기술직, 영업직, 감독직, 기술 및 상업 대리직 등이다. 1970년대 후반 회
원수는 30만 명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겨우 8만 명의 회원만 남았다. CGC가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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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금속, 화학산업과 영업 ․ 판매직이다. CGC의 목표는 더 많은 간부
직원의 조합 참여, 임금격차의 확대, 조세 및 사회보장 관련 권익보호
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CGC는 어떠한 정당과도 관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모든 노동조합연맹들은 전국 수준에서 ‘대표권을 가진 조합’으
로 알려져 있다. ‘대표권을 가진 조합’이란 5개의 기준(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적 성격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연맹들은 몇 가지
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 권리란 예를 들면 단체교섭권, 기업내
종업원 대표제의 후보자 지명권, 다수의 정부 및 협의기구의 대표를 선
정하는 권리 등이다. 또한 그들의 조합원수보다 큰 집단 노동자를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뒤의 설명 참조).
이들 5개의 노동조합연맹 중 CGC를 제외한 다른 노동조합연맹의 노
조들은 모든 산업 ․ 직종, 그리고 모든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
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들 노동조합연맹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연맹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각자 전통적으로 강한 고유
의 특정부문, 전문집단 및 지역들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문직 조합으로 교원노동조합연맹(FEN)이 있는
데, 이 역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한 부문(즉 교육부문)만을 대
표한다. FEN은 CGT의 분열 당시 독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FEN
은 거의 모든 유형의 국립교육기관으로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
다. 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합원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초
등학교 교사이다. 1970년대 말, FEN은 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는
데,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1992년에는 조합원수가 14만 명 수준으로 감
소하였다. 심각하게 쇄퇴한 FEN은 시민봉사 부문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직과의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이는 1993년 UNSA(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UNSA는 앞으로 전
국적 대표 조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현재 35만 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1999년 ETUC에 가입하였다. CFDT와도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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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FEN에서 퇴출당한 좌파 연맹은 15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
린 교육연구문화통일노동조합연맹(Feˊdeˊration syndicale unitaire de
l' enseignement, de la recherche et de la culture : FSU)을 설립하였
다. FSU는 FEN의 협력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1995년에 주페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비난했다. 1995년 12월에 주페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서 FO와 CGT에 동조하여 교육 제도에 있어 일련
의 정부 개혁을 거부하였다.
이들 총연맹들 외에, 1981년 노동조합의 협의체인 ‘10의 모임(group
of ten)’이 결성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실업자와 빈곤층 같은 이전에 배
제되었던 계층들을 방어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기능하고 단결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협의체는 고용된 노동자
들의 이해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10의 모임’은
1995년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8개의 연맹과 8만 명의 조합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2개 연맹은 세무관리노조연맹(Syndicat
national unitaire des impots : SNUI)과 민주우편․ 통신노조연맹(Solidaire
unitaire deˊmocratique Poste, Teˊleˊgraphe, Teˊleˊphone : SUD-PTT)이
다. SUD의 주요 구성원(체신 ․ 철도 ․ 은행 ․ 교통)들은 CFDT의 옛 회원들
(1989년과 1996년에 CFDT를 탈퇴한)이다. ‘10의 모임’ 가운데 몇몇 연
맹들은 그들의 각 부문들에서 ‘대표’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특정 분야나 항공관제사, 열차기관사, 화물트럭운전사, 저
널리스트 같은 특정 근로자 집단을 조직하는 ‘자치적’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상급단체에도 속
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인 연맹으로 불린다.
노조의 대표자적 위치는 1998년 이래 상당한 논쟁거리로 자리잡고 있
다. 과거의 대표자적 위치란, 실제로 매우 적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라도 기업 내에서 노조가 권리와 역할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였었
다. 노동시간에 관한 Aubry 법률은 국가 보조를 조건부로 함으로써 그
러한 시각에 약간의 변화를 도입하고자 의도하였다. 노조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수준의 협약은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은 노조가 서명하
거나, 또는 일반투표에 근거하는 비준 절차를 통해 노동자의 승인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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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만 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프랑스 노동법으로부터의 심각한 일
탈이었는데, 단 하나의 노조만이 서명하였어도－실제로 소수의 노동력
만 대표한다고 하여도－노조가 대표자의 위치만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
였던 단체협약에 관한 이전의 관행을 무효화시켰던 것이다. 부문 및 기
업 수준의 단체교섭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옹호하는 CGT/CFDT와 이에
맞서 협상 권한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칙의 변화에도 적대적인 FO,
CFTC, CGC 사이에서는 논쟁이 일었다. 대표자적 위치를 가져보지 못한
UNSA 및 ‘10의 모임’ 같은 작은 규모의 연맹에서는 다수의 원칙에 편을
들었다.
나. 사용자
프랑스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래로 대기업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러한 소규모 회사들은 대개 가족운영 기업이고, 종종 가부장주의라는 강
력한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국 수준에서 3개의 사용자 조직이
대표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노동조합연맹이 있는 노동조합주의의 다원성과는 대조적으로,
사용자측은 전국 수준에서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çais: CNPF)라는 큰 연합을 통하여 한층 더 결속되었고,
이는 1999년 MEDEF(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로 개편
되었다. 사용자들은 이미 19세기 초부터 산업 수준의 연맹을 결성하였
고, 전국 수준에서는 1919년 이후에 CNPF(1945년 결성)로 발전된 연맹
이 결성되었다. MEDEF에는 프랑스 전체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소속되
어 있다. 그러나 MEDEF의 회원들은 규모, 부문별 이해, 소유의 다양성,
경영이념의 원천 면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들은 다양한 범위의 이
해관계를 가진다. 이의 역할과 관련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랬
던 것처럼 단지 부문별 연맹들의 대변기구로 활동하는 것과, 1969년 조
직적인 개혁 이후의 경우같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과 사이
에서 갈등이 있었다. 영국이나 독일의 사용자단체와는 달리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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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이래 CNPF는 기본 최저임금률이 산업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것을 제외한 특정의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는 교
섭에 참여하고 있다.
1973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사용자측의 중대한 전략 변화를 촉발하였
다. 사용자측은 정부, 노동조합,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여론에 대해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기업이 취약하여 타격을 받기 쉽다
는 점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용자들은 과감하게 고
용감축을 하는 것보다는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쪽을 목표로 택
하였다. 사용자들은 그 단계에서는 유연성이 훈련을 통해 획득된다고 생
각하지 않았다. 유연화는 부분적으로 ‘양적인 외부 유연화’를 통해 이루
어졌는데, 그것은 단기 고용계약의 도입과 임시고용의 확대에 의한 것이
다. 사용자들은 시라크 정부가 도입한 1976년 법률하의 정리해고에 대
한 규제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관행의 도입에 대해 특히 열
성적이었다. 잉여인력을 해고하기 전에 행정적인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이 법률은, 1986년 역시 시라크 정부하에서 폐지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사용된 또 다른 방법은 근로시간의 ‘양적 내부 유연
화’였다. 1990년대까지 근로하는 주의 평균 기간이 변할 수 있으며 또
한 연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주말근로, 교대근로, 탄력
근로시간제와 같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Aubry 법률에 의해
점차 감소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CNPF는 임금 유연화를 옹호하
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구조적 유연성(새로운 직무 내용과 특정 근로자 집단의 자율근로)에
대해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1977년 이후
CNPF는 이러한 전반적인 유연화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장 수준에
서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경영자들에게 권장하여 왔다.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그들의 오랜 독재적
행태를 버릴 것과,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하던 것에서 탈피해 근로자
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권장하여 왔다. 1981년부터 많은 기간을 사회주
의 정부와 대면하여야 했으므으로, CNPF는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정부
와의 갈등적 협조정책을 채택했다. 1994년 CNPF의 의장으로 Gand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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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출됨으로써 노동조합과 보다 협조적인 분위기가 예상되었다. 1997
년 Mr. Seillière의 선출은 정부와 노조 양측의 관계에 있어 보다 갈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시발이 되었는데, 이는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에 대한
MEDEF의 강력한 반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 법을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축하는 요소로 보고 있었다(그 명칭을
MEDEF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기업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을 원
하였다. 이는 금속산업사용자연합과 같은 유수 산업 부문의 연맹에만 주
력하여 대표한다고 해서 자주 비난을 받기도 하였었다). 1998년 소규모
기업들의 영향력을 증진하고 지역 단위 사용자의 대표권을 보다 잘 반영
하도록 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총동맹(Confeˊdeˊration geˊneˊrale des petites et moyennes
enterprises : CGPME)은 MEDEF와 공통의 뿌리를 갖고 종종 협력하지
만 그러나 경쟁 조직이다. 1944년에 설립된 CGPME의 역사는 일부 회원
들의 징세, 기술관료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국유화 부문에 대한 강
력한 반대로 특징지어진다. 1970년대 이래,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이해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1990년대에는 소규모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도 강구되었다. UPA (Union
professionnelle artisanale)는 세 번째의 사용자 조직으로, 20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25만 개의 영세기업을 대표한다.
다. 국 가
프랑스의 고용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
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꺼렸다는 것을 반영한다. 좌파가 우
세했던 시기, 예를 들면 인민전선이 창설되었던 1936년, 1945년의 해방
기, 1968년 ‘5월의 사태’ 이후의 시기, 그리고 사회당 정권이 출범했던
1981년에는 노동조합들이 새로운 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법과 단체교섭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어떤 법은 이전에 교섭된 협약의 결과 또는 고용관계 당사자와 정부 사
이의 이전의 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고용관계에서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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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국가는 1971년과 1982년에 단체
교섭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율
성 증대를 지향해 왔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또한 세 개의 주요 공공부문(중앙 행정, 병원, 지
역 정부)에서 일하고 5백만 명의 시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통신부문에서 두드러지듯이 민영화의 경향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대부분의 서구제국에
서 통상 그러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국영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민간부문의 급여 결정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 국가는 또한 전국최저임금(SMIC)의 법적 인상 및 지수 연계조정
을 통하여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과는 달리, SMIC는 물가가 2%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더 나아가 국가는 원할
때마다 독자적으로 SMIC를 인상할 수 있다. 1997년에 SMIC가 통화팽
창률의 2배인 4%로 인상됐다. 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SMIC가 보수제
도 전반에 대한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임금에 대
하여 지렛대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연속된 좌파
및 우파 정부들은 평균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SMIC를 활용하는 것은
삼가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7월, 13.6%의 노동자만이 SMIC로서 임
금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부문별 단체교섭을 통해 저수준 임금을 올리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정한 부문에서 최저임금은 여전히
SMIC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부 정책들은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업을 줄이려고 했으며, 특히 거시경제적인 방법들을 통해서라기보
다는 사용자들의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신규 인력
의 채용을 고무했으며, 청소년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가 직장을 찾는 것
을 도왔다. 우파가 집권(1986~88년)하였을 때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잉여인원, 근로시간, 계약직 및 파트타임 근로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
써 보다 유연한 노동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1988년부터 Rocard 사회
주의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이루어진 3개의 연속된 ‘고용창출계획’을
공표했다. 이 중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최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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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RMI)’도 포함된다. 1992년과 1993년에는 실업보험제도를 공동으
로 관리하기로 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결정에 따라, 실업급여가 급격하게
삭감되었다. 1980년대 말에 정부는 경제 회복과 함께 실업이 사라진다
는 기대를 포기했고, 따라서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실업을 피할 수 없다
는 현실을 믿게 되었다.
잉여인원 해고에 관한 제한을 철폐한 1986년 법은 작업장협의회의 잉
여인원 문제에 대한 정보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989년에 개
정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적 잉여인원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사회계획(social plan)’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정부가 잉여인원 해고상의 공식적인 통제를 복원하지
않은 반면에, 그 이후 대법원은 ‘사회계획’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인 내용들에 대한 심의를 하급법원들의 의무로 인정해 왔다. 이것은 전
반적으로 이전의 규제와 동등한 것이고 해고 관련 규제와도 맞먹는 것이
다. 법원들은 또한 사용자들이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전에
이들의 고용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1993년 3월, 정권을 획득한 보수적인 Balladur 정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로서 인식한 경직성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12월
에 ‘5년 고용법(five-year employment law)’을 도입했다. 사용자들의
사회보장 부담 축소, 임금 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의
고무, 회사 종업원대표 선출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지역 차원을
강조한 젊은이를 위한 직업훈련 등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1993년
법의 시행에는 30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행령의 공포
와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섭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다. 가장
성공적이고 중요한 실행수단 중의 하나가 1996년 6월의 ‘로비앵 법(de
Robien law)’이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고용창출과 관
련된 이 법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들과 단체적으로 합의하여 작업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재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용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믿었던 CNPF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비앵 법’은 기업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 법안의 성공(10만 명의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160개의 협약)과 또한 제한적인 법 적용(자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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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하였기 때문에)은 사회주의인 Jospin 정부가 보다 급진적인 주당
35시간 근무 개혁을 수반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1997년 이후, Jospin 정부의 고용정책은 사용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간접 노동세 감면과 더불어 젊은이, 고령층 노동자, 장기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과 같이 초기의 기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의 고용정책에 있어 보다 중요한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젊
은이를 위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으로서 35만 개의 일자리가 공공과 지역
사회 부문을 중심으로 5년간 창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젊은
이들에게 사회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부문(교육, 정책, 가족, 문
화, 스포츠, 환경)에서 프로그램 시행 초기부터 5년 계약의 상근 일자리
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기금으로 급여의 80%가
지원되었고, 젊은이들은 최소 SMIC는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었다. 시행
이후, 젊은 세대를 위한 26만 7천 개의 직업이 만들어졌고, 처음의 5년
이후 실험은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주당 35시간 법은 사회주의 정부의 사회정책을 통괄하는 것
이었다. 주 35시간 근로에 관한 통칭 Aubry 법(1998년)은 20명 이상 근
로하는 기업에는 2년 이내에, 그 이하 기업에는 4년 이내에 실행하도록
하였다. 부문 및 기업 수준의 사회적 당사자들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채용을 우선시하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법 시행(예정된 시한) 이전에 이러한 협약에 서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노조 대표가 없는 기업이
협상을 원할 경우, 대표적인 노조연맹이 임금 근로자나 작업장 대표를
협상의 대표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 법률에 대해, 강제적이고 국가 전
체에 걸쳐 일반화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MEDEF는 강하
게 비판하였고 노사관계 제도에 동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법률은 부문과 기업 수준에서 단체협상이 활발해
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999~2000년 사이 근로 시간에 관
한 4만 8천 건에 이르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 2001년 중반, 10인 이
상 기업에서 50%의 상근 근로자들이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논전(論戰)의 소지가 될 것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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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협약은 34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보전 및 창출
했다고 하는데, 반대론자들은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된 고용
결과는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유지되었다면, 상당수 기업에서 작업조직 변화, 근로시간 계좌
활용 및 연간 계획화(처음엔 대부분의 노조에서 반대했었다)를 통한 탄
력적 근로시간 도입에 의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
후, 우파 정부는 주당 35시간 근로가 중소기업에 덜 강제성을 띠도록 하
는 법안을 만들었다.

2. 기업내 종업원대표제
기업 수준에서 일부는 특정 사회적 사건에 부응하여 정부에 의해 설치
된 일련의 대표 제도가 있다. 종업원 대표(deˊleˊgueˊs du personnel)는
1936년에 인민전선에 의해, 노동위원회(comiteˊs d’entreprise)는 해방
기인 1945년에, 그리고 사업장 노동조합지부(sections syndicales)는
1968년 5월 이후에 각각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대표는 개별 근
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작업장협의회는 작업장 협의를 담당하는 한편,
노동조합지부와 그 위원은 그들의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작업장에서의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구의 운영에 관한 법적인
틀이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직장위원(shop stewards)이나 작업장 대표가 노
동조합 대표인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종업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후보 중에서 선출
된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매년 대
표가 선출되어야 한다. 1982년 법은 공동 장소(빌딩이나 상업센터 같은)
에서 여러 개의 기업이 영업을 하는 곳이나, 전체 근로자수가 최소 50인
이 되는 곳에서는 10인 미만의 작업장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부문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종업원 대표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이행 등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처리한다. 그들은 또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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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게 그 처리를 요구한다. 선출되는 대표의 수는 기업의 규모
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는 최소 1개월에 한 번은 그들과 집단적으로 회
합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게는 임무수행을 위해 월 15시간의 근로시간
중 유급활동시간이 부여된다.
대표는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육체노동자와 하급직 사무직은 기술직
및 간부직과는 별도로 투표한다. 선거 절차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guest worker)도 투표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선거 절차하에서는 두 차례의 비밀
투표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투표에서 후보자는 주요 노동조합연맹 중의
하나나 또는 기업 내에서 ‘대표권을 가진 조합’으로 인정되는 어떤 다른
가맹노조에 의해서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투표에서 득표
수가 유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근로자라도 두 번
째 투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번째 투표까지 가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작업장협의회는 종업원 규모가 최소 50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설치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업장협의회의 위원 선출 절차는 위에서 요약한
종업원 대표 선출 절차와 유사하다. 작업장협의회는 복리후생 문제에 관
한 것 이외에는 실제로 의사결정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회는 특히
종업원수와 그 조직화, 근로시간, 고용조건에 관한 것 등과 같은 전반적
인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는다든지 자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분기별로 수주, 생산, 수지 상황의 전반적 추이에 관한 정보
를 작업장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모든 단기계약 및
하청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
고 사용자는 이러한 고용 수단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작업장협의회에 문서로써 사업활
동, 노동이동, 손실과 이익, 총생산고, 실질적 자본의 이전, 하청, 이익
분배,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과 그 사용 내역, 투
자, 급여 등을 포함한 총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작업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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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간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전문회계사를 선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협의회는, 예를 들면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과 같은 경
제적 또는 법률적인 사업 조직의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때마다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82년 10월에 시행된 법률하
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에 의하여 고용, 자격, 임
금, 훈련, 근로조건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작업장협의
회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이 때문
에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의 개
입이 인정되고 있다. 근래 들어, 작업장협의회는 고용 문제에 있어 그들
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신경제규제정책’과 관련된 법의
한 부분으로 인수 입찰에 관하여 작업장협의회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
었다. 2001년의 ‘사회근대화법’은, ‘사회계획'은 정리해고의 대안으로서
재배치가 새롭게 강조된다는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정리해
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정보 권리를 강화하였다.
작업장협의회는 그 견해를 표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
분의 결정과 근로시간의 변경 같은 문제는 협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대표는 생산 과정과 재정
에 관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장협의
회는 복수의 종업원 대표와 사용자(또는 그 대리인)로 구성되며,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회합에서는 사용자가 의장을 맡는다. 또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은 협의회에 참석할 옵서버를 지명할 수 있다. 종업원 대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작업장협의회는 특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에는 보건위생, 안전, 근로조건 개
선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 훈련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많은 사용자들은 처음에
는 작업장협의회에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대부분은 점차 협의회가 정당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68년 이후에는 이상의 대표 기관과 병행해서 작업장에 노동조합지
부가 설치되었다. 1968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지부를 설립할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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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조합에는 없었다. 일정 규모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지부는 사무
실과 기타 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으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직장노동조합 대의원들은 지역노동조합지부에 의해서 임
명되는 것이나 임명된 노조 대의원은 그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각
노조는 노조 대의원들을 임명하는데, 그 수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양하
다. 이들 위원들은 근로시간 중에 조합비를 거둔다든지, 게시판을 사용
한다든지, 전단을 배포한다든지, (근로시간 외에) 월례 회합 등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종업원 대표는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대표자나 각종 대표 기관에 대한 방해행위는 범법행위가 된다.
대표 기관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진척되
는 가운데 발전해 왔다. 게다가, 법적인 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불명확
하기 때문에 각종 기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기능의 혼란이 있지만, 개개
의 대표가 흔히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으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각종 선출직에 선임될 후보자가 부족
한 경우도 종종 있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러한 대표들이 종업원 대표
이면서 아울러 작업장협의회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대기업에서는 경영진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소규모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간섭으로 보여져서 경영진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1982년 시행 법률에 따라 크게 바뀐 것은, 프랑스 국내에 등록된 사무
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수의 공장을 소유한 대기업 내에 그룹위원회 내
지 연합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은 연 1회
이상 그룹 또는 연합체 내의 재정 및 고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1994년 다국적기업의 노동자의 정보 및 자문에 관한 권리를 규
정한 유럽작업장협의회에 관한 EU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러한 그룹 위
원회는 점차 불필요하고 관련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고용부가 위촉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인 이상 기업의 37%만이 현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설립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5년 고용법’은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종업원 대표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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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을 간소화하였다.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선출된 종업원 대표의 임
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의무
적이었고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작업장협의회의 종업원 대표들과 같은
선상에 대의원들을 올려놓았다. 선거는 사용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종업원 대표
들이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한 달 최소 급여지급 활동 시간이 15
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작업장협의회와 관련해 종업원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4번의 보고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보고하는 것으
로 되었다. 종업원 15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전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장협의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되었다. 더
욱이 종업원 50인 이상 199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종업원 대표들이 작업
장협의회 대표들의 역할을 인계받아 2개 대신 단일 대표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단일 대표 구조를 채택하여 대표
들을 선정하고 있다.

3. 근로자참여와 단체교섭
1982년 2월의 근로자참여법(Auroux 법의 일환)은 근로자에게 직무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지
만, 근로자가 기계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1982
년 8월 시행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그들
의 작업내용, 작업조직, 더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발언권을 부
여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견해는 직접적으로, 그
리고 집단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
들(1919, 1936, 1946, 1950, 1971, 1982년)은 전형적인 프랑스의 노동법
적 처방이다. 이러한 법률들이 의도하는 바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취약
성과 단체교섭의 결여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
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다원주의를 강화
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소수파 조직(CFTC, CGC, 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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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등)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단독
으로 서명을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이 규정이 노동조합연맹들
을 어느 정도 분열시켜 왔을까? 1970년대 중반 이전, 가장 급진적 조직
(CGT와 CFDT)은 교섭 과정에서 강경한 접근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개량주의적인 조직(FO, CFTC, CGC)은 통상 좀더 타협을 하면
서 협약에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제도가 양측
노조에 모두 적합하여 온 듯하다. 따라서 CGT와 CFDT의 조합원들은 그
들의 지도자가 타협을 하지 않아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약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 노조들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해 ‘다
수결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다.
단체교섭은 전통적으로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노사 쌍방이 이러
한 교섭을 선택한 것은 전술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념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것은 공장 또는 기업 수준에
서 노사 상호간에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
별협약은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유리하였다. 이러한 산별협약은 특정
산업부문의 최저 기준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에 호의
적이었다. 게다가, 이 산별협약에 의해 사용자들은 오랫동안 공장 수준
에서 노동조합들을 승인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968년 이후 다산업(multi-industry)교섭 및 공장 수준의 교섭에 있
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즉 1950년 시행된 단체교섭법이 1971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들 수준의 교섭이 똑같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다산업교섭에서는 고용보장, 직업훈련, 육체노동자에 대한 봉급제 도입,
잉여인원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근로조건 등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
다. 이러한 전국협약은 낮은 수준(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의 단체교섭
을 촉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한편, 작업장 수준에서의 협약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첫째 1968년
5월 이후의 근로자들의 요구, 둘째 근로자들에게 특정 부가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노동이동을 감소시키려는 사용자들의 새로운 전략, 셋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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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합법화하고 그들에게 단체교섭시 합법적인
기능을 부여한 1968년의 법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작업장 수준의 협
약은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따라 상위 수준에서의
협약이 개선되거나 지방 사정에 맞도록 수정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
내의 협약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한정되었으나, 1973년 에너지 위기
이후 작업장 수준 협약의 숫자는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사회당 정부의 선출에 따라 단체교섭에 관련된 정치적․
법률적 상황이 달라졌다. 미테랑 정권의 주요 목표는 작업장 노사관계를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장관인 오록스(M. Jean Auroux)가 제시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 그 윤곽이 그려졌다. 오록스 보고서는
근로자에게 ‘기업 내에서 진정한 시민권리’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그러나 오록스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급진적
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택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1975년의
슈드로(Sudreau)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오록스 보고서
는 노동조합의 강령(특히 CGT와 CFDT의 강령)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자체의 노사관계 정책을 수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사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여러 갈래였다(Goetschy,
1983).
1982년의 단체교섭법은 이 오록스 보고서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는 많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혁신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지부가 있는 기업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교섭을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2001년 이래 공장 수준의 강제
협상은 남녀고용 평등 문제, 병가 혜택, 피고용인을 위한 저축 계획 등
과 같은 쟁점에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협약 체결의 의무는
없고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게다가, 미국과는 달리 ‘성실한(in
good faith)’ 교섭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이러한 조항들이 의도하는 바는 기업 내에서 단체교섭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정부가 ‘통합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그 취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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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들은 좀더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한편, 노동
조합은 경제적 제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
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당들은 오록스 법률의 목적에 대해 상당히 분열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Howell, 1992).
또 하나의 혁신적 조항은 서명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작업장 수준
에서의 협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협약에
근로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을 경우가 그러하다. 단, 서
명을 하지 않은 반대 조합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공장위원회나 종
업원 대표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거부권을 사용자측과 대립하는 대규모 노동조합에 허용함으로써 보다
정당성 있는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아가 전국산별 협약에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임금교섭을 위한
연 1회의 회합과 실행 가능한 직무 분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매 5년
마다의 회합에서 반드시 실태에 가까운 기본 최저임금률과 기타 근로조
건이 합의 ․ 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는 (강제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회합이 빈번해지면 단체교섭에서 교섭자들의 책
임감도 강해지고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었다.
1982년의 단체교섭법 제정 이후, 사용자들은 새롭게 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을 의무화한 것에 대하여 격렬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
면서 사용자들의 비난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으로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한 권리가 확충되었고, 교섭 과
정에서 전문적 도움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법률에서는 노동부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
들에 어떤 단체협약의 효력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였
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효력확장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단체교섭법과 1982년에 시행된 그 외의 여러 법령은 모두 법률보다는
단체교섭에 우선권을 주었다. 국가의 개입과 단체교섭 사이의 새로운 균
형을 추구하는 것은 미테랑의 1981년 이후 사회개혁 전략의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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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촉진시키려는 초기 미테랑 정부의 시도는 1982년과 1983
년의 ‘긴축계획’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수준에
서의 교섭은 새롭게 활성화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오록스법에 의해서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기술 변화, 가중되는 경쟁 압력, 노조
의 지원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리해고나 재배치 결정의 어려움
등의 관점에서-에도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 체결된 기업별협
약의 71%는 근로시간, 14%는 임금 관련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기업 수
준에서의 임금협약의 약 3분의 1이 개별화된 임금인상 조항－대부분이
일반적 임금인상과 연계-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에 대략 3만 개의 기
업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약 400만 명(전체 노동력의 25%)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별협약이 두 배 이상으로 증대된 현상은
많은 부분 주당 35시간 근로 법에 의거한 것이다. 10개 중 6개의 기업별
협약은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수준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기업
수준 협상의 급증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
럼 높은 빈도의 기업 수준의 협상은 주당 35시간 근로 법이 완전 시행된
이후로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화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은 여전히 산업 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사용자의 분산화 소망에도 불구하고 고용관
계에서 단체교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Jobert,
2000). 초기에는 임금과 직업 분류에만 한정되던 것이 매 3년마다 열리
는 강제적인 부문별 협상은 동등 기회(equal opportunities)까지 확대
되었다. 10인 이상 기업에 고용된 97%의 근로자가 산업별 ․ 기업별 협약
또는 공공부문 법령의 적용 대상이다.
프랑스 단체교섭의 또 다른 추세는 재정적인 참여의 발전으로서 이는
1959년, 1967년, 1986년의 주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매우 발전
된 노동자 자본 참여 형태의 하나가 프랑스에 존재한다. 자발적 이윤분
배 계획에 포함되는 프랑스 근로자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유사한 자본 참여로 알려진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관련된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약의 숫자가 증가해 왔다. 이러한 계획은 그 인기가 날로 높아져,
1990년대 후반에는 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정도였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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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참여를 증대시키고, 자발적인 재정 참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계획을 도입하는 새로운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다산업교섭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감소하였다가 1990
년대 초반부터 다시 활성화되었다. 다산별 협약의 발전은, 프랑스 기업
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좋다고 생각
한 정부와 CNPF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노동조합 중에서는 CFDT가 이
러한 접근방법을 가장 많이 지지하였다. 1988년에는 기술변화 문제에
대한 교섭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성격의 협약이 체결되
었다. 또한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1989년에는 ‘근로시간
의 탄력적 구성’에 대한 윤곽을 정한 전국협약이 체결되었다.
평등한 고용, 노동환경, 직업훈련, 보조연금 및 복지 등과 같은 문제
들에 관한 유사한 협약들도 체결되었다. 1994년의 다산별 협약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 보조연금 및 후생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Balladur 정부
의 ‘5년 고용법’은 특정 산업과 다산업교섭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주었
다. 1995년 3개의 주요 다산별 협약에서 젊은 근로자를 위한 직업 통합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CGT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협약에 반대
해 온 반면에, CFDT와 CGC는 CNPF에 동의하면서 그러한 제도들을 지
지해 왔다. 대조적으로 FO와 CFTC는 비판적이었고 협약들의 일부에 서
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직업훈련은 다산업교섭의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였다(Gehin &
Jobert, 2001). 이것은 당시 정부의 사회부문 자문관이었던 자크-델론
의 영향을 받은 1971년 법에 의해서 최초로 실현되었다. 원래 이 법은 직
업훈련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사용자들이 임금의 0.9%를 직
업훈련에 쓰는 것을 의무화했다(1994년 1.5%로 인상됨). 이 법으로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과 민간 조직이 늘어났다. 대부분의 다산별
협약들은 더 나아가 산업 차원의 교섭을 내포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모든 노동조합연맹에 이 협약들에 서명하였다(실제로 프랑스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에 약 3.2%를 사용했음).
‘교섭 수준의 하향이동 및 노조의 대표가 없는 기업들에서의 협상의
가능성에 관한 절차상의 협약’(1995년)은 사용자와 CFDT, CFE-C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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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가 서명 승인하였고, CGT와 FO는 반대하였다. 이 협약은 프랑스
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한다. 이의 첫째 목
적은 3단계(다산업, 산업, 기업)의 전통적인 단체교섭들이 위계적인
(hierarchical)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었다. 이 협약의 두 번째 목적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회사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노조가 위임한 근로자나 선출된 근로자 대표
(예를 들면, 공장위원회 위원들 또는 종합원 대표)에 의해서 체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두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다산업교섭에 남
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약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대 위에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교섭의 조화라는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전통적인 노동조합 대표의 개입이 실험되었다. 이의 목적은 프랑
스 고용관계의 두 가지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종종 비노
조 중소기업들에서 단체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5년 고
용법’으로부터 야기되는 법률적인 개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이 협약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다. 1996년 5월에 입안된 법
안은 노조 대표가 없는 회사에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뒷받침을 했다. 1999년 전국협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중소기업
이 대부분인 농업과 서비스부문에 이와 같은 부문별 협약의 도입이 강제
화되었다. 주당 35시간 노동법 제정 이전에는, 부분적으로는 많은 사용
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법은 단지 작업장 수준에만 미미한 영향을 미
칠 뿐이었다. 주당 35시간 법률(1998년)은 사전에 부문별 협약 없이도
근무시간에 관한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관행은 노동시
간과 관련된 협약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는데, 노동시간에 관한 기업별협
약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강제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노사관계 체계는 국가의 사회보호 제도 ― 이 중 몇몇은 사용자와 5개
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 에 의해 특
징지어진다. 이는 사회안전기금(건강, 연금, 가족수당), 보조연금기금,
실업보험 및 피고용인을 위한 직업훈련 등과 관련한 경우이다. 각 쟁점
에 따라 국가의 개입은 그 정도를 달리한다고 하겠다. 적어도 198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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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노조의 결합과 분열, 공동관리의 투명성 부족, 국가의 압력 없이는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파트너의 무능 및 종종 발생하는 국가
와 사회적 협력자 사이의 긴장된 관계 등을 반영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1999년에는 사용자들이 국가의 늘어나는 개입 정책에 반
발하여 사회보장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4. 대표 선거
공식적인 조합원수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는 공장위원회, 사회
복지위원회(Seˊcuriteˊ Sociale), 그리고 노동법원(Prud’hommes)과 같은
기구의 대표를 뽑는 ‘사회적’ 선거의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3년의 노동위원회 선거 결과를 보면 5개의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
합이 합쳐서 약 65%의 표를 얻었다(표 7-2 참조). 그래서 이들 노동조
합은 그들의 적은 조합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
다. 그러나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는 투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노동조합 대표가 크게 증가하였다.
공장위원회 선거에의 참가율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8년
65.7%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2>에 나타나
는 바와 같이 CGT가 획득한 지지(득표율)는 1985/86년의 27.4%에서
1998/99년의 21.5%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CGT의 득표율은
<표 7-2> 프랑스의 작업장위원회 선거결과 추이(득표율)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CGT

24.9

24.3

24.1

23.6

24.3

24.4

CFDT

19.9

20.3

20.8

21.5

21.7

22.9

CFTC

3.6

4.3

4.3

4.5

4.9

5.3

CGT-FO

12.8

12.2

12.2

12.1

12.1

12.4

CFE-CGC

5.6

5.8

5.6

5.8

5.8

5.7

기타 노조

6.5

6.7

6.8

7.3

7.0

7.4

26.6

26.4

26.1

25.1

24.1

21.9

비노조

자료: DARE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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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가 없는 경우의 다음인 두 번째로 떨어졌고 CFDT와 유사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1985~99년 동안 CFDT, CFTC, CGT-FO, CFECGC의 지지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다.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상
당히 성장한 비노동조합의 후보들은 199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
음도 볼 수 있다.
<표 7-3> 프랑스의 노동법원 선거추이(득표율)

CGT

CFDT

FO

CFTC

CGC

기타

1979

42.3

23.2

17.3

7.2

5.2

4.8

1982

37.0

23.5

17.7

8.5

9.6

3.7

1987

36.5

23.0

20.4

8.3

7.4

4.5

1992

33.3

23.8

20.4

8.5

6.9

6.8

1997

32.8

25.3

20.5

7.5

5.9

7.7

2002

32.1

25.2

18.2

9.6

7.0

7.4

자료: MES.

노동법원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표 7-3 참조). CGT가 선두 자리를 유
지해 왔지만 1979년 이후로는 지지가 크게 감소하였다. 적은 조합원수
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이 ‘사회적’ 선거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는 지
지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중요하다(이러한 결과들을 비교할 때 투
표 선거구가 세 종류의 선거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함.
사회복지위원회와 노사위원회의 선거 지역들이 직장평의회의 선거구의
지역보다 넓음).

5. 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가?
1936년과 1945년의 경우같이 1981년에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
라 CGT와 CFDT의 조합원수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1980년대 동안 이
들 노조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잃었다. 정치적 환경이 노동조합에 유리
함에도 불구하고(1986~88년, 1993~97년 및 2002년 이후를 제외한 대
부분의 기간을 좌파가 집권해 왔기 때문에), 왜 프랑스의 노동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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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7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는가?
첫째, 프랑스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조직
화가 잘 되어 있던 산업부문(석탄, 철강, 금속산업, 조선)으로부터 새로
운 산업부문으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공업부문으로부터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이동이 있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증가도 조합원의 감소
를 초래하였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실업의 증가도 조직화에 불
리하게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의 수도 역시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수의 증가를 유발하는 고용관행과 고용계
약들이 늘어났다. 이들 두 범주는 노조 조직이 어렵다. 1990년대 후반에
는 모든 신규 취업인력의 70% 이상이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거나 인력파
견업체와 손을 잡고 일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젊은층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 노동조합 활동
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회의적인 반면,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협
상능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조직화가 더 쇠퇴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용자들의 사회정책이 1977년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CNPF는
근로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며,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외에도 사용자들은
공식적인 종업원 대표 제도 밖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려고 점차 노력하
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욱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용자들은 보다 참
여적인 경영형태를 발전시켰으며 많은 혁신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면, 품질관리조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폭넓게 확산되었다. CNPF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나타냈
지만, 사용자들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직접 참가권을 부여하는 오록스법
을 환영하였다(Goetschy, 1991). 더 나아가 사용자들은 탄력적 근로시
간제 및 단기, 비상근 근무와 같은 탄력적 고용 등과 같은 전반적인 유연
화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의 희망을 충족시킨 경
우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내에서의 고용관계를 개별화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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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1987년에 CNPF는 급여의 개별화(임금연동제의
탈피와 성과급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
것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비효율적인 전략
에 대하여 점점 더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조 지도부와
일반조합원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록스법
(뒤의 설명 참조)에 따른 수많은 의무, 국가복지기구(사회보장, 실업보
험, 훈련, 공공부문의 고용 및 행정위원회)에의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업무 부담의 증가, 그리고 다산별 협약의 확대 경향에 기인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의 ‘제도화’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신
들이 대표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Adam, 1983 ; Labbeˊ, 1995).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연맹 내부의 갈등과 노동조합들 사이의 심
화되는 적의(敵意)로 1980년대에 노동조합의 분열이 더욱 악화되었다.
CGT와 CFDT의 경쟁으로 인하여 두 연맹간의 좌파연합은 1977년에 해
체되었다. 좌파가 1978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CGT와 CFDT는 모두 자
기비판 과정에 들어갔다. CFDT는 스스로 너무 교조적이고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주요 관심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CGT는 CFDT에 비해 자기비판에 미온적이었으며, 기본적인 전
략 및 자신의 쇠퇴를 가속시켜 온 퇴조하는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내부의 경쟁은 사회당 정부의 긴축,
현대화 및 유연화 정책에 직면하여 더욱 첨예화하였다. 이에 따라 CGT는
분리되었으며, 반면에 CFDT는 1979년에 시작된 개혁주의적인 중심회귀
전략을 고수하고 비공산주의 노동조합들을 통합하려는 구상을 하였다.
1990년에 CFDT와 FEN의 지도자들은 비공산주의자 연합조직(CGT는
제외)들간의 통일전선을 실현시키는 ‘노동의 축’이라는 계획을 제안하였
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다른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큰 열의를 불러일으키
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축을 만들려는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유
럽연합(EU) 내에서 독일의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제8장 참조)이나
영국의 영국노동조합회의(TUC)(제2장 참조)와 같이 규모가 큰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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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노동조합연맹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CGT
와 CFDT가 일련의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왔던 1970년대의 ‘행동
통일’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주의의 쇠퇴는 노동조합의 업무 과중과 분열,
CFDT의 중심회귀전략의 실망스러운 결과, 좌파 정부 집권시의 좌파 노
동조합들의 정책혼선 등의 여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80년대 지지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프랑스 노동운동의
취약성은 아래의 6개 요인으로 인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첫째,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조
합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
었다(항만, 인쇄 등과 같은 부문에서 사실상의 클로즈드 숍이 일부 존재
하였지만). 둘째, 프랑스 노동운동의 무정부주의적 ․ 생디칼리슴적 근원
의 유산으로서,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으로 안정된 다수의 조합원
을 가입시키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핵심이 되는 ‘투쟁적’ 조직원들을 갖는
것을 더 강조해 왔다. 이것은 또한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예컨대 독일의
그것과 같은 정도의 관료적 조직을 거의 구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초기의 이념적 선택에 따라 투쟁가들은 사용자와의 단체교
섭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파업과 정치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그들의 역
할로 생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확실한 교섭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셋째, 모든 임금소득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쟁
취된 모든 개선사항의 혜택을 받는다. 즉 단체협약이 조인된 후에는 조
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넷째,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리
후생 혜택이 없다. 다섯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많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가부장
주의적 관행을 이용해 왔다. 여섯째, 이념적 ․ 정치적 배경에 따른 노동조
합의 분열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른 많은 유럽의 노동조합들과 비교하여 빈
약한 재정자원, 소규모의 조직적 하부구조 등과 같은 다른 문제점들도 야
기시켰다. 조합비가 불규칙하게 징수되는 한 그들의 재정은 앞으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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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빈약해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조합원은 연간 요구되는 조합비의 절반
만을 납부하며, 조합비가 상대적으로 낮다(평균적으로 임금의 1%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그 낮은 조직률이 함축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과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은 단체교섭 및 대표 선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
고 노동조합을 ‘공공서비스기구’로 전환시키는 공적인 3자 또는 2자 구
성기구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osanvallon, 1986). 하지
만, 최근에 와서 CGT와 CFTD의 조합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연맹간의 전략적인 ‘친교 회복(rapprochement)’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노동쟁의
파업권은 프랑스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
로 제한이 가해진다. 1963년 이래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에서는 파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었다.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의
구별은 법정에서 다루어지지만 민간부문에서의 파업은 법적으로는 조업
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보타주, 준법투쟁 같은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합법적 파업은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된 것
이어야만 한다. 연좌농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목적이 단지 생산을 중단시키는 데에 있지 않고 교섭을 추구하는 경우
에만 허용된다. 그렇지만 파업에 의한 과도한 생산중단은 불법이고 또한
직장폐쇄도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파업에 관한 법 규정은 거의 없지만 알선 ․ 조정 ․ 중재를 포함한 쟁의의
해결을 위한 정교한 법적 절차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쟁의는 예측 불가능한 경향이 있으나
호주와 마찬가지로 통상 쟁의기간이 짧은 편이다(부록 참조). 파업기간
이 짧은 것은 노조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파업수당을 지급
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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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이탈리아나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적다(부록 참조).
파업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면 다음의 경향들을 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와 비교하여 1980년대 기간 동안 노동손실일수가 엄청나게 줄
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두드러졌다. 평균적으로 한 해
360만 일이 1970년대에 손실되었고, 120만 일이 1980년대에 손실되었
으며, 1990년과 1995년 사이에는 매년 60만 일 이하가 손실되었다(이러
한 경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회사들에 국한된다－그러나 공무원들
이 포함되었을 때도 일반적 모습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 1995년은 예
외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500만 일이 손실되기도 하였다. 둘
째로, 총파업(여러 사용자와 관련된 파업들)의 비중이 (1970년대의 약
10~15%의 수준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셋
째로, 공공 비시장부문이 사적 부문보다 파업이 일어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Jefferys, 1996).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파업의 45%가 공공부문의 파업에 해당
한다. 몇몇 공공부문의 파업은 사무직 노동자들과 간호사 파업에서 본
것처럼 노조의 공식적인 채널을 반대하거나 또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조합원들의) ‘조정 그룹’의 설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조정 그
룹의 활동들은 프랑스 노조의 결점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에 있어 요구 사항은 급여 관련 사항과 근무조건, 직업 기회, 인사정책
개선 등 복합적이다. 교통(민간 및 공공 양측 모두) 분야와 같은 특정 부
문은 특별히 쟁의로 가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1999년 전체 손실일수
의 3분의 1을 교통 부문이 차지하였다.
파업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 파업의 동기로서, 보다 광범위한 고용
문제들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많은 쟁의들이 여러 요인과 쟁점을 담고
있으므로 정확한 요인을 포착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주당 35시간 근로에 관한 협상은 많은 쟁의를 수반하였다.
1998년 전체 파업의 4분의 1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것이었던 반면, 임금
과 고용에 관한 문제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언론에 의해 배포되
고 알려진 다국적기업 구조와 공장폐쇄에 관련된 쟁의 역시 상당수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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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의 파업이 피고용인들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80%의 파업
은 노조의 행동으로 유발된다. 1999년 파업의 3분의 1이 CGT에 의해서
촉발되고, 10%가 CFDT에 의해서, 40%가 1개 이상의 노조에 의해서 발
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문제로 인한 파업과 비교해 볼 때, 고용 문
제와 관련된 파업은 여러 노조에 의해 주도된 것이 더 많다.
1995년 12월 알랭 주페 총리의 개혁에 대항하는 중요한 파업이 발생
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첫째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생기는 재정적자
의 축소이고, 둘째로 철도노동자들과 같은 몇몇 공공부문의 매우 시혜적
인 연금제들을 종식시키고 공무원의 연금 수준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었다. 1995년 파업은 주로 CGT와 FO가 주도한 공공부문 노
조(공공, 운송, 우편, 전기, 교육)들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쟁의기간이
장기간이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쟁의들은 3개의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그들은 주로 공공부문의 파업이었고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둘째, 파업은 프랑스 전역을 통해서 발생했고,
지방의 특정 대도시에서 참여율이 높았다. 셋째, 엄청난 불편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알랭
주페의 개혁이었던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지는 불안정한 고용과
증가하는 실업에 대한 불안을 반영했다. 넷째, 파업은 공공서비스의 위
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들 파업은 프랑스 고용관계의
약점들을 노정시켰고, 결정적인 압력에 종속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들을
결론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이것은 정부와 전문가
들 사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프랑스 국민 사이의 신뢰 위기를 반
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12월의 파업은 알랭 주페의 사회보장개혁 계획과 함께 전국
차원의 노조 분열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파업 기간 동안 FO는 옛날의 적
이었던 CGT와 보다 가까워진 반면에, 보다 개량주의인 CFDT와의 긴장
은 고조되어 갔다. 게다가, 1995년 파업은 FO와 CFDT 내부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전자는 몇몇 가맹노조들로부터 내부 트로츠키주의자
들과 외부 공산주의자들의 이해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받
았다. CFDT의 지도자 Nicole Notat는 CFDT 내부의 좌파 반대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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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알랭 주페 개혁의 지지, 사용자 및 정부와 더불어 특권적인 지위를 보
유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공격당했다. 2002년 Nicole Notat는 유사한 정
책을 일관하여 지속하는 François Cheˊrèque로 교체되었다.

