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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민주화과정 속에서 한국의 사회․정치․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관계는 특히 변화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분야의 하나이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조합원수는 1987년 6월말 현재 약 100만 명에서 1991년 12월말 현재 18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단위노조수는 동기간에 2,735개에서 7,656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제
단체교섭은 한국에 있어서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의 주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 이후 한국 경제의 침체와 함께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등 한국의 노사관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정기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정이 사회적
동반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사업장단위의 노사가 해당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아직도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리라 전망된다.
한국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이미 한국의 현재와 유사한 상황을 겪은
산업국가의 노사관계 경험과 그 결과 수립된 제도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산업화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 이들 산업국가들과 국제시장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산업국가의 노․사․정이 급속한 환경변화 가운데 노사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G.J.Bamber와 R.D. Lansbury 교수 등이 집필한 『국제비교
노사관계』(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를 본원이 번역 출판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번역 작업은 이태헌 책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정진호․김정한․
책임연구원, 황수경․이경희․홍성민 연구원이 분담하였다. 본서는 산업국가의 노사관계 제도 및
정착과정뿐 아니라 국제화와 지역화라는 일견 상호모순되는 근년의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국가의
노․사․정 대응전략과 주요 현안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사․정이 노사관계의
각국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제도의 정착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본에는 한국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저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본원의 박영범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제2부도 한국의 상황을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싣기로 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한국어판 번역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호주 시드니 대학의 R.D.
lansbury 교수, 번역의 초기단계에 참여하였으나 이직․휴직 또는 부서 변경으로 아쉽게도 끝까지
번역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매일경제신문의 황인태 기자, 본원의 유경준 책임연구원(미국
코넬대학 박사과정 재학중), 강순희 책임연구원, 그리고 본원 출판팀의 박찬영 책임연구원과 정철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3년 7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손창희

한국어판 서문
현 시점에서 『國際比較 勞使關係』(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노사관계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경제․사회 발전유형을 구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은 민주화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자유가 부여되고 노동조합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R. Garnaut는 1989년에 『濠洲 및 東北아시아의 浮上』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대에 한국의 생산이 배증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조건들이 확립되어야만 정치․경제적 안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아시아 지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노사관계의 유형과 형태의 새로운 발전을 흥미롭게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많은 선진산업국가들에게도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중요하다.
이 책은 다수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고찰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시장경제국가들에 있어서 노사 및

고용관계의 진정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개별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들을 모은 이 책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자 자국의 노사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서술하고 분석한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등.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교섭의 성격과 유형 및 역학관계 등과 함께 주요 관련집단 및
당사자들의 특성이 고찰된다. 그리고 각국의 노사관계를 비교하는 두 개의 章에서는 시장경제의
이론과 추세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부록에서는 경제 및 노동시장에 관한 유익한 비교통계를
제공한다. 각 국가는 비슷한 양식에 따라 분석되는데 먼저 노사관계의
환경(경제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정치적)과 주요 당사자(사용자․노동조합․정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 및 중앙단체교섭, 조정과 중재, 노사협의,
근로자참가 등과 같은 노사관계의 주요 과정이 서술된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형태, 노동법 개정,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소득정책 등과
같은 중요하고 시사적인 문제들이 논의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초판은 전세계적으로 교재나 참고문헌으론 널리 추천되었으며 신판은 완전히 개정되어
여러 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이 책은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노사관계나 인적자원관리를
공부하는 한생이나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내의 국제거래나 경제학 전문가들에게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에서 장래의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한국어판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한국노동연구원의 손창희 원장, 박영범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3년 7월
호주 퀸즐랜드 대학 교수
Greg Bamber
호주 시드니 대학 교수
Russell D. lansbury