7. 결 론
프랑스는 1981~95년 기간 동안 사회당 대통령, 1997~2002년 사회당
총리가 집권하였고, 또한 노동입법도 노동조합연맹들의 지위를 강화시
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연맹들은 계속 쇠퇴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노조 조합원의 급
격한 감소는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수에 있어 약간의 성장이 나타
나고 있다. 1995년 파업 이후 노동조합 사이 및 내부의 경쟁의식은 증폭
하여 이들을 더욱 쇠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냉전
종식과 CGT의 ETUC 가입은 두 개의 거대 조합인 CFDT와 CGT의 관계
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경쟁 압력, 인수 ․ 합병의 증가, 구조조정 계획, 서비스부문 확대, 노동
시장 변경, 높은 실업률, 유동적 노동계약 증가, 혁신적인 경영정책, 불
만족스러운 노조 전략들과 같은 모든 요소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어
렵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고용관계는 기업 수준 협상에 노조가 활발히
참여하며 대표 기관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기업들과, 노조 및 대
표 기관들이 미비하여 기업 수준 협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사이의 대비
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또는 집단 협약을 통해
시행된 개혁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 이는 기업내 노조의 역할이 부
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용자들과 몇몇 노조의 반대에 기
인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노조들은 적은 조합원 가입 비율이 보이는 것보다 많은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공공서비스부문(예를 들어 교통, 교육, 의료, 우편서비
스와 같은)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파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하여, 프랑스가 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개
혁하지 못하고 있고, 왜 프랑스가 EU, 내부시장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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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공시설(가스, 전기, 우편, 철도 등의)의 민영화에 뒤처지고 있는
지의 이유 중의 하나이다.
1980년대부터 기업과 지역으로의 분산화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불구
하고, 고용관계 제도는 단체협상과 사회적 대화의 제반 과정을 거치며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국가는 노사관계의
구조적 결점과 사회적 대화의 부족을 보상하는 데 있어 오랜 동안 적극
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높은 실업률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입은 1997년 이후 몇 년간
50만 개의 일자리창출로 인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경제성장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개혁 중 어떤 것이 일자리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주당 35시간 근로법과,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
로 관리되는 사회보호기관에 대한 국가의 늘어나는 간섭으로 국가의 개
입이 극에 달했다고 인식하였다. MEDEF는 주당 35시간 근로법 도입의
비용 충당을 위해 실업보험기금을 사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몹시 분노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MEDEF는 사회적 파트너를 통제하려 하고,
고용관계를 개혁하려는 신규 사회헌법에 대한 협상을 노조에 제안하려
는 법률과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를 비판하고 나셨다. 2000년 MEDEF는
노조에 개혁협상의 의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를 제안하게 된
다. ① 실업보험 및 젊은이의 사회 참여, ② 연금계획, ③ 직업상 건강
및 안전 관련 쟁점, ④ 사회보호 시스템(병가 혜택 및 가족 혜택), ⑤ 직
업훈련, ⑥ 관리자의 역할, ⑦ 성별 평등, ⑧ 중소기업 내의 단체협상 및
사회적 대화.
2001년 말, CGT를 제외한 4개의 주요 노조연맹에 의해 4개의 쟁점이
논의되었고, 세 가지(실업보험, 직업상 건강, 단체협상) 협약이 승인되
었다. 그 중 실업보험에 관한 협상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국가는 직
접 개입하여 MEDEF, CFDT, CFTC, CGC 간에 협상된 협약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협약은 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찾지 않을 경우 실
업보험 혜택을 잃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강제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실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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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쟁이 되는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노사
관계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MEDEF는 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야망을
줄이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적 사회 협력자
들 사이의 계약상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입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사회생활의 특정한 분야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논리적인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공공
행위의 분권화는 1983년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우익과 좌익
정부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상당히 논쟁이 분분했었던 간
접 노동비용 절감과 같은 고용정책을 비롯하여, 교육 및 훈련정책에 관
하여도 또한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35시간
근로에 관해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잉여노동력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2002년
이후 우익 정부는 젊은이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취소시켰다. 그 대신,
미숙련 젊은이들을 민간 기업이 고용하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하였다. 또한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적어도 공공부문이
1993년 개혁된 민간부문의 수준은 되도록 하였다 경제 자유화를 위한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노동자들과 대부분의 노조는 고용관계
에 있어 국가가 강력한 규제의 역할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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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791

고
용
관
계
샤플리에(Le Chapelier)법에 따라 파업과 노동조합 설립은 금지
되었으나 사용자단체는 금지되지 않음.
1821
건설업사용자협회 설립
1830∼40년 불법적인 근로자 조직이 다수 결성되고,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대
체결됨.
1864
샤플리에법 폐지
1871
파리 코뮌
1884

1920

동업조합이나 산업별 조합의 결성권이 노동조합에 인정됨. 그러
나 기업 또는 공장 수준에서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인정되지 않
음.
무정부주의-생디칼리슴적인 아미앵 헌장(Amiens Charter)에서
CGT의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이 주장됨.
1891년의 교황 회칙(제6장 연표 참조)에 따라 CFTC 설립. 최초
의 전국공업사용자연맹 창설
노동조합 조직률 최고(약 25~30%)

1921

러시아혁명에 따른 CGT의 분열

1934

CGT의 지령에 따른 총파업
사회당 ․ 공산당 급진파의 연립정부 수립. 파업과 연좌농성 다발.
사용자단체와 재통합된 CGT 사이에 재협약이 체결된 것을 시발
로 종업원 대표제의 도입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개혁이 실시됨.
CGC 설립

1895
1919

1936

1944
1945
1946
1948

해방정부에 의해 기업내 공장협의회가 창설됨.
CNPF가 주류파 사용자단체로 설립됨.
CGT의 내부 분열 후 FO 창설

1950

단체교섭 및 최저임금제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1958

다산업 실업보험 협약에 따른 전국협약원칙의 도입

1964

CFTC의 비종교적인 부분이 분리되는 형태로 CFDT 설립

1965

다산업 4주 휴가 협약 체결

1966

훈련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공장위원회의 역할 증대
‘5월 혁명’에 따라 총파업이 촉발됨. 사업장 노동조합지부 설치가
인정됨.
다수산업 직무보장 협약 체결. 다산업 월급제 도입 협약 체결에
따라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위의 단일성’이 인정됨.

196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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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고
용
관
계
1950년 시행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장 수준의 단체교섭이 인정됨.
이전 직무에서 받던 임금의 90% 수준을 계속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잉여인원 해고협약 체결
미테랑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립정부 수립. 주 39시간 노동법
시행
오록스법 제정. 물가 ․ 소득정책 개시. 퇴직연령이 65세에서 60세
로 낮아짐.
자동차산업의 대규모 파업
고용보호법률들에 한층 더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한(CNPF에 의
해 시작된) 다산업교섭이 실패. 공산당이 1981년에 성립한 연립
정부에서 이탈.
사회당 정부가 중도우파 정부로 교체됨.
신잉여인원 해고법에 따라 잉여인원 해고 전에 행정허가를 받도
록 한 종전의 규정이 폐지됨.
사회당 정부의 재집권 및 첫 번째 사회계획 발표. 최저통합임금
법(Revenu minimum d'insertion) 입법
사회당 정부의 두 번째 사회계획 발표

1990

중요 다산별 협약 체결

1991

국가고용사무소 재편성

1992
1993

정부의 장기실업에 대응한 중요 직업창출 프로그램 시작
사회당 정부, 국회의원선거에서 완전 참배. 우파 연맹 정부
Balladur 수상 집권하나 미테랑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남음.
발라두 정부의 ‘5년 고용계획’의 이행
자크 시라크 대통령 당선. 주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항해 주요 공
공부문 파업
자크 시라크 대통령 조기총선 실시. 총리 리오넬 조스팽이 이끄
는 좌파 정부의 출현
주당 35시간 근무 신규 법률 도입
CNPF가 MEDEF(Mouvement des Enterprises de France)로 대
체. Bernard Thibault가 CGT의 사무국장으로 선출
MEDEF에 의한 노사관계 개혁(la refondation sociale). 주당 35
시간 근무에 관한 두 번째 법률
잉여노동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정보 권리를 사회 근대화 법령
이 강화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선, 우파 의회선거에서 승리, 따라서 ‘반대
당과의 협력’에 종지부.

1981
1982
1983
1984
1986
1987
1988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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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21)

독일의 고용관계

Berndt K. Keller

1. 고용관계를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
독일 경제의 빠르고 놀라운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이후
에 시작되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
을 이끌어 내었다. 숙련된 기술인력에 기초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고
임금의 생산 모델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몇 십 년이 흐른 뒤
에 서독은 국가의 재건과 경제에서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나라일 뿐만 아
니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정치적인 면에서, 부유
한 서독은 1950년대 후반에 유럽경제공동체(EEC)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이후로 경제, 정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신념을 강력하게 유지하여 왔
다. 1990년대 후반에 독일은 유럽경제통화동맹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정적이지만 조종 가능한 금리 체계인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1970년대 초반에 붕괴되었고, 1970년대 중반과 후반
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원유 가격의 급작스러운 폭등이라는 결과
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독일 경제는 침체, 쇠퇴하였고 실
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경제 기적의 ‘전성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
21) 이 장은 이 책의 전 편집자였던 Friedrich Fürstenberg가 집필하였던 장
(章)의 새로운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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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1980년대의 중 ․ 후반에 점진적인 경제 회복이 있었다. 이
기간은 기록적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고용 부문에서 부가적인 일자리창
출을 이끌었다. 독일 모델은 전략적 근대화와 불가피한 합리화 과정이라
는 어려운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교적 높고 지속적인 실업이 발생하였다(평균 약 8%).
1990년,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
민주공화국(GDR)의 통일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사회주의 중앙집
중적 계획경제가 특정 자본주의 경제로의 급작스러운 통합 과정에서 나
타난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결과는 특별하였으며, 정치 ․ 경제에 대한 지
속적인 도전으로 나타났다. 서독에서 비교적 짧은 ‘통합 붐(unification
boom)’이 있었으나, 곧이어 1990년대 초반의 통독으로 실업은 증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주로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비율당 취업인구는 노동시장의 발전과 전반적인 고용 상황을 나
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이다. 약 81%를 상회하는 독일의 취업률은
거의 서부유럽 수준에 달하는 데에 비하여, 유럽의 이러한 취업률은 미
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이 비율은 이전에는 훨씬 높았으며
몇 년 후의 연금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점과 연령구조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더 높아져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약 63%)
은 거의 서유럽 평균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동 ․ 서독 간의 차이는 여
전히 존재한다.
독일의 보다 넓은 정치적 환경은 고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으로 특징지
어지는데 네 시기로 구분된다. 1949년과 1960년대 사이의 대부분은 자민
당(Free Democratic Party：FDP)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보수적인 기민
당(Christian Democratic Union：CDU)이 집권하였다. 1969년과 1982
년 사이에는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SDP)과 자민당(FDP)이
연합한 연립내각이 통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관계 제도를 변화
시켰다. 1982년과 1998년 사이에 기민당은 재집권하였고 자민당과 연합
하였으며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고 탈규제화하였다. 1998년에 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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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녹색당이 연합함으로써 그 이후 계속 집권하고 있다.
최근까지 독일의 고용관계는 정치․ 경제와 전후 절충에 있어 순수한 순환
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인식되었었다. 제도적인 뿌리는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 Republic, 1919~33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틀
(infrastructure)은 1945년 종전 이후 만들어졌다(Baethge & Wolf, 195;
Visser & van Ruysseveldt, 1996; Jacobi et al., 1998). 기본법인 1949
년 독일헌법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체제이다. 주(州)들은 공공정책(예를
들면 문화정책, 교육,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율권을 갖는다. 그러나
고용관계에 있어서 연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토대는 동일하나 국
가는 거의 권한이 없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사회안
전망(실업보험, 의료보험, 양로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
화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직업적 지위와 보험원리에 맞추
어진 광범한 사회적 법규는 항상 단체교섭이 아니라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다(Leibfried & Wagschal, 2000; Manow & Seils, 2000).

2. 고용관계 당사자
가.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독일에는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사용자단체(Arbeitgeberuverbände)뿐만 아니라 경제인연합체 또는 노
조연합체(Wirtschafts- 또는 Unternebmensverbände)들이 있다(Bunn,
1984; van Waarden, 1995a, 1995b). 이론적으로도 이들 이익단체간에
업무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 번째 범주는 정부와 의회(또는 일반적인 생산
품 시장 이익)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제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에, 두 번째 범
주는 특별히 단체교섭(또는 특정 노동시장 이익)을 포함한 사회정책 및 고용
관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국을 총괄하는 경제연합체들(economy-wide
peak associations)은 독일산업연맹(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Industrie: BDI)과 독일경영단체연맹(Bundesvereinigung Deutscher Arbeitgeberverbände: BDA)이다. 이 ‘연합체들의 연합체’는 광범위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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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금속사용자연합의 회원사와 조직률 추이
(단위: 개, %, 명)
연도

구서독

구동독

통독

1960
1965
1970
1975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회원사
전 체
9,626
9,935
9,594
9,471
9,108
8,173
8,168
8,081
7,752
7,458
7,094
6,731
6,504
6,307
1,365
1,278
1,111
983
792
655
540
503
9,533
9,359
8,868
8,441
7,886
7,386
7,044
6,810

조직률

57.5
46.4
45.2
44.0
42.8
43.1
39.2
37.7
37.2
34.5

28.0
22.4
18.7
16.0

37.7
35.6
34.6
31.8

회원사 근로자
전 체
조직률
2,755,264
3,040,108
76.3
3,264,598
73.3
2,865,519
75.6
2,950,325
72.9
2,936,637
71.6
2,920,487
69.0
2,738,722
67.4
2,458,665
68.2
2,305,423
66.7
2,210,511
65.7
2,109,019
65.3
2,072,480
64.8
2,078,935
535,066
65.7
270,942
63.3
204,458
59.4
163,725
52.3
141,748
36.2
119,713
43.7
100,423
37.8
88,271
32.2
3,455,553
70.6
3,009,664
68.4
2,663,123
66.7
2,469,148
66.8
2,352,259
65.2
2,228,732
63.9
2,172,903
63.2
2,167,206
62.2

자료: Müller-Jentsch & Ittermann(2000).

과 부문을 대표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게 협력
한다. 그러나 개인서비스부문 단체들은 세계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
부문의 단체에 비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 범주는 가입이 강제되는
상공회의소와 거래회의소(Handwerkskammern)가 있다.
이 세 범주의 이익단체들은 고용관계 외에 다양한 공공 및 준정부적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들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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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흔히 있는 일이며, 중앙연맹체의 회원 가입은 간접적이다.
이익단체들은 연방체계를 반영하는 지역과 산업 부문에 따라 조직된
다. 이러한 구조들은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이익을 대
변하는 수많은 조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다. 공동결정제도에 독일
철강 회사의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처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외된 분야는 공공부문 사용자연합체이다. BDA가 아
닌 부문별 연합체들에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다.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은 시계열 자료의 부족과 모든 부문에 대한 신뢰
할 만한 정보의 부족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의 나라(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에서 하는 것처
럼 조직률은 항상 근로자들의 조직률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다.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조직률은 75~80% 사이이다(Visser &
van Ruysseveldt, 1996; Bispinck & WSI-Tarifarchiv, 2000).
그러나 1980년대 이래로 사용자단체와 노조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
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연합체가 안정적인 것과 대조적
인 현상이다. 제조업은 가장 중요하고 사경제 중 비교적 기록이 상세히
되어 있는 부문이다. 금속사용자단체(Gesamtmetall)의 지역연합체 회
원사 근로자의 가입률은 서독을 기준으로 1980년대 초반 거의 80%에서,
통독을 기준으로 1990년대 말에는 근로자(그리고 기업의 ⅓)의 약 62%
로 낮아졌다(표 8-1).
안정성에 있어서는 부문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화학산업과 공공부
문 같은 몇몇 부문에서는 확립된 이익대표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
아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예를 들면 건설이나 인쇄업) 붕괴가 눈
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들이
조직화가 더 잘 되어 있으며, 동독의 조직률은 서독보다 더 낮다(Mü
ller-Jentsch & Ittermann, 2000).
내부의 단결력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회원사들은 그들의
조직 목적에 덜 따르려고 하고 있다. 어느 한쪽 중소기업의 특정 이익과
다른 한쪽 대기업의 이익을 조정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 집
단의 구성원 내의 갈등과 이들 조직내 분열의 조짐이 증가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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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협회의 정책에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소기업(SME)은 대체적으로 단체교섭 정책,
특히 그들의 근로시간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근로주(週)의 축소).
그들은, 중앙조직의 정책은 주로 대기업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
외의 다른 집단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
한 비용(changing cost)과 혜택의 변화를 고려한 후, 중소기업은 대기
업보다 더 빈번하게 단체를 탈퇴하였다.
모든 기업은 법적으로 현재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협약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후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필요성이 그다지 없다고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기존의 단체협약
의 조건들을 출발점으로 한다.
연합단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회원사에 대한 통제와 권한이 약해
지고 있다. 어떤 부문(예를 들면, 금속)과 지역에서는 최근의 조직원의
감소에 대응하여 제시한 정책이 소위 회원을 분할하는 것이다. 개별기업
들은 단체협약의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연합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적인’ 재화와 용역의 다양성은 모든 다른 정회원
(regular members)과 마찬가지로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
의 산물이 조직률 하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새로운 형
태의 연합체로의 발전을 이끌고 현재의 제도와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사
항을 더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나. 노동조합
산별노조주의(Industriegewerkschaftsprinzip)와

단일노조주의(Ein-

beitsgewerkschaft) 원칙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재건 시기에 도입되었
다. 첫째 원칙은 한 기업에 하나의 조합만이 허용된다는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생산직 및 사무직에 상관없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노조들은 정치적인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로비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독일노동조합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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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 DGB)이다. 그러나 독일노동조합
총동맹은 각 회원 노조가 수행하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합노조주의에 예외가 있다. 작지만 힘이 약하지 않은 기
독교노동조합연합(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CGB)은 약 30만
명의 조합원이 있고, 독일공무원연합회(DBB)는 120만 명의 조합원이 있
다. DBB는 공공부문에서 주로 (다른 부류의 근로자들도 대상으로 하지
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DGB는 1990년대에 성장
한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CGB뿐만 아니라 DBB도 최상급 단체인 독일노
총(DGB)과 연합해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이전의
독일사무직노조(Deutsche Agesteltengewerkschaft)도 또한 독립적이
었다. 특정 사무직 종사자 집단에 속해 있는 조합원은 약 46만 명이었
다.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간의 합병이 일부 성사됨으로써 2001년까지만
존속하였다. 아래의 분석들은 독일노총(DGB) 산하 노동조합에 초점을
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원의 80% 이상이 독일노총(DGB)의 조합
원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주의는 40년 이상 지배적인 원칙으로 남아 있고, 혼란의 세
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조직적 경쟁과
작업 관장이나 관할권에 관한 쟁의를 포함한 노동조합 내의 경쟁이 완전
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인(匠人)이나 직업조합주의의 보다 강
한 전통이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내적 갈등은 적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17개 노조로 구성된 DGB의 안정적인 조직 구
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합병과 인수(전에는 독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
았던 현상)는 조합원의 감소, 재정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탈규제
화를 포함한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이러한
합병은 점차적으로 산업노조주의의 오래된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보다 적
은 수의 노조가 발전하고 보다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최근의 과정을 통해 2001년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노동조
합인 독일통합서비스노동조합(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이 탄생하였다. 이 노동조합은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5개 노동조합으
로 이루어졌고, 약 3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Keller,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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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내부 혁신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수는 더욱 줄어들
게 될 것이다(그림 8-1 참조).
노동조합원수는 증가한 반면,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했기 때
문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 독일노동조합은 1980년대에 다른 유럽국가들
이 겪은 위기의 10년을 재정적인 문제 없이 버티어 내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은 비교적 조직적으로 안정되었고 지위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이 시기에 개혁을 시작하지 못하였다(Ross & Martin, 1999). 비교적 유
리한 환경의 시기는 다른 주요 국가에서보다 오래 지속되었지만, 마침내
1990년에 끝이 났다.
통일 이후 예기치 못한 조합원의 급격한 증가 이후인 1990년대 초반
에 모든 조합들은 조합원의 심각한 이탈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에 약
400만 명(조합원의 30%)의 손실은 노조의 단체교섭력을 약화시켰고,
‘노조의 해체’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노조 조직률은 수십년 동안 약 35%
[그림 8-1] 독일의 노조 합병
이전 노동조합명

합병 후 새로운 이름
IG Metall

IG Metall
Gew. Textil-Bekleidung

1998

1998/99

Gew. Holz und Kunststoff
Gew. Der Eisenbahner Deutschlands

Gew. Der Eisenbahner Deutschlands

Gew. Nahrung Genuß, Gaststätten

Gew. Nahrung Genuß, Gaststätten

IG Bau-Steine-Erden
IG Bauen-Agra Umwelt(formed 1996)

Gew. Gartenbau, Land und Forstwirtschaft
Gew. Der Politzei

Gew. Der Politzei

Gew.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 Erziehung und Wissenschaft

IG Bergbau und Energie

1996/97

IG Chemie-Papier-Keramik

IG Bergbau, Chemie und Energie
1996/97

Gew. Leder
IG Druck und Papier
Gew Kunst

IG Medien
(formed 1989)

Deutsche Postgewerkschaft
Gew Offentlich,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Gew. Handel, Banken und Versicherungen

(formed 2001)

Deustch Angestellten-Gewerk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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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였는데 1990년대 말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인 30% 이하로 떨어
졌다(Müller-Jentsch & Ittermann, 2000).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독일노조 조직률은 유럽 평균과 유사하다(Ebbinghaus & Visser, 1999).
노조가 직면한 다른 문제는 노조원 구조와 고용 구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 구조는 1960년대의 산업 및 고용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그때 이후로 시간제 근로자(part-timer)의 수가 전체 노
동력의 약 20%까지 증대되었다. 여성, 연소근로자(younger employees),
고학력 근로자, 민간서비스부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신경제부문, 그
리고 소위 비정규 고용부문이나 불안정 지위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의해
상대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공부문과 오래된 조직
에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은 주연령대의 남성, 일반적으로 구경제
(old economy)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노조원이 많다.
조직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노조 전략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게다가,
신생 서비스부문에서 구별되는 향후 정책들을 고안하는 데 심각한 문제
를 발생시킨다. 서비스부문의 미조직 부문, 특히 봉급생활자를 조직하는
것은 노조가 장기간의 생존을 위해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Traxler et al., 2001).
다. 국가와 공공부문의 고용관계
영미 국가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스템과는 달리 독일의 시스템은 높은 법적
강제(juridification)에 의해 특징지어진다(Weiss & Schmidt, 2001). 경영조
직법(Works Constitution Act), 공동결정법(Co-Determination Acts), 단
체교섭법(Collective Bargaining Act)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등이 그 예이다. 특별한 입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
위 판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유일한 예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집
단노동쟁의다.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연방노동법원의 결정
에 구속된다.
1980년까지 이런 법적 강제는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구속력’ 때문
에 외부자(outsiders)뿐만 아니라 내부자(insiders)에 의하여서도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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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았다. 보다 최근 들어 긍정적인 결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
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에 기여하였고, 돌발적 체제의 급격한 변화
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은 모든 개인에게 단결의 자유에 대한 기초적 권
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익집단에의 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클로즈드 숍이나 유니언 숍과 같은 조합안전 규정은 위법이다. 1949년
에 제정되고 1969년과 1974년에 수정된 단체교섭법에서 규정된 것처럼
사회적 파트너들은 교섭자율권 또는 자유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단체
교섭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당사자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
다. 단체협약은 서명한 당사자를 완전히 구속한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엄격한 평화유지의무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규칙은 쟁의행위의 기
회를 제한한다.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조정(mediation) 협약이 존재한다.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교섭의 절차적 결과이고 법이나 국가의 어떤 형태의 간섭
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많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연방 또는 주의 조정
(mediation)과 알선(conciliation)은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이러
한 중요한 기간에 국가의 개입은 자유단체교섭의 기본적 원칙에 모순된
다.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와는 달리 집단이익쟁의에 대한 중재는 없다.
권리쟁의와 이익쟁의 사이의 법적인 구별은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
다(Rechts-und Regelungsstreitigkeiten).
연방, 주, 지방 수준에 있어서 국가는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이
다. 공공부문의 고용관계는 한편으로는 임금근로자와 봉급생활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전통적 법적 차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소위 이 고
용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employment relations)은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서
구체화되었고,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공공재정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새로운 국채와 관련
한 엄격한 규칙(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함)은 유럽통화동맹에 가입하
려는 국가에 적용되었다. 이 규칙으로 여러 형태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압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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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전체적인 숫자(약 5백만 명)는 과거보다 적다(Keller, 1999).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
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통독
으로 구동독 공공부문의 잉여인력으로 짧은 기간 늘어난 후 점점 그 수는
줄어들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용자들 사이의 노동시장 전략의 차이
는, 양쪽 모두 더 많은 유연화를 추구하고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이용하
고자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Keller & Henneberger, 1999). 다른
DME의 견지에서 본다면 독일은 중간 정도 규모의 공공부문을 가지고 있다
(Bach et al., 1999; Dell'aringa et al., 2001).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사적부문 산업의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다. 그러나 시 공무원과 그들의 이익단체들은 단체교섭이나 파업이 허용
되지 않는다. 그들의 고용조건은 단체교섭이 아닌 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 그러나 이익단체 로비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Keller,
1993). 양자의 과정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서로 다른 신분의 집단
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관행은 1980년 후반 이래로 변화하였다.
단체교섭은 여전히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고 전국적 수준에서 행하여
진다. 이 구조는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의 공공부문에서 분권화되는 경향
과는 반대되는 것이다(Bach et al., 1999). 쟁의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주요 파업은 1974년과 1992년에 발생하였다. 게다가, 지역․지
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공동결정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
다. 그렇지만 민간부문의 공동결정제도에 해당되는 제도는 없다.
민영화는 수년간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다. 1990년대에 주로 지방 수
준에서 몇몇 민영화가 이루어졌다(예를 들면, 우편산업과 청소). 그러나
민영화는 또한 우편산업과 철도산업을 포함한 옛 독일의 독점산업에 영
향을 주었다. 민영화는 독일의 고용관행에 약간의 충격을 주었지만 영국
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덧붙여 말하면 새로
운 공공경영방법을 포함한 합리화 정책이 특히 지방 수준에서 시범적으
로 소개되었다(Naschold, 1995; Schedler & Proeller, 2000). 그러나
다른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문과는 달리 독일의 공공부문은 근본적인 변
화의 중점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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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상대적 잣대에서 볼 때(Siaroff, 1999),
대기업 내에서 독일은 불완전한 복수조합주의(영미계처럼)와 완벽한 코
포라티즘(corporatism)(호주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의 중간쯤을
차지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국가와 주요 경제이익단체 간에
이익을 중재하는 특정 제도인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이 전성기
를 이루었다. 이 시기 국가의 시책과 사회경제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참
여를 통해 이익단체들의 힘과 일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독일에서 협조행동(concerted action)이라는 제도 형태의 자율적인
임금억제책(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구속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
한 소득정책)이 정치적 논제의 제1순위가 되었다. 이 ‘미약한 거시적 수
준의 조정 형태’(Iversen, 1999: 159)는 또한 가격의 상대적 안정, 높은
수준의 완전고용, 꾸준한 경제발전,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의 균형과 같
은 거시경제를 포함하였다. 거시가 주도하는 수요자측 경제의 케인즈적
방법을 통한 경제의 노사정경영은 독일 사민당과 자민당(SDP-FDP) 연
립정부의 목적이었다. 몇몇 다른 국가와는 달리 독일 연방중앙은행은 완
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었다. 비록 이러한 선택들이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
과 모순되고,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에 반하거나 실업을 증가시키는 위험
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가격 안정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억제
가 연방은행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에서처럼 이와 같은 중앙집중화된 거시조합주의
(macrocorporatist) 협정의 고전적인 형태는 점차 쇠퇴하였다. 근원적
인 원인은 케인즈학파와 이들의 거시 수단에 의한 경기조절 능력의 쇠
퇴, 다수의 보수적 정치 기류의 전환, 신자유주의 이념의 도래,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 이후에 나타난 공급자측 입장의 경제학이 포함된다. 그
러나 더 최근에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처럼 거시적 수준의 신코포라
티즘(neocorporatism) 부활의 예비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Fajertag &
Pochet, 1997, 2000). 전국적 협약이 몇몇 국가에서 체결되었다. 이 ‘경
쟁적인 조합주의’는 비고전적인 거시적 조정의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지
고 국가의 경쟁력과 고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모든 조합주의의 제도들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서로 다른 목표를 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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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3의 당사자로서 정부
를 포함한다(Teaxler, 2000).
보수적인 기민당이 정부를 이끌던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선보이려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였다. 사민당이 이끈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연대’ 이후 도입된 광범위한 고용 관련 현안의 해결에 보
다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초과근로의 축소, 더 많
은 파트타임 일자리,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
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재정정책의 총체적 재정비를 목표로 한다. 높
지 않은 임금인상 요구와 생산성 향상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은 투자
를 고무시키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끔 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제3의
재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회민주당 사이의 중요한 관계는 물론 노동조합
과 예전 사민당과의 밀접한 관계와는 다르다.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은
모두 더욱 커졌고 빈번해졌다(Arlt & Nehls, 1999).
다른 삼자기구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작업장혁
신법(Work Promotion Act)이 통과된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국가는 또
한 노동고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연방고용사무국과 연방, 주,
지방 수준의 사무소들은 정책의 실행을 담당한다. 비용은 연방예산이 아
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실업보험에 의하여 주로 조달된다.
첫 번째의 적극적 조치(예를 들면, 교육훈련과 재교육의 확대, 부가적
이고 일반적인 직업창출)는 상대적으로 단명하였다. 실업이 예기치 않게
기록적으로 상승한 1970년대 중반, 소극적 정책(실업급여)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특히 통일 이후에 고용정
책 관련 비용은 점차 증가하였다(연간 GDP의 3% 수준까지). 작업장혁
신법과 기구의 설치는 비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과 노동력
이 부족한 기간이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장기간의 고실업상
태에서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1990년대 후반에 주요 기구들 중 일부분은 바뀌었고 신설 기구(예를
들면 통합계약)들이 소개되었다. 게다가, 노동부의 체계가 분권화되었
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공적 혹은
국가의 집단적 의무에 대비되는 자신의 고용 능력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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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특성인 이원적 직업훈련체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노사정 조합주의를 따르고 있
다. 독일의 제도는 다른 DME의 덜 통합된 훈련에 비해 경쟁적 우위가
있다. 이 구조는 연소자에게(연령집단의 2/3 정도) 두 가지 자격을 부여
한다. 일반적인 훈련과 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된 파트타임 직업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특별한 기술과 훈련은 개별기업에서 작업장 수준으로 획
득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특히 중간기술 수준에서)을 창조해 내는 이
정교한 구조는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능력이 부여된 노동력의 커다
란 장을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규격화되고 이론적인
능력을 갖춘 근로자의 지속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넓은 기술의 획득
은 ‘고기술․고임금’ 경제체제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직업훈련의 이중 구조는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
로의 이동을 쉽게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청년실업률을 낮게 만들었다. 덧
붙여 말하면, 충분한 기회는 수평적 이동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넓은
기능적 유연성을 높은 수준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독일 노동시장의 특별
한 구조(소위 3층 노동시장 구조라고 불리는)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제
도적인 구조 때문이다. 내부의 유연성의 다른 형태(예를 들면, 비교적 안
정적인 내부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유연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
러한 특별한 노동시장의 분할은, 고용과 해고 또는 좀더 정확하게 다른
대기업에서 전형적인 외부의 수적인 면에 있어서의 고용의 유연성이 확
보된 시장과 명확하게 구분된다(예를 들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3.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
가. 공동결정: 근로자의 경영참가
근로자 경영협력시스템 또는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한 주요한 두 가
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집단적 요구뿐만 아니라 단일한 근로자 대표에
따르도록 한 절차에 대한 상이한 조항은 입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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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및 스웨덴과 같은 국가와는 달리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은 더 이
상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Adams, 1995; Thelen & Turner, 1999).
‘산업민주주의’의 정교한 구조는 적어도 바이마르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두 개의 작업장과 기업이라는 상호 관련이 있는 수준을 포함한다.
1952년에 제정된 경영참가법은 1972년에 SDP-FDP의 연립정부에 의해
개정되었고, 1988년에 CDU-FDP의 연합정부에 의해 보다 좁은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 다른 중요한 개정으로는 2001년에 SDP와 녹색당
사이의 연립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있다. 소기업(근로자수 50인 이
하)에서의 복잡한 선출 절차의 간소화, 근로자위원수의 증가,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집단의 포함(예: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 종업원평의회의
권리를 확대·강화하였다(근로자들 사이의 직업훈련, 고용보장).
한편으로 법은 권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예: 정보, 자율협의, 거부권,
공동결정에의 구속). 또 다른 한편으로 법은 이익의 다른 분야와 관련되
어 있다(예: 임금지급 방법 체제, 근무스케줄, 초과근무 규정과 같은 사
회정책, 신규채용, 배치전환, 해고와 같은 개인 또는 관리직 관련 경제적
또는 재정적 문제). 절차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체적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고 강제력이 확보되었다. 통칙상 고용관계와 경제적 또는 재
정적인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가 더욱 강하게
보장된다. 그러므로 종업원평의회 활동과 관련한 제약과 기회에 대한 정
교한 법망은 소위 다른 나라에서 ‘경영특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한한다.
경영진과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협의는 회사 또는 작업장 협정을 이끌
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조항
과 배치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법적 기초 때문에 시스템은 변화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든다. 베버
(Weber)에 의하면,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몇몇 독일 사용자들은(아마
도 많은 수) 어떤 근로자 대표도 없이 운영하여 법망을 피해 나갈 생각을
하거나 이러한 이중구조를 벗어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독일 사용자들은 오히려 종업원
평의회와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Weber, 1994: 479). 그
러므로 상호 이익이 판명되게 될 것이다. 경영진과 종업원평의회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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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와 사용자 이익을 위한 상호 신뢰의 정신으로’ 협동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점 때문에, 그리고 단기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갈등적인 관계보다는 협력
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법적 강제와 기회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등하다. 그러나 실제로 매
우 다양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 중소기업에서 공동결정원칙에
대한 경영진의 수락은 증대하였다(Kottohff, 1994). 대부분의 종업원평
의회에서 중년층 고학력 남성 근로자의 이익이 다른 집단(예를 들면, 외
국인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에 비하여)보다 더 잘 드러난다.
첫째, 선거의 전체적인 참가율은 비교적 높다(거의 80%에 이름. 표
8-2 참조). 둘째, 종업원평의회 위원 재선출은 종종 있는 일이다(모든
경우 중 약 2/3 이상). 셋째,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
였을 때 상당히 높다(정규직 조합원 중 약 2/3와 평의회 의장 중 3/4 이상
이 조합원이다). 경영참가법은 소규모의 기업과(상시 최소 인원이 5인
미만), 개별법과 권리를 제한하는 공무원대표법(Staff Representation
Act)에 의하여 규율받는 모든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 정치 ․ 종교 ․ 자선 ․ 교육 ․ 자연과학적(scientific)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부분적으로만 규율받는다.
많은 다른 기업에는(대부분이 중소기업) 종업원평의회가 없다. 종업원
평의회의 설치는 필수적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자연발생적이지도 않으며
높은 적용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근로자의 수는 종업원위
원의 선출과 종업원평의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종업원평의회는 일반적으로 1,000인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에서 설치되며, 기업당 평균 근로자의 수는 하
락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종업원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민간기
업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
러나 이것은 민간기업 부문의 대다수(약 60% 수준)를 커버한다(Frick &
Sadowskr, 1995; Addison et al., 1997). 그러나 다른 조사연구에 의하
면,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의 60%가 종업원평의회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다
고 평가하였다(Bertelsmann-Stiftung & Hans-Bökler-Stiftu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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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1975~98년간의 독일 종업원평의회 선출 결과
(단위: %)

참가근로자
재선출 후보
새로 선출된 후보
조직화 정도
(DGB)
DAG
CDB
ULA
기타 단체들
미조직
독립
노동조합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

생산직
사무직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조합원
의 석

1975 1978 1981
82.6 81.9 79.9
72.7 80.8 79.3
72.3 72.8 65.6
69.9 75.9 75.4
27.8 27.2 34.3
30.1 24.1 24.6
67.9 58.6 63.2
78.8 71.4 79.9
10.4 14.6
8.5
2.6 14.4
5.2
2.6
0.7
3.7
0.0
0.1
0.5
―
―
0.4
―
―
0.5
1.6
2.8
0.9
0.6
0.7
3.4
17.5 23.3 23.3
1.5 13.1 10.5
―
―
―
―
―
―
―
―
―
―
―
―

1984
82.59
82.53
70.28
73.11
29.72
26.89
63.90
75.10
8.90
6.81
0.80
0.14
0.30
0.04
0.70
0.87
25.40
17.04
―
―
―
―

1987
82.50
83.60
63.38
71.51
31.62
29.44
65.39
74.81
5.56
3.56
1.04
0.26
0.14
0.01
0.36
1.22.
27.51
20.09
―
―
―
―

1990
79.14
75.85
68.43
72.19
31.57
27.81
69.25
78.37
3.98
3.79
1.04
0.45
0.06
0.09
0.52
0.67
25.15
16.45
―
―
―
―

1994 1998
78.8 64.6
76.6 68.4
67.1 67.9
71.1 71.2
32.9 32.1
28.9 28.8
66.7 61.9
74.7 73.2
4.3
3.2
4.5
3.0
1.6
0.5
0.2
0.4
0.0
0.1
0.1
0.0
0.9
1.0
0.7
1.5
26.5 33.3
19.8 21.9
12.8 15.2
12.2 11.8
13.7 18.1
7.6 10.1

자료: Niedenhoff(1999).

‘독일식 구조(Germany system)’라는 것에 관하여 널리 퍼져 있는 가
설들과는 달리,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현장근로자들이기 때문
에 이익대표에 접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의 결여’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단체협약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
한 심각한 결과를 갖는다. 보다 오래된 노사관계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단체협약의 시행에 관한 장을 두고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
업 수준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종업원평의회는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 만들어진 소규모 기업에서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종업원평의회제도
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커버되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에
서의 노동력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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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종업원평의회의 낮은 적용률은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
조원 모집의 중요한 경로를 침탈하게 될 것이다(Hassel, 1999).
근로자들의 참여와 생산성, 승진, 기술혁신과 임금에 관한 그들의 이
익집단의 형성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계량경제학
적 증거는 불확정적이다. “이 조사 결과는 근로자 대표의 형태에 대한
지도자 또는 적대자라고 하는 단순한 주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하지는 못
한다”(Addison et al., 1996: 581).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고용관계에 있
어서의 독일의 특별한 이중구조 덕분에, 교섭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보다
종업원평의회가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노
사관계 연구와 독립적이다. 전통적인 노사관계 연구는 근본적으로 질적
인 면에 치우쳐 있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며 특별한 변수 대신 획
일적인 구조에 더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공동결정은 경제적 능률에 기초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로서 정의된다.
공동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 즉 형식적, 간접대표성, 집단적이고
조합중심적 성격을 현저하게 나타낸다. 대량생산체제와 규격화된 대량
생산품, 경영에 대한 중요성 감소, 그리고 탄력적 분화,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 일본식인 ‘린(lean)’ 형태와 생산에 대한 신개념의 증가는 이전에
잘 형성된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Kern & Schulmann, 1986).
1980년대 중반 이래로 경영중심적, 경제학적으로 동기화된 직접적 개인
참가와 같은 다른 형태들이 소개되었다. ‘근로자 참가’와 같은 가장 잘
알려진 예들은 품질관리반과 반자율적 노동집단들이다. 1990년대 중반
까지 제조업의 모든 기업 중 15%가 품질관리팀을 운영하였고, 14%가 팀
제(teamwork)를 실시하였다(Dreher et al., 1995). 연방정부의 하나인
Lower Saxony에서는 전체 기업 중 48%(전체 근로자의 60%)가 집단 작
업을 시작하였다(Addison et al., 2000).
개인 작업장에서의 직접적 참여와 같은 상이한 형태의 확산은 공동결
정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형태의 점진적 후퇴와 대조를 이루었다. 종업
원평의회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위협으로 보이는 '경영'참가에 대한 변
화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다수는 이러한 직접적인
참가에 익숙해졌고 종업원평의회는 더 나아가 그들의 목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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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전형적인 공동결정과 직접적 경영참가는 각각의 것들을 서로 보충한다.
‘경영특권’의 복원이 아닌 ‘쌍무계약’ 또는 교섭은 Müller-Jentsch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수한 형태이다(Muller-Jentsch, 1995: 75).
조만간 독일체제의 구조적 특징들이 변화할 것이다. 이중구조는 노조
와 사용자단체 간의 부문별 단체교섭, 종업원평의회와 경영진의 기업협
상, 그리고 선출된 팀의 지도자의 직접적인 경영참가라는 삼중구조에 길
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나 발생하고 있는 분권화와 비전형적 구조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기구에 대한 통합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상부 수준(또는 기업별 수준)의 공동결정은 독일 기업의 특별한 법적
관점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영미계에서의 상대방이 통일
되어 있는 구조와 다른 이중구조 때문이다. 모든 전략적 결정은 소규모
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보다 큰 감사기관에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모든 전략적 결정을 집행하고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일일 상황을 체
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참가는 일반적으로 ‘법인’과 같은 기구에 의존한
다. 감사회 조직의 일부분(특별법에 의하면 1/3에서 거의 1/2까지)은 노
동조합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들이다. 게다가, 이사회의 한 구성원인 노
무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기업들
의 대부분은 노무관리자가 고용관계와 사회정책을 담당한다.
기업별 수준에서 공동결정에 관한 상이한 법들이 있다(공동결정법).
광산업과 철강업에 대한 특별법(광산공동결정)은 감사회 내에 자본가
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완전 대등성의 영향력이 큰 형태로 1951년에 제
정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있어서 매우 큰 상징적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배
산업(광산업)의 사양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적어졌다. 약 50
개의 기업만(약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규제받고 있다(Müler-Jentsch & Ittermann, 2000).
1952년에 제정된 경영조직법은 비교적 약한 권리들(감사회 의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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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인정하였다. 이 법은 500인 이상 2,0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특별한 법적 형식을 갖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모든 기업들을 규제한
다. 이 법은 약 2,600개의 기업들에 적용된다.
1976년의 공동결정법은 노사 양 당사자의 힘이 대등하게 할 권리들을
승인하였다. 2,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유한기업에는 유효하기 때
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회원사 수는 약 500개
로 거의 안정적으로 고정되었으며 해가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다. 1990
년대 초반에 이 수는 상당히 증가한(약 700개) 이후 두드러진 변화가 보
이지 않았다. 통일이 회원사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대규모 기
업으로부터 소규모 기업으로의 분열과 이전의 공기업의 사유화가 다른
주요한 원인들이다.
<표 8-3>에서 보이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근로자 중 4분
의 1만이 종업원평의회와 감사회에 대한 대표라는, 즉 ‘이중공동결정’의
적용을 받았다. 근로자의 15%는 종업원평의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
다수(약 60%)는 어떠한 대표기구도 갖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회사의 규
모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ertelsmann-Stiftung &
Hans- Böckler-Stiftung, 1998). “독일 경제에 있어서 공동결정이 축소
되고 있는 실재는 이제까지는 조직화된 근로자 집단을 상당히 약화시키
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동결정이 계속해서 약해지지 않고 침식한다면 필
연적으로 노동조합을 손상시킬 것이다”(Silvia, 1999: 82).
공동결정의 다른 경로는 일반적으로 기업별 수준 또는 작업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암암리의 대립 대신에 비공식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공식적
인 협조의 정교한 형태로 점진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왜냐하면 집단적
‘목소리’(그리고 의사소통의 진보된 경로)의 분화된 메커니즘이 제공되
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퇴출’(예를 들면, 자발적 사직)의 형태는 보다 덜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사회적 파트너십’ 안의 암묵적인 승인의 관념이
고용관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 혹은 ‘적대적’이라는 전통적인 관계의
계급적 적개심에 대한 관념보다 실제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기술이다.
애덤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Adams, 199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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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독일의 공동결정 형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근로자대표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민간부문
1984
1994/96
이중공동결정
(종업원평의회와 관리자의 회사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대표)
단일공동결정
(종업원평의회 단독)
공동결정을 하지 않는 회사들

공공부문
1984 1994/96

30.5

24.5

22.2

18.2

1.9

15.0

40.8

36.9

50.6

60.5

37.0

44.9

자료: Bericht der Kommission Mitbestimmung(1998).