추천의 글
교육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비교노사관계 분야에서 『國際比較 勞使關係』(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dustrial Relations)의 제 2판(영문판)이 발간되어 이 분야의 문헌으로 기여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국제비교 학문의 최상의 원칙들을 구현하고 있다. G.Bamber와 R.D.
Lansbury는 각국의 최고전문가들이 일련의 유사한 문제들에 관해 서술한 것을 편집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으며, 각국의 고유한 지시과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국제비교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국제비교노사관계 분야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자국의 국내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자신을 고찰하는 것보다는
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시장과 지역적인 무역블럭의 중요성 증대, 동유럽과 구소련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변혁, 국제간의 조직 및 기술혁신의 속도 등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진전들은 경영자, 노동조합지도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그들 자신의 고용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선택대안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교사, 연구자, 학생 또는 실무자로서의 우리의
과제는 어떠한 노사관계제도가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또한 상이한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
당사자들이 잘 확립된 전통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기존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이러한
이전과정에는 중대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논쟁이 금세기의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국가와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정책결정기관들에서 노사관계의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G. Bamber교수와 R.D. Lansbury 교수는 국가간의 학습방법에 대하여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비교를 위한 여러 가지의 분석틀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분석구조들이 장래 우리 분야에서 중요한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본인은 저자들이 국제노사관계학회(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의 회원 및 회합을
유익하게 활용하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장래에도 유사한 국제비교 프로젝트에서
국제노사관계학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1993년 7월
국제노사관계학회
회장 Thomas A. Kochan

略語

CIDA 이탈리아기업관리직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Dirigenti di Azienda)
CIG 이탈리아 임금보전기금 (Cassa Intergrazione Guadagni)
CIO 미국 산업별노조회의(Congress of Industrial Grganizations)
CISAL 이탈리아독립노동자조합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Autonomi)
CISAS 이탈리아서비스종업원노동총동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Addetti ai Servizi)
CISL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 (Confederazion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NAL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Nazionali Lavoratori)
CLC 캐나다노동회의 (Canadian Labour Congress)
CNPF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cais)
CNTU 캐나다 전국노동조합연맹(Confederation of National Trade Unions)
Confagrico- Itura 이탈리아 전국농업연맹 (Confederazione Generale dell'Agricoltura)
Confapi 이탈리아전국상업연맹(Confederazione Italiana della Piccola e Media Industria)
Confcomm-ercio 이탈리아 전국 상업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del Comm-ercio)
Confindust-ria 이탈리아 공업연맹(Confederazione Generald dell'Industria Italiana)
CONFSAL 이탈리아 독립노동자총동맹(Confederazione Sindacati Autonomi Lavoratori)
COPE 미국 정치교육위원회(AFL-CIO)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CSU 독일 기독교사회동맹(Christian Social Union)
CWA 미국 통신노조(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DAG 독일직원노조(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DBB 독일공무원총동맹 (Deutscher Beamtenbund)
DC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 (Democrazia cristiana)
DGB 독일노동조합총동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SP 일본 사회민주당 (Democratic Socialist Party)
Domei 일본 동맹 (Japanese Confederation of Labour)
EC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ETPU 영국 전기․전자․통신․배관공노조 (Electrical,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and
Plumbing Union 1992년 AEU에 통합)
ENI 이탈리아 탄화수소공사(Ente Nazionale Idrocarburi)
ERM 유럽공동체 환율제도 (Exchange rate mechanism)
ETUC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FDGB 자유독일노동조합초동맹( 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P 독일 자유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
FEN 프랑스 교원노동조합연맹 (Fédération de l'éducation nationale)
FIET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employés techniciens et cadres)
FO 프랑스 노동자의 힘(Force ouvrière)
Federazione 이탈리아 CGIL-CISL-UIL 연합단체(Italian Inter-union Federation)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CHQ 영국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HQ 일본 연합군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GNP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HR 인적자원(Human resources)
HRM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IBT 미국 트럭운전사노조(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ICC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FTU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G Metall독일 금속노조 (Unions of Metal Industry Workers)
IG Chemie- Papier- Keramik 독일 화학․제지․요업노조(Unions of Chemical, Paper and Ceramics
Industry Workers)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MEs 선진공업국(Industrialisde market economies)
IMF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workers'Federation)
IMF-JC 국제금속노련 일본지부(Japan Council of Metalworkers'Unions)
IOE 국제경영자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Employers)
IRI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istituto per la Ricostruzione Industriale)
ITSs 노동조합 국제연합단체(International Trade(Union) Secretariats)
IWW 세계산업노동자연맹(미국 및 캐나다)(Industrial Workers fo the World)
JCP 일본공산당(Japan communist Party)
JSP 일본사회당(Japan Socialist Party)
LDEs 저개발국(Less developed economies)
LDP 일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O 스웨덴 노동조합총연합(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MBL 스웨덴 직장공동결정법(Act on Co-determination at Work)
MTIA 호주 금속산업연합(Metel Trades Industry Association)
NDP 캐나다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IEs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sing economies)
Nikkeiren 일경련(Japan Federation of Employers' Associations)
NLRA 미국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UM 영국 전국탄광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MI 미국 도요다․GM 합자회사(New United Motor Manufacturing-Toyota-General Motors)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oration and Development)
OPEC 석유수출국기구( Organis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SHA 미국연방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PCI 이탈리아공산당( Partito Comunista Italiano)
PDS 이탈리아 좌파민주당(Partito Democratico della Sinistra)
PGEU 호주 가스․배관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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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liano)
PSI 이탈리아사회당( Partito Socialista Italiano)
PTK 스웨덴 봉급피용자연합(Privattänstemannakartellen)
QWL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Rengo 일본연합(Japan Trade Union Confederation)
Rodosho 일본 노동성(Ministry of Labour)
RSA 이탈리아 경영내조합대표(Reppresentanza Sindacale Aziendale)
RSU 이탈리아 단일노동조합대표(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
SACO 스웨덴 전문직노동자중앙조합(Centralorganisationen SACO/SR)
SAF 스웨덴 경영자협회(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LF 스웨덴 감독자조합(Sveriges Arbetsledareforbund)
SAP 스웨덴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ska Arbetar Partiet)
SAV 스웨덴 전국공무원청(Statens Arbetsgivarverk)
SED 동독 공산당(Former East German Communist Party)
SIF 스웨덴 산업사무직원․기능노동자조합(Svenska Industritjänstemannaforbundet)
SKTF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직원조합 (Svenska Kommunaltjänstemannaförbundet)
SLD 영국 사민당(Social and Liberal Democrats)
SM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IC 프랑스 전국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NCF 프랑스 국철(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SNECMA 프랑스 우주항공사(Société Nationale d'Etude et de Construction de Moteurs d'Aviation)
SPD
Scala Mobile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he Partei Deutschlands)
Shunto 이탈리아 임금물가연동제(Wage indexation)
일본 춘투(Spring Labour Offensive)
Sohyo 일본 총평(Geneal Council of Trade Unions in Japan)
Somucho 일본 총무청(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TCO 스웨덴 봉급피용자중앙조직(Tjänstemännens Centralorganisation)
TCO-OF 스웨덴 TCO의 공공부문협상그룹(TCOs förhandlingsräd för offentliganställda)
TDL 독일 주정부사용자연맹(Tarifgemeinschaft der Deutschen Laender)
TGWU 영국 운수일반노조(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
THC 호주 조합본부협의회(Trades Hall Council)
TLC 호수 조합노동협의회(Trades and Labor Council)
TQM 종합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UAC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C 영국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UAW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UCC 프랑스 CFDT의 기술․간부직원동맹조합(Union confédérale des ingénieurs et cadres)
UCI 프랑스 FO의 간부․기술직원조합(Union des cadres et ingénieurs)