제3자에게 쟁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야 할 필
요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형태로 수정된…… 일반 협약이 있다. 공
동결정의 시작은 협력적인 경영상 접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
편으로 근로자 대표들은 빈번히 직면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영상의 결
정에 정통해질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이해는 보다 나은 협조와 택해진
결정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종업원평의회는 전체 작업장의 이익을 대표할 필요가 있고(고위관리
자의 소규모 집단을 제외하고), 또 종업원평의회는 공식적으로는 독립적
이고 노동조합과는 분리되어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평화 유지와 경영진
과의 ‘성실한 협조’의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기업에서의 공동결정과
업종별 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은 분리될 것이 기대되며, 종업원평의회는
임금과 소득 분배의 ‘양적인’ 문제와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 두 이익
집단의 활동 무대는 집단적 활동에 있어서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활
동하는 구성원도 다르다. 종업원평의회는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산업 전반의 이익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대표한다.
비록 그들이 노동조합의 활동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업원평의회
위원(회원이거나 위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2/3와 3/4 사이)들은 또
한 ‘그들의’ 노동조합에서 충실한 조합원이기도 하다. 1990년대를 거치
면서 노동조합원이 아닌 독립적인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의 비율은 4분의
1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모든 종업원평의회의 활동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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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서비스(예: 직업훈련, 법률전문상담, 일반적인 정보제공)를 제
공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업 수준에서는 종업원평의회의 활동에 의
존한다. 신규 회원 모집은 기업별 수준에서만 일어난다. 신규 가입은 종
업원평의회의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대체로 대기업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허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업원평의회는 다른 나라의 ‘기업별 노
조’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Thelen(1991: 2)에 따르면, 이러한 양쪽의 기구와 그들의 이
익을 대표하는 범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묵시적 의존의 구
조는 수십 년 이상 발전되어 왔다.
중심적인 논의는 근로자측과 자본가측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는 제도
상의 합의가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조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서독의 특이
한 노동관계에서의 이중구조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혼란과 정치
적 변화를 통해 제도적 회복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나.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기본적 과정은 단체협약법(Collective Agreement Act)에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임금협약은 임금수
준과 주기적인 변화의 수준을 확정한다. 둘째, 하부협약(framework
agreements)은 임금과 임금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상술한다. 셋째, 총괄
협약(umbrella agreement)은 다른 근로조건을 규정한다(예: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일). 5만 2천 개의 유효한 협약들이 있다(Bispinck &
WSI-Tarifarchiv, 2000).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명시적인 최저임
금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발적으로 저임금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는 할 수 없는(유리의 원칙) 기업의 임금 최저한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떤 사람도 ‘유보된 임금’ 이하로 제시된 일자리를 받
아들여서는 안 되고, 유보된 임금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하여 정해진다.
단체협약법에 따르면, 협약은 특정 부문이나 지역에서 모든 기업을 법
적으로 구속하도록 효력이 확장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공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적 효력, erga omnes)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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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몇몇 부문(주로 건설, 섬유, 식품, 도소매업)에
서만 사용된다. 1990년대 말까지 이것은 600여 개의 단체협약에만 적용
하였거나 유효한 협약 중 약 1.2%만 적용하였다(Clasen, 2000). 단체협
약 적용의 중요성에 대한 예외적 부문이 건설업이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문적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에 따라 소셜덤핑(social dumping: 개
발도상국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의해 생산 코스트를 인하하여 생
산된 제품을 해외에 덤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 사이의 조직적 구조와 단체교섭 구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체교섭은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이루어
진다(예: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이러한 지역적 활동은 거의 예외없이
매년 이루어지고, 산업 양 당사자의 전국적 조직에 의하여 중앙집중적으
로 조정된다(예: 금속사용자연합과 금속노조). 중앙화와 내부 연합의 조
정 수준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 특별한 구조는 특히 금속산업에서 단체교섭의 패턴
을 이끌었다. 한편, 조심스럽게 선택된 특정한 단체교섭 지역에서 이루
어진 ‘조종사 단체협약’은 동종 산업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다른 주요 부문에서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된다(내부협의회
조정을 통하여). 그러므로 실질적인 조정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대부분
의 다른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영국을 제외하고) ‘다수의 사용자’ 또
는 ‘산업 전반에 걸친’ 단체교섭이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이다. ‘유연하게
조정된 임금(Iversen, 1999: 159)’ 구조는 아마도 놀라울 것이다. 왜냐하
면 이것은 1990년대에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비난받았었기 때문이다.
노동비용이나 명목상 임금의 변화는 특정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모든
기업에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이다. 근로자․산업․지역적․자격별 집단
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의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로조건
표준의 높은 수준(주로 임금격차와 근로시간으로 압축)은 분권화된 구조
와 비교된다. 더욱이 거래비용의 절감은 지역별 단체교섭의 명백한 경제
적 이점이다.
기업별(또는 ‘단독 사용자’) 단체교섭은 교섭 대표자로서 가능한 한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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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을 포함하려고 한다. 이는 1990년대에 성장하였
고, 주요 사용자단체의 수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에는 거
의 6,000개에 이르러 두 배가 된 기업수의 증가는 근로자 증가 비율보다
높은 편이다(서독에서는 8%, 동독에서는 13%). 이러한 분포의 이유는 대
부분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형태의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산업별뿐만 아니라 동․서독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Schnabel,
2000). 전체 단체협약 가운데 3분의 2가 산업별 단체협약이고 3분의 1이
기업별 협약이다. 그러나 후자는 2,200만 근로자를 커버한다(Clasen,
2000). 단체교섭의 가능한 수준의 변화는 양 방향에서 발생한다.
1990년대 초반에 폴크스바겐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근로시
간과 업무 감축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을 도입하였다. 노동조합은 표준근
로시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하여서도 양보하였다. 경영진은
작업장에 일시적인 ‘고용보장’을 약속하였다(Promberger et al., 1999).
게다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교대제와
부단한 개선 공정을 도입하였다. 노사간의 합의는 다른 나라에서 ‘양보교
섭(고통분담론적 교섭)’이라 불리는 독일의 변형으로 뒤늦게 이해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시도의 중요한 요소들은 동·서독 양쪽의 서
로 다른 부문에서 모방되었다(Rosdücher, 1997a). 그러나 ‘보상적 교섭
(quid pro quo bargaining)’이라는 새로운 형태는 지배적인 ‘새로운 패
러다임(new paradigm)’이 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대량 일시해고라는 전
통적 기재가 사용되지 않는 몇몇 분야에서 기업의 단기적 문제를 극복하
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Seifert, 2000). 몇몇 양보는 또한
내부자(insider)와 신입자(entrant) 간에 임금구조가 다른 ‘이중 임금구
조’의 도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널리 알려
진 내부 문제를 만들어 냈다(예를 들면, 미국).
‘산업별 단체교섭의 위기’ 속에서 이전의 산업별 단체교섭의 종합적 적
용률은 1990년대 초반 이래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체 근로자(1980년대)의 80%였던 것이 서독에서는 전체 근로자(모든 회
사의 절반보다 더 적은)의 약 66%로 감소하였다(Kohaut & Schnabel,
1999).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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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광산․에너지, 건설회사들은 통합되었고, 반면에 다른 사적
부문은 더욱 낮은 비율을 보인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적용률을 보인다. 처리비용(예: 교섭과 노동쟁의)에 있어서 상당한
절감은 이러한 다른 점들에 대한 중요한 설명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신
생 회사들은 오래된 회사에 비하여 그 비율이 더 낮은 것 같다. 서독의
회사들은 또한 동독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동
독에서 전환의 과정 중에 단체교섭을 하는 전체 기업 총 근로자의 적용
률은 절반 정도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Bellmann et
al., 1999). 1990년대에 단체교섭의 분권화는 하나의 경향이었다.
독일 시스템의 붕괴의 한 조짐은 단체교섭과 종업원평의회라고 하는
시스템, 즉 양 이익단체 적용률의 조합이다. 양자가 모두 쇠퇴함에 따라
적용대상 근로자의 비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55%에 해
당하지만 전체 기업 중에는 소수(서독 약 14%, 동독 약 12%)만이 두 가
지 대표 형태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하는 데 가장 중대한 결정요인은 근
로자수이다(WSI-Projektgruppe, 1998). 중소기업에서는 산별 단체교
섭의 결과가 종업원평의회의 관리와 감시를 통해 이행될 수 없고, 관리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종업원평의회가 없다면 강력한 분권화라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다.
기본적 특성 중의 하나인 독일 시스템의 ‘이중성’은 지속적으로 약화
되고 있다. 분권화는 이익대표 양자의 제도적 형태가 공존하는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산업별 교섭의 결과를 이
행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비율과 소수의 종업원평의
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Bellmann et al., 1998).
1980년대 후반이 거시경제적 실현(예: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에 관한 집중화의 상이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 논문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초기의 연구들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높은 분권화뿐만 아니
라 집중화가 당사자들을 중재보다는 수행하도록 하였다(Calmfors &
Driffill, 1988)는 점을 지적하였다. 독일은 적절한 임금인상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간적 국가의 가장 비호의적인 그룹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기구와 공공정책에 대한 장점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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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에 있어서 보다 많은 분권화와 기업별 교섭을 요구되었다.
집중화되기보다는 거시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coordination)
의 다른 형태를 보이는 연구로 최근에는 ‘선형’이 아닌 소위 ‘원형’의 관계
가 연구되었다(Soskice 1990; Dell, Aringa & Samek Lodovici, 1992;
Traxler, 1997; Traxler et al., 2001). ‘집중화’와 ‘조정’은 동일한 개념
이 아니며 분석적인 이유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고도의 집중화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수평적․수직적 조정은 고용관계를 포함하는 기구로서
의 고도로 총체적인 이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독일은 중간 정도의
집중화된 시장경제 구조군에 속하지만, 그 부문별에 있어서는 비교적 고
도화된 계획경제이기도 하다. 패턴교섭(pattern bargaining)의 특별한 형
태는 고도화의 조정을 보여준다.
다. 노동쟁의(industrial disputes)
독일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행동의 기회는 제한적이다. 노동조합의 자
격 박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파업 전후의 노동조합원의
투표는 단체행동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 투표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정한다. 기본법과 결사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파업뿐만 아니라 법적 대항 장치로서 공장(직장)폐
쇄도 포함한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장(직장)폐쇄의 타당성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쟁의행위까지 확대된다.
비교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쟁의는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상대적으
로 더 작은 국가들은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Clarke et al., 1998;
Eaton, 2000). 이 코멘트에서는 선택된 지표가 무엇이든지 적용된다(예:
노동손실일수, 회사에 대한 영향, 참가근로자수).
매년은 아니지만 이따금 발생하는 중대한 쟁의의 패턴은 제한된 총체
적․경제적 영향력을 갖는다. 산업별 분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
화되었지만 쟁의는 소수의 산업으로 한정되었다(예: 금속산업과 인쇄
업). 소위 살쾡이파업(wildcat)과 비조합적 파업(임시쟁의단)은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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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지만 발생한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호전성이 증가하
였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많이 발생하였다.
단체교섭 구조에서 공장(직장)폐쇄는 사용자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조
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파업에 대응하고 통상적인 쟁의
를 격렬하게 한다. 1950년대와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주로 발생하였고
몇몇 산업, 주로 금속산업에 집중되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사용자단체
내에 상이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Hege, 1999).
왜 독일에서 노동쟁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가? 첫째, 단체교
섭의 집중화된 시스템은 보다 분권화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쟁
의를 발생하게 한다. 둘째, 고용관계의 ‘이중’ 구조는 노동쟁의보다 오히
려 장기간의 협력과 묵시적 신뢰를 향상시킨다. 셋째, 현존하는 협약에
대한 해석에 관한 권리의 개인적 집단적 분쟁과 새로운 계약에 따른 용
어의 사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분쟁 사이에 중요한 법적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그룹으로 효율적인 ‘고충처리기관’으로서 기업별
수준의 조정위원회나 지역, 지방과 전국 수준의 독립적이고 특화된 노동
법원의 시스템에 의해 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익쟁의만이 합법
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현재와 향후의 문제들
가. 유연화와 탈규제화
탈규제화와 유연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대기업에서 노동시장뿐
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탈규제화도 1980년대 이후로 정치적 어젠다
(agenda)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방침, 정치적 요구와 실제
방침 및 결과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보수적인 사회민주당
정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수정부들 사이에도 상이점이 존재한
다. 독일의 보수연립정부에 의하여 시작된(1982~98년) 탈규제화는 대
처리즘이나 레이건의 정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수개의 요구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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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공급 측면의 정책과 통화주의는 독일을 지배하지 못하였고, 조직
화된 노동관계는 결코 심각하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노동시장 탈규제화에 대한 입법적 기반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Keller & Sekfert, 1998).
－1985년의 고용촉진법(the Employment Promotion Act)은 탈규제
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논점이 되는 예이다. 이 법은 고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낮추었고 기간
이 있는 계약 형태를 확대하였다. 경제 사이클의 상이한 기간들을
포함하는 연구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고용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 시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
동시장의 구분에 있어서 ‘수적인 유연화’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지
만 이 법은 드물게 사용되었고 적은 수의 기업에서만 사용되었다.
－1988년 경영조직법에서의 적은 수의 조정 장치는 상위 집행부에 대
한 특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를 포함한다.
－1994년에 시행한 직업소개의 민영화는 고용에 관한 연방사무소의 이
전의 독점을 대체하였다. 개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소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사기업의 직업소개 업무는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약 2%), 노동시장에 대한 협소한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근로시간법(1994년)은 1930년대에 시작된 규정을 대체하였다.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으로 정하고, 초과근로시간(1일 10
시간, 1주일 60시간까지)도 정하였다.
보수정권이 잔여 임기 동안 집권하며 탈규제화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Traxler et al.(2001)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
다. “외부의 민감성에 편승한 탈규제화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시
장을 혼란케 한다. 완고한 신자유주의자조차도 그러한 프로젝트에는 착
수에서부터 움츠러든다”(Traxler et al., 2001: 283). 절차법상, 그리고
실체법상의 탈규제화를 위하여 관련된 전략이 없다. 결과는 조심스러운
탈규제화 방법과 온건한 재규정으로 임시변통으로 그러모은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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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질 수 있다. 노동조합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규제화
를 지지하는 자들이 주장한 원대한 목적은 성취되지 않았다(Keller,
1998; Fuchs & Schettkat, 2000).
이러한 결과는 고용보호입법이 ‘원래 그 자체의 수준보다 실업에 대한
역학 구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낸 OECD에 의한 정책연속선
상에 있다. 완벽한 탈규제화 또는 명백히 경직된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법
적 기초를 해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이 보수정권에 의해 소개
된 이후에 그 중 몇몇은 사민당-녹색당 정부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보다
통일적인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재규정의 조심스러운 행보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경영진이 1980년대 초
반 이후에 고용관계 개편에 있어 ‘중요한 주동자’이다. 보다 유연화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는 사용자와 그 단체, 그리고 경영진에 의하여 표출된
다. 진보된 이유는 표준화된 대량생산 시대의 끝에 작업 조직화에 따른
새로운 패턴과,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상태의 변화를 포함한다. ‘유연화’라
는 말은 상당히 다양한 뜻과 다른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Esping-Andersen
& Regini, 2000). 유연화는 적어도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즉 시간에 있어서
유연화, 임금과 봉급에 대한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그리고 고용과 계
약 형태의 유연화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는 대형 노조인 금속노조가 결성된 이후 주 근
무시간을 단축할 것(예: 35시간/1주일)을 요청한 후에 1980년대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추가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공
급을 줄여야 했다. 교섭장에서의 결과는 보다 짧은 근로시간, 보다 강력
한 유연화와 기업 수준에서의 근로시간 배당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였다.
보다 짧은 근로시간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쟁취된 반면, 다른 문제들은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이익 때문에 배제되었다.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배치되었다. 근로시간은 일, 주, 또는 계절, 약 1
년에 동등하게 긴 시간으로,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더 길고 다르게 배당
되었다. 근로시간은 분리되었다. 주말을 포함한 새로운 교대제에 따른 기
업의 작업시간, 그리고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로 분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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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근로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생산성과 생
산시간은 증가되었다. 특히 대기업에서 근로시간의 배분에 대한 관리는
전문화된 새로운 분야가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어 냈다.
1990년대 초반 이래로 근로시간에 대한 단체교섭의 어젠더는 상당히
바뀌었다. 총 근로시간의 단축은 더 이상 어젠더가 되지 못한다. 사용자
들은 강력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근로자들은 임금상승과 근로
시간 단축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근로시간의 개별화는 주요한 논
점이 되었다. 단기간 또는 장시간의 개인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는 적어
도 근로자의 40%에게 알려졌다(Bundesmann-Jansen et al., 2000).
독일 경제의 모든 대규모 부문에서 휴가의 연장, 직업훈련이나 조기퇴직
과 같은 합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의 협의와 이행은 종
업원평의회에는 매우 중요하다.
임금과 봉급(부가급여 포함)에 대한 유연화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
논의가 시작된 후에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에 노동조합은 실질임금을 증가시킬 수 없었고,
다소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의 삭감도 있었다. 임금 재분배에 대한 문제는
중요성이 감소하였고,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분배는 1970년대 초의 수준
까지 다시 떨어졌다(약 72%). 임금 동향의 범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식 부문별 단체교섭 이후 기업별 수준의 비공식적 교섭인 제2
차 교섭 또는 부가적인 교섭에서 나타났다. 1990년대에 생산직과 사무
직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저임금과 고임금 사이의 격차가 보다 심화되
었다. ‘빈곤한 근로자’는 더 이상 어느 부문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
다. 자본과 투자 회수율이 부차적인 직업의 창출을 기대하지 않고 상승
하기 시작하였다.
유연화의 다른 형태와 비교하여 기능적 유연화는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야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직업훈련에 있
어서 이중적 구조 때문이다. 고도의 일반 훈련뿐만 아니라 특별 훈련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외부 유연화
뿐만 아니라 내부적 유연화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으로부터
다양한 우량 상품으로의 변화에 따라 작업구조, 작업규칙과 생산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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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보다 큰 유연화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하여 오히려 논쟁의
여지가 적다. 직업 구분과 엄격한 연공서열은 독일에서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지배적인 고용구조는 사회보험(양로보험을 포함
하는)의 적용을 받는 전일제(full time) 취업, 종신 개인고용이라는 소위
정규직 고용관계로부터 비정규직 고용으로 옮겨지고 있다. 다른 대기업에
서는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 고용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Delsen,
1995). 이러한 것은 비상근직의 변형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자영업, 원격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임시의) 직업소개라는 새로운 형
태를 포함한다. 직업소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은 이러한 비전형적 고
용관계의 형태에 넓게 포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이 총 고용
계약의 3분의 1에 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관계 구조의 이러한 최근 추세에 관한 장기적 결론은 완전히 분석
되지는 않았다(Keller & Seifert, 1995). 그러나 ‘중심부’ 근로자들과 비
교하여 볼 때 ‘주변부’ 근로자들의 조직률은 낮다. 종업원평의회에 의한
이익대표는 그 효과가 적고,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구조가 훨씬
더 지배적이다(Düll & Ellguth, 1999).
더욱 분화되고 새롭게 나타난 분열양상으로 인한 불안과 다양한 외부
자의 상관관계는 고용불안정을 더욱 시장 중심적으로 재편되게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통합되고 보호되는 부분과 비조직화되고 보호되지 않는
부분 사이의 양극화를 증대하였다. 노동력의 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
합, 불평등의 정도, 그리고 고용과 관련한 사회보험의 범위(특히 양로보
험)도 이전보다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연화(사용자에 의해 추진되는)와 탈규제화(보수정권에 의해 시작된)
는 필연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
은 동시에 발생하였고 분권화에 기여하였다. 분권화는 일반적인 경향은
아닐지라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고용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결론들을
가져왔다(Katz, 1993; OECD, 1997; Traxler et al., 2001).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행보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며,
‘비조직화된’ 분권화와 반대로 ‘조직화된’ 분권화로 분류된다(Trax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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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소위 개방형 조항(opening clause)은 비교적 동일한 부문별 교섭
의 구조를 확보하여 시작하고 개조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예: 금속, 화
학, 도소매, 섬유, 인쇄업)의 단체협약에서 합의되었다. 기업별 수준의
관여자들을 위한 ‘전략상 선택’과 보다 ‘유연한’ 기회의 채택은 독일에서
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된 조항은 오히려 다른 효
과를 가져온다(Rosdücher, 1997b; Bellmann et al., 1999; Tüselmann
& Heise, 2000).
사용자단체의 주목적은 기업별 교섭을 선호하는 산업별 교섭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폐지하기보다는 개방형 조항의 채택을 바꾸거나 수정하
려고 한다. 이것은 이러한 사용자단체들이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치는 분
권화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이기심 때문이
다. 개방형 조항은 ‘중앙 조정’의 과정을 개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의된 단체협약은 대부분의 산업별
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경영진과 종
업원평의회에 있어서는 단지 일반적인 선택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의 분
배, 작업조직, 임금과 같은 상이한 문제들은 특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술될 수 있다. 분권화는 다른 것들보다(예: 임금) 몇몇 문제들(예: 근
로시간)에 관하여 더욱 성공적이었다(Bispinck, 1997).
기업규칙 혹은 취업규칙은 경영참가법하에서 유연화의 한 형태인데,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양과 질에 있어서도 기업의 근로자수만큼 증가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임금체계, 근로시간, 휴가와 사회복지 같은
강제할 수 있는 공동결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적․개인적 문제들에
한정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분권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80
년대 중반 이래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영향력과 힘이
억제되고 약화되는 반면, 경영진과 종업원평의회의 영향력과 힘이 점차
적으로 강화되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양자간의 힘의 균형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옮겨갔다(Windolf, 1989; 1990). 이러한 사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기술변화, 작업구조의 새로운 형태, 세계시장의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른 ‘고신뢰, 저쟁의 관계’의 확립
은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생산품시장에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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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평의회는 그들의 전통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임에 대해
서도 협동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욱 개인적인 근로시간의 산
정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의 사업장 수준에서의 이행 도입은
종업원평의회 위원들의 임무에 가중된 것이다(WSI-Orojektgruppe, 1998).
이익대표의 덜 중앙집권적인 패턴에 대한 암묵적인 필수조건은 종업원평
의회의 존재이다. 그러나 쇠퇴하는 노조 조직률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종
업원평의회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종업원평의회의 평화유지 의무는 노동쟁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것은 기업 수준에서 분배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는 분권화
하에서는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교섭권의 분권화로의 근원적인
변화는 노동쟁의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의 권리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행로는 보다 적은 협력과 보다 많은 쟁의로 이끌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파업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생각은 기본법
에도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권화의
정도를 과대평가하여서는 안 된다(Ross & Martin, 1999:380). 부문별
수준에서 공식적인 기구와 절차적 합의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중요한 문
제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기업별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옮아가고 있다. 따
라서 교섭의 공식적 구조가 아닌 결과와 기능이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전후 노동관계 제도’(Silvia, 1999:114)는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을 결정할 근원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양 수준
에서(기업별, 부문별) 특정 관여자 사이의 힘의 균형은 명확하게 기울고
있다. 이전의 기업별 수준에서의 협의의 범위는 근로시간의 배치와 작업
조직에 의하여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와 정부 간의 이전에 균형잡힌 부
문별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관여자와 기관과, 기업별 수준에서의 공동결
정 사이에 이것은 긴장과 쟁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산별간 이질성과 다양성의 정도는 1990년 초반 이후로 두드러졌다.
건설업은 연속적으로 붕괴하였고, 금속업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반
면, 화학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중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차이는 증대하였다.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여겨진 공공부문에서조차도
대중교통의 몇몇 부분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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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분권화의 경향을 확대시키기보다는 현존하
는 교섭구조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이 제도권 내의 구조와 고도
로 적법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 수준에서
제도상의 하부조직은 고도의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는가?
나. 독일통일: 내부적 변화
독일의 전후 1945년의 정치적․경제적 분단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에 갑자기 끝났다. 그 이후로 사회주의 경제
는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정책가들은 결핍과 재건의 새롭고 긴 임무를
과소평가하였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동독의 신개발이 서독에 상당한 영
향을 주었다. 이러한 동독의 신개발 경험의 서독에의 적용은 서독을 건
설과 새로운 구제 구조를 실험하는 실습실로 만들어 버렸다.
동독의 고용은 구체제가 붕괴된 후 곧 약 3분의 1이나 떨어졌다(950만
명에서 약 600만 명까지). 중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생산
과 하부조직의 낡고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 노동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잘
못된 배치, 동유럽 및 중앙유럽의 무역상대국과 수출시장의 예기치 않은
붕괴(COMECON), 서독과의 상품 경쟁 및 동독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로
인한 내수상품의 판매 저하 및 환경생태학적 손상(Sinn & Sinn, 1994).
심각한 탈산업화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보다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고착화된다. 첫째, 노동시장 관리의 구조가 개발되어야만 했다. 무엇보
다 이것은 조기정년제 프로그램과 단시간 근로를 포함하고 있었다. 후에
고용장려와 구조적 개발을 위한 보조 사무소뿐만 아니라 훈련과 재훈련
이 포함되었다. 동독으로부터 ‘두뇌유출’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
독으로 이주하였다(Silvia, 1999).
동독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업(1/3의 장기 실업상태를 포함하여)
은 서독의 거의 2배에 달하였고, 동독의 산업화된 지역에서, 그리고 노
동시장의 저기술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계속되는 실업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저하를 가져왔다. 고실업은 또한 사회붕괴 현
상의 문제를 표출하고 정치적 개혁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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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법적 시스템의 이동은 국가와 헌법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포함하였다. 두 개의 통화에 똑같은 가치를 주는
전략은 동독 경제를 ‘화폐 쇼크’로 이끌었다. 이전의 소비에트국가들(‘과
도기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신동독 연방정부는 곧 법규정
과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아마도 미래
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여전히 일상에서 대다수의 다른 점들이 남
아 있기는 하지만, 양 독일은 지금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조직률의 하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자유독일노조가 이끈 구노동조합운동은 구공산 주의자들의 조직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완전히 불신되고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와는 달리 1991년 서독에서는 노조가입률이 50%에 이르는 예기치 않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대량의 자본과 인적 자원의 투입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실업
의 지속과 증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실망과 환멸 때문이다. 또한 탈산업화 확대 뒤 산업 재건의 실패 때문이
기도 하다. 단기 ‘통합 붐’과 ‘통합 도취’ 후의 급작스러운 상실은 동․서
독 모두 노동조합의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하였다. 이것은 고용의 감소뿐
만 아니라 임원급에서 일시해고(layoff)와 감원을 하도록 했다. 동독에
서 부당해고소송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조합비를 훨
씬 초과했고, 이는 노조의 기금을 고갈시켰다. 자유노조 기업과 무노조
부문(또는 이익대표가 없는 부문)은 적어도 동독의 몇몇 부문에서는 실
제가 되었다.
사용자단체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사용자단체는 그 세력 범위가 확
대되었고, 그들의 제도적 구조를 큰 변화 없이 동독으로 이동하였다
(Henneberger, 1993). 과도기의 한 국면으로 서독의 단체는 동독의 상
대방 토대를 원조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수단의 사유
화의 부족으로 낡은 공산주의 제도하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자주적인
동독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다. 공공 수탁기관이 파산 직전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고 그들을 시장경제로 이동시켰다(Fischer et al., 1996). 공공
수탁기관은 모든 기업을 사용자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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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였고, 그들의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호의적 조치는 이
전의 국유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유화된 후에(또는 회사의 해체가 이루
어진 후에) 종결되었다.
그 이후에 특히 신설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단체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로 사용자단체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문제는 단체의 현
재로부터의 ‘자발적 퇴출(active exit)’이 아닌, 오히려 절제 내지 회피였
다. 외부의 폭넓은 상이한 이익의 집성과 중재(동독과 서독의 사이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는 상당한 내부의 차이를 만들고 동일한
조직적 정책의 형성을 방해한다. 단체교섭의 분권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는 이행되었다. 1993년에 일반협약이 제조업에서 체결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단체교섭 역사상 유일한 것이다. 이것은 설정된 기준을 변화하려
고 함에 따라 사용자단체의 새로운 공격적인 전술로 나타났다(Artus,
2001). 이 전술은 또한 특정 경제여건하에서 허락되는 고충 규정과 같은
중요한 개방조항들(opening clauses)의 도입으로 계약상의 최저 한도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Hickel & Kurtzke, 1997).
소위 ‘단체교섭의 결과로부터의 회피’는 고용관계 구조의 안정성에 대
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기업은 사용자단체에 속하지만, 명백
한 법적 요구와는 반대로 그들은 단체협약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르지 않
는다. 이것은 주로 근로시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또한 임금과 부가급
여도 포함되었다. 종업원평의회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에서 통상적인 단
체협약의 기준 저하를 포함한 관행을 묵인하려는 노동조합도 그러하다.
고실업 시기에 부족한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또는 고용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또는 ‘그들의’ 회사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조용히 이
묵인을 참아내고 있다. Tüelmann & Heise(2000: 169)에 따르면,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쾡이 연대’ 혹은 미조직 분산은 부분별 당사자의
전략적 수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문제가 서독 지역으
로 되돌아오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이 손상된다”.
이 ‘전략적 회피’의 또 다른 결과는 공식적 단체협약 적용률이 실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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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범위보다 과대평가된다는 것이다. 부문별 교섭의 내부적 침식은 사용
자단체로부터의 ‘회피’를 동반한다. 따라서 포함된, 그리고 배제된 기업
과 부문 사이의 분열의 증가 경향을 지적한다.
단체교섭의 실행 가능성과 적법성, 그리고 단체교섭의 주요 담당자들
은 손상되고 도전을 받았다. 단체협약은 더 이상 ‘경쟁으로부터 임금’을
쟁취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경영진과 종업원평
의회 사이의 비공식적이고 비조직적인 ‘살쾡이 연대’는 널리 퍼져 있는
듯하고 1990년대에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동독 기업의 60%
(전체 근로자의 약 83%)만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
였다(DIW, 1994). 대부분의 산업과 부문에서의 임금지급 수준은 특히 통
독 후 얼마 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1993년, 1994년까지).
이러한 ‘정치적 협약’ 후에 임금상승은 하락하였다. 임금은 여전히 서
독보다 낮았고(평균적으로 약 90%), 반면에 근로시간은 더 길어졌으며,
사회적 부가급여(크리스마스 또는 휴가 보너스)는 더 낮았다. 실질임금
에서의 차이는 명목임금보다 더 컸다(Clasen, 2000). 그러한 모순은 삶
의 조건과 사회적 정의의 평등이라는 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강제
적인 비교의 순환’은 항상 서독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코메콘(COMECO
N：공산당경제상호원조협의회)의 이전 가입 국가들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서독보다 동독이 상당히 더 낮다
(약 60% 정도, 그러나 부문별로는 상당히 다양함).
경영진과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연대는 서독보다 동독이 더 밀접한 듯
이 보인다. 종업원평의회는 ‘협력적 경영진’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부가
적 업무의 감소에 대해 두려워하였다. 타협에 대한 압력은 산업의 양측
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한편, 독일에서 이익대표의 이중 시스템의 생존
에 있어서 중요한 종업원평의회와 노조 사이의 관계는 서독에서보다 덜
제도화되어 있다(Schmidt, 1998).
서독의 부유한 주의 동독에 대한 거대한 재정적 이동(몇 최고년의 독
일 GDP의 4%까지)은 1990년대에 걸쳐 계속되었고, 무기한 계속될 것
같다. 몇몇 지역의 이러한 상당한 지급과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
립경제의 구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시작

제8장 독일의 고용관계(Berndt K. Keller)

273

부터 과대평가되었다(Wever, 1995; Turner, 1997, 1998). 정치적으로
남발된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고, 큰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1990년대 말 이후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절차는 정체되었고 성장률은 서독보다 더 둔화되었다.
다. 유럽통합: 외부적 도발
고용관계의 국내적 시스템에 대한 부차적인 압력과 도전은 국제적으
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유럽화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
계화를 포함한다. 일본이나 미국 내에서 행하는 무역과 동등한 비율인
EU 국가들의 GDP의 약 90%가 EU에 남아 있다. 게다가, 외국인직접투
자(FDI)도 EU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적 블록(block)들(동남아시아나 북미와 같은)에서보다 EU 회원국에
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EU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은 점차적으로 지
난 수십년 동안 증가하였고 외부와의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EU
회원국들의 총 수출의 60% 이상이 EU 사이에 있었다. 분명히 유럽화 과
정은 국내 고용관계의 향후의 발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세계화’에
대해서는 덜 영향력을 갖는다(Keller, 2001b).
독일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은 유럽사용자연맹(UNICE)과 유럽노동
조합연맹(ETUC)으로 유럽연합의 회원이다. 양자는 유럽통합의 궁극적
인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내부시장의 사회적 범위’에 대한 정치적 규제는 경제적, 금융상
의 통합 과정을 완성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목적은 여전히 달
성되기에는 요원하다. 1990년대 동안 독일의 당사자의 조직적 능력은
통일을 수행하는 보다 시급한 문제로 인하여 소진되었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은 여전히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옮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럽연합은 특히 사용자측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익대표의 가장 큰 우
선권은 국내적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연대’는 조
직하기 어렵다. ‘유럽’을 향한 이동은 특히 노동조합의 권한과 영향력의
약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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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별․산업별 그리고 초국가
단위의 발전은 국내의 고용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국적기업(MNE)
수준의 유럽종업원평의회(EWCs)는 1994년 EU권고(EU Directive of
1994)에 따라 단체교섭이 아닌 1996년 입법으로 독일에서 어떤 것을 바
꾸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유럽종업원평의회(EWCs)는 국내 기구
의 대체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MNE(적어도 두 EU 회원국에서 150명 이
상, 그리고 EU 내에서 1,000명 이상)에서 근로자의 다국적 이익을 대변
하는 것이다. 유럽종업원평의회는 비교적 강한 독일의 종업원평의회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EWCs는 공동결정이라기보다는 단지 정도에 관
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력은 분명히 MNE의 대다수를
압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EWCs는 드러난 유
럽 고용관계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산업별 혹은 거시적 차원에
서 당사자(또는 기능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가 없다.
유럽종업원평의회의 수는 산정하기 어렵지만 무릇 1,700개 이상, 독일
에 EWCs의 본부 중 400개가 있다(Kerckhofs, 2000). 이는 소위 협약체
결률이 다른 EU 회원국보다도 독일에서 훨씬 높다. 이행은 기대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다양한 독일의 노동
조합(특히 금속노조)은 실질적으로 임의로 맺어진, 그리고 후에 강제적으
로 유럽종업원평의회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중요한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였다. 독일에 기반을 둔 MNE의 유럽종업원평의회의 대
부분은 오로지 종업원평의회의 독일식 모델을 지향하는 근로자 대표로만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종업원평의회가 ‘노사 양쪽’의 대등한 대표의
독일-벨기에식 패턴을 따르지만, 양 형태의 일상적 행동 속의 상이함은
종종 당연하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Marginson et al., 1998).
압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의존성의 증가 때문에 단체교
섭은 여전히 국내 수준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9년
에 유럽금융노조(EMU)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의 선택은 재정정책
이 아닌 금융정책의 최고의 집중화를 의미하였다. 경제적 활동을 동요에
대한 적응 방법으로서, 특히 평가절하로 메커니즘의 변화를 차단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지역에서 이제는 금융정책과 엄격한 가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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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독립적인 독일연방은행과 같은 국
립중앙은행들은 그들의 중요성과 힘을 잃었다. 국립은행들과는 달리 단
일 국가의 특별한 조건을 취할 수 없다.
EMU는 임금 완화와 조정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노동조합의 시각으
로 볼 때, 하향곡선과 임금비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국적 단체교섭
정책(근린궁핍화 정책)에 대해 다국적기업이 조정 과정에 착수하였다.
일반적인 견해는 임금요구가 생활비 변화와 노동생산성에 따른 향상의
총합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과 건설분야에서) 유럽조정
규칙(European coordination rule)’에 대한 실행은 1990년대 후반에야
시작되었다. 여전히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오직 한정된 몇몇 국가
에만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었다(Schulten & Bispinck, 1999).
순수한 유럽 단체교섭은 정치적 협의사항이 아니다. 필요한 제도적․
법적 사실에 근거한 필요조건들을 빼놓게 되었고, 국가의 규제상태가 그
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는 그것들을 생성하는 데
에는 관심이 없다. 더욱이 조화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유럽 시스템이 가
장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조정에 대한 증대된 압력은 적응의 가
능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강하게 되었다. 세계의 몇
몇 다른 지역과는 달리 EU 내의 ‘노동’의 다국적 이동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이다(노동력의 약 2~3%).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모든 법적 장
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들은 상품, 노동력, 용역과 자본의 자유이동
은 4개의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를 대치한 경우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보다 결합력 있는 사회적 대화는 첫째로 Social
Protocol of the Maastricht Treaty에 따라, 그 후에 암스테르담 조약
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단체교섭의 충분한 대용이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양적인 면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자
율적으로 동의한 조항들은 거의 없다(육아휴직, 파트타임 업무와 기간이
정해진 계약). 질적인 면에서 그것들은 세부조항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수한 당사자들에 대한 자발적 협상을 하기 위한, 그리고
실패한 경우에 제안된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대리기구를 항상 필요로
한다. EU 경제인연합회(UNICE)는 결과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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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순수한 자발적 권고와 의견교환에 관심이 있다. 사용자단체는 종종
Maastricht Treaty에서 갱신되고 가능한 한 관망하는 기본적 이해 절차
의 조절을 언급한다.
더욱이 EU국가들간의 단체교섭 구조로 부문별 사회적 대화는 훨씬 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성격은 자발적이고 전국적 수준에서 이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단체교섭에서 기능적 대응을 하지 못했
다. 유럽산업연합은 사용자측의 부문별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사
용자단체는 결론에 이르는 협상을 내켜 하지 않는다(Keller 2001c).
독일과 같은 고용관계의 이중적 시스템에서 단체교섭은 산업별 수준
에서 발생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유럽화의 과정에서 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체제의 기초’인 상위 수준에서 동등할 수 없
기 때문이다(Hege, 1999:49). 기업별 수준에서만 이익대표의 형태로 하
는 ‘일원적’ 시스템이 이중적 구조보다 EU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
다. 이것이 이러한 방향에서 법조항의 명확한 점에 의하여 EWCs의 채용
과 전국적 부문별로 중요한 것이라면, 이중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이러한 전개는 부문별 교섭에서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의 전체 시
스템에서도 동요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Marginson & Sisson, 1998).
EU의 동부 확장의 경제적․사회적 결과는 평가하기 어렵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몇몇 국내 노동시장(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노동시장)은 적어도 어떤 부분이나 부문에서 부가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경험할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의 원칙 도
입은 한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년 동안 유예될 것이다. 지역적․사회적
기금의 할당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은 필요하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원의 중요한 재분배를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결 론
‘고도로 정비된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형(Ferner & Hyman, 1998: 15)’
으로 불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의 ‘이중적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전보다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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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진적 붕괴의 근본적 과정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전에
통합되었던 시스템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진전은 유럽화와 세계화를 포
함한 외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소(예를 들면, 독일의 통일과 생
산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다. 독일에서 통일의 영향은 고용
관계 시스템의 동요로 향하는 이미 존재하는 경향을 가속화하였다.
1945년 이후부터 발달해 온 독일 고용관계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분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배열은 변화할 수 있다. ‘독일모
델’은 주요한 제도와 절차상의 규칙의 변화 가운데 있으며, 몇몇 방법에
있어서는 영미계 모델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심부와 주변부(또는
고용과 근로자의 구획을 고도로, 그리고 불충분하게 감싸고 있는) 사이
의 이중화로 보이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붕괴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
다. 게다가, 영국과 미국에서 주류가 된 주주 이익의 단기 극대화로의
신자유주의 지향은, 자본주의에 대한 독일식 시각을 이전에 지배하였던
보다 장기적인 다양한 투자자의 이익에의 접근을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이중적 시스템’을 지탱하였던 중요한 제도의 점차적 붕괴는 보
다 덜 불평등한 분권화, 보다 완화된 법적 강제와 제도적 강요, 보다 큰
이질성과 분열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로 이끌어 가고 있다. 상이한 규모별
기업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부문별간의 차별이 증가하였다. 우리는 장기
간 협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협상 장치의 독일식 모델(Thelen, 1991)’ 또
는 ‘노사 조정의 협상적 접근(Wever, 1995)’의 쇠퇴를 목격하였다.
독일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844
1848
1848~54
1848~53
1863
1865~67
1869
1869

고

용

관

계

실레지안 직공의 반란
혁명의 해
독일총노동자단체 설립
인쇄공연맹 설립
독일노동자총동맹 설립
담배근로자, 인쇄공 및 재봉사들 최초로 전국조직 설립
사회민주주의노동자정당 설립
프러시아직업법에서 연대의 자유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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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873
1878~90
1891
1892
1894
1899
1904
1905
1913
1914~18
1916
1918
1918~24
1919
1920
1920
1927
1928
1928
1933
1939~
1949
1951
1952
1955
1963
1963
1967
1972
1974
1974
1976
1978~79
1984
1989
1990
1992
1995
1998
2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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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최초의 단체협약(인쇄산업)
반사회주의법 제정
최초의 산별노동조합, 독일금속노동자연맹설립
최초의 노조 총회 개최
대규모 기독교노동조합 설립(탄광근로자)
자유노동조합 총회에서 단체협약 장려
주요 사용자단체 설립
독일탄광노조 최초의 장기파업 단행
독일사용자단체연맹 설립
제1차 세계대전
50인 이상 전제조업 사업장에서 종업원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
단체협약에 관한 법 제정
제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앙운영위원회 설립
독일노동조합총동맹(ADGB) 설립
보수주의자 폭동에 대항한 총파업(Kapp-Putsch)
종업원평의회법 제정
노동법원법 제정
단체협약법 제정
제13회 독일노동조합총동맹(ADGB) 총회에서 공동결정에 대해 논의
전국사회주의당 정부에 의해 노동조합 폐지
제2차 세계대전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설립 총회
석탄 및 철강산업에서 공동결정법 제정
경영조직법(종업원평의회 설치법) 제정
직원대표법(공공부문 근로자 대상) 제정
기독교노동조합운동 설립
금속근로자 직장폐쇄
‘노사정 협조체제’ 시작
경영조직법 개정
공공부문 파업
직원대표법 개정
종업원 2,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결정법 제정
철강산업파업: 쟁점은 근로시간단축
금속산업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을 이슈로 쟁의
경영조직법 개정
동서독의 통일, 동독의 자유독일연합노조(FDGB) 해체
공공부문 파업
실업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 강령마련 실패
일자리, 교육, 경쟁력을 위한 연대 발족
경영조직법 개정, 5개 서비스산업 노조 통합으로 통합서비스노동조합
(ver.di) 설립
일자리, 교육, 경쟁력을 위한 연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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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고용관계

Olle Hammarström, Tony Huzzard & Tommy Nilsson

스웨덴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국가들보다 뒤늦게 산
업사회가 되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스웨덴은 외국으로의 이주자가
많았던 가난한 농업사회였다. 그러나 21세기 초반, 이 나라는 비교적 부
유하고 사회보장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서비스 국가가 되었다. 스웨덴
은 민간취업자의 25%가 산업부문에 취업하고 있고 2.4%는 여전히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부문에는 73%가 취업하고 있는
데, 이는 부분적으로 1960년대 이래 지방 또는 지역정부가 강력하게 성
장한 결과이다.
스웨덴의 고용관계는 오랫동안 외국 연구자들의 흥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스웨덴의 총인구는 9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440만 명으로 이
책에서 논의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다. 반면, 여성의 76%
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1998년 선거에서 7개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졌다. 이 선거에서 각 정
당이 획득한 득표율은 괄호 안에 숫자로 제시하였다. 그 중 4개의 정당,
즉 온건보수당(23%), 중앙농민당(5%), 국민자유당(5%), 그리고 기독교민
주당(11%)이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ska
Arbetarpartiet : SAP)은 1994년에 재집권하였고, 1998년 다시 한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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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부를 구성하였다. 환경당이라 불리는 새로운 녹색당은 4%의 표를
획득했다. 소수당인 공산당(12%)은 과거 정권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훨
씬 중요한 정당인 사회민주당(38%)과 여러 차례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사회민주당은 1932~91년까지의 59년 동안 총 53년간을 집권하였는데,
이 중에는 1932~76년까지의 44년간의 장기 집권도 포함되어 있다
(Hammarström & Mahon, 1994).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스웨덴의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
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경제정책을 크게 변경한 후
물가상승률은 EU 평균치보다 낮아졌다. 동시에 매우 낮았던 실업률
(1990년에 1.8%)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6년 초반에 10%를 넘어섰지만,
21세기 초에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1945년 이후의 전후 기간 동안에 스
웨덴의 실업률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몇몇 연도에는 일본보다도 실업률이
낮았다.

1. 역사적 배경
스웨덴은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다. 노동조합운동은 1880년대에 발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889년에 결성된 사회민주당(SAP)이 노동
조합연맹의 역할을 했지만, 그 후 1898년에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
이 결성되었다. 스웨덴의 노조운동은 수공업 중심 노조로 시작되었으나,
1910년경에는 산업 노조의 개념이 지배적이 되었다.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응하여 사용자 조직도 발전하여 1902년에 스웨덴경영자협회(SAF)가
결성되었다(Korpi, 1978).
처음에는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강하였다. 최초의 노동쟁의는 1870년대에 발생
하였는데, 단결권 요구와 임금인상 요구가 혼재되어 일어난 쟁의였다.
이러한 투쟁들은 20세기 초에 더욱 격화되었는데, 1905년 기계산업에서
의 직장폐쇄가 그 한 예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06년의 이른바 ‘12

제9장 스웨덴의 고용관계(O. Hammarström, T. Huzzard & T. Nilsson)

281

월 타협’에서 노동조합의 여러 권리가 인정되었다. 스웨덴경영자협회
(SAF)는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과의 협정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다. LO측에서도 모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채
용․해고 및 생산조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협정이 노동조합측에게는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졌
다. 이는 당시 사용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노
사 중앙조직이 그 산하의 가맹 조합 또는 가맹 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최초의 전국협정의 예이다.
그러나 ‘12월 타협’을 모든 사용자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사용자들
중 일부는 반노동조합정책을 계속 견지하였다. 최초의 전국적인 쟁의는
1909년에 발생하였다. 전설적인 ‘대파업’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발단이었다. 이 쟁의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협약
도 체결하지 못한 채 작업에 복귀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것은 노조측에
는 커다란 패배였으며, 그 결과 1908년 16만 2천 명이었던 LO의 조합원
이 1910년에는 8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다(Tilton, 1990).
노사관계의 법제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
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동적인 과정이었다. 1906년에 임의조정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소규모의 조정기구가 설치되었다. 1910~20년 사
이에 경영자측과 보수정치인들은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을 몇 차례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자 및 자유주의자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파업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노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과 노동법원에 관한 법률이 1928년에 제정
되었다. 이 법률들은 노동조합의 제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최초의 것이
다(Johnson, 1962 ; Hanami & Blanpain, 1987).
1932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
지하고 정권을 잡게 됨에 따라 상황은 일변했다. 노동조합측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사용자의 동맹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을 채택하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1938년에 기본(협약 체결 장소의 이름을 따서 Saltsjöbaden 협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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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려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협의의 초석이 되었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협력 정신은 ‘스웨덴 모델’
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웨덴 모델’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며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를 부여하고 있다(예를 들면, Rehn & Viklund, 1990). 그러나 모든 정
의에 공통되는 것은 노조와 사용자는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해 완전
히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에, 정부는 완전고용의 달성에 책임을 져야 한
다는 철학이다.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스웨덴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은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가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Olsson, 1989; Brulin & Nilsson, 1991; Brulin, 1995; Erixon, 2000;
Huzzard, 2000 참조).
‘스웨덴 모델’에서의 협력 정신은 1938년의 기본협약 또는 산업평화협
약으로 성문화되었다. 뒤이어 다른 협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스웨덴 모델’
의 단체교섭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협약들은 바로 1942년의 산
업복지협약, 1946년의 노동협의회협약, 1947년의 직업훈련도제협약,
1948년의 시간 및 행동연구협약 등이다.
사회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자
재정을 활용하는 케인즈 경제정책을 사용하였는데, 1945년 이후에는 수
정된 케인즈정책이 개발되었다. 1951년 LO총회에서는 이른바 ‘RehnMeidner’ 모델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한 LO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
다. LO는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만들 때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해
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노동조합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합리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력에 힘입어 스웨덴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있었다. 정부
는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의 지역
간 유동성과 숙련간 유동성을 제고시켰다. 1948년에는 노동시장정책의
개발을 위해 노동시장위원회(AMS)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그 이
후 노동시장정책의 개발에 있어 유력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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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떠맡아
왔다(Meidner, 1983). 이러한 대체적으로 중앙집중화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은 최근에 그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정책의 분산화라는 변화의 문제를 두고 노조와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Rehn-Meidner’ 모델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노조
측은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30년대 초부터 (그때까지) 취해 온 정책을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여
기에는 기술 및 구조 변경 프로그램에 있어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대립은 국가가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를 통해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 무대로 부분적으로 이
관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다.
특히 1960년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은 임금 쟁의가 별 어려움 없이 해결
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그 세가 신장되고 경제 부문에서 경영측
의 ‘채용 및 해고’의 권리와 생산합리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러
한 이행 과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측 요구의 주안점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었다.
이 시기에 LO는 ‘사회연대’ 임금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RehnMeidner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
져 있었는데, 그 하나는 모든 산업과 기업을 망라하는 ‘동일노동 동일임
금’의 원칙이었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 수준이 교섭의 주된 대상이 아님
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성과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여도 그 이익에 대
하여 노동조합이 문제삼지 않는 반면에, 성과가 부진한 회사는 도산(되
지 않도록)되었다. ‘사회연대’ 임금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저임금근로자
와 고임금근로자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격차 해소는 누진과세제
도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임금지급협정에 의하여 진전되었다(Delsen &
Van Veen, 1992).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스웨덴에서 등장한 협조적 노사관계 유형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스웨덴의 공업화는 처음
에는 자연자원, 즉 철, 목재, 수력발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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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웨덴 기업에서 중요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AGA(등대), ASEA
(동력 발전, 전기 및 디젤 모터), SKF(볼베어링), Nobel(폭약), Ericsson
(전화), Electrolux(냉장고), Atals Copco(록드릴링), Alfa-Laval(분리
기) 등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스웨덴
은 단지 다국적기업의 본국이기보다는 이들 기업의 본거지가 되었다. 스
웨덴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제무역에 더 크
게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 GNP의 약 30%를 수출로 얻으며, 스웨덴 경
제의 주력 업종인 기계산업의 생산품의 약 절반이 수출되고 있다. 철강
및 목재산업 부문에서의 수출 의존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최근 들어
IT 및 통신 부문 역시 규모에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경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민간부문의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받아들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전통
적으로 경영조직의 합리화는 물론 기술 합리화도 허용하였고, 때로는 환
영하기까지 하였다.