UGICA 프랑스 CFTC의 기술․간부직원총련(Union générale des ingénieurs et cadres)
UGICT 프랑스 CGT의 기술․간부․전문직총련(Union Générale des ingénieurs, cadres et
techniciens)
UIL 이탈리아노동동맹 (Unione Italiana Lavoratori)
ULA 독일 상급관리자연합(Union der Leitenden Angestellten)
UMW 미국 전미광산노조(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NICE 유럽산업연맹 (Union des Industries del la Communaute Europeenne)
USWA 미국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KA 독일 지방정부사용자단체연맹(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ände)
WARN 미국 고용조정 및 재훈련공지법(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rification Act)
WCL 국제노동조합연합(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FTU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IRS 영국 사업장노사관계조사보고서(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
Zaibatsu 일본 재벌 (Groups of holding companies based on these groups' commercial banks)
Zenkoun 일본 운수노련 (All Japan Council of Traffic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Zenminrokyo 일본 전민노련 (Japanese Private Sector Un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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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노사관계 및 노사관계 비교연구

Greg J. Bamber and Russel D. Lansbury
노사관계연구의 대부분은 단체교섭, 중재 및 다양한 형태의 직무규제와 연관된 제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부 광의의 접근방법은 노사관계를 인적자원관리(HRM)를 포함한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이와 같은 광의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비록 노사관계연구가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수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인 힘에 대한 광의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사용자, 근로자 및
그들의 단체 및 정부간의 상호작용 또한 고려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및 경영학 등 복수의 학문영역으로부터 도출된
분석적 도구를 사용하는 學際的 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학제적인 영역과 자체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이다(Adams, 1988).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학문영역으로부터 통찰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상이한 환경에 대한 이해 또한 요구한다. 일부 학자들은
노사관계연구에 있어 노사관계의 비교연구와 국제노사관계 연구를 구분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비교연구는 2개국 이상의 국가를 묘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노사관계는 예를 들면 정부간 조직, 다국적기업 및 노동조합의 행위와 노동시장의 역할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제도와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Bean, 1985 : 3). 이와 같은 구분은
유용하지만, 국제노사관계는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하는 연구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보다 광의의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 책은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적 접근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산업화된 시장경제(Industrilized
Market Economies : IMEs)체제를 가진 9개국을 분석한다. 즉 주제에 대해 비교분석적 접근방법과
국제적 접근방법을 결합한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비교 및 국제노사관계를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먼저 검토한 후, 이 분야 연구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논의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상이한 국가간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별 분석에서도 국제노사관계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론과 특히
결론에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될 것이다.

■ 국제비교적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이유
비교연구가 노사관계에 관한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른
사회의 경험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보다 나은 통찰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Kahn과 Freund는 "특정국가의 환경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제도,
이념, 관행, 전통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각국에 특유한 사회적․역사적 혹은 지리적 여건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였다(1979 :3).
국제비교적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이유에는 각국이 채택한 노사관계 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경제정책, 법 그리고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하다. 무역 및 산업에 있어 국가간 연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은 외국 노동시장의 형태와 특징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각국은 다른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요한 대사관에 노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철강업계는 안정적인 공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원자재의 향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호주의 철광석 광산과
항만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여, 석탄과 다른 원자재의 구매 교섭시 이들 산업의 노사분규를
이용하여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Hill et. al., 1983). 고용기준이 국가간의 공정한 무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은 비교노사관계연구의 필요성과 수출경쟁력에 있어서의
비교노사관계연구의 역할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Servias, 1989 ; Van Liemt, 1989).예를 들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선진산업국가들은 쌍무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사회조항'(social clause)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노사관계 관행 연구는 자국에서의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며, 공공정책을 위해서도
중요한 含意를 갖는다.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제도를
새로운 환경에 적합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국제비교적인 접근방법은 다른 국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대안적인 제도 혹은 절차를 알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개선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도출된 경험에 기초한 개선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전의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71년 협약의 강제와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미국의
경험에 일부분 기초한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를 제정하였다. 여러 목적 중에서도 이
법은 노동조합을 제한함으로써 노사분규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제2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많은 노사간 갈등을 야기시켰다. 정권 교체후 이 법은 1974년
철폐되었다. 즉 법의 제정은 노사양측에 의해 실패로 간주되었다. 이는 곧 특정국가의
노사관계관행을 다른 국가의 그것에 접목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Kahn과 Freund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규칙 또는 제도의 이식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법의 형식만을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거부반응을 낳는다. 노동법은 시스템의 일부이다. 따라서
시스템 중 어느 한 부문에서의 변화의 결과는 시스템의 모든 부문간의 상호관계에 의존한다.
관계는 두 사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의 효과는 두 국가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아주 상이할 수 있다"(1974:27).
국제비교적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론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국가간의 상이한 환경으로부터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가정을 증명하고 일반화를
이루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노사관계연구에 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Barbarsh and Barbarsh, 1989). 이는 정책입안자, 실무자 및 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
특정 분규 혹은 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리고 분석적 틀이 없이 거의 대부분
서술적이었다는데 기인한다(Giles, 1989 참조).
또 다른 요인이 국제비교적 노사관계분야의 복잡성에 더해진다 :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국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교 기준으로서
보다 복잡한 비공식적인 관행과 과정보다는 공식적인 제도적․법적 구조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Strauss(1922)는 국제비교적 노사관계연구의 현재의 발전단계에서 "비교노사관계의

완전히 성숙된 이론을 설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재미있는 가정을 개발함으로써
"비교노사관계의 영역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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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群을 연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많은 특성을 일정하게 놓고 각국간의 상이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동일성과 보편적인 규칙을 찾을 수 있다(Strauss,
1992 :1).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예로써 Lansbury(1992)등은 스웨덴과 호주의 자동차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각 사업장의 생산수준을 비교하여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스웨덴 사업장의 높은 수준의 생산성은 투자수준뿐만 아니라 광의의 견지에서
노사간의 협의의 정도, 작업조직의 형태, 집단작업의 정도 등 노사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는 생산제품과 생산과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특성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비교해야 하느냐?
비교노사관계연구에 있어 당면하는 문제의 하나는 '무엇을' 비교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의
선택이다. Schregle(1981 :16)은 "노사관계의 국제비교는 준거점의 수용, 가치척도…게다가
비교국의 노사관계제도 혹은 현상과 관련된 제3의 요소등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노동재판소와 노사분규,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이다. 각각의 경우 공식제도 그 자체와 그 제도의
실제 역할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서구 노동재판소의 비교연구시 제도의 기능이
국가마다 아주 다르다는 어려움에 즉각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노동재판소는
개별분쟁과 집단분쟁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지만, 스웨덴의 노동재판소는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규 이외의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작업규칙(employment discipline) 혹은 경제정의는 모든
국가에서 쟁점사항이며, 비록 국가마다 용어가 아주 상이하지만 특히 비교연구를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된다(제3장 참조). 심지어 영어권 국가간에도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미국의 노사협약(labor-management agreement) 및 호주의
裁定(industrial award)의 형태와 법적 지위는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들은 넓게
볼 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보다는 특정 제도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 언어와 용어의 부족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Blanpain(1993)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용어도 전적으로 다른
실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컨대 '仲裁'(arbitration, 불어로는 arbitrage)라는 용어는 보통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하지만, 정부가 알선위원으로 분쟁당사자에게 하는 권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법과 실제 관행을 구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는
공식적으로는 20세기 초부터 '강제중재'를 실시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중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며, 중재재판소는 주로 권고와 설득에 의존하고 있다(제5장 참조).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문제를 안겨준다. 예컨대
노사분규의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부록참조). 호주와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호주연방의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이익분쟁과 권리분쟁간의 법적 구분은 노동법을 대폭 개정한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당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스웨덴 및
여타 국가의 경우 이와 같은 구분은 중요하다. 권리분쟁은 임금률을 특정 개인 혹은 종업원집단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현존의 협약 혹은 재정의 해석과 연관된 분쟁이다. 반면, 이익분쟁은
임금인상률 혹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같은 새로운 요구 혹은 주장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이다. 실제로 이익분쟁은 집단분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여타 국가의 경우 권리분쟁은 다시 개별분쟁과 집단분쟁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의도는 분쟁의 형태가 다르면 해결절차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익분쟁만이
파업 혹은 제재행위를 야기할 수 있지만, 권리분쟁은 노동재판소 혹은 유사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가 상이한 환경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사례는 영국의 옛날 식민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법 체계를 비롯한 여러 제도들을 물려받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유산을 수정하거나 변형시켜 왔다. 미국(제3장), 캐나다(제4장) 및 호주(제5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접근방법은 3국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서로 다르다. 일본(제10장)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군은 미국식 노동법과 경영기법을 강요하였다. 이것들은 완전히 거부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일본 특유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본인에 의해 변형되었다(Shirai, 1983 ;
Gould, 1984). 20세기 후반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범세계적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그들은
생산조직, 인적자원, 작업집단 및 노사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방식을 점차 수출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접근방법들이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지만(예컨대 Parker and Slaughter, 1988),
경영자들은 일본식 접근방법을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많은 비일본계
기업들은 일본식 역할모형의 모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모방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연구, 즉
대량생산에서 간판생산으로의 일본의 혁신적인 변화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Womack et. al., 1990 ;Bamber et al., 1992
참조).
■ 비교노사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
연구과제가 형성되는 틀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이념은 중요하고 때로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Korpi, 1981;186-7). 예컨대 영어권 국가의 노사관계연구는 특히 다원주의의 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접근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일부학자들은 국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광의의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급진적 좌파의 관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 문제는 경제적․사회적 변화 및 계급간의 관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경향성이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은 일부국가의 경우 접근방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르크시스트적 연구가 공공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中和되고 있다(Doeringer et al., 1981). 또 다른 접근방법은 미국에서 정치경제학자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각국이 유사한 노사관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영국, 호주,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주로 노사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경우, 당사자들은 북유럽국가들과 독일과 같이 노사관계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십
접근방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비해 기술변화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신기술이 이들 국가에 도입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정도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설명하는 가정을 개발할 수 있다(Bamber and Lansbury, 1989).
그러므로 직종별 노동조합,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노사관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부의 역할(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름) 및 적대적인 노사관계 전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기술변화에 대해 '배분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산업별 노동조합, 강력한 사용자단체 및 보다 합의에 의한 노사관계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기술변화에 대해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ogaining) 접근방법을 더 많이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노사간의 갈등이 거의 없이 기술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기술변화에 대한 Gill과 Krieger(199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들은 EC 12개국의 경영자와 근로자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도입과정에서의
참여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Gill과 Krieger는 국가마다 관행이 아주 상이하여
'일치하지'않는다는 것을 규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종업원참여 정도는 조직노동의 교섭력,
경영의 태도, 법적 규제 및 노사관계시스템의 집권화 정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위에서 변수들의 대부분에 가장 우호적인 EC국가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벨기에였다. 물론 이와 같은 가정에 예외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례들은 국제연구에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가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분석에서 무든
사회를 포괄하는 총괄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직면하는 함정에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주안점을 두어, 수렴과 산업화에 관한 논쟁을 다룬다. 수정된
수렴의 의의를 요약하고, 급진적인 비판, 정치경제학자들의 기여, 확산과 전략적 선택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는 실제에 대한 이론의 응용과 설명을 위한 도전에 대한 논의를 야기시킨다.
시스템적 접근방법