2. 고용관계 각 당사자
가. 노동조합
호주의 경우와는 달리 스웨덴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정부기관
이나 법원에의 등록이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떠한 근로자
집단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노조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설립과 동시에 자
동적으로 노사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조합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여
러 권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기업
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변화에 대해 그 실시 이전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스웨덴에는 신생 노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주로 기존
노조가 효과적으로 그들의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경쟁
조합으로부터 그 권익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주요한 전국중앙조직은 세 개가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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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LO)과 스웨덴전문직노동자연맹(TCO)은 각각 생산직 근로자와 사
무직 근로자 부문을 조직하고 있으며, 세 번째의 연합조직인 스웨덴전문
직노동조합총연맹(SACO)은 일반적으로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들을 조직
하고 있는 전문직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다.
LO에는 16개의 산하 가맹조합이 있으며 총 조합원수는 퇴직한 조합원
을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이다. 이 숫자는 LO가 생산직 근로자의 90% 이
상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상당
히 높은 조직률이다. 가맹조합의 대다수는 산업별로 한 기업 또는 한 사
업체 구역마다 하나의 조합이 조직된다. 최대의 노동조합은 스웨덴지방
정부노동조합(조합원 61만 명)이며, 그 다음이 스웨덴금속노동자조합
(조합원 42만 명)이다. LO는 사회․경제정책의 영역에서 산하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며, 민간부문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LO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2개의 주요 단위노동
조합이 직접 교섭을 한다.
TCO는 1944년에 각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조직하
고 있던 두 개의 조직이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TCO의 가맹조합수는 18
개이고 조합원수는 약 120만 명이다. TCO는 단체교섭에는 참가하지 않
지만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정부와의 교섭에서는 산하 조합을 대표한다. 규모가 가
장 큰 가맹조합으로는 스웨덴공업부문사무기술직노동조합(SIF, 조합원
36만 6천 명), 교직원노동조합(SL, 조합원 21만 5천 명), 스웨덴지방자
치단체공무원조합(SKTF, 조합원 17만 6천 명) 등이 있다. 이러한 가맹
조합들은 ‘종단적(vertical)’인 산업별 조합들인데, 이것은 이들 조합이
기업 내의 모든 계층의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들 3개 노조가 TCO 조합원 총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가
맹노조는 직종별 조직이다.
SACO는 3개의 전국연합조직 가운데 가장 작으며, 25개의 가맹조합에
약 54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산하 조합들은 주로 유사 학력
소유자들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조합들은 중
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과 대졸 기술자를 조직하고 있는 조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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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은 1990년대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병합과 연합이 이루어
졌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 예는 3개의 다른 중앙연맹에 가입되
어 있던 금속, SIF, 그리고 CF 노조들이 하나의 공동 교섭체를 구성한
민간제조업부문이다.
LO와 사회민주당(SAP)과의 제휴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하다. LO의
사민당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히 선거운동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지역 선거구에서의 선거운동은 대부분 조합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
진다. LO와 SAP의 강력한 제휴관계는 1991년 폐지된 집단 회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 관계는 지속되고 있지만 양
단체는 1990년대보다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LO와 사회민
주당의 연계는 대조적으로, TCO와 SACO는 공식적 정치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스웨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
의 79% 이상, 사무직 및 전문직 근로자의 약 78%가 조합원이다. 이것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높은 조직률인데, 그 이유는 몇 가
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제도가 노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실업할 경우를 대비하
여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기타 부가급여도 조합 가입의 유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
요한 요인은 스웨덴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같은 노조 탄압의 사례는 스웨덴에선 보
기 드문 현상인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노동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겠다.
나. 사용자 조직
스웨덴의 사용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조직되어 있다. 사용
자단체의 연맹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부문을 조직하고 있으며 나
머지 세 단체는 공공부문을 조직하고 있다. 스웨덴경영자협회(SA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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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경영자들을 조직하며, 38개의 업종별 경영자단체에 가맹하
고 있는 4만 개 이상의 가맹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SAF 가맹
기업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1년 SAF는 중앙임
금 협상에 있어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였으며, 2001
년에는 해산하기에 이른다. 대신, 새로운 사용자 조직인 스웨덴기업연맹
(SN)이 설립되게 된다. 이는 옛 SAF의 부분들과 스웨덴산업연맹의 합병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정부기관의 교섭을 담당하는 전국공무원청
(SAV)이 있으며, 지방정부에는 2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각 지방
도시는 스웨덴지방정부기관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군협의회는 군
협의회연맹을 통해서 서로 협조한다. 이들 두 조직은 278개 지방도시와
23개 군협의회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30만 명인데 그 가운데 23만 명 이상이 국가공무원이다.
다. 사회적 파트너의 특성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가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이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업의 결정 및 단체협약의
승인은 통상 중앙집행위원회와 같은 중앙기구에서 결정한다. 중앙집중
적인 의사결정이 조합 규약에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조합
원은 통상 조합 지도부의 권고에 따른다. 그러나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지역 수준에서 활동이 취약하다든가 미약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과 비교하
여 지역지부의 활동이 활발하다(Kjellberg, 1992). 더 나아가, 몇몇 연
구자들은 스웨덴의 높은 노조 조직률은 (지역의 조직이 강한데서) 기인
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조합 조직이 전국 수준의 조직들과 상호 작용
하는 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Sandberg et al.,
1992; Huzzard, 2000).
조합원이 10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의 지역지부가 결성되는 것이 보통
이다. 약 10%의 조합원이 자신들이 속한 조합 조직에서 선출직을 맡으
며, 15~20%의 조합원은 매년 일정 형태의 조합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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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집회 참석률은 통상 낮다. 정기적인 집회 참석률은 보통 5~
10%에 불과하며, 50% 이상 출석하는 것은 보통 연차대회나 단체협약 체
결 및 파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합 때뿐이다.
라. 정부의 역할
스웨덴은 임금교섭에서 민간부문이 전통적으로 선도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임금결정에 있어 수출부문의 생산비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
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역
할을 통하여 고용관계에 정부의 주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통적으로 고
용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다수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고용관계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법
률들은 산업민주주의, 작업환경, 고용보장,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 등
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권
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노조의 진보 이후, 1980년대의 강력한 사용자들
의 공격 시기와 1990년 초반에는 극적인 실업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것
들은 뒤에 논의되는 것처럼 노조의 영향력과 지위에 커다란 후퇴를 가져
오는 것에 한 몫을 하였다.

3. 고용관계의 주요 절차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방식을 포함한 조합 자체의 규약을
가지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노동조합은 그들을 대신하여 교섭할 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교섭카르텔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956년에서 1982년까지
는 중앙협약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왔다. 중앙협약은 대개 일종의
권고인데,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각 협약참가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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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앙협약은 평화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
용자는 평화의무기간을 보장받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증가시키는 데
동의한다. 일단 협약이 비준되면 산업별․지역별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
인 적용 세칙이 작성된다. 모든 쟁의는 쟁의행위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
수준에 맡겨져 해결을 도모해야만 한다.
가. 쟁의 해결
스웨덴 정부는 노동쟁의의 해결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익쟁의와 권리쟁의가 구별되어 있다(제1장 참조). 이익
쟁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한 예고통지(보통 1주)를 한 후 쟁의행위
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소규모의 국가기관이 조정을 담당하지만, 조정
자는 단순히 조언자의 역할을 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조
정자의 요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될 공식적 의무는 없다. 대부
분은 연간 30~40건의 조정이 행해진다. 의회는 이론적으로는 노동쟁의
를 종결시킬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Olson, 1990).
권리쟁의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이나 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는 국가노동법원(National Labour Court)이나 경우에 따라
서는 지방의 하급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급심에
서의 판결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법원은
모든 노동쟁의의 최종 중재자가 된다. 노동법원은 개인의 고충 진정을
포함하여 연간 약 250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다
르게 근로자 개개인은 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권리는 파업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도 포함된다. 게다가,
보다 온건한 쟁의행위로서 시간외 근로 및 신규 채용 거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한 근로거부금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
위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협
약 유효 기간 중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른 노조를 지지
하기 위한 쟁의행위(2차 쟁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노조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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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그것이 지역 수준에서의 파업이든 중앙 수준에
서의 파업이든 사용자는 해당 조합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조합
지도부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 파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
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그들은 벌금형이나 손해배상의 책
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노동법원은 조합원 개인이라도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최고액은 오랫동안
미화 23달러로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미화 580달러로 증액되었다.
나. 산업․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생활에 관하
여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엄밀하게는 ‘근로자가 무엇
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스웨덴에서의 논쟁은 두 개의 영역에 집중되어 왔
다. 첫째는 작업조직과 직무에 관한 근로자 자신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
고, 둘째는 단체교섭 혹은 회사의 임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통
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
는가 하는 것이다(Schmidt, 1976 ; Brulin, 1995).
1960년대 말이 되면서 근로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조합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논쟁은 작업장에서의 기술변화의 영향, 작
업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그리고 유럽을
휩쓸었던 급진적인 정치사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의 요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여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Olson, 1992).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단순화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작업장의 안전위생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이해관계
가 있는 조합원과 조합 활동가들을 산업민주주의 운동에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도입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게 된다. 그 결과 노사관계 법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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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어 직장에서의 공동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훈련과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재정 지원은 주
로 조합을 통하도록 하였다.
공동결정법은 경영이 자본과 노동, 즉 경영자와 노조대표의 공동의 노
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andberg et al., 1992). 양측은 정보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조합이 회사 내에서 이용할 수 있
는 모든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공동결정법은 기업 내의 주요한 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이러한 개혁은 회
사 조직의 재편에서부터 신기술의 도입까지를 망라함). 경영측이 반드시
노동조합측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합측이 결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또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역 수준
이나 중앙 수준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만 한다.
노동생활을 개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결정법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1970년대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
다. 사용자측은 이들 법률의 대부분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개혁이 비
능률과 높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영측은 또한 이러한 법률이 조합의 활동보다는 개별 근로
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SAF는 LO 및 봉급근로자연맹
(PTK)과 효율성 및 근로자 참가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
약은 개별기업에서의 효율성 및 근로자 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사
공동발전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공동결정법을 민간부문에서도 시행하
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협약이 예컨대 기술변화 등과 관련하여
국지적인 상황에 맞게 상당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다(Hammarström, 1978a ; Brulin & Nilsson, 1991).
법률 개혁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노조의 관점에서 개혁에 대한 일반
적인 실망의 느낌들이 있었다. 작업장에서 권력 상황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개혁이 분명한 진보로 인식된 반면에 그 걸음은 대부분의 노조
활동가들에게는 너무 짧고 너무 느렸다. 그러나 MBL은 경영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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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역노조들에게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변화에 관
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경영자들이 노조와 상의하는 것은 표준적인 절차가
되었다.
경제민주주의는 특히 1970년대 동안 스웨덴의 정치적 논쟁에서 최대
의 문제가 되어 왔다. LO는 경제민주주의가, 임금은 개별기업의 이익과
는 무관하며 경제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회연대’ 임금정
책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임금소득자기금(Wageearner funds)을 통하여 근로자의 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
민주주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기되었다. 주장되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
은 기금을 통하여 자신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부분적인 소유자가 됨으로
써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Olson, 1992 ; Pontusson, 1992).
임금소득자기금의 설립에 대한 최초의 혁신적인 제안인 Meidner계획
이 1976년에 LO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제안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웨덴의 모든 주요 산업에 있어 대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제안은 회사의 이익에 근거하여 신주(新株)을 강제로 발행하게 하는 것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이 주식은 노동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기
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의 논리는 또한 이익이 적은 기업은
자동적으로 효율을 증대하고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인센티
브를 갖게 됨을 의미하였다. 다섯 개의 지역 임금소득자기금이 보험회사
나 연금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렇지만, 기금을 구상하던
초기 단계에 반대론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방향으로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금은 연구와 저축 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사민당
정부가 패배함에 따라 새로운 보수-자유연립정부는 임금소득자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Pontusson & Kuruvilla, 1992). 사회민주당 정
부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LO는 이 쟁점을 다시 안건화시킬 의도는 없
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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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와 미래의 주요 쟁점
‘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는 잘 운영되어 왔지만, 그 후 서서히
노사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Huzzard, 2000). 노동조합의 급진적인 경
제 및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영자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1976년에 44년간 지속되었던 사회민주당 정권이 퇴진함에 따라 정치
적․경제적 상황은 일변하였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
덴은 석유파동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다. 경영자측은
노조를 반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임
금소득자기금을 통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1970년대 후
반부터 정치에 있어 그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진 3개의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과 SAF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의 소유권에 관한 논쟁은
상이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선 몇몇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연
금기금과, 관리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노조의 역할이 기업 수준의 경제에
있어 노조의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를 숙고하여 왔다.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당시까지 최대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사용자측은 노동력의 80%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이에 대응
하였다. 파업은 조정안에 기초하여 2주 만에 해결되었다. 이 쟁의가 스
웨덴 모델과 노사협력정신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논평하는 사람
도 있었다. 이 쟁의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중앙단체 교섭 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스웨덴 모델이 결코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배제해
왔던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부각된 새로운 요소는 단체교섭
의 분권화 경향이다. 1980년 직장폐쇄의 실패 뒤에, 민간부문의 사용자
들은 직장폐쇄와 같은 전술이 조합의 세력에 대항하기에 더 이상 효과적
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점차 연대임금이 너무 과도하며
기존의 중앙교섭 모델하에서 사용자들의 입지가 좁아져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측은 중앙집중적인 교섭구조를 깨뜨리기
로 결정하였다. 그 첫 시도는 1983년에 이루어졌는데, 영향력 있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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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단체인 기계산업경영자협회와 그 상대 노동조합들은 중앙통일교섭의
권역 밖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로 기계산업경영자협회와 금속
노조는 SAF의 개입을 배제한 교섭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점차적으로 다
른 경영자협회와 노조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랐다. 1990년에 SAF는 더
이상 LO와의 임금교섭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가. 산별협약
1990년대 중반,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스웨덴의 임금결정
제도가 점차적으로 지탱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스웨덴
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가멸찬 국제경쟁하에서 (거래하는) 대기업에 의존
하여 왔다. 스웨덴의 국제경쟁력과 노동비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
감소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로서 사용자
들과 노동조합측이 단체협상 과정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여기
에 대응하여, 1996년 노조 지도자 단체는 전국 규모의 신문에 기사를 기
고하였다. 1990년대 산업부문의 일자리의 3분의 1이 소멸된 것을 주지
시키면서, 기사의 필자들은 보다 통상적인 협상 쟁점인 분배뿐 아니라
산업 발전에 관한 대화 절차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에 관해 협상
을 하자는 뜻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초기 시도의 결과로, 1997년 산업발전 및 임금형성협약(Agreement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Wage Formation)이 새롭게 체결되었
다. 이에 서명한 단체들은 기술노동자연맹이 주도하는 SAF와 산업 및
화학사용자연맹 ALMEGA, LO에 속하는 6개 노동조합(Metall 포함),
TCO 및 SACO와 연계한 산업노조 등이다. 이 협약은 단체협상과 쟁의 해
결에 있어 총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묘사되었다(Elvander, 2001). 사실
상, 협약은 19개 협상 무대를 포함하여 스웨덴 경제의 경쟁적 부문을 적
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업활동에 관한 스웨덴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
에 대한 공동의 대화와 합의를 촉진시키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분배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는 갈등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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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인 협상에 주안점을 둔 산업부문의 단체 협상 및 쟁의 해결에 관한
보조 절차 협약이 덧붙여 보완되어 있다. 이 협약은 양측에서 동수(同數)
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노사관계협의회(Joint Industry Committee)에 의
해 검토되었다. 위원회에는 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중립적인 의장에 임
명되었다. 독립적 경제학자로 구성된 산업경제협의회(Economic Council
for Industry)가 발족되어 공동노사관계협의회의 의장 또는 각 측의 요청
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를 산출해 내게 하였다.
각각의 새로운 협약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 만료 3개
월 이전, 이를 계승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요청이
상정되면 협상은 시작되고 독립적인 의장이 임명된다. 만료 1개월 전에
는, 의장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협의회에 보고서를 요청하고
문서화된 협약을 제의할 수 있게 된다. 소멸 날짜에 만약 어떤 협약도 체
결되지 못했다면, 각 측은 14일 전에 공지함으로써 파업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장은 쟁의를 연기시키거나, 이전의 협약
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의도는 각 협약의
지속성을 전형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으로 길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겠
다. 1997년 이 절차가 시작된 이래 두 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분배 측면에 관한 협상에 앞선 일반적인 조건에 관한 대화는 몇 가지
영역에서 동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능력 개발, R&D, 에너지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산별 협약의 통상적 적용은 공동노사관계협의
회가 임명한 하부위원회(새로운 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는)에 의
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하부위원회들은 협약 그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측면뿐 아니라, 스웨덴 산업이 직면한 경제 및 정치 환경
과 조건을 논의한다. 예컨대, 직업 보장과 관련된 논점과 같이 각 당사
자간의 상이점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 협약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산별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부문들에서 체결된 1990년대 중반의 소위
협동협약(중앙 및 지방 정부 포함) 또한 2단계 절차 모델을 도입하는 것
을 모색하여, 교섭 그 자체에 대한 협상에 앞서 보상 분배의 전제 조건에
관한 대화를 한다. 전형적으로 보자면, 지역 수준의 (공동) 활동을 위한

296

국제비교 고용관계

중앙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 전국 노조의 역할은 최고의 관행을 촉진, 훈
련, 보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스웨덴도시노동자조합(Swedish
Municipal Workers‘ Union)은 2003년 봄 협약의 만료 이전에 봉급 인
상을 지지하는 파업을 시도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협약이 얼마
나 확고한 것인지는 여전히 검토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작업장에서의 고용관계: ‘복싱’과 ‘댄싱’
산별협약에 있어 한 가지 결점은 지역 수준에서 각 당사자들이 협약을
성공적으로 실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기
업에서 지역 교섭은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전국 절차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분배의 측면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이전, 몇몇 사용자와 노조들은
기업이 직면한 경쟁 조건과 미래 발전에 관한 대화에 착수한다. 산별협
약과 같이 지역 단위 교섭은 두 단계의 절차를 갖는다. 첫 번째로, 기업
쟁점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협력관계의 촉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핵심사업 분야, 사업 발전, 훈련 및 전문가와 사무직의 가능
한 개별적 인적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지역 협상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진
다. 후자의 목적은 지역 수준 협약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안전망을 공
급하기 위함이다. 안전망은 중앙에서 합의된 인상액을 지역 구분 없이 적
용하는 것이나 또는 총액을 고려하여 각 지역을 원하는 형태로 분배할 수
도 있다. 사무직종의 급여를 검토해 보면 육체노동자에 비해 개별적으로
협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크다. 단체교섭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적용된다.
1990년대의 노동조합은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에 보
다 많이 관여하게 되었다(Nilsson, 1999). 사용자의 합의를 시도하고 상
호간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Kochan & Osterman,
1994) 그러한 제휴 절차는 전통적인 적대적인 위치에서의 협상을 지칭
했던 ‘복싱’이란 단어에 반대하여 ‘댄싱’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르게는 1950년대부터 댄싱의 형태는 작업 합리화와 업적급(piece
rate system)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미 수면 위에 떠오른 안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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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sson, 1989). 1970년대에 공동결정의 쟁점과 연계되어 노사공동
의 개발계획이 몇몇 작업장에서 수행되었다(Sandberg et al., 1992). 그
렇지만 1990년대에 와서 노조와 관리자측 사이의 댄싱은 영역이 넓어졌
고 심화되었다.
산별협약 및 보다 최근의 지역 수준 개발을 특징짓는 한 가지는 발전
관련 쟁점 및 임금결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대화가 연장, 때로는 지속된
다는 것이다. 댄싱의 한 형태인 이러한 현상은 양측에 의해 복싱이 수반
되는 긴 절차들을 생략하고, 이에 따른 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
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앙에서 협상되는 안전망 협약을 포함하여 보다
공식화된 협약에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적 협약에 이르기까
지 이러한 댄싱 행위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다.
댄싱에 대한 노조의 동기 중 하나는 생산과 발전에 관한 쟁점의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반복적인 주기(단기)와 높은 긴장감을 가
능한 한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조의 좋은 일자리 정책
(good work policy)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싱은 이러한 정책
수단으로 효과가 없어졌다. 또 하나의 동기는 변화 절차에 사전 영향력
을 얻기 위한 관점이라고 하겠다. 이는 1990년대의 다양한 협동협약에
있어 특히 강조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 역시 댄싱 쪽에 이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들은 협
동협약의 예와 같이 기업 발전을 위해 지역적으로 이루어져 하는 것에 대
한 규칙을 중앙에서 마련함으로써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며, 이는 새로운 능력개발을 요구하며, 복싱보
다는 댄싱 쪽에 의해 마련되는 절차로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다. 중 재
노동쟁의에 관한 중재에 대한 1906년의 법률은 2000년도까지 지속적
으로 적용되었다. 1980년 쟁의 이후, 쟁의 해결을 위한 규칙에 대한 필
요가 제기되었다. 사용자들이 그 논쟁을 주도하면서 기존의 규칙은 이미
구식이며, 노조의 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당들은 그 체계가 쟁의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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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하고, 교섭 시스템은 1950~70년대 기간에 그랬던 것과는 달
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을 유념해 왔다.
1990년 경기침체는 단체협상을 심각하게 뒤틀리게 만들었다. 정부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 임금인상을, 1991~93년 기간 동안 특
별법 제정과 협상 단체의 설립 등을 통한 새로운 중재 기반의 마련을 이
용해 억제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렇지만, 중재제도의 개혁의 길을 선도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사용자
와 노동자였다. 1997년의 산별협약에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는 2000년에 제정된 중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한 부분이 되었다. 중재
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오래된 중재조정청(Office for Mediation and
Conciliation)을 국가중재청(National Mediation Office: NMO)으로
대체시켰다. 중재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MBL 입법을 보조하는 형태였
고, NMO는 1977년 법령을 보완하는 조례에 의해 규제되었다.
NMO에는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임금
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후자의 역할 담당
을 위해 NMO는 협상 조직들과 긴밀한 연락을 맺고 쟁의의 여지 가능성
을 추적하며, 협약의 소멸 기간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NMO는 또
한 임금에 대한 적절한 통계 자료가 준비되어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
동자 조직에게 교섭 및 집단 협약에 관한 안내와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
임을 지고 있다.
중재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 중재와 강제적 중재로 구별된다. 자발적 중
재는 협상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행하여진다. NMO는 합의에 도달
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돕기 위한 한두 명의 중재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중재를 거부하면, NMO는 중재자 임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쟁의가 시작되거나, 또는 NMO가 파업 행위 발발 위험이 있다
고 결정하게 되면, NMO는 당사자들간의 동의 없이 중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자와 만날 의무가 있으며, 그들에게
논점을 제시하여 쟁의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절차에서 한 당
사자가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중재자들은 또한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파업 행위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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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소시키려는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중재자의 충고가 제대
로 실천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NMO의 이사회에 요청해 14일간은 어
떠한 행위도 연기시키도록 당사자들에게 명하게 할 수 있다.
NMO는 세 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와 작은 규모의 관리 인력을 갖추
고 있다. 상근 중재자는 없으나 NMO는 요청에 따라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는 25명 정도의 인명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관료거
나, 노동시장 단체의 은퇴한 집행부 인사들이다. NMO의 역할로 자유
집단 교섭의 전통적 체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각 당사자들은 중재
자의 제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파업 행위에 관한 권리는 2000년도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된 지 일 년 후인 2001년도 중반, 노동시장의 3분의
2 가량이 협력적 협약을 통한 민간 중재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지역 및 주정부를 비롯해 민간 제조업에도 적용된다. 2000년도 새로운
법률에 의해 강제중재가 적용되는 부문은 건설, 소매 및 여타 소규모 부
문들이다.
산별협약하의 두 번의 임금협상 경험(1998~2001년도와 2001~2004
년도)과 2000년도 중재 법률하의 첫 번째 임금협상의 결과는, 합의된 임
금 목표 선상에서 평화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중재자들은 협상에 많은 경우 활용되었고, 민간 및 공공 중
재자 양측이 제시한 제안들은 폭넓게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중반 현재 강재중재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라. 스웨덴기업연맹
2001년 두 개의 사용자 조직, SAF와 스웨덴산업연합(서비스부문 및 소
기업 사용자 대변)은 활동을 중단하였고, 스웨덴기업연맹(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SN)이 발족하였다. 양 조직은 모두 100년 정
도 활동한 조직들이었으나 그들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다. 이에 따라, 하
나로 합쳐진 중앙산업 조직이 보다 적합하게 여겨졌다. 새로운 조직의
형성은 또한 SN이 그들 회원 기업의 이익을 보다 잘 활용하고 특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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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 중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개선된 조직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SN은 대략 4만 6천 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
으며, 이는 52개 부문의 사용자 연합을 포함하는 숫자이다. 이 새 조직
의 전반적인 목표는 이전의 조직들과 동일한 것으로, 회사와 사업을 위
한 최상의 가능한 조건 창출, 스웨덴에 세계 최상의 기업환경 구축, 국
가 번영도에 있어 다시 한번 최고의 수준 탈환을 위해 국가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차례로 이 목표들은 세금 감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개선,
국제화 및 개혁 입법 등의 하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SN의 집행부는 또
한 효율적인 인프라, 기업가에 대한 태도 변화, 상대적으로 비규제적인
경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
SAF가 최근 들어 특정 부문 협약(예를 들어, 서비스 연금 및 보험 협
약)을 제외하곤 통상 협상 당사자가 된 일이 없었던 점이 인지되었다.
그러한 특정 부문에 대해, SN은 SAF의 이전의 역할을 동일하게 요구받
으면 수행한다. 반면, 개별 회원 연합체들은 계속 중앙(부문) 임금협상
을 주관한다.
SN의 활동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기업환경
창출을 위해 영향력 있는 의견을 가진 지도자에 특별히 주력하며, 지식
확산,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제안 사안 준비 등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중심 단체는 회원 조직들과 개별 회사를 비롯하여 언
론종사자, 정부, 의회, 각 부처, 기관, EU 위원회, EU 기관 및 UNICE
등이다.

5. 결 론
스웨덴의 고용관계는 19세기 이후 3단계를 거쳤다. 제1단계는 노동조
합운동이 시작된 1890~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동
조합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으며 노동
쟁의 발생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정부는 수동적이거나 자본가를 지지하
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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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이 기간
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44년간과 거의 일치하는 기간이다. ‘스
웨덴 모델’은 이 기간 동안에 확립되었으며, 매우 낮은 노동쟁의 발생률,
‘사회연대’ 임금정책,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노사협력 등으로 특징지어진
다. 경제성장에 근거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임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
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노
사관계 유형의 길을 개척하였다.
제3단계는 1970년대에 나타났다. 조합측의 보다 급진적인 성향, 1976
년의 비사회주의 정권의 집권, 심각한 경제 문제, 사용자측의 자유기업
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전략 등이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
다. 1980년의 쟁의는 이러한 새로운 전개를 상징한다. 오랫동안의 격렬
한 쟁의 끝에 임금소득자기금이 도입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완전한 승리
라고는 볼 수 없었다. 임금소득자기금제도는 사회민주당에 정치적 부담
으로 작용하였고 스웨덴 경제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스웨덴 경제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증대시키는 것
이었다. 단체교섭 구조의 세분화,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운용, 이
윤분배제 및 성과급제 등은 경영자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였던 예
들이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단체교섭구조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중앙집중적 교섭구조가 보다 분권적인 구조로 대
체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대부분의 노조 및 일부 사용자 조직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경영자협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1년 중앙교
섭체제에서 탈퇴하기로 한 SAF의 결정은 1956년에 시작되었던 교섭패
턴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1991~93년 협약은 특별정부위원회의 압력으
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때 이래로 임금협상은 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SAF는 지난 몇 십 년간 유지되어 왔던 대부분의 협조적 기
구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작업조직, 기술발전 및 숙련형성에 중점을
두는 일부 협조적 접근방식이 잔존한다. 반면, 비임금부문의 제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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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의 범위에 대한 사용자와 노조의 이견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기
도 하였다.
1982년에 사민당이 다시 집권한 후에 경제정책도 바뀌게 되었다. 팽
창적인 수출 주도의 경제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대규모의 평가절하가 단
행되었다. 이 정책은 몇 년간 성공적이었으나, 이는 또한 정부가 시작한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결정들은 1989년 이후로 후퇴하게 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국가예산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제무역수지의 균
형을 회복하였다. 실업률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미 낮은 수준이었
지만 사상 최저 수준(1989년 중반에 1.2%)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산업을
재편하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정부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
고, 실업도 1990년대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21세기 초에 들어서야
실업률은 다시 4% 이하로 낮춰질 수 있었다.
1980년대의 노동쟁의는 이전에 비해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업중단이 노동손실일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사무직 노조,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욱 빈번하게 노동쟁의에 참가하였다. 주요 쟁의에 참가했던 주목할 만
한 단체는 간호사, 소방사, 그리고 의사들이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노동쟁의에 가담함으로써 정부가 고용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
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인 고용관계 규칙을 변경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협약들을 협상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책
임을 가진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었다.
‘스웨덴 모델’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1980년의 대규모
쟁의 이래 종종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논평자들은 그 쟁의 후에 ‘스웨
덴 모델’의 사망을 선고하였다. 사용자들이 그 모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한 ‘스웨덴 모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간의 기
본적인 공통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효율성과 생산 합리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노사가 산업평화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속
이다. 이는 1997년 산별협약 및 지역의 사회적 협력의 발전에 잘 나타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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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고 있으며, 완전고용제 수준 유지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특징은 사용자의 역할이다. 그들은 1980년대를 통하여
총 노동비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상대임금을 변화시키고 임금격차를 확대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사용자의 지원 없이 정부가 인플
레이션에 대처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고용관계의 또 다른 새로
운 요소는 사무직 노조의 영향력 증대와 서비스부문의 성장이다. 생산직
노조가 노동조합의 의사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연맹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노사관계 제도가 복잡하게 되었다. SAF의 주
요 기능 소멸에 따라, 주요 임무로 로비 활동을 들 수 있는 사용자 조직
인 SN의 탄생은 고용관계에 있어 보다 분산화된 경향으로의 선회를 보
여주는 일례이다.
1994년 스웨덴은 유럽연합(EU)에 가입했고, 고용관계의 다른 유럽국
가와의 조화(harmonization)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보
다 편린이 된 교섭구조와 훨씬 강한 정부의 개입, 그 결과인 노조의 약화
로 인해 스웨덴의 노동-경영자 관계는 ‘유럽대륙’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
으로 추정된다(Higgins, 1996).
스웨덴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1898
1902
1906
1909
1928
1936
1938
1944
1946
1956
1971

고
용
관
계
LO 결성
SAF 결성
‘12월 타협’ 체결. 사용자에 의해 단결권이 인정됨.
1909년 총파업. 그 이후 노조원수 격감
노동법원 설치. 단체교섭법 제정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규제 및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의 교섭권에 관한 법률 제정
SAF-LO 간의 Saltsjöbaden 기본협약 체결. 노사관계에 있어 협조
정신을 규정
TCO 결성
SAF-LO-TCO 간의 직장협의회 협약 체결. 1966년에 수정, 1977
년에 공동결정법(MBL) 제정으로 종료
LO와 SAF 간의 중앙통일교섭 개시
LO와 TCO 산업민주주의 추진정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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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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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LO와 SAF 간의 생산성, 직무만족, 고용보장에 관한 합리화 협약
체결
지역조합 대표의 임원회의 참가를 인정하는 최초의 법률 제정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합의 승인 없이 회사가 견습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 지역조합 대표가 유급으로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 마련
임금소득자기금 논쟁 개시. 근로자 교육휴가를 법률로 인정
비사회주의당 연립내각 성립. 사회민주당 퇴진
직장에서의 공동결정법(MBL) 시행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직장폐쇄와 파업 발생, 가장 거대한 노동
시장 갈등 양상
LO와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임금소득자기금 구상 승인
사회민주당 재집권. SAF-LO-PTK 간의 효율성 및 참가에 관한
협약 체결
임금소득자기금제 시행. 1956~83년간 계속되어 온 중앙통일교섭
이 산업별 교섭으로 대체됨.
정부 주도로 ‘사회계약’에 기초한 중앙임금결정을 위한 새로운 3당
사자 모델 도입
주요 공공부문에 쟁의 발생.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경직적 임금구
조가 와해됨.
중앙집권적인 임금결정모델을 궁극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SAF의
새로운 시도
SAF는 더 이상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 새로운 형태
의 임금위원회(Rehnberg-gruppen)가 거의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
되는 2년 기간에 임금협약 체결을 담당
SAF는 노동시장위원회(AMS)를 포함한 정부의 의사결정기관에
더 이상 대표자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결정. 4개의 보수-자유 정당
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수립
신정부가 각종 위원회와 법정 조직의 구성을 변화시킴. 노조와 사
용자측의 대표자를 국회의원과 독립적인 전문가로 대체함. 노사관
계 법률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변경
실업률이 194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
사회민주당 정부 출범. 1992년 전의 노사관계 규칙으로의 회귀. 유
럽연합에 가입
사회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여러 급여 수준을 소득의 90%에
서 75% 내지 85%로 조정함.
공공부문 고용의 대규모 감축. 공공부문 예산에 대한 강력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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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96∼97

고

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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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정책이 중소기업 지향적으로 됨.

1997∼2001 사회적 협약에 관한 국가 수준의 다양한 협약 체결
1997
산업 개발 및 임금 형성에 관한 협약 승인
1998

사회민주당이 신정부 구성

2000

중재 법안 시행 및 국가중재청(Medlingsinstitutet) 설립

2001

SAF 활동 중단, 스웨덴기업연맹(SN) 발족

2002

스웨덴도시노동자조합이 3년의 협약 기한 소멸 이전 재협상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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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일본의 고용관계

Yasuo Kuwahara

이 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고용관계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몇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나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변화하는
역할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대한 일본식 접근법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 최근의 주요 쟁점에는 직업안정에 대한 변화하는 양상, 가용 고용
기회와 실업자를 연결시키는 노동 유연성의 부족, 외국인 근로자, 기술
변화 등과 같은 사항이 있다.
1억 2,700만 명의 인구를 가졌고 국내총생산(GDP)이 4조 4,650억 달
러인 일본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10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큰 경
제대국이다(부록 참조). 또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 경제는 경제 불
황과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감내하고 있다. 저조한 경제성과는 종종
‘잃어버린 1990년대’라고 언급되고 있다. 1998년, 금융 몰락과 다른 역
행 요소로 인해 일본 경제는 전년도에 비해 -0.7%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에 이른다. 이것은 전후 기간 동안 일본 경제 역사상 전년도 대비 마이너
스 성장의 두번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증가하는 국제경쟁력
에 직면하여 경제를 향상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6,800만 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73%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83%는 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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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0년 일본의 노동력은 1995년에 비하여 100만 명이 늘어났고,
직업을 가진 이의 숫자는 11만 명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의 경제활동
인구 중 약 7%가 농업과 어업을 포함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3%는 제조업과 광업 및 건설업에, 그리고 60%는 서비스업, 도․소매
업, 금융업 및 공공부문(전기, 통신, 가스와 정부) 등의 3차 산업에 종사
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평균적으로 일본인의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이다(2000년 여성
85세, 남성 78세). 후생성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로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이 2025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
장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Kosei-Rodosho, 1989). 실제적으로 일본의
인구구조는 195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205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일본 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양쪽 측면 모두
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 실업률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1960년대 말 1.1% 이하였었는데, 1990년대 중반 실업
률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국가 중 하나이긴 하지만 1997년 3.4%로,
2001년 11월에는 일본 전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 5.0%로 상승하였
다. 악화되는 고용 조건에 낙담하여 많은 장년층 노동자들은 직업을 찾
는 것을 포기하였고, 일자리를 찾는 대다수 젊은이들은 그들의 기대와
일치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반면, IT 업계의 일부 기업들과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회사들은 노동자를 고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노동시장의 또 다른 지수인 구직자(정규직)를 대상으로 한 구인비율이
1990년 1.51에서 2000년에 0.64로 하락하여, 구인과 구직 사이의 불균
형을 보여주고 있다. 1.0의 비율은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
고 있음을 나타낸다. 1964~74년에 그 비율은 1.0 이상이었으며, 1973년
에는 1.76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 후 노동시장의 균형은 무너져
1974~87년 사이에는 0.6 주변을 맴돌다가 1988~92년에는 다시 1.0으
로 상승하였다(1990~91년에는 1.40의 최고점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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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는 다시 낮은 수치를 유지하여 0.5에서 약간 높은 정도이다.
이 비율은 장년층 노동자의 입지가 불리함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도 19세 미만 젊은 노동자를 선호하는 수치가 2.31이었던 반면, 주요 노
동연령이라 할 수 있는 35~39세와 40~44세는 각각 1.17과 1.04였으며,
이에 비해 45세 이상 노동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0.5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45년 이후 기간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노동시간의 감소에 있을 것이
다. 전쟁 전 기간 동안은 하루 12시간 노동은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이후
1일 노동시간은 점차 감소되어 갔다. 그렇지만 저속 성장기간이 시작되
면서 노동시간은 1년에 2,100시간 정도로 더욱 감소되었다. 21세기의 시
작시점까지 법적 노동시간의 감소와 파트타임 일자리의 팽창으로 종원
원 5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1,853시간까지 낮아졌다. 일본의 노동
시간은 미국보다는 짧은 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 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일본의 정권은 일본자유민주당(LDP)이라 불리
는 보수적 정당이 지배해 오고 있다. 야당들이 때때로 영향력을 발휘하
기는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정당도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89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및 여타 야당들이 LDP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은 현저한 변화였
다. 하지만 더 중요한 중의원 선거에서는 LDP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
하였다. 1990년 선거에서 다른 정당들의 의석수가 줄어든 반면, LDP와
JSP(일본사회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늘어났다. 1993년 7월 선거에서
JSP는 우파와 좌파의 분파가 융화되었고, 역사적인 승리를 계기로 LDP,
JSP, 사키가케당은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JSP의 당수가 최초로 수상이
되었으나 1996년 1월에 LDP의 하시모토 류타로로 수상이 바뀌었고, 같
은 달 JSP는 당명을 SDP(일본사회민주당)으로 개명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SDP(과거의
JSP), 일본민주사회당(DSP) 및 일본공산당(JCP) 등과 같은 다양한 야
당들과 연합하였다. 야당의 후보자들 중 성공적으로 당선된 인물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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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노동조합의 지원 및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예전부터 노동조합
과 연대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과 정당 간의 관계
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조합원들은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
는 성향이 있다. 최근의 눈에 띄는 경향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노조의 영
향력은 명백히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변화상은 극적인 부분이 많았다. 2000년 4월, 후에 사망한
오부치 게이조가 입원함에 따라, 자민당의 모리 요시히로는 자유당에서
분리하여 나온 신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2000년 6
월, LDP가 다수를 유지한 총선과 첫 내각의 사임에 이어, 두번째로 모리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내각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
기가 없었으며, 스스로 해체되었다. 2001년 7월 선거에서 준이치로 고
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은 현저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고이즈미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고이즈미는 높은 지지도와 더불어 모
리 내각을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인기는 외무성 장관과 부서 관료
들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잘못 다룬 탓에 2002년 하락하게 된다.

1. 일본식 고용관계 모델
지속되는 일본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고용관계 모델은 여
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1970년대 중반 이래 일본은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과의 달성과 이러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여겨지는
‘협조적인’ 고용관계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20세기 내내 일본은
서구(예를 들면, 영국, 미국, 독일)에서 나온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
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경영방식 및 고용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
가는 일본인 자신들까지 놀라워했다. 1973년의 석유파동 이전만 해도 일
본인은 위의 국가들이 훨씬 더 발전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었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다양한 경영기법 및 기술들을 수입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 일본을 앞질렀던 서구국가 중
많은 수가 한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어 왔으므로 다른 나라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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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 모델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자신들
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자주 새 모
델을 위한 영감(靈感)의 원천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반 거품이 사라진 이후의 실패로 인
해 빛이 바래지긴 하였으나,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일본식
모델의 수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현재의 적대적인 경제환경에서 몇몇
일본 기업의 관리시스템(도요타, 혼다, 소니의 예와 같은)은 경쟁적인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대기업
뿐 아니라 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 역시 그들의 생산기반을 중국을 포함
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식 모델 중 생산과
고용관계 제도의 어떠한 측면이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일본의 봉건주의 시대는 1868년의 메이지 유신으로 막을 내렸
는데, 그때까지 일본은 서구국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
서 산업화는 메이지 유신 발생 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이는 영국에
비해 1세기 늦은 것이다. 일본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초기의 공장들은
거의 국영이었지만 1880년에는 대부분이 몇몇 선택된 가문에 매각되었
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지주회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재벌그룹을 형성
하는 기원이 되는데, 이 재벌그룹은 자기 소유의 시중은행에 기반을 두
고 있다.
비록 몇몇 노동조합들(예를 들어, 인쇄공이나 철강근로자노조)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가문 중심의 산업화는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되었다. 많은 공장들, 특히 방직산업의 공장들은 자체 기숙사를 보
유하고 있었고, 많은 산업에 초기 영국의 직공장과 같은 장인(오야카타)
들이 있어서 하청인의 역할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숙련근로
자의 극심한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오야카타를 통
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많은 대기업들이 오야카타
(親方)의 모집 특권에 끼어들었고,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도제제도
를 통한 기술습득 체계가 기업 내에서의 내부훈련으로 흡수되었다.
가부장주의적 전통은 1920~30년대에 걸쳐 발전하였기 때문에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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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들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군국
주의 체제의 압력이 가중되자, 노동조합들은 1938~43년 사이에 해체되
었고, 경영자 연합체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촉구하는 데 동원되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연합군총사령부(GHQ)는 전후
재건조치의 일환으로 고용관계 및 노동자 조직을 다시 설립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본식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전후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근로자와 노동조합
일본의 노동운동은 GHQ의 민주화 프로그램하에서 급속히 발전하였
다. 비록 일본의 산업기반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전후
4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수는 전쟁 전의 수준에 달하였고, 1949년에는 조
합원수가 660만 명이 되어 조직률도 56%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노동조합 측에서 볼 때에는 몇 가지 퇴보한 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1947년에 총파업을 감행하기로 한 노동조합의 계획이 GHQ에 의해 취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꾸준히 성장하여 1975년에는
1,260만 명의 조합원수와 34%의 조직률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동조합원수나 노조 조직률은 감소 추세
를 계속하고 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조직률은 최저치로 떨어져
22% 수준을 기록하였다. 노동조합 전체 인원은 1,150만 명으로 1993년
1,270만 명의 정점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행 현상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산업 부문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0
년 산업 평균은 22%였으나, 공무원 분야는 62%, 전기, 가스, 수도와 같
은 공공시설 부문은 5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조적으로 도매 및
소매, 요식업의 조직률은 겨우 9%로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노동조합은
매우 극미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조직률은 10% 이
하이다.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10년 동안 노조 조직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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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유니언 숍 조항이 적용되기 때
문에 노동조합원수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하느냐 쇠퇴하
느냐에 따라 변한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팽창하면 보통 노동조
합원수는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줄어든다. 그런데 비록 서비스
부문의 근로자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종업원수를 기준한 이 부문 기업
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노
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보다 선호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조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생활수준의 전체적인 향상인데, 이는 근
로자들로 하여금 노조 활동에 덜 열성적이도록 만든다. 임금인상은 거시
경제 조건에 의거하여 연동하게 된다. 내년도의 임금인상은 경기가 침체
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낮게 예상되는 것이다. 중앙 협상에서 5.9%의 인
상이 있었던 1990년대의 절정 이후, 임금인상폭은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는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용성은 고갈되었으
며, 임금 협상의 중앙집중화는 구식일 뿐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있는 것
이다.
일본의 실업 수준이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
만, 1970년 이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경기 침
체기를 겪자 많은 회사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하
고 있는 회사의 경쟁적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사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이것은 ‘종신고용’ 및 연공에 기초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해졌다. 종신제하
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들은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고용된 것이 아
니라 한 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다른 기업
에서 훈련받았던 경력사원보다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취업자를 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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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왜냐하면, 기업의 연수프로그램이 그 기업의 규범에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고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각 임금 수준은
그들의 교육 정도에 기준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그 기업에서의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승진도 대부분 근속연수에 기준하여 이루어
지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그 기업 내에서 개발된 근로자의 기술 수준과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바
꾸는 것도, 사용자가 자신의 기업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소위 제1차 노동시
장(예를 들어, 대규모 조직에서 일하는 영구 혹은 정규근로자들)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장기적인 고용 지속이라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명시적인 계약으로 확립되어 있지
는 않다. 여성 노동자의 근무기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종신고용제
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오늘날 일본의 노동조합 대부분이 직종별이나 직업별이 아니라 기업
별 혹은 사업체별로 조직되어 있다. 한 기업의 노조는 직종에 관계없이
(하급관리직까지의) 그 기업의 정규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별 노조는 보통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
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 발견된
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잉여노동력이 되지 않는
한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서구 국가
에서는 양측 모두 그 경우가 드물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른 자동적인 임금
인상을 인력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정년퇴직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기업수가 많아지고 있다. 2000년 기준 정년연령을 60세 이상으
로 채택한 기업은 99%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
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 그들은 모회사의 추천을 받아 자회사나 유사한
기업에서 다른 일자리를 얻거나 퇴직금 및 여타 금융자산을 투자해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1990년대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퇴직자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314