Dunlop(1958)은 '노사관계시스템'(industrial relations system)의 개념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3행위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3당사자), 즉 사용자, 노동자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구의 일부국가에서는 당사자를 '사회적 파트너'라고 부른다. 이들
당사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적 요인, 즉 技術(technology), 市場의 諸力(market forces)
및 당사자간의 相對的인 勢力과 地位(the relative power and status of the parties)에 의해 결정된다.
Dunlop은 작업장을 규율하는 규칙망(예를 들면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노사관계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Dunlop의 접근방법은 영어권 국가와 그 외의 국가의
학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의 이론적 틀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Walker(1967)는 Dunlop의 영향을 받아 '외국노사관계시스템'(foreig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연구에서 지배적인 서술적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상이한 상황하에서 노사관계를
구체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의 역할, 중요성 및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학자들도 Dunlop의 접근방법을 확장하였다(예를 들면 Blain & Gennard,
1970 ; Craig, 1975).
많은 비판자들도 Dunlop의 이론적 틀은 '사실을 조직화될 수 있는 모델로서 유용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이론 자체는 예언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Gill, 1969). 시스템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에는 동기부여, 인지 및 태도와 같은 행동과학적
변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Bain & Clegg, 1974). 또한 Dunlop은 그의
하바드대학 동료인 '인간관계학파'(예를 들면 Mayo, 1949)에 의해 발전된 비공식 작업집단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더욱이 Dunlop의 접근방법은 분규의 원인이나 고용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역할보다는 규칙을 만드는 여러 제도와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Hyman, 1975).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접근방법은
결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은 아니다.
團體交涉(collective bargaining)