국제비교 고용관계

전체 근로자 중 약 3분의 1만이 진정한 정규근로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는 공공부문(공무원)과 대규모 상장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산한 수치이다. 긴 기간 동안 정
규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조직이 운영하는 주
요 노동시장에서 발견된다. 나머지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더 작은 기업
에서 일하거나 임시 혹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동
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예사이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자(시간제 근로
자의 대다수를 차지함)의 노조 조직률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조직률도 낮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거나 성
장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장이 있는 한 같은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정
규근로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 1
차 및 2차 노동시장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의 존재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기업노조는 한 기업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
에 한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사직하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는다. 이는 근로자가 경영진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노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노조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능만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 노조는 여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조의 업무에 대한 간섭을 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방
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노조는 1945년 이후의 혼란기에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들 중 일부는 공장이나 회사별로 존재하던 전시생산위원회에서 발전하
였다. 일본의 노동조합 대부분은 개별기업이나 공장 단위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조가 존재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68,737개 이상
의 노조가 있다고 한다(Rodosho, 2001). 기업별 노동조합원 중 약 97%
가 1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로 나타났다. 비록 산업노조나 직능노조,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 등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형태이다. 해운노조는 산업노조의 드문 예라고 하겠다.
동일산업 내의 기업노조 대부분은 산업별로 노조 연맹를 결성하고 있
으며, 이러한 연맹은 100개 이상 존재한다. 산업별 연맹의 주요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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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산하 기업노조들의
행동통일, 그 산업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처, 특정 노동쟁의
에서 산하 노동조합 지도 혹은 지원,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치
적 로비활동 등이다. 이 산업별 연맹들도 다시 국가 수준의 중심단체에
속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큰 조직이 일본노동조합연맹(JTVC)이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산업 및 국가 수준의 노
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생활수준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의 확립이라는 목
표를 가지고 소위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와중에 ‘민
간부문 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노동 전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
의 운동인 ‘전민노협(全民勞協)’이 1982년 12월에 탄생했다. 이 단체는
민간부문 노동연합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단합을
더욱 확고히 하고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 후 이
조직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까지 통합한 더 큰 중앙노동조합단체인 일본
노동조합연맹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에 설립된 이 일본노동조합연맹
은 거의 8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78개의 산업별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간부문 노동조합에 비해 더 강력
한 힘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1978년 이후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원수
가 감소해 왔고 조합주의를 이끄는 것은 민간부문 노동조합이었다.
일본노동조합연맹은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여 왔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1994년에 연립내각의 설립을 지지했고 자유민주주의연합을 확
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당들이 분산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했다. 노조
는 새로운 정당들에게는 표를 획득하는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민당
(이전의 JSP)의 패배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기업노조와 이의 산하 조직
들의 연합인 일본노동조합연맹은 민중 수준에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
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일본노동조합연맹은 정치
적인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것은 조합원과 지도부들 사이의 간
격을 더욱 넓혔다. 일본노동조합연맹의 구조는 좋지 않은 경제적인 환경
－높은 실업, 대졸자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산업과 기업구조의 재편－
때문에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 왔다.
비록 국가 수준의 연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기업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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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으며 더 강력하다. 후자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며,
더 나아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자급자족하고 있다. 따라서 대
부분의 노조활동은 연합체 수준에서가 아니라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한 기업의 성공 여부는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기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노조는 보통 경영자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피고용인들은 그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는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사용자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작업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이러한 상호 종속성과 기업은 ‘공동운명체’(즉 ‘모든 사람이 한 커다란 가
족의 구성원’)라는 신념이다. 더불어 경영자와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근로자들이 기업과 자신을 동
일시하는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점은 훨씬 많은 임금격차
와 좀더 엄격한 계급구조가 존재하는 몇몇 서구국가들과 대비된다.
기업노조는 사용자의 통제로부터 실제 독립적인가? 회사가 조직화되
면 기업노조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 하
나의 조직체이다.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노조에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은 당사자간의 협상 후에 자
발적인 차원에서 제공된다. 어느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 제공으로
기업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기업별 조합주의의 이점은 조합정책이 더 넓은 범위의 직능이나 정치
적인 현안보다는 기업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별 조합
주의에 기초한 것보다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 .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
측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리한 점도 있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은 자
동적으로 노동조합원이 되고 조합비는 그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 일체감’이 ‘기업 일체감’보다 작다. 노조원 자격은
퇴직과 함께 종료되는데, 이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헌신을 감
소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노조화의 심각한 장벽의 하나는 기업노조의 가입은 대개 핵심
근로자나 정규근로자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비상근근로자,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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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로자와 같은 비정규근로자는 대개 노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조
직되지 않는다. 일부 비상근근로자가 노조화되었다 하더라도 주로 소매
업 부문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조와 관리자 노조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출현하지만, 그들은 다소 예외적이다.
경기침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잉여노동자를 줄이기 위하여 중․장년 피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노력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미 노조에서 은퇴
하였거나 관리직이 된 상태였으므로, 그들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조의
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일부 노조에서는 피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관
리직을 위해 활동을 하기도 한다.
나. 사용자 및 사용자 조직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동안 일본에서는 경제적 무질서와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격렬한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다. 그 시기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은 모두 노사관계 측면에서 충분한 경
험을 갖지 못하였다. 이때 노동조합측의 공세에 대처하고 산업평화와 질
서를 세우기 위해 경영자들은 지역별 및 산업별로 협의체를 조직하였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GHQ의 소위 ‘민주화’ 정책 때문에 경영자들은 종
종 노동조합의 압력에 굴복해야만 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경영권이 침식
당하는 현상에 직면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기업 수준에서 체결되었지만 몇몇 산업, 예
를 들면 민간철도와 서비스업, 그리고 방직산업에서는 산업 수준의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소수를 제외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전국 수
준의 경영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경영자단체연맹(日經連)은 1948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고용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영자 조직이며 많은 기능을 수행한
다. 이 단체는 노동문제에 관한 경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표하며, 각
종 정부 위원회와 평의회, 그리고 ILO에 파견할 경영자대표들을 선출하
고, 산하 조직체에 근로조건과 고용관행에 관한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매년 춘투(春鬪) 때가 되면 일경연은 단체교섭 기간 동안 각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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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요구에 대처하는 데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러
므로 비록 단체교섭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영자단
체들은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Levine, 1984:
318).
춘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는 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조건, ② 소비자물가 수준, ③ 사업 환경(기업의 성과) 등이다(노동성,
1975). 단체교섭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개별기업의
사업 성과가 중요해지고 있다. 노조의 권한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사
용자들의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자
동차, 전기 기계, 건설, 은행 부문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던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
조합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일본 기업, 특히 대기업의 기본구조는 북미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와 크게 다르다. 일본 대기업의 경영구조는 ‘주주
전권기업’이라는 특성을 종종 나타내는 서구 국가들의 대기업과는 달리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의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경쟁에 대한 장애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일
본의 경영구조는 비록 서구의 기업구조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경제적 문헌은 보통 이 기업이 명백히 구
분되는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다른 기업과 구분하고 있
다. 즉 자본가 기업은 총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 반면, 근로자 자주관리
기업 혹은 일리리아(Illyria) 기업은 지분 혹은 근로자 1인당 순소득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가정한다(Ward, 1958).
부연하면,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은 경영참가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비록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이란, 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직종이나 기술숙련도 혹은 자본 출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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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산기업이라
는 정의로 받아들여진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형적인 일본 기업은, 비록
엄격히 말해서 진정으로 모든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근로자 자주관리’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비록 이사진이 공식적으로
종업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모
기업과 같은 대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때때로 이사진의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과 이의 실행은 기업 내에서 승진한 이사
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대부분 이사에서 승진된 사장이 주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로 천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정은 같은 기업
내의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고 하겠다. 은행, 보험회사, 모회사와 같은
대주주를 대표하는 독립이사들 또한 해당 기업이 모회사의 하부 조직이
거나 모회사, 은행 또는 보험사의 재정 도움을 받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일본 기업에서 이사진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전문대 혹은 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그 기업에서 일한 상급
관리직에서 승진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일반
종업원일 때 기업 노동조합의 지도자였다. 사실 관리직 혹은 경영진으로
승진한 종업원들 중 많은 수가 이전에 노동조합원이었으며 심지어 몇몇
은 노동조합 지도자이기도 하였다. 상급 관리직에서 이사로 승진한 사람
은 최고경영자그룹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지만, 이러
한 적응은 신속히 이루어진다. 오랜 경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승진한 이
사들은 경영층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공동체의 관심을 주주들의 관심
보다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이 소수에 불과하나 대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무시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CEO 같은 상급 관리
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들과 상의한다. 대체적으로 대주주들
은 지분을 증가시키는 일보다 자본이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부 승진이 통상적인 진급경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기
업에 대해 강한 충성심을 갖는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회사의 일원’이라
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사원(社員)’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 단
어는 동일한 서구 용어에는 없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고
용된 근로자라는 뜻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혹

320

국제비교 고용관계

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부진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관리̈․발전에는 상당
한 변화가 있었다. 몇몇 주창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보다 주주 기반의 기
업관리 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이러한 방향은 최근
의 회사법 및 지배구조 수정안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
국회에 상정된 회사법 수정안에는 10,0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본의 기업은 미
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새로운 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회사법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는 회사에 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즉 이사
후보를 지명하는 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업의 특정한 영역에 책임을 두
는 간부를 임명할 수 있는 이사 보상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
직은 미국의 모델과 유사하다. 대기업은 신모델이나 전통적인 일본 모델
중 선택이 가능한데(2003년도 마쓰시타와 도요타는 일본 모델의 약간
수정된 형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
이다.
‘준근로자 관리기업’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피고용
인이 참여하게 된다. 품질관리서클(QCC)이나 통합품질관리(TQC)와 같
은 소집단 활동들은 일본 기업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명시적인 노동
쟁의의 감소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에 따라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사
이의 구분이 점점 더 불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사무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다. 일본 기업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성과배분제도이
다. 임금 혹은 봉급 이외에 일본 근로자들은 1년에 약 2.8개월치의 월급
에 해당하는 많은 계절상여금을 받는다. 전기,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 부
문과 같이 안정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1년에 약 4.4개월치의 월급을,
도․소매 및 요식업 같은 경쟁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1년에 약 2.4개월치
의 월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불교도가 여름에 지내는 조
상숭배 의식의 일종인 ‘본(盆) 축제’와 연말 및 신년 행사에 필요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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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출을 사용자가 배려해 주는 데서 기원하였다. 상여금 액수는 기
업이나 산업의 성과 및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그 변동폭은
크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을 연간소득의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이렇듯 상여금 액수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들은 어떠한 작은 변동분이라도 자기 회사 이윤의 변동과 연관시키기 때
문에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경영과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상여금제도는 스태그플레이
션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서구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여금 지급을 기업과 노동력 간의 이익분배의 형
태로 보고 있다(Weitzman, 1984). 다른 연구들에서도 항시 Weitzman
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타 연구들은 상여금을 ① 정규 급여
의 변형된 형태, ② 노력 보상의 수단, ③ 이익분배의 유형, ④ 특정 인
적자원이라는 기업내 투자에 대한 노동자의 분배 몫 등의 혼합으로 보고
있다. 상여금의 크기는 1990년대의 악화된 기업환경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라. 단체교섭
임금협상은 다른 사항들의 협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노
동조합은 매년 4월과 5월에 있는 춘투(春鬪) 때 임금협상을 행하는 반
면, 좀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은 다른 시기에 행한다. 그렇지만
춘투 때 다른 사항들, 예를 들어 초과근무 할증률의 인상, 수당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그리고 기업연금의 확대 등도 요구하는 노동
조합수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쇠퇴와 활발하지 못한 경제
의 분위기로 춘투의 특징들이 바뀌고 있다. 전국 임금교섭에서 이의 상
대적 중요성은 임금교섭의 무대를 기업 차원으로 옮기는 것과 함께 쇠퇴
했다. 가중되는 국제 경쟁을 반영하여 벌어지는 기업이윤의 차이는 이러
한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노조의 구조는 그 기업의 조직구조(즉 공장, 부서 혹은 부문별 집
단)에 상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충은 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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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영자는 종종 전쟁 전의 가
부장주의적인 전통에 따라 노사간의 긴장과 분규를 완화시키고 일체감
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
니며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광업과 주요 제조업에서 장기간의 대규
모 분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몇 파업은 급진적 지도자가 주도
하였으며, 이러한 분규들 대부분은 고용관계에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깊
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규의 경험은 노동조합과 경영자 모두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
훈을 주었다. 1974년에도 많은 조업중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분규건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분규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
접적으로 해결되지만 몇몇 경우에는 제3자가 중재한다. 민간 및 공공부
문의 중재제도는 중앙 및 지방 노사관계위원회가 주관하며 공공부문 근
로자와 선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다. 이들 위원회에 회부된 분규의
대부분은 알선이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에까지 이르는 분규는 거
의 없다. 노동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쟁의는 기업 수준의 노동자와
관리자 관계의 한계를 벗어난 것들이다. 위원회의 상대적 중요성은 기업
차원의 노사간 협조가 증대되었으므로 감소하였다.
현재 일본의 고용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당사자들 사이의 관
계도 협조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인 시
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좀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들은 기업노조가 경영자에 대해 너무 의존적이며 그 관계가 공모 내지는
예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본 대기업의 경영구조가 종업원들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준근로자 자주관리기업’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
면, 기업별 노조가 의사결정 측면에서나 작업장의 민주화 또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직종별 노동조합보다 더 적당할
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이윤의 추구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려보다 우
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를 어느 정도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노동조합은 부문 이익을 대표하며, 기업별 노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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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지
만, 동일기업에서 일하는 임시근로자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
지 않는다. 이렇게 정규근로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이들
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음)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희생되는 한
이 있어도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준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의 불행한 특성일 것이다.
1950년대 이후로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1950년대보다 1980년대에는 기업간의 경쟁이
증대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사
회 여론이 더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은 이런 경향을 보다 가속화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오랜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업 쟁의는 증가 기미를 거의 드러내
지 않았던 것이다. 1975년 산업 쟁의 기록은 8,435건으로 최고치의 기
록에 다다랐었다. 그렇지만 2000년은 단지 1,102건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 침체 동안 잉여노동력에 대한 불만족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쟁의의 무게 중심이 집단에서 개별로 이
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이동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관계 체계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도전이
되는 양상이다. 그들은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2. 현재 쟁점사안
일본 경제는 전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 예외적인 몇 기간
을 제외하고는, 전쟁 이후 극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1974년에는
첫 번째 석유 파동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고, 1998년 역시
적자의 해로 기록되었다. 높은 실업률은 전망을 보다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던 일본의 지도층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일본의 경제는 빠르게
변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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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9년 총리 자문단들은 이상적인 경제사회와 경제 재발전을
위한 정책을 구상한 10개년 경제계획을 쟁점화시켰다. 그들은 지식과 지
성을 기반으로 한 가치가 지혜의 시대에 진입하는 일본을 강화시키는 원
천이 될 것이라 제안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본이 잠재적으로 2%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아직까지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 인구
의 고령화,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외
국인 근로자의 이주 증대,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
다. 세계화의 한 가지 충격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으로 일본 경제의 몇
몇 부문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 급진적인 변화들을 유도한
엔화의 유동성과 높은 가치 상승이다. 1980년 미국달러의 가치가 1달러
에 217엔이었으나 1995년에는 94엔으로 하락했다. 환율은 1998년 131
엔으로 뛰어올랐으나, 2000년에는 108엔으로 하락하였다. 2002년 환율
은 대략 130엔 정도로 올라섰으나, 2003년에 들어서는 117엔으로 떨어
졌다. 엔화 절상에 의해서 촉발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
본 회사들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노동비용 때문이다. 2001년 교
역에 관한 백서에 따르면, 1999년 중국의 평균임금은 미화 1,008달러인
것에 비해 일본은 미화 37,259달러(Keizai-Sangyo Sho, 2001)라고 한
다. 일본의 평균 생산임금은 대략 중국보다 3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
난 것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생산활동은 198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확대되어 갔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일본의 제조기업 매출이 수출량을 능
가하였다. 이러한 일본 기업은 해외에 29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였고,
이는 국내 제조부문의 1/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Fukao, 2002).
국제화의 또 다른 결과는 높은 임금에 매료된 이민근로자들의 증가이
다. 미국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해외의 직접투자와
이민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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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세계화는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은 금융, 통
신,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 예로, 통신 및
방송회사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IT 보급에 있어 뒤진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Keisei-Rodosho, 200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재택근무, 화상작업과 위성 사무실과 같은 새
로운 노동형태를 발생시키면서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다.
인터넷은 노동의 세계를 변혁시키고 있다. 1990년 동안 2백만 개의 직업
이 IT 혁신에 의해 창출되었다. 다른 기업에서도 직업 창출은 있었지만,
다수의 새로운 직업은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창출되었음이 주목된다.
가. 직업안정과 고용관행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
였다. 직업안정과 고용관행은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하겠다.
강제퇴직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강제퇴직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60~64세 사이의 비경제활동인구 60% 이상이 자신들은 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60세 이하 비경제활동인구 40%가 건강하며 상근
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하였다(Rodosho, 2000). 이러한 열망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64세 이상 남성 노동자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34%에
이르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도록 기업을 고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법률이 개
정되어 장기적으로는 65세로 정하고, 단기적으로는 1998년에 비해 더
높거나 또는 60세를 퇴직연령으로 정하는 퇴직제도가 기업들에게 주어
졌다. 이처럼 퇴직연령을 높이는 것은 종신고용제의 운명과 사회보장제
도의 상태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존의 임금과 퇴직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평균 노동비용은 현재의 근속에 따른 급여가 유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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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기 마련이다.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
고 있는데, 다운사이징, 임시직 도입, 외국인 노동자, 아웃소싱, 전산화,
생산지 해외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불어 지정 퇴직제도를 폐지하
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
연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반적인 주제가 되었다.
만약 기업이 종업원들을 해고시킨다면 경영자와 종업원 사이에 존재
하고 있는 ‘높은 상호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정규근로자수를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 임시
및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많은 기업
체에서 보다 유연한 고용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운영방안의 변경을 꾀하
고 있다. 이러한 혁신방안에는 특정 연령, 예를 들어 45세에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근속에 따라 상승되는 임금인상을 중지하고, 조기 퇴직을 유
도할 수 있는 선택적인 직업을 도입하는 것 등이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자연적 소모와 축소로 피고용인의 전체 숫자를 감소시켰다.
1987년부터 구직자 대비 구인비율이 일본 경제가 엔화의 평가절상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함에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다. 1990년대 노동력의
부족은 많은 산업으로 퍼졌고, 특히 제조 부문의 기계 및 금속을 비롯하
여 건설, 소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러한 산업
의 대부분은 젊은 노동자를 끌어당기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많은 회사들은 젊은층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고충에 직면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력 잉
여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여러 방면으로 피고용인수를 감소시
킬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렇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열악한 근무 환
경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수의 일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숙련 업종에 이민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산업계는 어떻게 이러한 불균형에 대응하였을
까? 기업들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전략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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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많은 경영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아시아나 기타 개발도상국 지역 출신의 ‘불
법근로자’들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엔화의 평가절상과 노동력 부족현상은
일본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임금격차를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빨리 대응하지 못함으로
써 여행자나 학생용 비자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불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기고서도 일본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 포함되어 있다. 21세기 초를 기준으로 건설업과 몇몇 제조업 및 서비
스업 부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40%에 해
당하는 최소 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더럽고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요하는 소위 3D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합법적인
이민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여러 나라 출신의 약 67만 명의 근로자가 현재
노동시장에 취업 중에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회사 사장과의 개인
적인 접촉을 통해서나 브로커와 불법단체를 포함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서 고용되며, 일용근로자 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을 직접 연결하는 불법단체
나 브로커의 비밀조직망이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이주
자들이 이러한 조직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무역’은
자주 전문적인 밀수꾼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위조여권(비자나 일본 여
권)을 제공하거나 밀항시켜 주는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착취당하며 저임금을 받
으면서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기를 강요받는다. 매년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 정부는 이민관리 및 난민인정법(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을 개정하였고, 이는 199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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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주 및
고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불법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고용을
도운 브로커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비숙련근로자(혹은 단순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위의 개정안 역시 이것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만약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나 고기술 산업과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조정과 합리화 과
정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된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
당한 근로조건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한동안은
비숙련근로자의 유입을 계속 금지하여야만 한다.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압력
은 상당히 강하다. 1996년 이래로 중국 밀항자의 불법 상륙이 갑작스럽
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의 증가
와 그러한 불법자들 간의 연계 때문에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립경찰의 많
은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렇지만 일본은 불법자들의 유입과 관련된 제도
를 준비하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주민
들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
책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사회보장, 지역문제 및 정치적
권리와 같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족스럽
게 일본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 유동성의 원천: 기술 혁신
기술 변화는 경제성장에 가장 생동적인 요소이다. 한 국가의 생산성은
① 기술 혁신, ② 자본집중도 증가, ③ 저생산율에서 고생산율 산업으로
의 자원 이전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강한 경제성
장이 있을 때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여러 방면에서 신기술을 완전히 가동하였고, 과거 이런 기술
진보의 혜택을 충분히 입기도 하였다. 쇠퇴하는 산업을 대신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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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경제의 혁신 제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업은 기술 변화나 신기
술의 노동절감 효과로 인해 촉발된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
상과 더불어 취업기회의 감소, 그리고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리라는, 즉
노동절약적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1950년대와 1970년
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취업
기회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일본은 노동절약적 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
으며, 생산자동화 및 사무자동화로 알려진 다양한 기술들을 많은 영역에
서 도입하고 있다. 산업로봇생산자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87년에
일본은 OECD에 있는 전체 산업로봇 중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섰다고 한다.
1994년 인터넷의 확산 이래 기술 혁신은 지구촌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1999년에 시
작되어 전년도에 비해 60%까지 인터넷 사용자수가 증가되었다. 정보통
신에 관한 정부의 백서에 따르면, 2005년 무렵에 인터넷과 휴대 통신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 되어 TV와 전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휴대폰과 카폰의 가입자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상통신선을
이용한 전화 사용자수는 약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더
불어 고성능 저가의 개인 컴퓨터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IT 이용을 하도
록 하는 매개가 되었다. 거의 모든 중규모 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어떤 방
식이건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IT의 확산으로 얼마나 많은 직업이 창출되었는지 그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복지․노동부가 추정한 것에 따르면, 1990~99년 사이
IT에 의해 2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되었다고 한다. IT의 여파로 인
해 창출된 직업의 수를 가늠하는 것에는 ① IT의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
성 상승에 기인한 직업 쇠퇴, ② IT를 활용한 부문에 대한 요구 증가에
기인한 직업 창출, ③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생산부문 팽
창으로 인한 직업 창출, ④ 피고용인 소득을 통한 직업 창출(또는 쇠퇴)
등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내리고 있다. 새로 창출된 직업의 숫자는 이의
효과를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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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②~④ 세 가지가 합쳐진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피고용인의 소
득은 가계소비를 늘리고 또 그 역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T의
이용은 직업수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이의 질에도 변화를 야기
하였다. 창조적이며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
졌으며, 규범적이고 단조로운 직업은 덜 중요하게 변하였다.
라. 노동이동성 증가
노동력과 직업 기회의 불균형에 대처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간제 근로
자의 고용과 파견근로자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시간제 근
로자는 여성, 특히 중년 주부들이다. 1995년 36%의 여성 노동자가 비상
근직이었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은 노동력에 진입 또는 탈퇴하기가 수월
하고 노동자들의 동기 또한 변모하기 쉽다. 이들은 경제뿐 아니라 가정
주부로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이유로도 노동시장
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은 노동력에 보다 많은 유연성
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상근직 고용을 점차 증가시키려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도 점진
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의 직업이동률도 근래 들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젊은층 노동자의 직업이동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긴축한 노동시장의 배경에 반하여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 대
략 20%의 고졸 출신 젊은층 노동자는 1년 이내에 첫 직장을 떠나고, 3년
이내에 그들의 40%가 이직한다. 한 직장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는 젊은
노동자수의 증가는 그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한 젊은 노동자들은 더 나은 직장, 이전 직장에 머무르는 데 있어서 고충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직업을 변경한다. 1990년대에 시작된 젊은 노
동자들 사이의 노동력 이전은 상당히 주목해야 할 점이다.
동시에 ‘핵심 노동자(정규직)’ 사이의 평균 근무기간은 연장되고 있는
추세로 남자의 경우 12.4년, 여자의 경우 7.1년으로 나타났다(Rodo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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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따라서 일본의 소위 종신고용제에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노동자들 사이의 새로운 이동성 경향은 구직기간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
를 종신(장기) 계약의 쇠락을 나타내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
많은 기업들이 근무기간이나 피고용인의 나이보다는 수행평가에 근거
한 인사관리(HRM) 정책을 도입하려 애를 쓰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각
피고용인의 수행실적에 따라 연봉을 정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핵심 노동자, 전문가, 임시(유동) 노동자와 같은 특징에 따라 피고
용인을 분류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전형적인 일본의 고용(장기간 수행
이나 기업노조의 예와 같은) 실행방식은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일반화
된 것이지만, 근소하나마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노동자의 다수는 보통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국제비교의 목적을 위해 여기서 중소기업은 250인 미만(미국의 경우
20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모든 제조업 노동자의 74%는
중소기업 근로자이다. 비교되는 수치로 영국은 46%, 독일은 25%, 미국
은 46%로 나타나고 있다(Chusho Kiggyocho, 1991). 중소기업의 비중
은 모든 국가에서 높다. 그렇지만 일본의 중소기업은 고용 부문에 있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 규모, 자본․노동 비율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 임금과
근무조건은 광범위한 상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고부가
가치 생산성의 결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비효율적이고 쇠퇴하는 부
문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에서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혁
신적이며 보다 유동적인 연유에 근거한다. 넓은 범위의 다양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용관계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도급업체는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그 비율이 낮지만, 제조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부분이다. 정확한 그림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업의 약 66%가 하도급업체이다. 많은 하도급
업체를 가진 업계는 자동차, 섬유, 의복, 일반 기계, 전자 기계, 금속 산
업 등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의

332

국제비교 고용관계

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Chusho Kigyocho, 1983).
독립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또 다른 유형으로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 범주에서는 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당수의 성장 중소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기업은 통상 발전된 기술, 높은 사업 통찰
력과 기술 능력을 통합하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중소기업에
비해 이들의 숫자는 아직 적은 편이지만, 그들은 생산과 노동시장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음에 따라 고용의 여건 및 조건은 일
반적으로 시장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매우 경쟁적인 분야의 하도급업체
의 경우, 이익은 낮은 편이다. 주요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은 유출 효과
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상호 연관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역할과 일본의 시간제 및 임시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형태의 이중 노동시장은 일본의 상황에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진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다. 심지
어 제조 부문의 주요 노동시장조차도 1970년대 이래 부진하며, 특히 철
강, 비철금속, 화학과 같은 기본 산업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차 노동시장으로 종종 특징짓긴 하지만, 보다 능동
적이며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본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노동자 근무조건에 다양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
용자의 특정 사업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초, 민간 근로
자의 60%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노
조주의의 미래는 대부분 노조들이 그러한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결 론
일본의 고용관계는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다양한 특성들로 존재
하고 있다(역사적으로 높은 실업률, 종신고용의 감소,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외국 노동자수의 증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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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IT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산업, 관리, 고용
관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도출하였다. 모든 시스템의 각 부분들이 변
할 때, 전체 시스템 역시 변화로의 동향을 보이게 된다. 일본식 자본주
의는 이러한 변화 양상에서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본 경제는 일련의 극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다. 1차 산업 쇠퇴(근로
자의 숫자라는 측면에서 5.1%)와는 달리 3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팽창하였
다(64.2%). 2차(생산) 산업은 축소되는 경향이 보인다(30.7%) (Somucho,
2001). 금융 분야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생산 부문의 중요성은
감퇴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만약 일본이 생산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
는다면 일본 산업이 보다 값싼 생산비용을 찾아 해외로 재배치됨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함에 따라 일본의 교역 균형은 흑자에서 적자로
변환될 것이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와 국내 흑자의 감축 결과로 인해 가
계저축이 감소될 것이다.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만큼 일
본 사회를 변모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의 저축률은 1990년 이후 쇠퇴하고 있다. 1998년 저축률은 29.6%
였지만, 이 수치는 미국(17.2%), 영국(18.2%), 독일(21.3%)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하였다. 거품 경제의 몰락 이후 저축과 보험
에 예치하는 자금은 급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주식 및 투
자기금에 예치되는 비율은 감소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펀드와 고정예금에 유난히 많은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식에 예치한 개인투자자
비율은 일본이 약 4.5%인 데에 비해 미국은 20.8%, 영국은 15.6%, 독일
은 8.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Bank of Japan, 1999).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의 성패는 정치적 측면에 의
존하고 있다. 자민당의 2001년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고이즈
미 수상이 이끄는 연합정부를 둘러싸고 분분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의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외무성 장관인 마키코 다나카의
사임 이후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이즈미 정부에 대한 가장 주된 우려는
경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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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기 침체는 심각한 부채 상황이 더해짐에 따라 은행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가
격의 하락은 실제 부채 가치의 상승을 야기하여 일본 건설, 부동산, 소
매 산업분야의 과다한 사업은 여전히 은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당들은 고이즈미의 고통스런 변화가 실업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
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와 그의 당은 이러한 고통이 변
혁에 있어 불가결하다고 평가하며, 실업률보다 경쟁적인 경제를 성취하
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고용관계에 반영되어 있으
며, 이의 적응성이 바로 그것이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변화에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일본 고용관계의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 상
대적으로 모호하고 넓은 범위의 직무 구분, 작업장 배치의 유연성, 여타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지 않은 근로규칙, 연공(상여)제도의 광범위한
활용, 관리직과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업적평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나, 이러한 조합은 일
본에 보다 널리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이러한 인력관
리의 특성들을 증가 추세의 노동시장 유동성과 하나로 연계하여 경제 구
조를 개혁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
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려 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거의
모든 이익단체들이 사라진 환경에서 Olsen(1982)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인데 나타난 예상되지 못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석유 및 다른 천연자원의 공급에 대한 여러 장애는
특히 1973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의 일본은 1991년까지 비록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더 급속한 성
장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였다.
근래의 관리 부실은 경제 회복을 저속화시켰다. 더불어 낮아진 경제성
장률과 인구의 고령화, 종신고용제를 지원하기 위한 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같은 제약요인들로 인해 점점 더 일본 사회를 경직화되도록 만들
고 있다. 자원의 원활한 재배치는 성취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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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고용정책은 실업률 보존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잉여노동
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이는 일본
실업률을 1990년대 초반까지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쇠퇴하는 업계에서 창궐하는 쪽으로 근로자의 이전을 막는 부정적인 효
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산업 또는 기업 내에서 직
업 변경이 원만하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
러한 정책의 변화는 불가결하게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식 산업화 모델의 미래는 다양한 개혁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의 장
해물을 제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강력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여 구조적 변화가 계
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은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노동시장
과 광범위한 사회에서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제
까지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자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
다. 국제경쟁과 기술 진보에 직면하여 일본은 보다 많은 변화를 맞이하
고 있다.
많은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연약’하지 않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여전히 왕성하고 유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일본인의 60% 이상이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이 수치는 별반 변화가 없었다(Naikakufu, 2001).
일본의 고용관계 연표

연 도
고
용
관
계
1868
메이지(明治) 유신이 봉건시대를 마감
1880
초기의 국영 공장들이 다수의 회사를 소유한 재벌의 원조가 된 가문
에 매각됨.
1887
인쇄공과 철강근로자, 그리고 다른 직인들의 노동조합운동(곧 중단됨)
1892
일본상공회의소 설립
1894∼95 청일전쟁
1897
일본 최초의 성공적인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기성회 설립. 철강근로자
노동조합과 일본철도노동조합(日本鐵道矯正會) 조직
1900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금지한 치안경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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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고

용

관

계

1901

국영 야와다(八幡)제철소 개설

1903

農商務省에서 ‘공장근로자 상태(職工事情)’ 발표

1904∼05 노일전쟁
1906

일본사회당(JSP) 결성

1907

아시오(足尾)와 베쓰코(別子) 구리광산에서 격렬한 파업

1911

공장법 제정

1912

友愛會 설립

1914∼18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20

대공황. 야와다(八幡)제철소에서 대규모 노동쟁의 발생. 최초의 노동절

1921

일본노동총동맹 결성

1922

일본공산당(JCP) 결성

1925

보통선거법 공포. 치안유지법 공포.

1927

노다(野田) 간장공장에서 대규모 파업

1929

금 수출금지 해제. 쇼와(昭和) 공황

1931

전전(戰前) 최고의 노동쟁의건수 기록. 만주사변 발발

1937

중일전쟁 발발. 노동관리 협동연합인 産業保國會 설립(산업 전역에
걸친 국가에의 서비스 연맹)

1940

근로자 및 농민단체들 차례로 해산. 大日本産業保國會 창설, 大政翼贊
會 결성(1942년에 大日本産業保國會와 통합)

1941∼45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5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 투하
포츠담 선언이 받아들여짐. 일본 무조건 항복. 勞働組合法 공포

1946

日本鋼管 쓰루미(鶴見)製鐵所 생산관리 돌입, 日本鋼管 쓰루미(鶴見)
製鐵所와 도시바(東芝)회사의 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노동조합에서
생산관리 투쟁. 요미우리(讀賣)신문 노동쟁의. 日本勞働組合總同盟(總
同盟) 결성. 勞働關係調整法 공포, 日本國 憲法 공포(시행일은 1947년
5월 3일), 日本勞働組合會議(日勞會議) 결성

1947

일본연합군총사령부(GHQ) 2월 1일의 총파업 중지 명령, 日本國 憲法
시행, 電産(일본전기산업노동조합)과 炭勞(일본석탄광부노동조합) 결
성, 勞働省 발족

1948

日本經營者團體連盟(日經連) 결성. 개정된 國家公務員法과 公共企業
體等勞働關係法 공포
勞働組合法과 勞働關係調整法 개정

1949

경제 독립지침서인 도지 라인(Dodge Line) 정책 도입

제10장 일본의 고용관계(Yasuo Kuwahara)

337

연 도
고
용
관
계
1950
한국전쟁 발발. 日本勞働組合總評議會(總評) 결성대회. 레드 퍼지(Red
Purge: 적색분자 숙청). 對日講和條約 조인. 美-日 安全保障條約 조인
1952
세번째 노동절. 천황궁 앞 광장에서의 유혈사태. 노동3법 개정
1954
오미(近江) 絹絲社에서 인권투쟁. 全日本勞働組合會議(全勞) 결성
總評이 5개 산업수준의 노동공세를 봄철의 임금인상 협상으로 묶어
공고히 함.
1956
일본, 국제연합(UN)에 가입
1958
오지(王子)製紙社 노동쟁의
1959
국회에서 最低賃金法 통과. 美-日 安全保障條約 개정 저지를 위한 국
민운동. 미이케(三池)광산에서 노동쟁의
1964
일본, OECD 가입. 國際金屬勞連 日本協議會(IMF-JC) 설립
1965
일본,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
1973
제1차 석유파동
1974
약 600만 명이 참가한 사상최대의 春鬪
1980
UAW(全美自動車勞働組合)가 일본 자동차회사들에게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요청
1982
전민노협(全民勞協) 발족
1986
雇用機會平等法(수정안) 도입
1987
연합(連合) 결성
勞働基準法 개정(근로시간 단축 촉진)
1988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통합하여 新連合 출범
1990
이민관리법과 난민인정법 개정
1991
일본국제연수협력단(JITCD) 발족
1992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법 도입
199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술연수제도 도입
1994
일본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 최고치 기록함. LDP, JSP, 사키가케당
연립정부 구성. 파트타임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법 제정
1996
LDP 새 정부 출범
1997
신규 졸업생에 관한 대학과 사용자 간의 협약. 미츠이 미케 광산 폐쇄, 불
법입국을 도운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평등법에 처벌조항 도입
1998
총리 료타로 하시모토 사임, 오부치 게이조 대리 이후, 모리 요시히로
가 수상으로 취임. 닛산 극적인 구조조정 계획 도입 시작
2001
준이치로 고이즈미 새 수상으로 취임. 개인노동 쟁의 해결법. 12월 실
업률이 높은 수준인 5.5에 도달
2002
곤경에 처한 기업의 다급한 요구에 대한 노동 공유. 經團連과 連合
및 福祉勞働省 간의 협약

338

국제비교 고용관계

제 11 장

한국의 고용관계

Young-bum Park & Chris Leggett

대한민국(남한, 이하 한국)의 인구는 4,800만 명이다. 1990년대 말 현
재 도시인구의 비중은 80% 정도인데 1962년에는 단지 30%에 불과하였
다. 종종 한국과 비교하여 논의되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가(NIEs)의
도시화 비율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거의 100%, 대만 58%이다. 민족
적으로 동질한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불교신자이고 상당수는 기독교도
인데, 대부분이 유교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은 약 2,200만
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남자 77%, 여자 52%)이다.
1997년 말 한국이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 실업률은 2%를
넘지 않았는데, 1999년 2월에는 8.5%까지 치솟았다. 이후 경제가 회복
되기 시작함에 따라 실업률은 4%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국제노동기구(ILO)가 보고한 어느 나라보다도
길며, 아시아의 다른 신흥공업국가(NIEs)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은 끊임없이 늘어났다.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로 한국의 1인당 GNP
는 1962년 87달러에서 2000년 9,700달러로 증가하였다. GNP 연평균
성장률은 8%로서, 최저 1998년의 -6.7%에서 최고 1987년의 12.3%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률의 변동은 정치적 위기 및 세계경제에 민
감한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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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1948년까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고 6개
의 공화국 형태를 취했다. 이승만(李承晩)의 제1공화국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집권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는 내전으로 황폐화되었고
1953년의 정전협정과 함께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공화국으
로 분단되었다. 장면(張勉)의 제2공화국은 1960~61년까지, 박정희(朴正
熙)의 제3공화국은 1961~72년까지, 박정희의 제4공화국은 1972~80년
까지, 전두환(全斗煥)의 제5공화국은 1980~87년까지, 제4공화국과 제5
공화국의 사이에 최규하(崔圭夏)의 통치기간이, 1987년 이후의 제6공화
국은 노태우(盧泰愚), 김영삼(金泳三), 김대중(金大中)에 이어 현재 노무
현(盧武럭) 대통령의 집권하에 있다. 이승만은 학생들의 시위에 의해 쫓
겨났고 박정희는 암살되었으며, 노태우와 전두환은 집권기간 동안의 범
죄로 인하여 1996년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승만에 의
해 시작되었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은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정치적으로
주도하였다. 제2공화국하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1960년대 이후 한국
의 민주화는 198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1997년까지 야당
후보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1. 한국의 고용관계의 발전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외부에 개방되고 1910년 일본에 의해 식민
지화되기까지 한국은 이씨왕조(李氏王朝)에 의해 지배되어온 500년 역
사의 조선왕국(朝鮮王國)이었는데 유교논리가 개인적․사회적․공민적
행동양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회는 지배계층인 양반, 중간계급인 중
인, 농민 및 기능공인 상민, 그리고 최하층인 천민으로 엄격히 계급화되
어 있었다. 근로자들에 의한 수공예품이 상민이나 천민계급의 가족작업
장에서 만들어졌지만 임금노동자는 드물었다. 조직 노동의 기원은 18세
기 말까지 추적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광산, 하역, 운송, 행정서비스 및 교역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
이 확대되기까지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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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45년까지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억압되었다.
노동운동은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었지
만, 노선 차이로 인해 공산주의 계열의 노조는 지하로 숨어들었고, 여타
의 노조는 식민정권을 수용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1945년 해방 후의 짧은 부흥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한반도의 분
단에 따라 재편되었다. 결과적으로 좌익계열의 전평(全評, 조선노동조
합전국평의회)은 미군정(American Military Government)에 의해 1947
년 불법화되었고, 곧 경쟁조직인 대한노총(大韓勞總)에 의해 노동운동이
주도되었다.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결성으로 독립적 노동운동
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1960년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통합되었다. 1961년 모든 노조는 ‘한국노총(韓國勞總)’으로 알려진,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적 조직하의 산업별 연맹으로 강제 흡수되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제1공화국하에서 국가의 커다란 혜택을 받았던 가족기업,
곧 ‘재벌’을 자본주의 발전의 동반자로 편입시켰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
독립적 노동운동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한국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제도적
특징들을 규정하였다.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는 세계시장에서 재벌상품
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
에 한국 정부와 재벌로서는 노사관계의 통제가 아주 중요하였다.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동운동가들에 의한 1980년대의 저
항은, 당시 대통령 후보이며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직접선거를 포
함한 정치적 자유화를 약속했던 1987년 6월, 정점에 이르렀다. 이는 한
국의 고용관계의 전환점이었는데, 정부는 그 이후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틀 내의 조정자가 되고자 했으나, 경제성장 유지 기조는 변
하지 않았다(Woo, 1996: 165). 노동조합의 수, 노동조합원, 그리고 노
사분규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즉시 노동운동이 부흥하
였다(표 11-1 참조). 노동조합주의는 이후 한국의 고용관계에 있어 강력
한 제도가 되었으며, 단체교섭은 한국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고 향
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노조원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경제의 변화를 부분
적으로 반영하면서 1996년 12월 정부의 일방적 노동법 개정에 저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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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서 보듯이 노조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개정
에 있어서 정부는 비공식 노조 인정과 결사의 자유라는 요구를 충족시키
는 데 실패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했지만, 선거
법은 정치활동 참여를 기존 정당에 국한했다. 한국노총 이외의 단체 인
정은 2000년까지 연기된 반면, ‘제3자 개입’은 노조나 경영진과 ‘공식적
으로’ 관련된 사람들로 국한되었다. 작업장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은 2003
년까지 유예되었고, 2000년에 와서는 다시 2007년까지로 미루어졌다.
그 대신 경총(經總)은 향후 5년간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교육계의 단체교섭은 공동협의에 제한되었을 뿐, 교사들의 단
결권과 단체행동권은 계속하여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마저
가세한 최대규모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정리해고 기준의 완화
였다.
여론과 민주노총의 계속되는 파업에 직면한 정부는 1996년의 개정안
도입을 유보하였으며, 1997년 5월 국회는 노동법을 수정하여 경쟁적인
전국단위 노조연맹을 허용하고 해고 기준의 완화를 1999년까지 지연시
켰다.
1997년 11월, 당시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도 전에 한국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봉착했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에 구제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IMF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조처
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곧이어 선출된 김대
중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라는 삼자협의체를 설립했는데, 이 기구는
1998년 2월, 기존의 합의시점보다 1년 이른 1998년 4월부터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나 인수합병 기간 중에는 정리해고를 허용할 것을 합의하
였다.
노사정위원회는 또한 1997년 합의에 실패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
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상당한 실업기금을 조성한다.
-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교사는 노동조합을 1999년부터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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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1998년 상반기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계약직 노동이 허용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의 급증에 따라 대량해고를 둘러싼 경영
진-노조의 대립 역시 가속화되고 있었다. 1999년 초 실업자는 1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고 취업자와 실업자는 똑같이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
었다. 1997년 금융위기가 노조에 가한 충격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
만, 한국의 노조는 생존을 가능케 한 방어적 전략을 채택해 왔던 것이다.

2. 고용관계 당사자
한국의 고용관계 주요 당사자는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근로자와 그
들의 조직, 사용자와 그들의 협회, 그리고 정부 및 민간기구이다(제1장
및 Dunlop, 1958). 한국의 고용관계 개혁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인 노
사정위원회는 학자, 변호사, 종교지도자와 언론인들을 포함한다. 따라
서 다른 조직체,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KLI)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나 대학의 경제학이나 법학 전공 교수들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987년 이전에는 중앙정보부가 노동운동의 억압에 은밀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 노동조합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세 수준(사업장, 지역, 전국)에서 조직되지만,
대부분은 공장 혹은 기업 단위 수준에서 활동하며, 특정 공장이나 기업
의 모든 노조원은 직종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위노조에 소속된다. 단위노
조의 지도자는 노동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로 인하여 단체교섭의
현안은 기업특수적인 경향이 있다. 단체교섭권은 단위노동조합에 주어지
고 지역별 협의회나 산업별 연맹은 오직 자문에 응하고 논의하는 권리만
을 갖고 있다. 그러나 통신노련이나 전국택시노련과 같이 직종 단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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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되어 지역이나 전국단위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도 있다.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약 150만 명(총 고용인구의 11.6%)이며, 이
들은 6,000여 개의 단위노조에 속해 있다(표 11-1 참조). 노조원수는
1989년 약 200만 명으로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국 경제의 구
조조정과 노조운동의 새로운 환경 대처 실패,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
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계속되는 감소추세를 겪었다.
한국의 노동조합원들은 주로 중공업계의 남성 생산직 노동자로 구성
되어 있다. 남성이 전체 노조원의 72%를 이루고 있지만, 노동인구로 보
면 약 40%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나 LG, 대우와 같은 재벌기업의 노조
는 국가전체의 고용관계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발전은 공식기구인 한국노총과
는 별개의 독자적인 운동의 흐름이 등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이다(Kim,
1993: 133; Park, 1993: 159; Kwon & Leggett, 1994: 20; Moon,
1994: 142; Wilkinson, 1994: 5; Ranald, 1999: 303~311). 비록 한국
의 법체계가 1997년까지 단 하나의 전국적 조직만 허용했다 하더라도,
1987년 이후 한국노총의 정책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운동가들을 중
심으로 독자적인 전국단위 노련을 조직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1991년 1월 전노협(全勞協)이 결성되었고, 1995년 11월에는 전노협과 다
른 비공인 노조들이 민주노총(民主勞總)을 결성하였으며, 1999년 11월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새로운 노조운동의 지도자들은 박정희․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하에
서 정부 및 사용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을 비판해 왔다.
1999년, 민주노총은 56만 8천 명의 조합원(1995년 결성 당시 4만 명
(Park, 1996))과 1,256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되었다. 반면 한국노총은
4,501개의 단위노조 내에 88만 8천 명의 조합원을 두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비록 한국노총보다 적지만, 한국 경제의 핵심부문을 이루는
거대 재벌기업 소속 노조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한국노
총만큼이나 막강하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1987년 이후 노동조
합이 조직되었던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노
조들의 평균적인 노조 가입률은 한국노총보다 2배를 웃돈다. 최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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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개에 부합되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보다 공
격적이면서 독립적이다.
1990년대의 중요한 발전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증가했
다는 것이다. 교원노조가 허용되고, 공공부문 및 은행업계가 1997년 금
융위기 이후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처하게 되면서 한국의 사무직 노조
운동은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강력한 사무직 노조원들을 갖
고 있다.
Kim(1993)은 한국 노동운동의 다양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
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공업의 성장과 함께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주도하였다. 둘째, 사무직 고용의 증가와 함께 사무직 노동
조합원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연대’와 ‘균열’을 촉진시키
는 노동조합 내의 구조가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공동협의회는 기업뿐
만 아니라 지역, 직종 및 산업에 기초하여 결성되었다.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 노조원이 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
다. 제1선 조직보다 상층의 사무직 노동자는 일정 정도 제외된다.
연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간 협의회의 결성은 상대하기 힘든 재벌
의 분열전략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현대(現代)는 새로운 노동조합주의
에 대하여 강한 대립적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잠잠해졌으나 1996년 말의 노동법 개정으로 되
살아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현대의 전철을 따랐을 다른 기업들에
삼성(三星)과 같은 재벌이나 포항제철(浦港製鐵, 현 POSCO)과 같은 정
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990년대에 노동조합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산업구조
의 개편에 기인한다. 먼저, 통상적으로 노동운동이 강력한 광업과 제조
업의 고용이 1990~95년에 약 15만 명 감소하였고 이 부문의 많은 중소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1989~95년에 노동조합의 수가 7,893
개에서 6,606개로 1,287개나 줄어들었다(표 11-1 참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는 강력하고, 노동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약 2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노조원수는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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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상이었다. 1999년 인정된 교원노조에 8만 8천 명의 교사가 가입한
탓에 다른 분야에서 약 10만 명의 조합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업계와 공공부문의 노조원수가 증가한 반면, 주
로 화학․금속산업과 운송통신 분야에서 노조원수가 감소하였다.
노조 가입률은 총 고용인구의 감소를 반영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11.2%에서 11.8%로 증가했다. 노동조합의 수 또한 5,373개에서 5,637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거대 노조는 조합원의 감소를 겪었음에 틀림
없다.
<표 11-1> 한국의 고용관계 지표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수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천명)
473
750
948
1,004
1,036
1,267
1,707
1,932
1,887
1,803
1,735
1,667
1,659
1,615
1,599
1,484
1,402
1,481
1,527

노사분규

조직률*
(%)

노동조합수
(개)

파업수

파업참가자
(천명)

12.6
15.8
14.7
12.4
12.3
13.8
17.8
18.6
17.2
15.9
15.0
14.2
13.5
12.6
12.2
11.5
11.5
11.8
11.6

3,500
4,091
2,635
2,551
2,675
4,103
6,164
7,893
7,698
7,656
7,527
7,147
7,025
6,606
6,424
5,733
5,560
5,637
5,898

4
52
407
265
276
3749
1873
1616
322
234
235
144
121
88
85
78
129
198
250

1
10
49
29
47
1262
294
409
134
175
105
109
104
50
79
44
146
92
178

주: * 전체 근로자 대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동향 .

실업률
(%)
5.2
4.0
3.8
3.1
2.5
2.6
2.4
2.3
2.4
2.8
2.4
2.0
2.0
2.6
6.8
6.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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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민주노총의
힘은 강화되었다. 1997~99년에 한국노총은 4만 9천 명의 조합원을 잃
었지만, 민주노총은 반대로 11만 2천 명을 얻은 데 이어 3만 8천 명의 교
사까지 가입시켰다. 은행업계의 많은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
로 이동하였지만, 두 노총 모두에서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크게 늘어났
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업계와 공공부문 모두 대규모의 고용조정 사
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나. 사용자
한국의 사용자들은 여러 사용자협회를 조직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협
회는 1884년에 설립된 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로 전 사업 부문의 기업
은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1947년에 설립된 무역협회(貿易協會)에는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961년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全國經濟人聯合會)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 기업들
을 대표하고, 경영자총협회(經營者總協會)는 노동문제 전담조직으로서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상대 조직이다(Park, 1993: 142~143). 그러나 단
체교섭이 일반적으로 작업장이나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국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역할은 기업 그 자체, 특히 재벌 수준
에서 가장 잘 이해된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행위자로서 재벌은 한국과 다
른 신흥공업국가를 상징적․산업적으로 구별하는 특징이다. 재벌에 경제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30대 재벌(이들 각각은 대기업들이 집중된 것이다)
이 국가 GNP의 95%를, 현대와 삼성, LG, 대우, 그리고 선경의 5대 재벌
이 GNP의 약 60%를 창출하고 있다(한국은행, 1990). 따라서 그들은 한
국의 고용관계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87년 이후의 기업별 노
동조합주의에 의해 나타나듯이, 한국 근로자의 주요 사용자인 재벌은 한국
노동조합원의 상당수를 고용하고 있고(Chun, 1989 : 318~321), 약 60%의
분규가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대한상공회의소, 1988: 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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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장전략은 재벌을 매개로 한 저비용에 의존하는 대량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고용, 특히 생산직이 급속히 늘어났고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였다(Chun, 1985: 247). 뿐만 아니라 현대(現代)
와 같은 일부 재벌의 사업은 연관산업이나 공장을 하나의 지역에 집중시
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일관방식’이었다(Kong, 1992 : 138~142).
따라서 비슷한 근무조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근로자들이 재벌
에 의하여 한 지역이나 공장에 집중적으로 모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 산업발전 과정에서 여러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공단이 많이
세워졌다. 이는 집단적 의식을 조장하였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힘을 강
화시켜 주었다. 구조적으로 노동조합들은, 특히 대규모 노동조합들은 마
산․창원 지역의 마창노동조합협의회나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와 같
이 지역이나 재벌에 기초한 노동조합 구조를 발전시켰다. 정부지원 아래
현대는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와 같은 중공업 관련 공장을 설립
하였다(Chun, 1985: 319~322). 한국 최초의 산업공단인 이 도시에서
1987년 현대의 근로자들은 우선 작업장 수준의 노조를 조직하고, 점차
그룹 수준의 노조들을 조직하여 갔다.
다양화, 확장, 그리고 대량생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벌의 설립자
들은 그들의 고용관계의 틀을 가부장적․계급적, 그리고 권위주의적 구
조로 발전시켰다. 통상적으로 재벌의 설립자 가족들이 주요 경영자의 자
리를 차지한다(Kuk, 1987: 144~158).
한국의 정보는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과 1945년 직후의 전투적인 노동
조합주의의 경험에 부합되게 노사관계의 법적 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재
벌은 노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재벌들은 노조를 경영구조
의 틀 속에 편입시키면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동의 대리인들
을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지원 아래 조
직적으로 전투적인 노조와 근로자들을 작업장에서 추방시켰고,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유사 정치꾼인 노동운동가들을 조직에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재벌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경영층의 권한을 제한하기
보다는 조직의 위계구조에 부합되기를 바랐는데, 이는 삼성(三星)과 현
대(現代)의 노사관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Ogle, 1990). 따라서 재벌

348

국제비교 고용관계

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였으나 ‘기업노조’로서 그들의 순종을 기
대했다.
1987년 이후 우리가 본 대로 한국의 고용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재벌
들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되찾았다. 반면 재벌은 단체교섭에 대한 분권화
된 접근방식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경영전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동성이 재벌에 끼친 영향은 다양하다. 많은
재벌들은 파업을 종식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
였고 그들이 과거 행사하였던 생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상실하였다.
많은 대기업들이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만을 고용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었다. 1987년 이후 조직화된 근로
자들은 더욱 보호되었고, 종종 노동조합의 요구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성과 평가에서 면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상여금이 성과와 관련없이 지
급되었다. 1990년대 초의 대우조선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들은 재벌체
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재벌과 같은 양보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
벌체제 밖에서는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기인한다. 한 연구
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1987년 이후 한국의 고용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유교적 가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
조하는 기존의 주장에서 벗어나 재벌을 포함한 사용자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Kwon & O’Donnell, 1999).
다. 국가의 역할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압도적인 역할로 인하여 한
국의 고용관계 연구의 지배적인 주제는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있어 왔
다. 국가가 고용관계를 형성하는데, 특히 노동운동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것이 대부분 연구의 가정이다. 노동조합의 구조적 한계
(Deyo, 1989), 산업화의 단계(Sharma, 1991), 발전 과정의 상대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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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 1989; Vogel, 1991) 등을 부제로 달고 있지만, 중심 주제에 연관
되는 것이 국가의 지배구조와 그 변화라 할 수 있다(Choi, 1989; Park,
1992; Frenkel, 1993).
1961년 이후 한국에 있어서 국가주도 경제의 목표는 수출 위주 및 저
비용 경쟁을 통한 양적인 급성장이었다. ‘교통정리’로 일컬어지는 독재
적 개입에 의하여 국가는 재벌의 성장전략을 결정하였다(즉, 규모의 경
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전략의 목적은, 첫째 재벌로 하여금 사업을
한 업종 내에서 그리고 여러 업종에 걸쳐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화하
도록 함으로써(문어발식 경영으로 일컬어지는), 둘째 재벌로 하여금 시
장의 할당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취되었다.
국가의 가장 뚜렷한 역할은 ‘노동법 제정자’라는 것이다. 1950년대 말
이후 다른 신흥공업국가와 마찬가지로(홍콩은 그 정도에 있어서는 덜하
지만) 한국의 노동법은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규제하고자 해 왔다22).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보
호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제1공화국에서 제정된 법
들은－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1945년 점령군에 의해 강요되어 제정된 다원주의에 기초한 일본법의
복사판이었는데, 한국 정부의 일원적 접근방식과는 양립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들은 개정되었다. 1962년과 1963년에 박정희 정부는
정치활동을 포함한 단체활동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나 1967년 직업훈련법
이 제정되었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었다.
1960년대 초의 노동법 개정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당시
의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되었다(이 금지법은 1981년 철폐되었
다). 1972년의 유신헌법과 1973년의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인한 1․14
경제비상조치법은 1970년대 노동법 개정의 전조였다. 법의 개정은 부분
적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도 개입한 노동탄압의 일부였다. 그러나 정부
의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
22) 한국의 노동법 제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Park & Lee(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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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선을 목표로 한 법률도 일부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은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적용되고, 산재보험대상 범위도 확대되었다.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국노총과 국가는
더 나은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한국
노총에 대한 불만은 지식인, 인권운동가 및 종교 지도자가 주도하는 지하
노동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여 건의 노사
분규가 발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에 이은 1979년과 1980년의
‘서울의 봄’이라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노사분규는 폭발하였다.
‘서울의 봄’은 407건의 분규를 발생시켰고, 1980년의 전두환 장군의
군사쿠데타와 제5공화국의 탄생으로 종료되었다. 노동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재편되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작업
장에서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를 비대립적으로 하기 위한 의
도에서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복지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억압적인 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지하노동운동은 활발하였고 또
한 성장하였다. ‘위장취업자’로 공장에 취업한 대학생들은 작업현장의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1984~85년과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인 1987~88
년에 발생했던 노동쟁의들을 주도하였다. 노조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
이 용이하게끔 1987년 노동쟁의조정법을 포함, 노동 관련 법률들에 일
부 손질이 가해진 것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1987년 이후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정책을 어떤 형태로든 시행
하고자 노력했다. ‘한자리숫자정책’, ‘총액임금제’, ‘한국노총과 경총 간
의 사회적 합의’ 등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형이다. 임금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임금 타결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나 노조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성취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1989~93년까지 연간 임금인상률은 각각 21.1%, 18.8%, 17,7%, 15.2%,
12.2%로서 정부지침을 벗어났으며, 이는 인금인상이 정부에 의해 통제
되던 1987년 이전의 기간과 대비된다. 그 당시 1985년을 제외하곤 연간
인상률은 1981년의 20.7%부터 1986년의 8.2%까지 매년 감소했다(한국
노동연구원, 1994: 31). 임금억제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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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루어졌다(Park, 1996).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에서 다중 협상체인 대통령직속 노
사관계개혁위원회(PIRRC)의 협의를 통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신노사
관계(a New Conception of Industrial Relations)가 발표되면서 노․
사․정 3자주의적 접근이 국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공식 단체로 인
정받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의 일부 지도자들은 독립노조 대표 자격으
로 노사관계개혁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광범위한 토론에
도 불구하고 많은 핵심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했는데, 한국 정부는 위원
회의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안을 입안하였으며, 이의 가결은 즉각
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파업들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 대통령이 설립한 1998년의 노사정위원회는 유의미한 결과들
을 가져왔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에 도달한 이후의 진행 과정은 이러한
종류의 타협이 완전히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민주노총은 교원노조가 허용된 직후 노사정위
원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매번
거부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

3. 주요 과정
가. 단체교섭과 분규
한국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규제된다. 노조(혹은 다른 적법
한 단체)는 사용자나 그 단체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와 관련된 다른 문
제를 교섭할 수 있다. 노조는 또한 소속되어 있는 연맹에 노조를 대신하
여 교섭해 줄 것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다수사용자교섭이 기업이나 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기
업이나 공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나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운수나
섬유, 사용자의 수가 소수인 광업의 경우 지역이나 전국 수준에서 다수
사용자 임금교섭이 이루어진다.
1987년 이후 단체교섭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보다 중요한 수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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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소수의 중소기업에서만－1990년 현재 100인 미만 사업체의
3%－노사관계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단지 7%의 중소기업에만 노
사협의회가 있다. 90% 이상의 기업은 단체협의제도가 없다.
노동쟁의건수는 1987년의 3,749건이 최고치였으며, 1988년과 1989년
에도 각각 1,873건, 1,616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
다. 1989년 이후 쟁의건수가 급감하여 1990년에 322건으로 줄어들었고
1995년에는 100건 미만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쟁의의 감소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인으로 풀이된다. 첫째, 한국 경제가 1989년부터
불황기로 접어들어 결과적으로 전투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호응
이 줄어들었다. 둘째,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계속 탄압받고 투옥되었다.
셋째, 쟁의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용자와 노
동조합 모두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단체교섭의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
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부가 작업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정해진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다 노력하였다.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실업 위협이 증가하자 노동쟁의가 급속하게
늘었으며, 한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개혁안을 집행했다.
1998년에 12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5%가 늘
어난 것이었다. 근로자들은 전년도보다 세 배나 늘어난 14만 6천 건의
쟁의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도 계속되었다. 1997년의
경우 44만 4천 시간이었던 근로손실일수가 1998년에는 거의 150만 시간
이나 발생하였다.
나. 노사협의회
1980년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50인 이상의 사
업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매년 4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1997년에 그 설치 범위는 30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고충
처리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단과 협의해야 한다. 기업은 노사협의회의 규
정을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협의회를 해체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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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이 구성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Kim, 1984: 123). 1987년 전의
노사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정부와 재벌이 작업장에서 그들의 힘을 정당
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많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상
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노사협의회는 노사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이
나 복지 관련 사항이 협의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게들 하고 있
으며, 노조 없는 사업체에서도 임금협상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협의회의 근로
자 대표가 된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노
동조합주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1980년 제정된 법을 개
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편 사용자와 정부는 단체교섭 관련
사항이 아닌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다. 쟁의해결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는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1953년
법 제정으로 노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알선, 조정, 중재를 담당한다. 노동
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외에 교통부 산하에 9개의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조가 단체행동을 할
의사가 있으면 노동쟁의조정법(1953년)에 따라 당사자 양측은 단체행동
개시 10일 전－공익사업의 경우 15일 전－까지 관련 노동위원회에 통고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노동위원
회는 먼저 알선자(conciliator)를 지명한 후, 그가 실패할 경우 노․사․
정 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착수한다. 조정이 실패
하면 쟁의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위원회
가 구성된다. 중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소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
는 경우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거나 경제나 대
중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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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냉각기간이 적용되며
알선․조정 및 중재절차가 이루어진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냉각기간
이 좀더 길고 강제중재가 적용된다(1996년 말, 법 개정으로 필수공익사
업의 범위가 확대됨). 주요방위산업에 대한 규정이 이에 해당되는데, 근
로자들의 합법적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3).

4. 현 안
가.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 이전의 실업률
은 2.6%였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실업률은 8.5%까지 뛰어올라 180
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 중 정확히 74%가 강
제로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 사태 와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정리해고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998~2000년까지 실업자 지원
대책에 21조원이 소요되었다(미화 160억 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
업자와 실업자들은 고용안정과 더불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중지, 해고된 인원을 위한 생계비 지급을 요구했다.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는 실업자는 10%도 안 되며(Park, 2000), 정부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20% 미만이다(KLI & KIHASA,
1999; Hwang et al., 1999). 경제적 이유로 인한 대량해고를 둘러싸고
일어난 노조와 경영진 간의 대결 사례는 1998년 6월, 한국의 가장 큰 자
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쟁의였다. 타협의 결과, 해고
는 최소화되었고 일시해고에 대한 수당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였다.
1998년 6월,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5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또한 정부는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55개 민
간 회사를 폐쇄 조치하였고, 공공부문 근로자 3만 명이 2000년까지 정

23) 보다 자세한 쟁의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은 Park(1993: 153~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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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고되었다. 다수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지방공무원 3만 명
(10%)이 1998년 말까지 감축되었다.
경제적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은 서울지하철노조
가 대폭적인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항의하는 파업에 돌입
했던 1999년 4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 파업은 노조의 어떤 요구
도 달성치 못하고 마무리되었는데, 여타의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 5월,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임시직 근로자 보호 요구를 내걸며 추진한 총파업이 무산되면서 또 다른
패배를 경험했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1999년 2
월이후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1998년 7% 가깝게 올랐던 실업률이
2001년 4% 이하로 떨어졌다.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진 간의 심각한 긴장상태는 특히 공공
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공공부문의 노동력은 25%까지 줄
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공공부문 노조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KEPCO)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한
국노총은 총파업을 내걸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민간부문에서도
거대 노동조합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부는 대우자동
차노조에게 상태가 악화된 회사를 위하여 고용조정 프로그램에 무조건
동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대우노조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오던
터였다. 노조가 거절하자, 정부는 지원을 중단했고 대우는 도산했다. 민
주노총 소속 노조 중 가장 전투적이었던 대우노조는 저항을 포기하고 고
용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조합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작업장에
서의 근로자보호법을 검토하였다. 사용자들은 일부 보호법 조항들이 인
적자원으로서의 노동력의 이용을 경직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다른 나라
들이 규제완화를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이 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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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은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정리해고에 보다 유연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
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1996년, 대량해고와 관련된 보다 유연성 있는
규정을 담으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는
개정안을 철회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파견근로자’로 알려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써 노동비용을 줄이고 인적자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파견근
로업체와의 계약이므로 복지비와 같은 고용비용은 사용자의 몫이 아니
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은 기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용자들은 파견근
로자의 고용이 합법화되어야 하고 정부가 조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노동조합은 교섭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파견근로자’의 합법화
를 반대하고 있다.
시장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들은 1998년, 즉 한국이 IMF의 구제
기금을 받았던 해에 발표되었다. 강성노조 및 기업특수적인 기술을 보유
한 근로자를 가진 대기업들은 노조 없는 중소기업들보다 더 큰 저항에
맞닥뜨렸지만, 유연화 조치는 IMF 구제정책과 함께 더더욱 용이하게 시
행되었다. 단기적인 결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한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현재 노조간부들이
고용안정을 포함, 임금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교섭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조합원의 요구들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처한 노조 지도자들에게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 노동법의 변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996년에 노동법 개정 제안을 검토했을 때, 핵
심쟁점 중의 하나는 동일작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삭제였다.
1997년에 개정된 법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선택 가입권을 제공했고, 이
에 따라 독자적인 민주노총은 법적 지위의 획득과 함께 산업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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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섭권 주장을 둘러싼 노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2002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논쟁적인 쟁점, 노
조 상근간부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상식적 관행을 불공정 노동관
행으로 규정한 것 또한 2002년까지 유보되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노
사정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의 이 두 가지 논란사항의 이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반대로 한국노총에는 향후 5년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었다. 주당 표준노동시간을 40시간까지 점차로 단축시킨다는 내용
의 개정안 세부사항들은 여전히 구체화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노동법의 변화 내용이 2007년에 실행되면 한국 노동조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노조 상근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
급 금지조항은 미래의 한국 교섭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노조들은 사용자의 재정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거대 노조들조차도 자
신들이 간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난관에 빠질 수 있다. 어려
움을 예상하고서 일부 노조들은 기업에서 산별 구조로 조직적 이동을 진
행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같은 시기에 임금교섭을
집중시키고, 상층 지도부에 교섭을 위임함으로써 연맹 내부의 연대의식
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다수 노조에서 논쟁의 핵심이며 고용관계 전문가들의 관심 대상은 기
업 수준에서 교섭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노조에 대한 전망이다. 노사
정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은 단일노조 대표방식인 미국식 스타일을 주장해
왔지만, 노동조합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한편 복수노조주의는 노조들
사이의 분열효과를 낳아 사용자들에게 유리해지게끔 작용할 수도 있다.
라. 외국인 노동력
다른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와 마찬가지로 협소한 노동시장으로 한국
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은 비숙련 근로자
이며, 특히 섬유,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전자, 고무 및 화학제품과 같

358

국제비교 고용관계

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취업해 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곧 1990년대 초반 이후의 일이며, 주요 인력수출국이었던 시기의 역전
인 셈이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은 언론, 기술이전, 사업, 자본투자, 교육
및 연구, 연예 및 기타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은 1996년 약 11,000명 정도에 달했다. 비숙련 근로자들은 ‘산업연
수생’으로 들어오는데 1996년 약 58,000명 정도 되었다. 원래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기술향상이 당초의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인력부족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오용되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
신이 ‘산업연수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도나 네팔, 그 밖
의 나라 출신인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상당수 있다.
한국에서 불법 이주노동자는 1997년 12월 당시 15만 명 정도였을 것
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체류기간을 넘겨버린 전직 ‘산업연수생’이거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 국민들로서 상당수의 중국 조선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적인 지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착취당하기 쉬우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한다. 정부정책은 여전
히 모호한데,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은 인건비 상승의 억제수단으로 인
정하나, 공식적인 허용은 이주노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
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대중
적 요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여전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
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3D(difficult, dangerous,
and demanding) 직종’에서 일하려 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노동집
약적인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일할 의사가 있는 한국인들
을 찾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을 송환시키는 정부 조
처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7월, 정부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관리제도(employment management
scheme)를 발표했다. 이 제도하에서 외국인들은 근로자로서 허용되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인 혈통을 인정받은 외국인들만 일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 존재한다. 최근의 한국 정부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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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친노조적인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근로
자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마. 노동시간 단축
1997년 금융위기와 함께 노동계는 실직자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표준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예상보
다 일찍 위기에서 회복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그 제안들을 재고하였다.
2001년에 경총과 한국노총이 주당 표준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단축하기로 제안했으나, 세부사항들은 합의되지 못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유급휴가의 권리(full paid leave
entitlement)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유급휴가일수 또한 표준노동
시간의 단축과 함께 줄어들 것이므로 대다수의 한국 근로자들이 이를 포
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의 노동시간이 표준노동시
간보다 길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적게 하려는 의지가 없
다면 사용자의 노동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단호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2002년 9
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노동시
간 단축정책 시행 노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5. 결 론
한국 사회에서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주는 것
은 바로 한국의 노사관계제도가 등장한 역사적 환경 및 재벌의 독특한
중요성이다. 1960년대 이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산업화와 함께
노사관계의 국가별 특성이 발전되어 왔으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소홀
히 취급되어 왔다. 공통적인 성격에 치중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속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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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차이는 보다 덜 주목되고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한국 노사
관계의 성격 중 일부는 일제 식민지 시대 및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
군정 통치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특성들이 형성된 시기는 사
실 한국전쟁 종전 이후였다.
한국의 산업화는 경제발전 과정 중 재벌의 중요성과 특히 국가와 재벌
간의 관계로 인하여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벌이 산업화의 도구
로 선택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설정한 구도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통성은 도전받기 시작했고,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권
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에서 노
동운동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에 어떤 식으로든 종속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 그리고 대만
에서도 ― 독립적 노조주의의 부흥기가 있었다. 한국의 노동조합 구조는
부분적으로는 산업의 소유구조를 반영한 것이고, 새로운 노동조합들은
재벌과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열망한다. 그들은 또한 보다 확대된 국가
로부터의 결사의 자유와 사용자로부터의 승인을 통한 완전한 권리회복
을 추구한다. 재벌의 고용인구 증가로 인해 노사관계는 재벌의 노조화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수준에 주목되어 왔다. 경쟁적 노조단체의 존재와
그 역사, 운용방식은 합법성을 향한 투쟁에 이바지했는데, 이러한 가운
데 법적 정당성이 획득되었으며, 게다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의
경제회복에 있어서 더 이상의 우발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의 고용관계 연표

연도
1876
1888
1898
1910
1919
1920

고
용
관
계
강화도조약으로 조선 강제 개국
함경도 초산금광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
성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47명의 부두노동조합) 설립
한일합방
3 ․ 1 독립운동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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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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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동연맹 결성
농민을 포함하는 조선노동총연맹 결성
치안유지법
1925
공산당 검거
영홍총파업(한국 최초의 총파업)
1928
일제 노동운동 사실상 금지
1929
원산 근로자총파업(일제하의 가장 대규모 파업)
1938
중일전쟁 발발로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됨.
1945
8 ․ 15 해방
미군정 개시
미군정 노동쟁의 중재를 포함한 노동보호에 관한 법령 공포
좌익계 全評(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
1946
최고 근로시간과 연소노동에 관한 법령 공포(주당 48시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
9월 전국파업 발생
1947
전평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시됨.
보건사회부 산하에 노동국 설립
1948
제1공화국 탄생(대한민국 정부수립)
생필품 지원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재건 5개
년계획 개시
1950~53 한국전쟁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제정
근로기준법 제정
부산 조선섬유의 분규로 대한노총 분열
1959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4 ․ 19 학생혁명으로 제1공화국 종식
장면 정부 출범.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전노협 결성.
1961
5 ․ 16으로 제2공화국 종식
모든 노동조합 해체
1962
노동조합 구조가 산별노조로 전환
제3공화국 출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
1970
외국인 소유기업에서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를 규제하는 임시특례법
제정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특별조치법,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화. 강제중재
가 전 산업으로 확대
1971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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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979
1980
1981
1986
1987
1990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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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관
계
근로기준법 개정(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일부 규정은 15인 이상 사
업체에만 적용)
박정희 대통령 암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개정
5 ․ 17로 제4공화국 종식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한 제5공화국 출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최저임금법 제정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에 의한 6․29 민주화 선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
민주노총 결성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
노동법 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대규모 파업으로 노동법이 재개정됨.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
국도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제금융을 받음. 김대중 대통령 당선.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량 정리해고를 포
함한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시행 합의
2월 실업률 8.5%로 최고 기록. IMF 구조조정에 대한 민노총 총파업
실패
교원노조 합법화. 정부, 민주노총 공식 인정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및 노조 상근간부 임금지급금지 관련 노동
법 개정안 시행 연기 합의
노사정위원회, 주 40시간 근로제 원칙적 합의
노무현 정부 수립. 노동운동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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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Greg J. Bamber, Russell D. Lasbury & Nick Wailes

지금까지 10개 선진시장경제국가의 고용관계를 분석하였다. 본장은
앞 장들의 주요한 요소들의 일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1절에서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검토한다. 제2절에서
는 1945년 이후 이들 10개국의 고용관계의 변화를 개관한다. 끝으로, 서
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앞 장들에서 제시된 분석들의 함의를 고려할
것이다.

1. 고용관계의 국제적 차원
개별국가 분석에서 저자들은 국가적 고용관계 패턴에 있어 경제 발전뿐
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제도적 발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Park & Leggett(제11장)은 한국의 노동입법
과정에서 한국의 ILO와 OECD 가입의 의미를 지적했다. Marchington et
al.(제2장)은 영국에서 유럽노동위원회(EWCD)가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Thompson & Taras(제4장)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노조와 교섭과정을 조율하
려는 캐나다 노조의 노력을 다룬다. Lansbury & Wailes(제5장)는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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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호주의 워터프론트 파업에서 항만노동자들에 의한 국제적 연대 캠페
인의 효과를 지적했다. 이 책에는 국제적 차원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보
다 많은 예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의 주요 결론의 하나는, 비교고용관계 연구자들은 국제적 차원을
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국제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관계
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대한 분석으로 통합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국

제 노사관계 레짐 의 요소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레짐 개념은 국제 정
치경제학 문헌들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국가 수준의 고용관계 관행이 고
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국제적 규율과 지배의 시스템 안에
서 발전하며 이를 통해 강화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Haworth &
Hughes, 2002: 13~18). 국제적 차원의 요소들을 특화시키는 최근의 논
쟁에 주목하면서, 제1절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제 노사관계 레짐
의 몇몇 특징들과 국제적 차원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치
는 방식들을 규명할 것이다.
가. WTO, ILO, 그리고 국제노동기준
국제적 차원이 고용관계의 미래적 패턴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강조한 최근의 논쟁은 WTO의 지배하에서 노동기준이 하여야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ILO는 협약과 권고를 통해 국제노동기
준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주요 단체였다(Engerman, 2003). ILO는 정
부, 사용자,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
구이다(Servais, 1996). ILO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강화조약에 의해
창설되었고 국제연맹의 일부였다. 국제연맹과는 달리 ILO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존속하여 국제연합에 편입되었다. ILO의 회원국은 174개
국이며 그 조직은 [그림 12-1]에 나타나 있다.
국제노동법과 국제비교 노사관계 자료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ILO는
184건의 협약과 약 194건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7,000건 이상의 비준을
받았다. 권고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했건 안 했건 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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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문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협약은 ① 결사의 자유, 균등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 ② 산업안전 및 보건, ③ 근로조건, ④ 사회보장
및 근로자 보상급여, ⑤ 노동행정, ⑥ 이주근로자, ⑦ 특정 직종의 특수
한 요건이나 여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
으로 이들 기준은 ‘국제노동법전’으로 지칭된다.
비록 ILO는 ‘국제기준을 확산시키는 데 엄청난 힘을 행사’하지만
(Kahn-Freund, 1976), 대부분의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그림 12-1]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매년 4명의 대표를 총회에 파견
(정부 2명, 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국제노동기구 총회>
사회문제 심의, 협약 및 권고 채택, 회원국에 송부
총회 선거인에 의한 이사 선출

<이 사 회>
정부대표 28명
사용자대표 14명
근로자대표 14명
사무국업무를 감독

<사 무 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조사, 연구, 기술협력, 출판 수행

국제노동연구소(Geneva)

국제고급기술작업
훈련센터(Turin)

자료 : Smith(1984: 23)에서 부분 수정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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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는 조심스럽게 작성된다. ILO의 많은 협약
과 권고가 노동, 자본, 국가 간의 세력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 예를 들면 보호기준, 고용차별, 일반적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ILO는 특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회원국
에 강요할 수 없으며 기준의 비준 여부는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협약은
폐기할 수 있다.24)
ILO는 심각한 예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관료적이
고 보수적이라고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Creighton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ILO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착취에 대
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만한
풍부한 증거가 있다(Creighton, 1992)”.

예를 들면, 폴란드 정부가 연대노조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1980
년대에, ILO가 폴란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 ILO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른
노동법과 노동행정제도를 채택하려는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주화를 돕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Creighton,
1992: 39).
또한 ILO는,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라는 기준으로 특히 단체행동권
및 자율적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더욱이 이런
기준들은 비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사의
자유라는 원칙은 모든 실제적 목적에서 결사의 자유협약과 동일한데, 이
원칙의 준수는 ILO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1998년 국제노동회의에
서 대표단의 압도적 다수가 ‘근로에 있어서 근본적 원칙과 권리 선언 및
후속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는 핵심협약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ILO의

24) ILO협약은 단지 ‘최초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폐기할 수 있다. 비준은 해당연도에 폐기되지 않는 한
ILO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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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 국가들이 ILO의 핵심적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
입법과정과 관행을 도입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2002년 ILO는 세계화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회적 효과를 지적하고 무역과 노동기준 사이의 연
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설립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ILO가 노동기준
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
들은 노동을 보호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모색해 왔다. 국제경제의 세계화
는 부분적으로 국제무역의 공식적 규칙의 변화에 의해 구축되어 왔는데,
이런 변화는 시장접근성 강화와 무역장벽 축소를 가능케 했다. 흔히 무
역자유화로 언급되는 이러한 변화는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도입되어 왔다.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의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협정의 한 가지 예가 된다. 또 다른 예
는 WTO의 설립이다. ILO와 마찬가지로 WTO는 UN 산하의 조직이다.
그 목적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고 회원국간 무역 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6년 WTO의 설립은 194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 왔
으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탄생시킨 바 있는 국제무
역 협상이 절정에 이른 형태이다(Wilkinson, 2002a 참조).
무역에 관련된 현안은 고용관계 및 노동기준과는 별개라거나 WTO와
ILO가 UN의 조직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국제노동기준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 ILO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국제무역 규칙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
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
은 노동기준을 WTO의 규약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으로 연
결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사회 조항(social clause)’으로 불리고 있다
(Staiger, 2003).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WTO는 사회 조항을 거부하였다. Wilkinson
(2000b)이 WTO 형성 이전과정에 대해 지적하듯이 미국은 프랑스의 지
원을 받아 최소노동기준을 세계무역의 새 규약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강제적인 최소노동기준이 없다면 미국과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아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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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른 관행에 대한 보호책이 없는 나라들과 불공정한 경쟁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회 조항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서 유래하는데, 이들 국가는 최소노동기준이 비관세장벽의
형식으로 작용하며 이들 국가가 선진경제국가들의 시장으로 접근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5) 이러한 환경에서 WTO
가 노동기준 및 다른 ‘추가적 항목’에 대한 결정을 설립 이후까지 연기하
는 것이 합의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선진시장경제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노동기준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관심은 ‘추가적 항목’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1996년 WTO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토론되었다. 장관급 선
언은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을 WTO 규약 안에 사회 조항을 삽입하자는
안에 반대하는 ILO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의 노동운동 캠페인, 그리고 점증하는 반세계화 운동 등으로 인해 노동
기준의 이슈는 1998년 제네바와 1999년 시애틀에서의 연속 회담에서
WTO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ILO와 다른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노동
기준을 정책화할 수 없다는 점이 WTO의 몇몇 회원 국가들에 의해 승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도하회담 이후 발표된 장관급 성명
서에서 WTO는 노동기준을 직접적으로 WTO의 규정 안에 포함시킬 필
요가 없다는 점과, 국가간 무역 쟁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을 재확인하였다(Hughes & Wilkinson, 1998;
Wilkinson, 2002b, 2002c 참조). Wilkinson이 주장하듯이26) WTO 내
부의 노동기준에 대한 논쟁의 끝은, ILO가 세계화된 정치적 지배라는
현재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것과 맞물려, 조직화된 노동이 적절한 정치
적 발언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역과 노동권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현
재의 세계화된 경제 내에서 노동의 역할은 불확실하게 남아 있다
(Wilkinson, 2002c: 20).
모든 이들이 Wilkinson처럼 국제노동기준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것
25) 이러한 주장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Lee(1997)와 Singh(2003) 참조.
26) NAFTA에서 노동기준의 운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Schoch(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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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적 경제활동 및 국제무역과 국가적 고용관계
관행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국제조직과 국제적 합의시스템
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변화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은 조직화된 노동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이 관련된 단체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노조활동의 국제적 차원들
국가 수준의 행위자가 어떻게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효과적으로
행위하며 그들의 행동에 국제적 차원을 추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노
조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쟁의 핵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그들의 노조는 세계화의 희생양이며, 그들은 국
제경제의 발전을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무기력하다고 가정되어 왔다. 세
계화가 노조의 교섭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견
해에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 Jacoby(1995)에 의하면 저비용
의 생산자들, 특히 신흥공업국가와 경쟁은 철강에서부터 의복에 이르기
까지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노조가 조직된 많은 산업의 임금과 고용
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선진시장경제국가에서는 많은 사
용자들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보다 기술집약
적인 상품 생산으로 전환하였고, 따라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감축
하였다. 국제통화에 대한 고려도 각국이 케인즈적인 경제전략을 추구하
는 것을 막았다. 각국 정부는 실업에 맞서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할 의
지를 꺾어 왔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자국의 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Campbell(1992)은 세계화
가 내부 노동시장에서 ‘중핵(core)’과 ‘주변(peripheral)’ 노동자 사이의
간극 확대와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은
종종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노조가 이들을 조직화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최근 논쟁이 세계화가 노동에 대하여 미치는 결과를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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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계화의 맥락에서 노동에게 활용 가능한 선택지를 연구하는 문헌
들도 적지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몇몇 연구는 세계화가 노동의 입장
에 선 단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며, 조직화된 노
동이 자신의 캠페인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노동기준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헌들은 국제적 차원이 국가적 고용관계
의 결과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의 한 갈래는 국제적 노조조직의 활동과 세계화된 경제의
맥락에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좀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발전시키
는 시도에 주목한다. 19세기 이래로 노조는 국제적 자본의 흐름에 맞서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연계를 만들어 왔다. 그러
나 냉전시대 국제 노조운동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
제자유노련(ICFTU)과 국가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해를 반영하는 세계
노동조합연맹(WFTU)으로 나누어졌다.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은 1990
년대 초반 소련의 와해로 붕괴되었고,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은 지
배적인 국제적 노동조직이 되었다.27)
이 책에서 거론된 국가들의 거의 모든 주요 노동연맹은 ICFTU에 소속
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ILO에서 근로자 그룹을 조직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CFTU는 1억 5,8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
며, 150개국 산하의 231개 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ICFTU의 중요한 활동
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이다. 첫째, 대외 활동으로 정부 또는 사
용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서비스, 특히
조직적 활동은 노동조합주의가 약한 저개발국과 신흥공업국에 대해 크
게 집중된다. 셋째, ICFTU는 아시아와 북미․남미 지역에 상당히 독립
적인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 지역 조직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지역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국제노조 조직은 유럽노동조합연맹
(ETUC)인데, ETUC는 유럽연합(EU)과 관련하여 노조활동을 조정하고 사
측 상대편인 유럽산업연맹(UNICE)과 교류한다. 1973년에 설립된 ETUC
27) 국제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국제자유노련의 현재 정책방향
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Carew et al.(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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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원의 자격요건을 유럽연합(EU)에 한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유럽의 다른 노동운동 조직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왔다. 현재 35개국의
76개 연합체 및 11개의 유럽노조 연합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소속 노조
원은 대략 6,000만 명이다. 부속 기구로는 유럽노동조합연구소가 있는
데, 노조관련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역적으로 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서, 업무에 있어서 노조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부속
기구인 노동조합자문회(TUAC)이다. ICFTU와 특히 TUAC의 두드러진
활동의 하나는 바람직한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을 만들어 종종 여러 정상
회담에서 각국의 수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고려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업무에 관련된 노동조합 간부는 다양한 국가 및 국제연합체 조
직 출신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 노조연합체 출신이 북노르딕노조협의회
(North Nordic Union Council), ICFTU, ETUC, TUAC, 그리고 ILO의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 국제노조 조직은 앞에서 언급한 기관뿐만
아니라 일련의 국제조직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889년 이후 특정 직업․직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노동조
합총연합단체(ITSs)들이 존재해 왔다(Narthrup & Rowan, 1979). ITSs
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개별국가의 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보
다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특정 산업 또는 직종 및 특정 부문에 중
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종종 ‘산업별 인터내셔널’로 지칭된다. 예를
들면, 이들은 가맹부문의 안전위생 및 기술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다. 또한 이들은 특정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적 노동조합 연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국가의 근로자의 이
해가 다른 국가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즉, 다국적기업이
한 나라에서 철수하여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목표로 한다면-Ramsay
(1997) 참조) 노동조합의 연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ITSs는 독립적
기관이나 대부분 많은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ICFTU를 따른다. 최근에 합
병 및 신규 가입으로 주요한 ITSs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다국
적기업의 성장과 생산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 활동이 증대되었다. 두
개의 매우 큰 ITSs는 2.500만 명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ITSs는 15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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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하조직을 가진 국제교육연합(Education International)과 100개국
에 200개 산하 노동조합을 가진 국제금속노련(IMF)이다. IMF는 특정한
주요 기업(예를 들어, Ford, Nestle, Philips, Shell, 그리고 Toyota)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서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대표들의 모임을 위하
여 ‘세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 대규모 ITSs로 국제상업사무전문
기술직노련(FIET), 국제공무노련, 국제화학에너지일반노련, 국제섬유의
복피복노련, 국제운수노련 등이 있다. ITSs의 총회는 공통의 문제와 관
심사를 토의하기 위하여 대개 1년에 1회 개최된다(Windmuller, 1995).
국제 노조주의에 대한 최근의 많은 논쟁은 다양한 조직들이 세계화가
부과한 도전에 대응하면서 근로자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
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ICFTU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부분적
으로 냉전시대에 수행한 역할 때문에 ICFTU는 국제적 포럼들에서 대표
성과 공식적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경제의 거버넌스를 형성
하는 데 잠재적으로 중요하며, 만일 ICFTU가 없었다면 노동운동의 대표
가 이러한 거버넌스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Willis
(1998)가 지적하듯이 과거에 ICFTU를 포함한 국제 노조조직들은 국가
별 노조와 국가별 관심사항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Willis는 현 시기에
더욱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이 좀더 국제적 관점으로 교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0년 이후 ICFTU는 일국적 관심을 최소
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더욱 효과를 발
휘하기 위해 재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조조직들이 국제적 영역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와 관련
한 논쟁이 있다. Breitenfeller(1997) 같은 이들은 세계적 노조주의는 국
제적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ICFTU는 WTO와 관련된 미팅에서 사회 조항을 의제로 되돌려 놓
기 위해 공식적 대표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WTO 규약의
주요한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더욱이 Jakobsen(2001)은 영국 출신
의 Bill Jordan을 ICFTU의 수장으로 선출한 것, 그리고 1990년대에
ICFTU가 도입한 개혁의 제한적 성격은 이 단체가 여전히 부유한 선진국
출신의 관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효과적인 글로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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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Willis(1998: 116)는 국제화학에너지노동조합연맹(ICEM)을 포함하여
몇몇 ITSs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적한다. 유사하
게 ETUC에 대한 연구는 ETUC가 서로 경쟁적인 국가별 노조의 의제를
넘어서 자신의 활동에 범유럽적 차원을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amsay, 1997).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 노조조직이 재편되고 재활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국제
노동운동이 국제 노사관계의 지배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국 수준의 노동운
동이 일개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근로자의 역외 이동성과 국제적 연대 캠페인의 발전은 국제적 경향이
세계화의 맥락에서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
른 중요한 수단임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단체교섭에는 설
사 선진국 사이라 할지라도 핵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받아들여
지고 있음에도, 조직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상호연계된 성격을 활용하는 데 성공한 몇몇 예들이 있
다. 이들의 많은 경우는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의 일정 그룹들이 저발전국
가의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다. 노동운동과는 별도로 이러
한 캠페인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비정부조직들(NGOs)
역시 존재한다.
Armbruster-Sandoval(1999)은 과테말라 Phillips Van Heusen(PVH)
의 의류노동자들이 노조 승인과 단체교섭권을 얻기 위해 벌였던 1990년
대의 캠페인을 조사하였다. PVH 노동자들은 수출 부문에서 노동조직에
적대적인 자국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국제적 압력을 동원
할 수 있었다. 1992년에 미국의 몇몇 노조는 PVH 노동자 대신 노동자
권리청원을 제기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규제를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PVH는 해당 노동자들의 노조인 STEMCOSA를 승인했다. 그러나 PVH
는 노조와 교섭을 피하기 위해 과테말라의 노동규약을 활용한다. 1995
년 STEMCOSA는 의류노동자를 대표하는 ITS에 도움을 청한다. I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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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캠페인을 돕기 위해 전문적(full-time) 조직가를 파견했다. 해당
캠페인을 좌절시키려는 PVH, 과테말라 노동부 장관, 미국 대사관의 시
도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기반
을 둔 노동조직들과 비노동 NGOs(예를 들어, 평화의 목격자) 등은 크리
스마스 쇼핑기간 동안 백화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광고전단을 돌렸다. 이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
는 기업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PVH의 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결과적으로 PVH는 1997년 STEMCOSA와 교섭을 재개하게 된다.
1997년 합의가 비준되었을 때, 이는 전체 과테말라 수출 부문에서의 단
체교섭 합의안이었다. Ambruster-Sandoval(1999: 121)은 PVH 사례는
‘전략적 초국적 노동조직화’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28)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노동조직화에는 내재적 어려
움이 존재하는 반면, 노조는 그들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화에 의
해 창출된 국민경제간 연계성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노동
의 잠재적 영향력을 침식하기보다는, 다소 논쟁적이지만 노동으로 하여
금 대표 및 활동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Wills, 1998 참조).
초국적으로 노동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조건들에서
발전되었던 국제적 형태의 공식적 노조주의보다는 현 시대적 맥락에서
보다 생존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노조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Moody(1997)는 STEMCOSA와 같은 사례는 새로운 ‘사회 운동적 노
조주의’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모델에서 노동자의 지역적 모임은
여성운동, 환경그룹, 종교 조직, 인권단체 등에 의해 발전되어 온 조직
화 및 활동의 패턴을 도입하게 된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Moody를 비롯한 몇몇 논자들에 있어 현재의 국제적 노조구조
는 세계화의 도전에 응전하는 데 너무 장애가 되고 관료적일 뿐이다.
그러나 Carr(1999)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에 대한 대다수 문헌들이
지나치게 승리를 낙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많은 사례들에서 초국
적 동원은 사실상 선진시장경제국가의 노조 지도자들의 관심에 의해서
28) 아메리카 대륙에서 초국경적 조직화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Frundt
(1996)와 Williams(199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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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근본적 동원과 공식
적인 국제 노동운동을 순수하게 정당화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지역적 캠페인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연구들에 따르면, ITSs 같은
조직들은 지역적 캠페인의 성공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예
를 들어, PVH 사례에서처럼 ITS는 캠페인을 지지할 핵심적 자원을 제공
했다. 성공적인 지역 수준의 동원은 단지 몇몇 사례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것이 초국적 자본에 직면하여 생존가능한 형태의 활동을 담보하고 있
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PVH 사례에서 회사는 공장을 폐
쇄했고, 공공의 관심이 사그라진 이후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했다.
만약 ITSs가 초국경적 동원을 통해 세계화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지원
할 것이라면 그들은 극적인 변화를 겪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들이 발전되고 유지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고용관계의 국가
적 패턴을 형성하는 국민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노동과 그 대표체가 활용
가능한 선택지는 있다.
다. 유럽직장협의회
EU, 그리고 특히 유럽직장협의회(EWC) 명령(directive)은 국제적 차
원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
다. Carley & Hall(2000: 103~104)이 지적하듯이 “EWC 명령은 초국적
고용관계의 규율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
다.” EWC 명령은 몇몇 국가들에서 특히 고용관계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적 형태의 규제와 초국적 형태의 규제 사이에는 복합적인 상
호작용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해, 특히 자본의 이해는 유럽 경제통합에 핵심이
었다고 설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은 사회적 차
원을 수반한다(예를 들어, Streeck, 1998; Keller, 2001). 유럽단일시장
의 기반을 마련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특정한 사회적 권리(사
회헌장)의 상정을 회원국에 위임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이러한 사회적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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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 1994년에 EC는 1,000명 이상의 피용자를 가진 기업과 둘 이
상의 회원국에서 최소한 100명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들에게 일련의 협의와 정보획득의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이 EWC 명
령으로 알려진 것이다(Knutsen, 1997). 명령은 EU 규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며, 회원국들에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
도록 요청하고 있다.
몇몇 논자들은 EWC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Streeck(1997)은 EWC 명령에 의해 창출된 협의 메커니즘은 유럽적인
것도 근로자평의회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명령이 회원
국들 사이의 협의권을 조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북유럽 국
가들에 비해 빈약한 협의권만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EWC 명령에 포함된 협의권은 독일과 스웨덴보다 빈약하
며(제8, 9장 참조), 이들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균형
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EWC 명령은 EU에서 노동
규제의 초국적 측면을 창출했다. 더욱이 몇몇 국가들에서 EWC 명령은
최소한 몇몇 근로자들에게 있어 자국의 규제시스템하에서 이전에 성취
될 수 없었던 협의권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다.
영국은 이러한 현상에서 흥미로운 예가 된다. 1997년 보수당 정권하
에서 영국은 사회헌장에서 탈퇴하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 활동한 기업들
에 대해 EWCs를 강제하는 규제안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집권으로 영국과 EU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창출
되었다. 암스텔담 조약을 통해 영국은 사회헌장에 재가입하고 EWC 명
령을 포함한 현존하는 명령체계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명령들
은 2000년 영국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Carley & Hall, 2000).
이러한 규제들 이전에 영국에서 수행되었던 EWCs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은 협의 메커니즘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그 운영은
경영의 논리에 의해 제한되었다(예를 들어, Wills, 1998; Sterling &
Fitzgerald, 2001; Addison & Benfield, 2002). 논평가들은 노동당 정
부가 도입한 최소주의적, 자원주의적 형태의 규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영국의 EU참여는 대부분의 영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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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국적 형태의 규제하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피용자들의 협의권 도
입으로 귀착되었다(Strange, 2002). 더욱이 EWCs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인 반면, 이러한 형식의 대표는 항상 제한적이지는 않다(Lucio &
Weston, 2000). Wills(2001)가 지적하듯이 조직 노동이 EWCs 내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다.
국제적 차원에는 다른 많은 측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된
측면들은 국제적 차원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Giles(2000)가 지적하듯이 고용관계 연
구자들은 국제적 차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 국제적 시각에서 본 고용관계의 변화
앞 절의 분석으로부터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고용관계의 일반적 경향
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10개 선진경제시장국가들
에서 고용관계를 형성했던 몇몇 요인들을 조사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된
다. 1945년 이후 패전한 독일과 일본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였다. 전쟁
중 노조가 지하조직으로 존재하였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전쟁 이전
유형의 잔재들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성이 있었다
(제6장 및 제7장 참조). 미국에서는 전시생산체제의 긴박성으로 와그너
(Wagner)법이 정착되었고, 또한 비록 1946년에 많은 파업이 발생하여 노
동조합이 보기에 억압적인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법이 1947년에 제
정되었지만, 전쟁 이전의 뉴딜(New Deal)시스템은 대체로 계속되었다(제3
장 참조).
스웨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스웨덴은 1930년대 후반에 고용관
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였다. 정당들은 스웨덴의 고용관계 시스템을
전후 세계에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었다(제9장 참조). 그 당시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 및 연대임금정책이 입안되었고, 중앙집중된 단체교섭이 발
전되었다. 고용관계에 대한 한국의 현재 접근방식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발전되어 왔다. ‘재벌’의 영향력은 전쟁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
을 보여주고 있다(제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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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기까지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고용관계의 전후 시스템
은 적절한 것이었으며, 대략 20년 동안 핵심은 변화하지 않은 형태로 남
아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고용관계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압력은 불충분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구조의 작동은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근로자들의 태도 및 이로 인한 노조에서의 자기표현
의 변화, 그리고 보수 결정 결과와 정부의 경제정책 간의 갈등고조이다.
첫째,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잘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덜 보수적으로 교육받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상황에서 교섭력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
지며,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상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 구세대
의 특징인 종속적인 역할의 수용은 이제 점증하는 투쟁성, 즉 기업내 의
사결정에서 발언권 확대 요구, 그리고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즉 불유쾌
한 일을 기피하려는 성향으로 대체되었다.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예
고하는 것 같았던 시위, 즉 프랑스의 1968년 ‘5월 사건’, 이탈리아의
1969년 ‘무더운 여름’, 조용하던 독일 ․ 벨기에 ․ 스웨덴의 1969~70년 비
공인파업, 1970년대 미국 흑인노동자 파업의 새로운 전투성 등에서 힘
을 과시하였다. 영국에서는 1969년에 노동조합이 노동당 내각으로 하여
금 노사관계 법안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였고, 1974년의 광산파업은
Heath 보수당 내각의 사퇴와 1971년 노사관계법의 폐지를 촉진시켰다
(제2장 참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노동자의 투쟁기였으며 이 투쟁성
은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일부 국가에서 지속될 것 같았다. 그러나 1970년
대 초반 경제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1971년 브레턴 우즈 통화 안정
화 체제의 종말로 연결되었고, 이후 1973년 OPEC에 의한 제1차 석유파
동으로 이어진다. 경제학의 측면에서 이러한 유가인상은 비산유국의 입
장에서 볼 때,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공급측면의 충격이었다. 만약
동일한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다시 보전되었다면 물가상승을 유발하였을
것이다. 결국 단체교섭의 결과는 국가간에 상이하였다. 독일에서는 물가
상승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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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년간 지속되었다. 영국과 호주에서의 임금상승은 경제정책 결정자
에게는 지나치게 높게 보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대에 소득정책을
시도하였다. 이탈리아와 기타 국가에서는 임금물가연동제로 임금인상
방법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물가상승 효과를 피할 수 없었다.
고용관계 제도가 새롭고 보다 거친 경제여건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2차 석유가격
폭등을 일으켰던 1970년대 말까지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교섭당사자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으나, 여러 국가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통화정책(사
용자가 임금인상에서 양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 정책은 비록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즉 1980~82년
불경기로 이미 진행 중이던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가속화하는 영향도 미
쳤지만,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980~82년의 불경기는 단지 경기순환 현상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
화를 초래하였다. 선진공업국의 장기적 경쟁우위는 전후에 쇠퇴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의 낮은 노동비용을 이용하여
세계를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하였다. 일부 신흥공업국, 특히 한국(제11장
참조),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자국 경제를 예외적으로 잘 운용하여 선
진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을 능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생산의 국제
화를 촉진시켰다.
논의되는 10개국 중 일부 국가에서의 이와 같은 불경기는 고용관계에
도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게 하였다. 노동조합의 성장, 상대적 완전고용,
산업민주주의로의 이행, 매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정례적인 개선 등의
국면은 노동조합의 어려움, 매우 높은 실업률, 양보교섭(특히 미국) 등
의 국면으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불경기와 그 이후 고용관계 당
사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 절의 다음 주제이다.
가. 노동조합
위에 분석한 10개국의 사례에서 조직률 증가율이 노동력 증가율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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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부록 참조), 노조의 발전은 불균등했다. 미
국에서는 조합원수가 1979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노조 조직률
은 195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노조 조직률은 1975년
이후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호주의 노조 조직률은 1976년
51%에서 2000년 25%로 떨어졌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은 크게 감소하
였고, 영국에서는 1985년 45%에서 2000년 29%로 감소하였다. 한편 스
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1960년대부터 다소 하향세를 보였던 1990년대까
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적어도 최근까지 상대적으
로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다. 독일의 노조 조직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
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80년대 말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초부터 감소하고 있다.
노조화가 쇠퇴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실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고, 실직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탈
퇴하는 경향이었다. 조합원수는 항상 제조업과 광업에서 특히 많았으나
이들 산업은 1980년대 초,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의 불경기
에서 가장 심하게 위축되었다. 고용의 증가는 노동조합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업 부문에서 대체로 이루어졌다. 조직화는 대개 안정적 풀타임 남
성근로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
나 사업체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조직화 성향이 낮은 여
성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즉 파트타임, 임시,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진 세계 생산물 시장에서 노동조합
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여 조합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개선의 결과가 조합원을 직장에서 내모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간 노동조합 위상의 커다란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
엇인가?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욱 증가된 캐
나다, 독일, 스웨덴, 한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공공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일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비록 프랑스의 경험에서 보여주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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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조합원수의 유지를 보장받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실업의 관리나
사회보장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는 특히 흥미롭다(제3장과 제4장 참조). 이들 국
가는 유사한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교섭은 기업수준이다. 더
욱이 약간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1988년에 캐나다 조합원의 33%가 여전
히 미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Chaykowski & Verma, 1992:
21). 1965년의 노조 조직률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약간 높았으나 2000년
의 미국 노조 조직률은 캐나다 노조 조직률 31%의 절반 이하였다. 이는
캐나다 노동법제의 보다 유리한 노동조합 승인절차, 남부의 ‘선벨트
(sun-belt)’가 없는 캐나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입
장, Lipsig-Mumme(1989: 254)가 제시한 정치적 전략(제3장 및 제4장
참조)을 포함하는 캐나다 노동조합의 보다 활발한 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영국의 노조 조직률의 급락은 쉽게 설명된다. 1978~79년 ‘불만의 겨
울’이 절정에 이른 1970년대 노동조합의 공세적 행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에 나쁜 영향을 미쳐 가입성향이 감소하였다(제2장 참조). 또한 철
강, 기계, 석탄광업, 조선, 철도운송업 등 전통적인 노동조합 핵심 업종
의 쇠퇴로 많은 조합원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1979년 후반 보수당 내각
에 의해 제정되어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제한을 가한 일련의 법들 또한
조합원수를 감소시켰다.
노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노동당 연방정부(1983~96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호주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유사하게 떨어졌다(제5장 참조). 제조
업 근로자의 구성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경제의 주요한 구조변화로 이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Peetz, 1990).
나. 사용자
경제가 세계화된 경제로 더욱더 통합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새로운 도
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산업이 개편되어야 했고 또한 경쟁이
점차 격화되었다. 따라서 노동관행을 효율화하고 노동비용을 억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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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경쟁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의 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보았고 실제로 부담을 경감시키
고자 하였다. 동시에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
시켰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경영 및 작업관
행의 효율성 증가에 관하여 전보다는 강한 입지를 갖게 되었다. 사용자
는 노동조합주의를 위축시키는 인적자원관리(HRM) 기법을 과거보다 더
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책은 국가간에 흥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서 번영기 중 노동조합의 성장과 널리 보급된 생계비-물가연동
조항으로 상당수의 사용자는 현행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사용자에 유리한 정치적 여건으로 노동조
합 승인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은 강화되었다. 이 공세는 임금삭감, 유급
휴가 축소, 부가급여 삭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고용되는 ‘이중’구조 등을 포함하는 양보교섭
의 형태였다. 상당수의 미국 사용자는 노동조합주의가 덜한 남부 지역으
로 이동하였다(제3장 참조). 많은 미국 기업들은 또한 원료공급을 저비
용 국가들로 교체하였다(예를 들어, 멕시코나 아시아 국가들). 캐나다
사용자는 미국 소유 기업의 존재와 양 국가간 고용관계 제도에 유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용자보다 훨씬 덜 공세적이었다.
분석대상 국가 중 상당수의 사용자가 노골적인 반노동조합적 자세를 취
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조건, 노
동조합에 대한 공세보다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 인원축소, 생산유연성 제
고로 비용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사용자의 공세적 자세를
유발한 주요 요인은 특히 조직부문에서 노동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더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산업 및 기술 우위성이 도전받지 않
았을 때 지지될 수 있었으나, 다른 선진공업국이 미국의 효율성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 높은 노동비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까지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높았다. 극심한 불경기를 경험한 산업에서도 일본의 사용자가 공세적인
반노동조합적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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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에 공장을 이전하여 변화된 시장여건에
대응하였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노사협조와 연계되어 효율성을 지속적
으로 추구하였다. 실업률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낮은 수
준으로 유지되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용자들은 1987년의 민주화운
동의 성공과 1996~97년의 대규모 파업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으로 일반
적으로 독립적인 노조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성공적이었다(제11장 참
조).
유럽대륙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강
화시켰고, 좀더 효율적으로 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공격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조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지속적인 것으로 보았다. 몇몇 사용자단체가 가입률이 떨
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 조직의 역할이나 그들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 일반적인 변화는 없었다.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정책
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해당 회원단체들로부터의 압력하에서
사적 부문 사용자들의 중앙조직인 SAF는 자신의 교섭단위를 포기하였
고, 오랫동안 스웨덴 노사관계를 특징지어 온 집중화된 3자주의로부터
이탈하였다(제9장 참조).
유럽 다른 지역의 발전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
다. 1979년 이래로 영국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사용자들보
다 더 많은 작업장 관행의 개혁을 단행하였다(그들은 그렇게 할 인센티
브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노동조합의 승인
을 철회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 파업을 위축시킨 결정이 있었지만,
영국의 사용자는 미국의 사용자보다 반노조적 성향이 덜했다. 노동조합
에 불리한 새로운 노동법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사
용자는 대부분 단지 근로자의 관심을 현재의 법적 지위에 국한시키는 방
법을 선호하였다.
다. 정부와 법적 구조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거의 모든 지역의 정부는 고용관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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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용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① 보
호적 기준의 유지, ② 당사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 규칙의 설정, ③
상호작용의 결과가 경제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보장, ④ 노사에 필요한 서
비스(자문, 조정, 알선, 훈련 등)의 제공, ⑤ 주요 사용자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후 경제성장기에는 정부의 모든 역할이 확대되었다. 노동보호적 법
제는 더욱 상세해졌고, 생산비용을 다소 증가시켰다. 산업 당사자간 관
계와 관련된 노동입법의 양은 비록 노동보호적 입법보다 적지만, 개별국
가에서 상이한 방법과 시기에 증가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서비
스는 특히 1970년대에 작업조직과 근로생활의 질의 영역에서 증대하였
다. 몇몇 국가에서는 단체교섭 결과와 경제정책 간의 갈등이 국가개입을
유도했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그리고 종종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권리의
광범위한 확대가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현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각국 정부는 보호확대에 대
하여 신중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의 비용이 정당한 것인지를 측정
하여 보호를 줄이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허가요건을
폐지하였고, 또한 여러 국가는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규정과 여성의 야
간근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80년대에 정부의 고용관계 규칙 설
정과 관련하여 입법을 통해 그 형태를 변화시키려는 몇 가지 중요한 시도
가 있었다. 첫째, 영국에서 보수당 내각은 일련의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비공인 파업을 감소시키고,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
려 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이 영국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 법은 분명히 진행 중인 파업을 근
로자와 노동조합이 계속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하였다(제2장 참조). 둘
째, 프랑스에서 1982년에 시행한 Auroux개혁은 작업장에서 보다 협조적
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나, 기대되었던 결과는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제7장 참조). 세 번째의 변화는 호주이다.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수차례 개정하여 기업 수준에서의 고용관계가 점차적으로 강조되
어 왔다. 한편 1996년 이후 연립정부의 작업장관계법은 고용관계를 더욱
분권화시켰다(제5장 참조). 넷째, 뉴질랜드는 우리의 연구대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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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80년대까지 100년 역사의 중앙집중적 중재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1년의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의 도입과 함께 개별적, 기업별 교섭을 지향하는 광범위
한 변화가 도입되었다. 비록 이후의 노동당 정부가 이러한 많은 변화들
을 되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뉴질랜드의 고용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Rasmussen & Lamm, 2003).
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에서 ‘선의의’ 사적 부문 사용자들의 관행과
비슷한 수준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과 재정 수입의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숫자를
줄이고 임금인상을 제한하여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영국의 Margaret Thatcher는 공공 소유산업과 기업의 민
영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들은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
로 편입되었다. 심지어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였던 시기에 호주를 포함
한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따랐다. 공공부문의 임금과 근로자의 수를 억
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만연되어 갔다.
라. 변화의 동학
1945년 이후 고용관계의 발전을 1960년대, 1980년대, 그리고 2000년
대 초반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이 책에서 고찰한 국가들의 1980년대의
고용관계를 1960년대와 비교하면, 독일과 스웨덴의 산업민주주의를 강
화하기 위한 법, 이탈리아의 1970년 근로자 헌장(Workers' Charter),
그리고 1971년의 영국의 실패한 노사관계법 외에는 뚜렷한 구조적 변화
가 없었다. 노조원수가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프랑스와 일
본에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늘어났거나 변동
이 없었다. 사용자측에 뚜렷한 구조적 변화가 없었으나 교섭이 점차로
분권화됨에 따라 중앙단위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줄어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단체교섭이 여전히 대부분 나라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을 규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산업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일부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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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작업장교섭이 증가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단체교섭의 결과와 경제
정책을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소득정책으로 대응하였
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지 최소한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임금과 근로조건은 보통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전 기간을 걸쳐 보면
산업분규는 증가추세였으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의 노
조화가 진전되었고, 미국․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공공부문 근로
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산업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점에 달하였
다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Poole et al., 2001). 관심의 대부분은 근로
자대표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하거나 작업장평의회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
본의 혁신이 이미 많은 관심을 끌고, 일부 기업에서는 자율적인 근로자
집단과 같은 실험을 시도하였지만 전통적인 작업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
었다. 여러 나라에서 해고를 보다 어렵게 하고 사용자의 비용이 많이 들
게 하는 규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와 1980년대는 훨씬 더 분명하게 대비된다. 영국에서는
법적인 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프랑스는 1982년 Auroux법을 제정
하였고,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 초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인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이 퇴조하였다. 호주는
1983년 노조와 정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1996년 사회적 합의가 종
식되기까지 점차적으로 분권화가 진전되었으며, 그 이후 집권한 자유-국
민당 연합정부는 노사관계를 더욱 분권화시키고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
고자 하였다. 한국은 1996년 말 중요하고도 논란이 많은 법개정이 있었
다. 이를 제외하면 구조적인 변화는 별로 없다.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자
와 노조 사이의 균형이 변화한 것은 세계화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 비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보다 광범위해진다.
1980~2000년까지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원의 수
가 감소하였다. 국제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사용자는 효율적인 작업관행
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일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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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위의,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일국 내 산별수준의 단체교섭이 지속
되기는 하였지만, 기업별 교섭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
에서 분규는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에 적어도 주요 핵심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 비록 이전보다
느린 추세라 할지라도, 보수와 근로조건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속적으
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축소되는 추세였던 임금격차는 계속해
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근로시간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줄어들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높은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기인한다. 산업민주
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낮으
나, 경영층은 종종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근로자를 참여시키
는 방법을 논의하는 정도가 보다 커졌다. 또한 경영층은 새로운 생산방
법을 실험하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채택하였다. 공공부문에
서 조세삭감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는 임금인상요구에 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유럽국가의 경우 EU가 노동부문에 대한 개입을 늘림에 따라 규제가
많아졌다. 미국에 비해 노동에 대한 규제 비용이 높은 것이 대부분의 나
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율의, 고질적인 실업의 원인의 하나라는 주
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수십 년의 논
쟁 끝에 EU에 도입된 유럽작업장평의회는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었다고 해야 할 시점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유럽작업장평의회가 보다
제도화됨에 따라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유럽작업
장평의회의 역할이 증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주제는 근로자들의 작업
장단위 결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발언권을 주고 일을 흥미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특히 인력이 부족할 때에 근로자들의
채용과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일부 사용자집단의 여론
주도층에 의해 촉진되었다.
근년에 들어 선진시장경제국가의 고용관계 제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힘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재편
되고 있는데, 이는 신흥공업국가들과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며, 다국적기업이 성장하고, 자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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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촉진되며, 운송과 통신비용이 축소되고, 국제무역에 대한 장
애가 해소된 것에 기인한다.
태도의 변화도 고용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 속에
서 공적 소유권, 국가계획, 그리고 근로제도에 대한 규제 등은 대부분의
선진시장국가들에서 쇠퇴하는 반면, 개별주의, 민영화 및 시장의 작용,
그리고 노동의 유연한 이용 등이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신념들이 각 나
라의 유사한 반응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 고용관계 체제가
수렴되었다는 시사점들은 거의 없다. 고용관계 시스템은 항상 적응해 나
갈 것이며 불완전할 것이다. 작업장에서는 갈등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항상 있을 것이다. 조만간 고용관계 제도에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추
가적으로 있을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 및 사용자와 노조
지도자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보다 큰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성공
적인 고용관계 시스템은 경영층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형평
성이 유지되고 그들의 인적자원을 강화하는 체계일 것이다. 성공적인 시
스템은 또한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부
환경에서도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체계일 것이다.

3. 결 론
이 책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 경제활동에서 상호연계성
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의 고용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이 책은 세계화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주장을 검토하였
고,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이 여러 가지 전개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방
식을 이해하는 데 비교분석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개념적 분석틀이 고용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되어 왔다.
첫째, 광의의 단순 세계화 접근방식에 있어 경제적 변화가 일국적 노
동정책과 관행들이 수렴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접근의 주창자들은 세계화가 거의 모든 생산 및 요소시장에서 국경
을 넘어서는 경쟁력 제고 압력을 강화시키며 자본의 공간적 이동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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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극단적 형태로 단순 세계화 접근은 모든 국가
들에서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바닥으로 치닫는(race to the bottom)’ 경
향을 예견하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노동시장 조직과 관련하여 특정 국
가에 고유한 제도적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둘째, 제도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국가 수준의 제도는 세계화가 부여
하는 일반적인 경제적 압력을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경
제로부터 연유되는 공통적 압력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규제 패턴을 포함한 여러 변수에서 국가간 차이가 지속되는 것은 일국
수준의 제도가 수행하는 중재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 제도주의적 접근
은, 국제경제의 변화와 고용관계에 대한 국가제도 사이의 관계가 단순
세계화 접근방식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입장에 따르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들
은 대부분 그 성격상 외부적이고 경제적이라기보다는 국내적이고 제도
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통합적 접근은 시장과 제도적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
서 국가간 유사성과 차이를 설명한다. 이 입장은 수렴․확산의 이분법이
너무 거칠다고 거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각국에서 발생한 변화와 연속
성을 설명하기 위해 강력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접근은 외부
경제적 요인과 국내 제도적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경제적 요인, 제도적 변수, 그리고 기업 경영자, 국가
관료, 노조지도자 사이의 전략적 결정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의 요인
들이 모두 상황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며 고용관계의 결과들을 형성한다
는 것이다.
국가별 분석을 보면 단순 세계화 접근의 극단적 형태가 옳다는 증거가
없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고용관계의 공통적 발전(교섭의 탈권화 경향
과 노조의 약화를 포함하여)을 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간 지속
적이고 중요한 차이들은 존재한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다 같이 노조의
힘이 약해졌지만, 노조 조직률 저하의 정도는 캐나다보다는 호주에서 더
욱 뚜렷하다. 또한 스웨덴과 독일에서 탈권화의 압력이 존재하는 반면,
이러한 탈권화의 정도는 독일보다는 스웨덴에서 더욱 명시적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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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은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고용관계의 변화는 결코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광범위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계화 접근이 예견하지 못
한 방식으로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 지속성이 발견된다는 증거가
상당하다. 이는 호주의 사례에서 설명될 수 있다. 호주 고용관계가 1980
년대 초반 이래 극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제도적 유산
(노동재판소와 재정(award)을 통한 규제를 포함하여)은 여전히 남아 있
어서 지속적으로 고용관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어, 호주에서 높은 수준의 임시직 비율을 포함한 비정규(non-standard)
고용의 특수한 성격은 주로 고용상 지위에 대한 재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한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호주가 미국 스타일의 탈규제적인 노동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호주 고용관계 시
스템은 다각적 흐름의 교섭구조(집권화된 동시에 탈권화되고 규제인 동
시에 탈규제인)를 가진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호주의 사례는 단순 세계화 접근방식이 제도
의 역할과 세계화에 반응할 때 정부나 다른 행위자가 취하는 정책 선택
범위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Weiss, 1998; Evans, 1997).
이 책은 단순 세계화 접근방식이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적 고용관계에서 변화의 현재 패턴을 설명하는 제도주의적 접근방식
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 책에서는 ‘제도가 중요하다’
는 견해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제도가 국제경제의 변화와 고용관계의 국
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지
적한다. 핵심적인 제도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고용관계
패턴에 있어서 유사한 발전들이 발견된다. 교섭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정규고용의 증가가 뚜렷하다. 또한 분석된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은 모두 제도 자체의 변화 역시 적지 않게 겪었다. 이
런 변화에는 교섭구조의 근본적 개혁(호주의 경우)에서부터 노조(이탈리
아)와 사용자단체(프랑스)의 극적인 재조직화가 포함된다. 제도주의적 접
근은 이러한 발전을 완전히 설명하는 데 있어 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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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적 접근은 단순 세계화 접근에 대해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의 변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국내적 제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적
접근이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서의 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
는 것은 더 깊은 이론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변화와 노사
관계의 국가적 패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의 현주소는 국제경제적 요
인과 국내의 제도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 하는 문
제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간 수렴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국제경제의 변화
가 설명적 유의미성을 가지며, 동시에 국내의 제도적 변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반대로 국가
간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제도가 설명적으로 유의미하
다는 것과 경제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착상태는 현재 논쟁에서
세계화가 개념화되는 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세계화 이론가들과 제
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세계화가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경제적 압력
을 행사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유사한 압력이
어느 정도 결정적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제1장에서 개괄한 통합적 접근방식은 단순한 수렴․확산의 이분법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이다. 이 접근방식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세계화가
모든 국가들에 걸쳐 유사한 경제적 압박을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라는 문
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은 국가별 이익의 역할과 차이를
주목함으로써 세계화와 관련된 압력은 국가와 부문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수출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
(예를 들어, 스웨덴)는 거대한 자국시장을 가진 거대경제(예를 들어, 미
국)와는 다르게 세계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은 연속성과 변화
의 복잡한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합적 접근방
식은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익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유력한 분석틀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여전히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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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 고용관계 학자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
턴을 형성하는 요인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주
장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장 앞 부분에서 규명한 국제적
차원의 여러 측면을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 분석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
다. 아마도 이론적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맥락은 고용관계의 여러 측면
을 놓고 여러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일 것이다. 10개 선진시장경제국가들
이 고용관계에 대한 356,304개 이상의 상세한 지표들을 제공하였으며,
이 책은 이러한 작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부 록(Shaun Ryan, Nick Wailes & Greg J. B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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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9)

고용, 경제학, 그리고 노사관계: 비교통계

Shaun Ryan, Nick Wailes & Greg J. Bamber

이 부록은 이 책에서 다룬 10개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의 세계화, 고용관
계, 그리고 노동시장 결과들의 배경이 되는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제1
장은 세계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순 세
계화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 등 세 가지의 경쟁적
관점을 개관하였다. 앞 장에서 발견한 상세한 역사적 질적 자료들과 연
결하여 여기에서 보고되는 자료들은 세계화와 고용관계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의 설명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록은 포괄적
인 자료체계나 결정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목적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일부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접근가능
한 통계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몇몇 상세한 표준적인 출처
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정교화하고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과 관련된 웹사이트는 최신 자료를 링크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네 영역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1절은 인구, 고용 및 경제구
조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제2절은 세계화의 현재 흐름과 그 영향
에 대한 측정에 초점을 둔다. 제3절은 고용관계 제도와 그 관행에 대한
비교자료를 포함한다. 제4절은 노동시장의 성과들을 다룬다.
29) 본 부록은 Peter Ross, Greg J. Bamber, Gillian Whithouse 등이 공동
집필하였던 이전 판의 부록과는 상당히 다른 개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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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경제구조, 그리고 고용
국가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은 비교대상 국가의 경제
규모, 상대적 발전 및 경제성장의 구조와 패턴이다. 경제성장 및 경제발
전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의 하나는 국내총생산(GDP)이
다. 국내총생산(GDP)은 일국 경제가 생산한 최종 재화와 용역의 총액을
시장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GDP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1인당 국내총
생산) 상대적 부와 경제발전을 적절히 비교할 수 있다. <부표 1>은 앞 장
에서 다룬 국가들의 인구 및 GDP에 있어 약간 상이한 두 가지 척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표 2>는 1인당 GDP의 두 가지 다른 척도를 보
여준다.30)
이 책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인구와 상대적 인구증가율에서 중요한 차
이를 보인다. 미국은 2억 7,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국가이며,
반면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 명이 안 된다. 이러한 인구규모의 차이는
고용관계 관행이 형성되고 세계화가 이러한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 중요하다.
이 책에 포함된 국가들은 각각 높은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상대적인 부와 경제성장률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한국보다 느린 경제성
장을 경험한 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상당히 크다. 이러한
차이가 세계화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매개
시키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발전과 복지상황에 대한 척도로서 GDP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30) <부표 2>는 GDP를 (a)물가와 환율, 그리고 (b)물가와 구매력 지수로 나누
어 보여주고 있다. 환율은 다른 통화의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환율은
어떤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관계되지 않은 것에 영향받곤 한다. 다른 것보
다 이러한 영향은 통화거래와 기업 간의 상대적 이윤율을 포함한다. 구매
력 지수는 통화와 국가 간의 총액을 비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호공간적
지표이며, 따라서 국가간 비교는 단지 양적 차이만을 반영할 뿐이다. 좀더
자세한 논의로는 US BLS(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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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판이 있다(Waring, 1988 참조). 하나의 대안적 척도는 구매력 지
수(PPP)이다. 구매력 지수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양의 재화에 대
한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국가간 가격 차이를 제거한다.31) <부표 3>은
미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역통화 구매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구매력 지수 자료는 1인당 GDP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
가가 1980년대 후반 이후 구매력의 하락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은 이러한 유형에 부합한다. 다른 경우 GDP가 상대적으로 완만하
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지수는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상대
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었다. 국내총생산과 구매력 지수라는 상이한 척도
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 척도와 측정방법이 국가간 유사성과 차별성의 정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적 비교는 역사적
질적 분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경제구조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 경제구조상 차이는 각국이 세
계화와 관련된 압력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구조에 대한
하나의 광범위한 척도는 경제 각 부문별 GDP 증가율이다. 일반적으로
UN의 정의에 따라 농업(수렵, 산림 및 어업 포함), 공업(제조업, 광업,
건축업 포함), 그리고 서비스업 등 세 가지 척도로 나누어진다.
<부표 4>의 자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농업부문의 GDP 증가율은 하향세를, 서비
스업에서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 왔다. 이러한 하향세는 1970년대 이전
부터 진행되어 왔다. GD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최근의 상
황 변화로 인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의미있는 하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흐름에서도 주목할 만한 국가간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공업부문의 쇠퇴는 캐나다의 경우보다 호주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총량 자료는 넓은 범주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31) 구매력 지수는 다른 통화의 산출이 공통된 가치단위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통화환산이다. 구매력 지수는 A국가의 한 통화단위가 구매할 수 있는 유사
한 양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B국가 통화단위의 숫자를 측정하는
상대가격이다. 구매력 지수는 환산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가격수준의 차이
를 제거한다. 이 책의 표들에서 A국가는 미국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는 OECD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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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예를 들어, 총량 자료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거나, 서비스 부문의 몇 퍼센트가 저숙
련인가 혹은 고숙련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고용관계 관행에 대한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보다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에
대한 덜 집합적인 자료를 채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32)
국가별 총고용량 수준과 고용패턴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고용구조는 노동시장 결과이기도 하고 고용관계 제도와 관행에 의해 부분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구조와 인구구성의
성격과 같은 고용관계 이외의 요인도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적 고용패턴의 차이는 국가들을 비교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이다.
노동력 참여, 즉 경제활동참가율(the activity rate)은 생산가능인구
(보통 15~64세)를 총노동력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부표 6>에 제시되
어 있다.
<부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
국)에서 노동력 규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부표 6>을 보면
총고용량은 외견상 안정적이지만 노동력의 선별 균형에는 중대한 전환

32) 이를 위한 한 가지 유용한 방식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시스템을 활용하
는 것이다. ISIC 시스템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정
리한 표준분류를 제공한다. 주요한 분류방식과 최근의 개정본을 포함한
ISIC 시스템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위해서는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03) 참조. 서비스 범주는 공공행정, 재정, 자산 및 경영서비스,
지역사업, 레크리에이션, 인사 및 다른 서비스업 등 한두 범주에 맞지 않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몇몇 논평가
들은 서비스 부문을 몇몇 하위범주로 세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명백한 경제서비스로 구성된 3분위, 데이터 프로세싱을 구성하는 4
분위, 그리고 무보수노동과 보수가 이차적인 가정노동, 그리고 준가정적
성격을 갖는 전문서비스를 포함하는 5분위가 그것이다(Jones, 1982). 그러
나 당국은 충분히 포괄적인 해당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수집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개념적 분석틀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분류상 어
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범
주간 구분이 항상 정확하진 않다는 것은 추가적인 복잡함이다. 더욱이 하
청 경향과 고용사업주체의 성장은 자료를 왜곡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성장
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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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이는 노동력의 구성과 구조에서 중대한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노동시장에서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낮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 2000년 프랑스에서
여성노동연령인구의 62%가 노동력의 일부를 구성하는 반면, 인접국가인
이탈리아는 46%에 불과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상이한 젠더관계의 패턴이 아
니라 특히 여성에 대한 ‘비공식’ 고용의 증대를 반영한다(Gonas, 1999).
노동력의 경우,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의 이동은 이 책에서 다루는 다
른 국가들에서도 뚜렷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노동력 자체의 증가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국가보
다 노동력이 급속하게 늘었지만, <부표 5>와 <부표 6>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력의 증가는 인구증가뿐 아니라 노동력 참가 증가에도 기인한
다. 보다 상세히 국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참여율을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복잡하겠지만 비
교의 기반을 넓힐 수 있다33).
고용구조와 그 구조 내의 장기적 변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상이한
경제 부문에 고용된 피용자의 구성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예상되는 바
와 같이 <부표 7>의 고용구조 변화가 <부표 4>에 제시된 경제구조의 변
화와 잘 들어맞는데, 모든 국가에서 농업 부문 고용은 줄어들고 서비스
부문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 공업 부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세
였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이 부문의 고용이 줄고 있다
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상이한 부문들에서 노동자들의 조
직화 성향에 대한 논쟁들이 상당히 있다(Visser, 1991 참조).
상용직에서 파트타임, 비정규직(atypical) 및 임시직으로의 변화는 고
용관계 관행들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들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서 또 다
른 변화이다. 임시고용 혹은 비정규 고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 그리
고 자료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이 이슈에 대한 유용한 통계적 요약을 제
공하기는 어렵다.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측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어려움
33) 자세한 노동력 참가 데이터는 OECD와 OECDb 각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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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지만,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비교자료는 넓게 활용가능하다.
<부표 8>은 스웨덴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트타임 고
용이 전체 고용비율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취득가능한 자료를 보면
파트타임 고용의 대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부표 6>의 자료를 이
용하여,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가의 확대는 많은 부분이 상용직
고용보다는 파트타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4)
실업은 고용관계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또 다른 노동력 이슈
이다. 실업률은 보통 근로가 가능하고 구직 중에 있지만, 전체 노동력에
서 배제된 비율로 정의된다. 그러나 누가 실업자로 규정되는가에 대해서
는 국가별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실업에 대한 공식 정
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35)
<부표 9>와 <부표 10>에서 실업 동향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것은 무엇
인가?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은 몇몇 국가들은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국
가들보다 실업률이 낮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진시장국가들은 1960
년대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 수준을 경험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이 국가들은 실업의 증가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는 1973년 유가 인상
에 따른 1차 석유파동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은 세
계 자본주의의 긴 호황의 끝부분에서 나타난 변화와 관련된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실업 수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인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양태를 보인다. 미국은 상
대적으로 낮은 실업 수준을 유지했던 반면, 몇몇 경우는 10%를 상회했
다.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는 이들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1980
년대에 대량실업을 피해 나갔던 스웨덴의 실업은 1990년대까지 다른 유
34) 비정규 근로의 증가와 그 성적 차이에 대한 성격을 위해서는 OECDa(2002),
제2장, De Grip et al.(1997), Klausen(1999)을 참조.
35) 실업률 측정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OECDb를 참
조. OECD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표준화된 실업률(standardised unemployment rates)을 사용한다. 실업 통계를 수집하는 방식의 차
이는 등록된 구직자의 수치와 실업률 조사 혹은 다른 방식에 기초한 수치
간의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게 한다. ILO(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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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대륙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1990년대 말 이후 스웨덴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일본에서의
실업은 유럽기준으로 볼 때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1950년대 이후 유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결과로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실업률에 대한 국가간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있다
(Bermeo, 2001 참조). 그러나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실업자 상태는 한
국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스웨덴은 매우 잘 발달된 사회
복지와 실업보험제도를 가진 반면, 한국의 실업자는 아주 최근까지 실업
수당이나 다른 형태의 보조금에 대해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따라
서 스웨덴에서보다 한국에서 실업률이 더 낮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
에 대해, 그리고 고용관계 관행들에 대해 더욱 많은 의미를 가진다. 실
업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간 차이는 <부표 11>에 예시
되어 있으며, 이는 실업자에 대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출
을 보여주고 있다.

2. 세계화에 대한 척도들
세계화에 대해서는 문헌이 많다. 제2절은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적 변
화들을 알 수 있는 몇몇 척도들에 주목한다. 세계화와 관련된 변화들이
단순 세계화 접근이 예견하는 것과 같이 이 책에서 다루는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제도주의 및 통합적 접근방식이 주장하는 것
처럼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예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자세한 논
의를 위해서는 제1장과 제12장을 참조).
국제무역의 증가는 세계화의 현재적 흐름과 관련된 국제경제 변화의
하나이다. <부표 12>의 자료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의 수준을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수출과 수
입을 합쳐서 GDP의 비율로 표시하는 것은 무역개방도의 적절한 척도이
다. [부도 1]은 10개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서 1960년대 이후 무역개방도
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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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와 [부도 1]은 국제무역과 무역개방도가 일반적으로 제고되
었음을 보여준다. Wade(1996: 62)가 지적하듯 일련의 자료는 “1960년
대 이래 무역을 통해 상호연계성이 크게 증가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자료는 국제무역의 흐름에서 변화의 효과는 모든 나라
에 걸쳐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스펙트럼(spectrum)의 한쪽
끝에서 스웨덴,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높은 수준의 무역개방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000년 기준 80% 이상). 다른 한쪽 끝에는 재
화와 용역의 무역개방도는 미국과 일본에서 GDP의 30% 이하를 기록하
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두 극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 함의는 세계화
와 관련된 힘이 이들 국가들이 얼마나 국제무역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
라 국가별로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해당 경제의 구
조와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 척도는 자본수지(자본의 수입과 수출)
의 이전이나 기업내 무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은 규모
가 큰 경제에서의 무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는 명
백하게 일본에 대해 이례적인 자료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이로부터
일본경제가 196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덜 개방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금융제도의 변화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영향을 주는 세계
화의 또 다른 측면이다(Held et al., 1997: 189~234 참조). <부표 13>은
자금의 국제적 흐름에서의 변화, 그리고 국민경제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서 연결되는 정도에 대한 한 가지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부표 13>의 자료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차관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국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가 채무의 증가를 경험했던 반면, 위에 보고된 국제무역의 자료와 일
치하게 연구대상 국가들은 그 증가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가는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다.
이러한 수치가 GDP의 수치로 표시된다면(부표 1 참조), 평가는 의미있
게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다루는 각국들은 서로
상이하긴 하지만, 1980년대 초기보다 국제 금융시스템과 연관된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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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Jacoby(1995)가 지적하듯이 이러
한 노출의 증가는 각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노동시장 정책에 나름의
영향을 미쳤다.
해외직접투자(FDI)는 세계화의 동시대적 흐름과 관련된 국제 상호연
계성의 세 번째 측면이다. FDI가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효과를 가
지는 정도는 많은 문헌들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외국기업의 자회사들은
투자국의 고용관계 관행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자
회사들을 통해 고용관계 관행의 국제적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기
업의 자회사는 투자국의 고용관계의 변화를 도입하는 데 선두에 위치한
다고 주장할 수 있다(이러한 논쟁의 검토를 위해 Schuler et al., 1993
참조). <부표 14>와 <부표 15>는 FDI의 중요성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척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표 14>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모든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FDI
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투자에 있어 상대적인
성장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온 반면, 호
주와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자료들은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2000
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 전체 경
제 내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다.
<부표 15>에 보고된 수치는 더욱 흥미롭다. 이들 수치에 따르면, 자료
가 접근가능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제조업 부문의 외국 자회사의 숫자
는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캐나다(29.1%)와 프랑스(13.4%)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서 외국 자회사의 숫자는 단지 몇 %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나 총거래액 및 고용관련 수치가 보여주듯이, 이는 제조업 부문
에서 외국 자회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외국 자회사는
제조업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더 큰 기업일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제조업 부문 기업의 1.8%가 외국
소유이지만 이들 기업이 공업 총거래액과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스웨
덴의 경우이다. 이들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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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국가적 고용관계 제도와 관행들
제3절에서는 국가적 고용관계 관행에서의 유사성과 차별성 및 각국의
시계열적 변화의 지표들에 대한 비교학적 정보를 제시한다.
국가간 고용관계 관행을 비교하는 출발점은 각국이 어떤 ILO 협약을
비준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ILO 규정은 ILO 회원국가들의 비준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 협약이고(제12장 참조), 2002년까지 184개의 협약
이 있었다. <부표 16>은 일반적으로 핵심적 노동기준으로 간주되는 것
과 관련된 협약의 비준들을 보여주고 있다. <부표 17>은 결사의 자유 및
고용관계에 대한 ILO 협약의 비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6)
이 표들이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선진시장경제국가들은 핵심적 노동기
준으로 간주되는 다수의 협약들을 비준한 반면, 이들 국가들이 결사의
자유 및 고용관계 이슈들과 관련된 ILO 규정들을 비준한 정도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적은 협약들을 비
준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특정한 협약에 비준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
시 이러한 원칙들을 법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정책화시켜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발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은 아동노
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비준했지만 태국 노동력의 상당수는 아이들이다
(ILO, 1988).
노조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국가적 고용관계 시스템의 중요한 행위자
일 뿐만 아니라 그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이 말해주듯,
고용관계의 공식화된 제도의 발전은 보통 노동자들 사이의 집합적 조직
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각 국가들에는 노조화의 수준과 노조의 힘에
있어 주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간 크기의 차이 때문에 총괄적인 조
합원수가 노조의 힘을 비교하는 데 있어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수(M)를 잠재적 노조원수(P)로 나누면 계산된다.
36) ILO 규정 각각의 전체 텍스트와 ILO 규정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LO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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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과 P 양자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계산되기 힘들다.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표 18>로부터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일반적인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문
헌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 중 한 흐름은 노조 조직률의 하락은 경제구조
의 변화와 노동력의 내부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들과 관련된다는 입장이
다(Western, 1997). 다른 문헌들은 사용자 태도와 법률적 보호들에서의
변화가 노조율 저하를 설명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Price & Bain, 1989; Peetz, 1998). 다른 책들 또한 노조화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세대간 변화와 젊은 노동자들 사이의 탈물질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omez et al., 2002). 앞의 두 메커니즘은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
나 노조 조직률의 저하는 획일적이지 않고 몇몇 국가는 다른 국가의 경
우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차이는 세계화와 관련된
압력의 효과에 있어서의 차이에 직접적으로 상응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
어, 캐나다가 호주보다 지난 20년 동안 무역개방도에서 더 큰 증가를 경
험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같은 시기 캐나다보다 노조 조직률
에 있어서 더욱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다(부도 1 참조). 이것이 의미하는

37) M은 서베이 자료나 노조에서 제공하는 조직원 수치에 기초할 수 있다. 그
들이 정확한 조직원수를 중앙에서 수집하지 않았다면 대개의 경우 많은 노
조들은 예측치를 보고한다. 몇몇은 실업자와 은퇴한 조직원을 보고하기도
한다. 더욱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자신을 확장하거나 줄이고자 한
다. M은 또한 노조의 조작적인 정의방식에 의존한다. 노조가 미국에서의
사용자연합이나 영국의 간부연합, 그리고 의사나 법률가 등의 전문가 조직
과 같이 어느 정도 노조 기능을 소유한 단체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 미국
에서는 ‘연합노조(associate unions)’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것이 해
당 조직원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서비스를 실시해 왔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노동조합은 아니다. P는 잠재적인 노조 조직
원에 대한 정의에 의존한다.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몇몇 나라는
일련의 노조 조직률 자료에 있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
떤 경우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 고용에 국한된 인구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사는 노조의 수익금에 대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낮은 조직
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조사들은 노조에 속하기 힘든 다른 그룹
들, 예를 들면 사용자, 자영업자, 퇴직자, 실업자, 그리고 농업, 산림업, 어
업에 고용된 사람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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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노조 조직률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 즉
국가적 제도나 사회적 관습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Visser, 2002).
국가적인 고용관계 패턴을 비교할 때, 조합원의 응집도의 관점에서 노
조가 얼마나 강한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도 중요하다.
노조의 조직 및 특히 노조의 중앙 연합체와 그 산하단체들 사이의 관계
는 국가경제와 사회정책의 방향에 의미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한 가지 입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집중화된 노조운
동은 사회적 조합주의에 참여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을 회
피하는 데 더욱 용이하다(Golden et al., 1999). 또한 노조운동이 조직
화되는 차이를 그려내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
기적 요인들이 고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큰 수의 중앙 노
조 연합체는 노동운동 내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부문이 행사하는 역
할을 예시한다.
<부표 19>는 각국에서 중앙 노조 연합체의 숫자 및 가장 큰 연합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부표 20>은 중앙 노조 연합체
들의 구조와 부문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 연합체에 소속된
산하단체의 숫자, 그리고 노조내 핵심그룹의 숫자에 주목한다. 이는 큰
노조와 무역개방도가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들을 포함한다.
이 부표들은 노조 연합체의 조직 및 그들 구성원간 내적 구성의 차이
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용관계의 국가적 패턴의 차이를 설명
하는 데 중요하다. 중앙 노조 연합체의 숫자와 그 결합력, 그리고 상대
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규모 노조가 상
부 노조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배의 유
형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무역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중
요성에는 주목할 만한 변이들이 있다. 캐나다에서 공공부문 피용자들이
최대 연맹의 조직원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독일에서 중앙
연맹은 무역부문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형 노조들(예를 들어, IG
Metall)이 지배한다. Swenson(1989, 1991)과 몇몇 논자들이 밝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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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룹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해는 의미있게 다를 수 있으며, 국가
적 고용관계 패턴을 비교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들이 고용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wenson & Pontusoon, 1996; Thelen,
2000). <부표 21>은 국제 사용자조직(IOE)의 일원인 전국 사용자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는 이들 사용자조직이 활동하는 방식, 그 제
휴의 성격과 수준에 있어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
어, 독일에서 BDA에 대한 제휴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반면, 일본에서
Nikkeiren에 대한 제휴의 수준은 훨씬 더 온건하다. 이 표에서 제공된 정
보는 유용한 출발점이지만, 고용관계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용자연
합의 역할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좀더 세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숫자는 적지만 호주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옹호
자의 하나는 호주기업평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이다. 이 조
직은 100개 미만의 회원사를 가지지만 호주 최대 기업들의 CEO를 포함
하고 있다(제5장 참조). 이러한 유형의 로비 그룹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은 집합적 통계에는 포착되지 않는다.
비교고용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교섭의 구조, 그리고 특히 단체교
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세계화 접근(제1
장 참조)은 세계화가 고용관계의 조직화된 국가적 체계를 침식시킬 것이
라고 주장한다. Traxler et al.(2001: 194)는 “피용자가 단체협약에 의
해 적용되는 비율이 적을수록, 전체로서의 조직화된 노사관계는 더욱 부
적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적용범위는 국가적 고용관계가
조직화되는 정도에 있어 핵심적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부표 22>는 단체교섭의 적용범위에 있어 변화와 연속성의 복합적 패
턴을 보여준다. 단체교섭의 적용범위가 의미있게 줄어든 일군의 국가들
이 있는데, 여기에는 호주, 일본,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
이러한 감소현상은 전체 경제부문이라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적용범위는 증가해 왔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에서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가 다소 예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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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적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그것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Traxler et al.(2001: 199)가 지적하듯이 이
러한 자료들은 국제경제의 변화와 단체교섭의 침식 간에는 단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형식의 노동자대표체가 국제경제 변화의 맥락 안에서 발전할
것인가? 예를 들어, Poole et al.(2001: 496~498)은 광범위한 국제경제
의 환경이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에 비우호적이라 할지라도, 몇몇 국가들
에서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한 요인들은 새로운 형식의 협의와 참여
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왔다고 주장한다.
<부표 23>은 작업장대표체의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노조에 기초한 대표의 형식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남
아 있다. 그러나 공동협의위원회의 활용은 증가해 왔으며, 여기서 노조
가 반드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
국과 스웨덴에서 공동협의위원회의 역할과 성격은 의미있게 다르다.
<부표 23>을 보면 노동자평의회가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지
만 이는 1996년까지의 자료일 뿐이다. 제1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1994
년 도입되고 1990년대 후반 실행된 EWC 명령은 아마도 노동자평의회의
확산을 가속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 작업장대
표체의 형식에 있어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노동쟁의의 수준에 대한 국가간 차이는 오랫동안 비교고용관계 학자
들 사이의 매력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쟁의에 대한 자료의
두 가지 특징이 국가간 비교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첫째, 노동쟁의
의 국가적 정의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임의의 2개
국가에서조차 통계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독일, 이
탈리아, 일본, 그리고 스웨덴은 논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근로
자에 의한 근로손실일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 같은 몇몇 나
라들에서 노사관계적 사안(industrial issue)에 관한 작업중단과 ‘정치
적’, 즉 ‘비노사관계적’ 사안에 의해 발생한 작업중단이 구별된다. 비교작
업을 시도할 때 그러한 구별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75년 이전
이탈리아는 정치적 사안의 파업 때문에 발생한 손실일수는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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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반면 프랑스는 특정한 현장적 사안의 파업을 배제했다. 다른 한
편, 호주는 전체 근로일수 10일이 손실되었을 때는 단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된 조업중단도 포함시킨다. 따라서 호주는 영국 혹은 미국에서는 포
함되지 않는 손실일수를 포함시킨다. 이런 이유들로 Shalev(1978)는 일
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의 노동통계”라 비난한
다. 노동쟁의에 대한 국가 통계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81년 미국은 파업통계에 포
함시키기 위해 최소 규모 기준을 5명에서 1,000명의 근로자로 올렸다.
1987년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많은 파업이 일어난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자 같은 방식을 따랐다. 이런 이유로 국제비교는 더욱 어려워져 왔다
(Edwards, 1983: 392). 그러나 캐나다는 결과적으로 1987년 이전 방식
으로 자료의 출간을 재개했다(근로손실일수 10일 기준).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구분은 국가간, 그리고 시기상 조업중단의 패턴을 비교하
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부표 24>는 노동쟁의,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
실일수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줄어들어 왔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노동쟁의 수준
을 보인다. 노동쟁의에 의한 손실일수는 호주와 프랑스에서 1990년대에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손실일수는 여전히 일본과
독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 쟁의의 수준
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스웨덴과 미국이 포함된
다. 더욱이 <부표 24>와 <부표 25>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
고 있는데, Park과 Leggett가 밝히듯이 1987년 이후 한국에서는 노동쟁
의가 상당히 증가해 왔다. 교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경제의 변화
와 노사갈등 사이의 관계는 복잡해 보인다.
제조업과 건축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노사갈등의 비교는 이러
한 그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과 건축
업에서 노동쟁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부표 25>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쟁의의 수준은 서비스 부문이 더 낮다는 점을 보
여준다. 그러나 1990년대에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서비스 부문의 노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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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조업보다 더 높았던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소현상을
보이는 노동쟁의에 의한 손실일수의 문제는 공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
으로의 고용 이동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스웨덴과
프랑스의 예는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노동쟁의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노사갈등의 국가적 수준을 규정짓는 것은 다양한 요인의 결
과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업중단은 물론 저항의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준법투쟁,
태업, 잔업거부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집합적
저항에 대한 비교자료는 없다. 더불어 많은 다른 노동저항, 즉 무관심,
사보타주 및 의도적 사직 등에 대해서도 비교가능한 자료가 전혀 없다.

4. 노동시장의 결과들
이 절에서는 경제적 성과나 노동의 질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
시장의 결과들에 주목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비용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 <부표 26>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서 생산시간당
상대가격의 지표를 제시한다.
지표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시간당 노동비용은 한국, 영국,
호주 및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히 낮으며, 일본과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노동비용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10개국 모두에서 절감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결부된 노동비용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나 국제 경쟁의 격화가 노동비
용에 미치는 효과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만
을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비교가 환율변동에 의해 교란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교가 국가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산출단위당 노동비용을 고려하는 단위노동비용
으로 계산될 수 있다. <부표 27>은 한국을 제외한, 본 연구에 포함된 모
든 국가에서 1998년 이후 단위노동비용은 보상수준보다 느리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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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성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임금상승을 상쇄
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료는 1980년대 후반 고용관계에
대한 권위적인 통제의 종말과 경제 핵심부문에서 독립적 노조주의의 높
은 중앙집중화로 설명될 수 있다(제11장 참조). 1988~2001년 기간 동안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는 낮았는데,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상대적 노
동비용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영국, 스웨덴, 한국,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
다에서는 1988~98년과 비교했을 때 1999~2001년에 단위 노동비용의
증가율은 주목할 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세계화에 의한 경
쟁력 압력의 증가가 노동비용과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
해와 일맥상통한다(Jacoby, 1995).
노동비용은 사업비용의 일부분이지만, 임금은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
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질에 대한 비교 척도는 광범
위하다. 하나의 흥미 있는 예는 평균 시간당 순임금(즉, 노동자의 사회
보장 보험을 공제)에 기초한 철강노동자들의 구매력에 대한 국제금속노
동자연맹(IMF)의 연례조사인데, 이는 선택된 소비항목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표현된다.38)
<부표 27>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첫째, <부표 27>은
OECD, ILO 및 각국 통계청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비해 덜 정밀하고 덜
표준화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에 있어 한국의 금속노동자들은 연
구대상 다른 나라 해당 노동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으며 동
일한 양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부표 28 참조). 그러나 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다른 국가의 노동자
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그들이 잘 산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본 근로자들이 일정량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을 시간당 순소득이 상당히 적은 이탈리아, 프랑
스, 캐나다 및 호주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
치로부터 몇몇 생활필수품이 어떤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비싸다
는 점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독일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임대료는 프랑
38) 해당 국제무역 문서국에 대해서는 제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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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우보다 4배나 비싸다. 추가적으로 <부표 28>을 보면 노동자들에
게 부과되는 조세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표의 수치는 사
회보장 및 재화와 용역의 공적 제공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에게 조세가 재
분배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근로시간은 경제적 수행과 근로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의 또 다른 결과이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
가 있다.
<부표 29>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주당 근로일수에 있어 남성의 경우
가 여성의 경우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 파트타임 직종
에 고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평균적인 주당 근로일수
및 연간 근로시간은 유럽대륙 국가들(프랑스, 독일, 스웨덴 및 이탈리
아)에서 짧고, 아시아 국가들(일본, 한국)에서 길며, 앵글로 색슨 국가들
(영국, 미국, 호주와 캐나다)은 이들 두 그룹의 중간에 위치한다.39)
이 책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파트타임 노동이 크게 증가했음
에도 불구하고(부표 8 참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 캐나다, 이
탈리아에서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늘어났다.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노동시간은 많은 국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크게 줄
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늘어났다. 이는 1945년 이후 발생
해 오던 노동시간 단축이 1990년대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서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39) <부표 29>는 또한 각국에 걸쳐 평균 주당 근로시간과 연간 근로시간 사이
에 일관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료수집 방식에
서, 그리고 연간 휴가 및 법정 휴일에 대한 관습에 있어 존재하는 국가간
차이를 반영한다.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진 평균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보수가 지급된 평균시간을 수집한다.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에는 명목적 근로시간, 잔업시간, 작업준비 시
간, 차나 커피를 마시는 작업장에서의 짧은 휴식시간 등이 포함된다. 보수
가 지급된 시간에는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과 함께 다양한 관습과
관행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유급 법정휴일, 유급 병가, 식사시간 및 출퇴
근 시간 등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한다. <부표 29>에 제시된 각 국가에 대
한 요약은 이러한 광범위한 차이를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긴 미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근율과 함께 유럽 평균에 비해 거의 3주가
짧은 연간 휴가규정 때문이다.

부 록(Shaun Ryan, Nick Wailes & Greg J. B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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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을 포함하여 몇몇 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표 30>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부표
30>은 제조업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고용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자료로 경제 전체적으로 남성
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많은
유형은 제조업 부문 노동자보다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수치는 경제
전체의 성별 임금격차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표 30>은 시간당
평균소득을 보여준다.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수치는 또다시 성별 수입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ocock
(1998: 596)은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1990년대 초반 호주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65%와 70% 중간에 위치한다고 한다. 이는 <부표 30>에서
보여주는 수치보다 격차가 큰 것이다. 국가간 양성평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비교하려면 주당 평균소득 수치를 검토해야 한다40).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표 30>으로부터 제조업에서 여성
의 평균 근로소득은 남성보다 적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경제활동참여와
같은 다른 많은 영역에서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스웨덴에서조차 제
조업에서 여성은 남자보다 보수가 적다. 이 책에서 비교된 10개국 사이
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은 노동시장 참여와 그 결과들을 구조
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육아휴직 규정에 대한 접근정도는 여성이 노동시장과 상용직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부표 31>에 따르면, 호주가 가
40) <부표 29>는 국가간 주당 평균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시간 사이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은 자료수집 방법뿐 아니라 연간 휴가
및 휴일 관행의 차이를 반영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실질 노동시간을 기준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유급 노동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 실질 노동시간은 정규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작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차시간 등 잠깐 동안의 휴식시간도 포함한다. 유급 노동시간은 실질
노동시간과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유급휴가, 유급 공휴일, 유급 병가,
수유시간, 통근시간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부표 28>의 각국별
요약에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주로
유럽 평균보다 거의 3주가 적은 연간 휴가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휴일
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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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긴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 미국은 법정 육
아휴직기간이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미국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법정 보전소
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국가
들에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며, 휴가비는
55%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한국은 보전소득의 비용이 사회복지시스
템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한국에서 복지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었다는 특징과 고용관계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근로의 위험성이다.
많은 집합적 통계와 마찬가지로 <부표 32>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의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작업관련 사망, 질병, 상해가 국가별로 보고되는 근거에는 차
이가 있다. 더욱이 사망과 상해가 다양한 국가들에서 보고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몇몇 국가들에서 적게 보고되는 현상은 국가간
차이를 숨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결론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몇몇 국가들에서 근로는 보다 위험하다. 치명적인 상
해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훨씬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에서도 치명적이지 않은 상해에 관
하여 종종 차별성이 숨겨지곤 한다. 결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영
국과 스웨덴보다 산업재해에 있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수
치는 직업적 건강과 안전성(OH&S)에 대한 학계의 문헌들과 일치하는
데, 이러한 문헌들은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Quinlan & Bohle,
2000)이나 산업간․국가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요인들과 같은 복잡한
배열의 변수들이 산업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접근가능한 모든 국가들에서 1990년대의 치명
적․비치명적 상해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개선결과의 한 가지 원인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OH&S 사안에 대해 협의에 초점을 맞추는 영국적 입법화가 확장되
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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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주요국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
GDP(10억 달러):
당시 물가와 환율 기준

인 구(백만 명)
1970 1980 1990 200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 덴
영
국
미
국

13
21
51
611)
54
104
31
8.0
56
205

15
24
54
621)
56
117
38
8.3
56
228

17
27
56
631)
57
123
43
8.6
58
250

19
31
59
82
57
127
47
8.8
60
275

1970

1980

1990

42
85
1473)
2132),3)
108
2063)
8.8
353)
124
1025

166
266
682
9352),3)
449
1073
62
129
536
2771

310
576
1216
16892),3)
1102
3052
253
238
990
5751

GDP(10억 달러):
당시 물가와 구매력 평가 기준

2000
388
700
1294
1866
1074
4765
457
229
1427
9810

1970

1980

1990

50
79
185
2492),3)
161
302
23
31
179
1025

138
245
513
6642),3)
465
950
91
77
442
2771

286
515
1001
13062),3)
929
2263
318
151
925
5751

2000
508
861
1463
2128
1452
3296
711
220
1458
9810

주: 1) 통일 이전 서독 자료.
2) 통독 자료.
3) 추정치.
자료: OECDb, c(각년도), OECDd, f(2002);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부표 2>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GDP(천 달러)
197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2)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1980

1990

2000

CPEX

PPP

CPEX

PPP

CPEX

PPP

CPEX

PPP

3.3
4.0
2)
2.8
1),2)
2.7
2.0
2)
2.0
0.2
2)
4.3
2.2
5.0

3.9
3.7
2)
3.5
2)
3.2
3.0
2)
2.9
0.7
2)
3.9
3.2
5.0

11
11
2)
11
1),2)
12
7.9
9.1
1.6
15
9.5
12

9.4
10
2)
9.2
2)
8.5
8.2
8.1
2.4
9.3
7.9
12

18
20
21
1),2)
21
19
25
5.9
28
17
23

17
19
17
1),2)
16
16
18
0.7
18
16
23

20
23
21
22
18
37
9.7
26
24
36

26
28
24
26
25
26
15
25
24
36

주: CPEX는 경상물가 및 환율.
PPP는 구매력평가.
1) 통일 이전 서독 자료.
2) 추정치.
자료: OECDf(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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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GDP 대비 구매력평가

구매력평가(달러 대비)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1970

1980

1990

2000

2001

0.750
1.12
0.674
1.60
0.215
NA
NA
5.71
0.288
1.00

1.05
1.27
0.856
1.361
0.427
NA
NA
7.05
0.521
1.00

1.39
1.30
1.01
1.07
0.734
NA
NA
9.34
0.602
1.00

1.32
1.21
0.948
0.954
0.786
NA
NA
9.55
0.649
1.00

1.33
1.20
0.941
0.946
0.790
NA
NA
9.53
0.651
1.00

주: NA: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OECD 구매력평가 자료.
<부표 4> 부문별 국내총생산

GDP에 대한 부문별 비율
농업

서비스업1)

공업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2)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7.3
4.7
7.3
3.5
8.6
5.9
27
5.5
2.9
3.4

5.3
3.8
4.2
2.1
5.8
3.7
253)
3.4
1.7
2.6

3.8
2.8
3.7
1.6
3.4
2.4
8.5
3.3
1.8
2.1

3.5
2.64)
2.8
1.2
2.8
1.3
4.6
1.7
1.0
1.65)

39
35
38
48
40
44
30
37
43
34

36
33
34
43
39
42
333)
31
37
34

29
31
28
37
32
38
43
30
34
28

26
304)
25
30
28
31
43
27
27
255)

53
60
55
48
51
50
43
57
55
62

58
63
62
55
55
55
433)
66
62
63

주: 1) 간접 측정된 금융중개서비스 포함(호주, 미국 제외).
2) 1991년 이후 자료는 통독 자료, 1990년까지의 자료는 서독.
3) 1974.
4) 1998.
5) 1999.
자료: OECDe(각년도).

67
66
68
61
64
60
48
66
64
69

70
674)
72
68
69
68
53
71
72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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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경제활동인구

전체 경제활동인구(백만 명)
197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1)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1980

5.6
8.5
21
27
21
52
9.7
3.9
25
85

6.7
11.6
23
28
23
56
14
4.3
27
108

1990

2000

8.4
14
25
31
24
64
19
4.5
29
128

10
16
26
40
24
68
22
4.4
30
142

주: 1) 1990년 이후는 통독 자료.
자료: OECDb; 한국 통계청.
<부표 6> 경제활동참가율1)

남

성(%)

여

성(%)

전

체(%)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94
86
87
93
87
89
76
89
94
87

88
86
82
84
83
89
75
88
91
85

85
85
75
2)
80
772)
83
76
872)
88
2)
86

82
82
75
81
74
85
77
81
84
84

47
43
49
48
34
55
43
59
51
49

주: 1) 근로가능인구와 총고용량의 비율
2) 계열상 단절.
자료: OECDa, b(각년도); 한국 통계청.

53
57
55
53
39
55
46
74
58
59

62
68
57
2)
56
432)
57
50
832)
67
2)
68

66
71
62
63
46
60
52
76
69
71

71
65
68
69
60
72
59
74
72
68

71
72
69
69
61
72
61
81
74
72

73
77
66
2)
69
602)
70
63
852)
78
2)
77

74
76
68
72
60
73
64
79
7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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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부문별 민간고용

농 업(%)

공

업(%)

서비스업(%)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1970 1980 1990 2000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1)
이탈리아2)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8.0 6.5 5.5 4.9
7.6 5.4 4.3 3.3
13.5 8.6 5.7 4.0
8.6 5.3 3.4 2.7
20.0 14.0 8.9 5.4
17.0 5.6 7.2 5.1
50.0 34.0 18.0 11.0
8.1 5.6 3.4 2.4
3.2 3.6 2.1 1.5
4.5 2.6 2.9 2.6

36
31
39
49
40
36
16
38
45
34

31
29
36
44
28
35
28
32
38
31

25
25
30
39
32
34
36
29
32
26

22
23
25
33
32
31
28
25
26
23

56
61
47
42
40
47
34
54
52
61

63
66
56
51
48
54
39
38
60
66

70
71
72
58
59
59
47
68
66
65

73
74
65
64
62
64
61
73
73
70

주: 1) 1990년까지는 서독 자료.
2) 1980년 이후의 자료는 개정되었음.
자료: OECDb, c(각년도), d.
<부표 8> 파트타임 고용1)
전체고용 중 비율

남성고용 중 비율

여성고용 중 비율

1973 1980 1990 2000 1973 1980 1990 2000 1973 198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2)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3)
스 웨 덴
영
국
미
국

12
10
5.9
10
6.4
14
NA
18
16
16

18
14
9.74)
134)
4)
7.8
16
NA
4)
25
184)
14

23
17
12
13
8.8
19
4.5
15
20
14

22
18
14
18
12
23
7.1
14
23
13

3.7
4.7
1.7
1.8
3.7
6.8
NA
3.7
2.3
8.6

8.3
6.8
3.24)
2.14)
4)
3.7
7.5
NA
4)
6.3
3.34)
8.1

11
9.1
4.4
2.3
3.9
9.5
3.1
5.3
5.3
8.3

15
10
5.3
4.8
5.7
12
5.1
7.3
8.4
7.9

28
19
13
24
14
25
NA
39
39
27

주: 1) 주당 30시간 미만 노동자.
2) 1990년까지의 자료는 서독 자료.
3) 1986년 이후 및 1992년 계열상 단절.
4) 1983년 계열상 단절.
5) 1985년 계열상 단절.
자료: OECDb, c.

35
26
194)
314)
4)
17
29
NA
4)
49.5
404)
22

파트타임 중 여성비율

1990 2000 1973 1980 1990 2000
39
27
22
30
18
33
6.5
25
40
20

41 79 71
27 68 71
24 82 814)
34 89 904)
4)
23 58 67
39 70 71
9.9 NA NA
5)
21 88 87
41 91 894)
18 66 68

71
70
80
90
71
71
59
81
85
68

68
69
80
85
71
70
57
73
7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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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실업률1)
호주
1960
1970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4
1.6
6.0
8.2
6.9
9.5
10.7
10.8
9.8
8.6
8.6
8.5
8.0
7.2
6.6
6.7
6.3

캐나다 프랑스
6.4
5.6
7.5
10.5
8.1
10.3
11.3
11.2
10.4
9.5
9.7
9.1
8.3
7.6
6.8
7.2
7.7

1.4
2.4
6.2
10.2
8.9
9.4
10.3
11.7
12.3
11.6
12.3
12.3
11.8
11.2
9.5
8.7
8.7

독일2) 이탈리아
1.0
0.6
2.9
7.1
4.8
4.2
4.6
7.9
8.4
8.2
9.0
9.9
9.3
8.6
8.1
7.8
8.2

5.5
5.3
7.5
9.6
10.3
9.9
10.5
10.2
11.4
11.9
12.0
11.7
11.8
11.3
10.5
9.4
9.0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1.7
1.1
2.0
2.6
2.1
2.1
2.2
2.5
2.9
3.1
3.4
3.4
4.1
4.7
4.7
5.0
5.4

4.8
4.1
5.2
4.0
2.4
2.3
2.4
2.8
2.4
2.0
2.0
2.6
6.8
6.3
4.3
3.9
NA

1.7
1.5
2.0
3.0
1.8
3.3
5.8
9.5
9.8
9.2
10.0
9.9
8.3
7.2
5.9
4.9
4.9

1.3
2.2
6.4
11.2
6.93)
8.8
10.1
10.4
9.6
8.8
8.2
7.0
6.3
3.1
5.5
5.0
5.1

5.4
4.8
7.0
7.1
5.6
6.8
7.5
6.9
6.1
5.6
5.4
4.9
4.5
4.2
4.0
4.8
5.8

주: 1) 전체 노동력 중 비율.
2) 1992년까지는 서독 자료.
3) EC 노동력 조사에 기초한 새로운 시리즈임.
자료: OECDa, c, f; 한국 통계청.
<부표 10> 성별 실업률

여

성(%)

남

성(%)

1970 1980 1990 2000 2002 1970 1980 1990 2000 2002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2.8
5.8
4.3
0.6
9.4
1.0
2.8
1.7
0.9
5.9

7.5
8.2
9.5
4.3
13.0
2.0
3.5
2.6
4.2
7.4

7.1 5.9
6.1
8.1 6.7
7.1
12.0 12.0
9.9
5.8 8.41) 8.0
17.0 15.0 13.02)
5.1
2.2 4.5
3.22)
1.8 3.3
4.5
1.8 5.4
4.42)
6.5 4.8
5.6
5.5 4.1

주: 1) 1990년 이후 자료는 통독 자료.
2) 2001년 자료.
자료: OECDa, c, d, e.

1.1
5.5
1.5
0.5
3.7
1.2
5.3
1.4
2.9
4.2

5.0
7.0
4.5
2.6
4.9
2.0
6.2
1.9
6.7
6.9

6.9
8.2
7.0
4.1
7.9
2.0
2.9
1.8
7.1
5.7

6.5
6.9
8.4
7.81)
8.3
4.9
4.6
6.3
6.1
3.9

6.5
8.1
7.8
8.4
7.22)
5.5
4.42)
5.3
5.5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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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지출의 GDP 비율

장년층 훈련

청년층 훈련

장년실업자훈련 장년취업자훈련

호
주
캐나다
프랑스
1)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취약청년실업자

도제 및

훈련
1994/
1999/

관련훈련
1994/ 1999/

1994/

1999/

1994/

1999/

95

2000

95

2000

95

0.16
0.292)
0.433)
3)
0.38
0.021)
0.03
0.75
0.12
0.04

0.02
0.174)
0.25
6)
0.34
0.085)
0.035)
6)
0.06
0.306)
0.05
7)
0.59

0.01
0.032)
0.02
0.01
-

0.03
0.045)
6)
0.03
0.016)
0.01
-

0.04
0.012)
0.063)
3)
0.05
0.281)
0.14
-

2000
0.01
0.024)
0.21
6)
0.07
0.015)
6)
0.01
0.026)
0.04
7)
0.49

95

2000

0.03
0.083)
3)
0.01
0.551)
0.13
-

0.07
0.014)
0.19
6)
0.01
0.235)
0.11
7)
0.08

주: 1) 1992년. 2) 1995/1996. 3) 1995. 4) 1997/1998. 5) 1999. 6) 2000. 7)1998/1999.
자료: OECDa(1996, 2001).
<부표 12> 국제무역

재화 및 용역 수출의

재화 및 용역 수입의

GDP 비율(%)
1960 1970 1980 1990 2000
호
주 14
캐 나 다 17
프 랑 스 14
독
일1) 18
이 탈 리 아 13
일
본 11
한
국 NA
스 웨 덴 23
영
국 21
미
국 5.2
OECD전체 12

13
23
15
20
16
11
14
24
22
5.8
14

17
28
21
26
22
14
2)
29
30
27
10
18

17
26
21
29
20
10
29
30
24
9.7
18

주: 1) 1990년까지의 자료는 서독 자료.
2) 1974년.
자료: OECDe(각년도).

23
46
29
34
28
11
45
47
28
11
24

1960
17
18
12
15
13
10
NA
23
22
4.5
12

GDP 비율(%)
1970 1980 1990 2000
14
20
26
19
16
9.4
24
24
21
5.4
13

18
27
23
27
25
15
2)
39
31
25
11
19

19
26
22
26
20
9.4
30
29
27
11
18

23
41
27
33
27
9.3
42
42
30
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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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차관

10억 달러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1)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전 세 계
O E C D2 )

증가율(%)

1984

1988

1993

1997

1984~97

9.8
8.8
12.1
2.1
6.3
21.3
NA
NA
9
33.5
197
75.8

19.8
21.2
28.3
13.5
14.7
60.9
NA
NA
75.4
61.8
451
91.1

27.3
38.7
58
65
31.2
85.4
NA
NA
51.3
125
819
88.9

38.4
42.7
84.9
22
30.7
79.2
NA
NA
181
448
1769
87.4

292
385
602
243
387
272
NA
NA
1913
1236

주: 1) 1984년과 1988년은 서독 자료. 1993년과 1997년은 증가율.
2) 전세계 수치에 대한 비율.
자료: Sasson(2001: 74).
<부표 14> 외국인 직접투자

10억 달러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1980

1990

13
15
3
37
8.9
3.3
1.1
2.9
63
83

74
113
100
119
58
10
5.2
12
204
395

변동률(%)
2000
114
194
267
460
115
54
42
77
483
1240

1980~90

1990~2000

459
645
338
227
552
201
355
331
224
376

54
72
167
285
99
451
716
518
137
214

자료: United Nations(2000a: Annex Table B3, 3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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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제조업 외국인 지사1)

제조업에서
제조업에서 전 제조업 중 외국 제조업에서 외국
외국지사의 수 외국지사 비율 지사의 거래액(%) 지사의 고용(%)
호
주
2)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2)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NA
1788
2964
1526
1585
286
NA
876
2462
2944

NA
29.1
13.4
4.1
NA
0.1
NA
1.7
1.5
NA

NA
50.3
31.7
10.8
NA
1.8
NA
21.8
31.4
NA

NA
NA
27.8
6
NA
0.8
NA
21.9
17.8
NA

주: 1) 1998.
2) 1997.
자료: OECD(2001).
<부표 16> 핵심적 ILO 노동기준에 대한 비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의 폐지
아동노
단결권 단협 강제노 강제노 차별 동일임 최저연
비준
동최악
(87) (98) 동(29) 동금지 (111) 금(100) 령(138)
수
형태
호
주 ○
○
○
○
○
○
6
캐나다 ○
○
○
○
4
프랑스 ○
○
○
○
○
○
○
○
8
독
일 ○
○
○
○
○
○
○
○
8
이탈리아 ○
○
○
○
○
○
○
○
8
일
본 ○
○
○
○
○
○
6
한
국 ○
○
○
○
○
○
6
스웨덴 ○
○
○
○
○
○
○
○
8
영
국 ○
○
○
○
○
○
○
○
8
미
국
○
○
2
주: ○ 비준됨.
- 비준 안 됨.
( )안은 조항의 숫자.
자료: ILOb(2002년 자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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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결사의 자유와 고용관계의 자유에 대한 ILO 조항에 대한 비준

고용
노동관
노동자 농촌 3자주
확장/ 노동자
계(공공 단협 고용해
비준
대표 근로자 의 협의
실업 불만보
서비스) (154) 지(158)
수
(135) (141) (144)
보호 호(173)
(151)
(168)
호
주 ○
○
○
○
4
캐나다
0
프랑스 ○
○
○
○
4
독
일 ○
○
○
3
이탈리아 ○
○
○
3
일
본
○
1
한
국
0
스웨덴 ○
○
○
○
○
○
○
7
영
국 ○
○
○
○
4
미
국
0
주: ○ 비준됨. - 비준 안 됨.
( )안은 조항의 숫자.
자료: ILOb(2002년 자료).
<부표 18> 노조 조직률
노조 조직률(%)
1980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3)
이탈리아4)
일
본
7)
한
국
스 웨 덴
8)
영
국
미
국

1)

49
35
19
35
50
31
15
5)
78
52
23

1985
2)

46
36
14
34
42
29
12
5)
81
43
18

1990

1995

2000

41
35
10
32
39
25
17
80
38
16

35
34
10
29
38
24
14
83
32
15

25
31
6)
10
24
36
21
12
79
29
13

노조 조직률 변화(%)
1990~2000
-39
-11
정체
-25
-8
-16
-29
-1
-24
-19

주: 1) 1982년. 2) 1986년. 3) 1990년까지는 서독 자료. 4) 이탈리아의 조직
률은 ‘자율’노조가 빠짐에 따라 적게 측정되었음. 5) Anders Kjellberg(자
료 참조)의 계산법에 기초하였으며, 노조실업기금을 가진 노조에 속한 실
업자 멤버도 포함했음. 1990년과 그 이후의 자료는 단지 고용된 노동력만
을 조사한 “노동력 기초”에 기초하고 있음. 6) 측정치. 7) OECD 노동력
통계. 8) 북아일랜드는 포함 안 됨.
자료: Kjellberg(2002)으로부터 채택한 방식으로 전국 노동력 조사와 통계청 자
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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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최고 노조 단체
1)

중앙 노조의 수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명칭
1970~ 1980~ 1991~
79
90
98
2-1
1
1
ACTU
3
3-4
4-3 CLC
5
5
5
CGT
3
3
3
DGB
6-7
7
7
CGIL
4
4-2
3
Sohyo, Rengo
1
1-2
2
FKTU
4
4
4
LO
1
1
1
TUC
1
1
1
AFL-CIO

전체 조직률 대비 최대 노조
2)
가입률
1970~79
84
72
47
82
49
37
NA
64
91
70

1980~90 1991~96
100
62
34
82
46
45
NA
59
87
76

100
60
30
83
43
61
613)
56
84
81

주: 1) 최소한 두 개의 완전한 ISIC 부문을 포괄하는 전국단위 노조연맹의 숫
자. 공공부문 연맹은 제외.
2) 최대 노조연맹이 전체 조직률에서 차지하는 비율.
3) 1999년 측정치.
자료: Traxler et al.(2001: 41)을 수정.
<부표 20> 중앙 노조연맹의 구조와 포섭률1)
산하연맹의 수2)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평
균

3대 산하연맹의
3)
조직률 (%)

민간부문 3대
산하연맹의
조직률4)(%)

공공부문 3대
산하연맹의
조직률5)(%)

1980~ 1991~ 1980~ 1991~
1980~90 1991~96 1980~90 1991~96
90
96
90
96
156
81
18
28
13
25
11
NA
167
98
65
63
19
21
32
37
37
NA
32
33
21
18
31
30
17
16
57
57
47
42
25
29
19
17
44
46
29
27
24
20
60
74
44
33
16
27
40
20
NA
NA
NA
NA
NA
NA
NA
NA
24
22
57
57
28
27
36
38
90
71
34
43
34
35
17
25
87
86
22
26
17
18
13
15
60
45
44
46
25
27
24
27

주: 1) 기간내 평균. 2) 최대 중앙노조의 산하연맹의 수. 3) 최대 중앙노조에
서 3대 강성 산하연맹의 조직 비율. 4) 최대 중앙노조에서 3대 민간부문
노조의 조직 비율. 5) 최대 중앙노조에서 3대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 비율.
자료: Traxler et al.(2001: 46)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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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전국 사용자조직 개관1)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전국 사용자조직2)

소속기업수

기업유형

소속기업
고용인원

회원
방식

조직률
(1996)

호주상업 및 산업실
캐나다사용자위원회
프랑스기업회
독일사용자연합회의
이탈리아사용자연합
경단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스웨덴사용자연합
영국산업연합
미국국제기업위원회

30만/전체50%
NA
150만
NA
13만
2만6천
4천
4만2천
25만
300

NA
민간
NA
민간
민간(혼합)
NA
민간
NA
NA
NA

전체 75%
다수
14백만
전체 80%
약 4백만
20백만
2.5백만
1.3백만
NA
NA

간접
직간접
간접
직간접
간접
간접
직간접
간접
직간접
직접

6)

75
NA
74
4),5)
72
40
6)
40
NA
56
5)
54
NA

주: 1) 1997년.
2) 국제 사용자조직의 회원사인 전국 사용자조직.
3) 산업 및 수송.
4) 서독.
5) 1995년.
6) 1997년.
자료: ILOb(1998); 조직률 자료는 Traxler et al.(2001: 55).

<부표 22> 단체교섭 적용률
1)

2)

단협 적용률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평
균

민간부문 단협 적용률

1980

1985

1990

1996

88
NA
85
87
NA
28
NA
92
5)
72
26
73

85
6)
37
94
85
NA
NA
NA
92
67
20
73

80
38
NA
86
NA
7)
23
NA
92
50
18
67

70
NA
8)
95
84
NA
8)
18
NA
92
37
16
69

8)

1980

1985

1990

1996

NA
NA
85
86
NA
27
NA
88
5)
66
23
69

79
28
92
83
NA
NA
NA
88
55
16
68

72
306)
NA
85
NA
7)
22
NA
88
44
13
63

63
8)
25
93
82
NA
8)
17
NA
88
22
11
61

주: 1) 단협을 할 수 있는 전체 피용자 중 단협안에 적용되는 피용자.
2) 민간부문에서 전체 피용자 중 단협안에 적용되는 피용자.
3) 서독.
4) 18개국 평균(출처 참조).
5) 1978년.
6) 1986년.
7) 1989년.
8) 1995년.
자료: Traxler et al.(200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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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작업장의 노동자대표 체계

피용자 중심 체계
노조 조직
노동자평의회
호

주 노조대표체 C, UV

공동위원회
공동자문위원회
C, A

캐 나 다 노조대표체 C, UA+UV
프 랑 스 Deˊ leˊ gueˊ s sindicaux S: Deˊ leˊ gueˊ s du personnel Comiteˊ s
(50), UA
S: 1946, 1985, 1995 (11), d'eˊ nterprise S:
A Deˊ leˊ gation unique 1945, 1982(50), A
du personnel, S:1994
직장위원
독
일
Betriebstras S: 1952,
(Vertrauensleute)
1972 (5), A
RSA S: 1970(15/5), A+
(UA)
RSU S: 1970, PC 1993,
A+UA, UV
일
본 노조대표체 C, UV
노동평의회 C, UV
한
국 노조대표체 UV
스 웨 덴 Fortoendeman C, S:
노동-경영위원회 S:
1974, 1976; PC 1982,
1981(50), A, UA
UV
이탈리아

영

국 노조대표체 C, UV

미

국 노조대표체 C, UA+UV

Foretagsnamd PC:
1938, 1946(25), 1958
(50), V(1977년까지)
공동자문위원회 C,
UA+UV
공동협의위원회 C,
UA+U

주: 제도화의 양식: S=법정단체(satatute), PC=최고단위 합의(peak-level collective
agreements), C=부문별/지역별 합의(sectoral/local agreements); S&PC 이
후의 수치는 합의의 입법화/종결 혹은 주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연도를 지
칭함. ( )안의 수치는 요구되는 피용자의 숫자에 대하여 제도화의 수준을
의미함. 선출의 양식: 모든 피용자에게 선출된 대표(A), 노조 조직원에 의
한 선출(UV), 상위 노조관료에 의해 임명(UA). 만약 선출의 양식이 한 국
가 안에서 다양하다면, 분류는 가장 일반적인 양식을 따름.
자료: Traxler et al.(2001: 12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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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전산업과 서비스산업의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1)
평

균2)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2~ 1997~ 1992~
96
2000
2001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OECD

148
184
37
47
180
5
NA
7
24
37
69

100
132
48
18
236
2
NA
54
30
36
48

76
137
39
7
238
2
NA
15
13
45
62

79
133
304
8
65
1
NA
177
18
51
77

131
280
58
3
137
1
NA
17
57
42
51

77
296
43
2
84
2
NA
7
10
38
41

72
196
52
1
40
2
NA
0
12
42
46

88
190
72
2
62
2
NA
22
10
16
30

61
125
114
0
59
1
NA
0
20
163
90

50
164
83
1
66
1
NA
3
20
9
29

107
174
97
17
172
2
NA
54
29
42
61

69
192
73
1
62
1
NA
6
14
54
47

87
183
84
9
116
2
NA
30
21
48
54

주: 1) 취업 중인 피고용인. 몇몇 수치는 추정되었음.
2) 자료가 이용가능했던 각각의 연도들의 연평균은 취업자로 가중함.
‘NA’는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ILO, 유럽지역 통계사무실(SOCE); OECD 자료를 이용한 Davies(2001), Monger (2003).

<부표 25> 제조업/건축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1)
제조업 및 건축업
평

서비스 산업
2)

균

평

2)

균

1990 1995 1999 1990~ 1995~ 1990~ 1990 1995 1999 1990~ 1995~ 1990~
94
99
99
94
99
99
호
주 594 263
캐 나 다 1378 323
프 랑 스
46 112
독
일
11
19
이탈리아 609
92
일
본
2
2
한
국 NA NA
스 웨 덴
8
13
영
국 189 115
미
국
25 188
O E C D (174) (145)

247
293
79
6
116
1
NA
2
20
62
(54)

183
194
275
0
62
1
NA
42
20
55
(67)

217
217
15
2
126
0
NA
4
15
14
(46)

254
306
154
13
186
1
NA
24
18
94
(80)

80 26 47
28
96 69 163
103
63 279 69
130
17
1
1
0
174 44 34
59
4
2
2
1
NA NA NA NA
275 241 29
63
44 20
7
20
67
6
2
200
(64) (40) (18) (102)

8
161
104
0
35
1
NA
60
22
8
(22)

40
148
82
7
72
2
NA
62
22
33
(37)

주: 1) 취업중인 피고용인: 몇몇 수치는 추정되었음.
2) 자료가 이용가능했던 각각의 연도들의 연평균들은 취업자로 가중함.
( )안의 수치는 불완전한 자료를 토대로 한 평균을 의미함.
‘NA’는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ILO, 유럽지역 통계사무실(SOCE) 그리고 OECD 자료를 이용한 Davies(2001), Mong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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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시간당 노동비용

(미국: 100.0)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1980
86
88
91
1242)
83
56
10
127
77
100

1985
63
84
58
732)
59
49
10
74
48
100

1990
88
107
104
1462)
112
86
25
140
85
100

1995
89
94
116
184
94
139
42
125
80
100

2000
71
81
83
116
74
111
41
101
80
100

주: 1) 제조업의 생산직 노동자 기준. 비용의 계산을 위해 자국통화를 연평균 대미
환율을 이용함.
2) 구서독만 해당.
자료: US BLS(2001).
<부표 27> 민간부문 노동비용의 변화1)

(단위: %)
피고용인당 보수
단위노동비용
(연간 변화율)
(연간 변화율)
1988~98 1999
2000 20013) 1988~98 1999 2000
호주
4.2
2.4
3.0
4.0
2.1
0.1
2.3
캐나다
3.5
2.6
3.6
3.2
2.3
0.7
1.4
프랑스
4.8
1.6
1.8
2.8
0.8
0.3
0.7
독일
3.52)
0.9
1.3
1.9
1.42)
0.5
-0.1
이탈리아
2.1
2.9
2.6
1.3
1.4
5.3
3.3
일본
-1.1
0.1
0.3
-2.4
-1.7
1.7
0.3
한국
12.2
8.0
6.6
2.1
2.9
10.9
6.5
스웨덴
2.8
3.7
3.7
0.1
2.2
6.1
3.4
영국
4.9
4.4
4.8
3.9
2.3
5.6
4.4
미국
4.3
4.5
4.7
1.6
1.0
3.5
2.0
유럽연합 전체
2.5
2.8
3.2
1.4
1.2
4.6
2.7
OECD 전체4)
2.6
3.1
3.3
0.9
0.7
3.6
1.9

20013)
2.9
2.1
1.6
0.5
1.5
0.7
2.7
2.3
2.6
3.5
1.7
2.1

주: 1) 구매력지수로 조정된 1995년의 GDP 근거로 해서 계산함.
2) 평균 성장률은 1992년의 서독의 자료들에 대응하는 전체 독일에 대한 자료
들을 연결해서 계산함.
3) UN 사무국 전망치.
4) 통화팽창률이 높은 국가는 배제됨(예를 들어, 연간 10% 이상).
자료: OECDa(2001년 6월).

부표

429

<부표 28> 주요국의 근로시간과 구매력 비교

빵
(1㎏)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저급
2002년
휘발
시간당
남자 신발
임대료
컬러TV
연간
류
한 켤레
(방 4개1)) 0.5m 화면 소득세2) 가처분
1리
소득
터
미국
시간 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3)
달러
4 33.5
3 68 23.5 19
- 331 39.5
8.60
4
5 21.5 40 48.5 27 12.5 534 21.5 12.76
5 20.5
6 76 21 19 51 20 19.5 11.65
5
2 21.2 24
6 38 38 98 16 17.34
6 20.5
6 43 54.5 24 23.5 294 17 11.65
7
42
4 78 36 19 15 109 54 15.19
17 53.5
7 198 46.5 42 56 44 7.5
4.75
5
6 4.5 42 30.5 29 45.5 498 25 14.59
6
33
6 66 0.5 18 42 514 51 14.66
4 25.6 1.5 31 21 14 45 497 20.5 13.56

커피
(1㎏)

분

시간

분

8.5
5
15
7.5
13
14.5
50.5
7.5
4
9

1
2
5
-

54
49
31.5
33
7.5
6
7.5
30.5
41.5
33.5

주: 1) 부엌을 포함한 방 4개 2) 수입원이 한 사람인 금속산업 노동자 4인 가족.
3) UN 공식 환율(2002년 3월).
자료: 2002년 자료를 사용한 IMF(2003).

<부표 29> 주요국의 근로시간 추이
1)

1)

남 성
1),9)

호
주
3),13)
캐나다
2),13)
프랑스
3),5),13)
독
일
2),12)
이탈리아
2),13)
일
본
2),13)
한
국
3),13)
스웨덴
2),6),13)
영
국
3),8),13)
미
국

여 성

1990

2000

39.9
8)
40.3
5)
39.5
9)
41.3
49.2
49.4
43.4
-

40.5
38.8
38.0
41.6
47.1
49.2
39.110)
42.0
-

4)

전

1)

14)

체

연간 근로시간

1990

2000

1990

2000

33.2
9)
39.5
5)
38.1
9)
38.1
38.5
49.0
39.1
-

33

4)

38.1
37.9
9)
40.1
5)
39.2
9)
40.4
45.0
49.3
39.1
42.3
40.8

38.5
11)
38.7
38.6
37.9
40.5
43.7
49.3
38.210)
41.3
41.6

-

38.1
37.4
37.9
37.3
49.7
36.410)
38.9
-

4)

1990
1866
1788
1657
5)
1583
1674
2031
2514
1549
1767
1838

2000
1855
1801
1590
1482
1622
1821
2474
1625
1708
1835

주: 1) 제조업. 2) 실제근로시간. 3) 지불근로시간. 4) 계열상 단절.
5) 서독 자료. 6) 연장근로 포함. 7) 성인 수당 비율에 대한 풀타임 취업자.
8) 민간부문: 생산노동자. 9) 1993년. 10) 1998년. 11) 1999년.
12) Labour force survey. 13) 기업 survey.
14) 연간 총근로시간은 파트타임 고용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취업자의 평균치.
‘－’는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ILOa; ILOb; OE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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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 제조업의 성별 임금격차

남성 임금의 비율로 본 여성 임금(%)(시간당 임금)
1970
호
주
캐 나 다6)
프랑스
독
일11)
이탈리아
일
본8)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6)
주: 1)
2)
3)
4)
5)
6)
7)

64
60
771)
70
45
80
58
62

1975
79
60
76
72
48
85
67
62

1980
79
64
77
73
44
90
69
63

1985
79
65
79
73
42
47
90
68
68

1990
4)

82
68
79
73
41
50
89
68
72

1995

2000

4)

843)
725)
792)
746),7)
58
598)
91
75
7610)

85
734)
793)
74
569)
54
90
71
7510)

1971년.
1997년.
1998년.
1990년에 계열상 단절.
1996년 이후 새로운 계열.
( )안은 통독 수치.
대부분의 나라들을 위한 자료들은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에 근거하였
다. 그러나 캐나다의 자료는 정규직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 미
국의 자료는 정규직 근로자의 중간적 주당 임금을 기준. 그러므로 이
들 자료는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수치와도 비
교할 수 없음.
8) 일본의 자료는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이 아닌 매월 임금에 근거하였음.
몇 개의 매월 자료를 대략적인 시간 자료로 환산한 OECD 자료를 사
용한 이 책의 초판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OECDa, 1988 참조). 이것
들은 단지 1986년까지 이용가능했었으나 본판의 일본에 대한 모든 수
치들은 ILO의 월기준에 바탕을 둠.
9) 1995년의 수치는 현금소득이 있는 1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한정한 1994년에 시작된 새로운 자료들에 바탕을 둠.
10) 1995년과 2000년 수치는 일찍이 미국 재무부 자료와 같은 정의(주에
설명된 것처럼)를 사용하면서 BLS 자료를 사용함.
11) 구서독만 해당.
‘－’ 이용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ILOa ; 캐나다 통계, 목록 13~217, 그리고 202-0102; US BLS(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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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육아휴직에 대한 국제비교(1998)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육아휴직기간
1년
17~18주
16~26주
14주
5달
14주
60일
14주
14~18주
3)
12주

유급화 비율(%)
0
100
15주당 55
100
80
60
100
751)
2)
90
0

급료의 제공주체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용자
사회보장
사회보장
-

주: 1) 450일은 지불됨. 360일은 75% 수준이며, 90일은 정액급여.
2) 6주에 대해서는 90%, 그 이후 정액급여.
3)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만 해당.
자료: UN(2000b).

<부표 32> 치명적․비치명적 산업재해 발생비율

1)

호
주
1)
캐나다
1),6)
프랑스
1),4)
독
일
1),6)
이탈리아
2),5),13)
일
본
1),6)
한
국
2),5)
스웨 덴
2)
영
국
미
국

10만 명 피용자당 치명적 상해
1990
1999
8)
7
4
8.5
6.7
10)
8.4
4.5
3)
3.42
5.07
7)
11)
11
8
0.01
0.01
30
19
9)
2.6
1.7
7)
1.4
0.7
5
4

주: 1) 보상된 재해.
2) 보고된 재해.
3) 서독 자료.
4) 10만 명의 풀타임 노동자에 대한 비율.
5) 10만 시간당.
6) 보험처리된 10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비율.
7) 1991년.
8) 1992년.
9) 1993년.
10) 1996년.
11) 1998년.
12) 빅토리아주 및 수도권 제외.
13) 일반 건축분야는 제외.
자료: ILOa(2001).

10만 명 피용자당 비치명적 상해
1990
1999
NA
2021
9)
3848
3067
5271
4432
3)
5440
4128
7)
11)
6199
3932
NA
NA
NA
NA
9)
1050
954
7)
789
666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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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무역개방도의 변화1)
호
호

주
주

캐
캐나
나다
다
프
프랑
랑스
스
독
독

일
일

1960
1980
2000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
일

본
본

한
한

국
국

스
스웨
웨덴
덴
영
영

국
국

미
미

국
국

OOECD
ECD
0

10

20

30

40

주: 1) GDP에서 수입과 수출의 비중(%).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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