Dunlop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주안점을 두는 Flanders(1970)와
Clegg(1976)를 포함한 일부 영국학자들에게는 출발점이 되었다. Flanders는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9개국 중 6개국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단체교섭의 제차원에 있어서의 차이가 노동조합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조합의 행동을 조직률(이의 정의는 부록
참조), 외부구조, 내부통제, 작업장조직, 분규, 산업민주주의 및 정치적 행위에 대한 태도 등 여섯
가지로 정의 하였다.
Clegg에 있어서 단체교섭은 교섭과 협약의 관리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중재의
구분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우 실제로 많은 중재재정은 단체교섭의
산물이다(제5장 참조). 따라서 단체교섭과 중재와의 구별보다도 단체교섭과 정치적 행위 혹은
일반적인 규제와의 구별이 더 중요하다.
Clegg는 단체교섭에는 넓이(幅), 수준, 깊이, 조합보장, 통제의 정도와 교섭 대상의 범위 등 여섯
가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체교섭의 폭과 깊이, 그리고 단체교섭에 의해 획득된 조합 보장의 정도는 조직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서, 교섭수준은 작업장 조직의 권한과 독립성을 포함하여 조합활동의
분권화 정도를 설명하며, 분권화는 또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파벌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1976 : 118)
Clegg는 단체교섭의 제차원들은 주로 조직구조와 사용자단체에 의해 결정되지만, 법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는 국가의 경우 단체교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법은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심지어는 그 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였다(1976 :
118). 그는 5개국의 자료로부터 단체교섭 이론이 증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 프랑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976 : 119). 프랑스의
노동조합에는 정치활동이 더 중요하지만, Clegg는 이 점을 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legg의 접근방법은 경제적․사회적 및 기술적 환경을 무시하고, 단체교섭과 규칙망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Dunlop의 접근방법보다 제한적이다. Clegg는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치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Clegg의 이론에서는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이 결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Clegg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충분히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접근방법은 비교노사관계 이론을 구축하려는 학자들에게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비교노사관계이론은 경영자, 사용자단체 및 정부의 행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Clegg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Adams(1981)와 Sisson(1987)은 단체교섭 접근방법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주로
사용자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다. Sisson은 단체교섭이론이 경영의 관점을 간과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어떻게 국가마다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isson은 7개국의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의 단체교섭
발전에 있어 사용자와 그들 단체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간의 차이는 특히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지웠다. 그러므로 영국을 포함한 서구의
경우 다수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은 주로 금속산업의 사용자들이 직종별 혹은
산업별로 조직된 전국노동조합의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에 지배적인 형태로 출현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 출현한 개별교섭은 단체교섭 초기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사용자들이 기업 혹은
사업장수준에서 교섭할 것을 노동조합에게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였고 요구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1930년대와 1940년대)는 이미 사용자들은 노동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 보다 효율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향하려는 場을
노동조합에게 부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Sisson은 사용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경영통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인을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단체교섭 시스템간의 수렴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개별사용자 혹은 다수사용자
교섭이든 간에 단체교섭의 주된 특징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영국을 제외한 서구 7개국을 대상으로 작업장수준에서 행해지던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그는 법률에 의해
단체교섭시스템을 바꾸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영국의 1971년법 참조).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들의 노사관계 전통을 변경시키려는 요인으로부터 방지하는 중요한 세력이 있다.
■ 수렴에 대한 논쟁
비교노사관계(특히 산업화에 대한)에 관한 이론화 중에서 많은 부분은 각국, 특히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에서 보이는 상이한 제도적 행위의 형태간에 수렴 혹은 확산이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교연구에 관한 저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서 중의 하나에서 산업사회는 점차 똑같이 된다고 주장되었다. 이 저서는
1960년에 발간되었지만, Kerr 등(1973)의 주장은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산업화와 연관된 기술과 시장의 諸力이 각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유사하게 하거나 혹은 '수렴'시키는 경향성을 띤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산업화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산업화의 논리(logic of industrialism)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잘 훈련된, 새로운, 그리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노동력이 등장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정부의 역할이 계속 증대된다는 것이다. 산업화 논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이념이나 생활약식의 기초가 되는 다원적 합의제도가
발전되기 때문이다. 산업화를 추구하는 나라는 각기 나름대로의 노사관계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증적으로 제3자구성을 취하게 된다.

[그림 Ⅰ-1-1]은 산업화의 논리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주요인인
기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산업사회간의 수렴은 대부분 기술적 수준,
사업장과 산업수준 혹은 도시수준에서 먼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수준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Kerr 등도 전반적인 수렴은 국가마다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Kerr(1983)는 이 후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수렴은 산업국가간에 동일한 제도를 촉진하지 않은 수도 있는 경향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는 거시수준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게
되지만, 미시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식으로 당초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저개발국가(LDEs)들이 산업화하는데는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적 규모의
산업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rr는 최초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
즉 산업화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본적인 긴장은 근대산업사회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제도와 다원주의적 혼합경제에 대한 合意는 증대될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관계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일련의 규칙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분규는 '감소'되어 간다고 한다(Ross & Hartman, 1960).
[그림 Ⅰ-1-1] 産業化의 論理

수정된 수렴
많은 학자들은 Kerr 등의 '자유주의-다원주의'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Chamberlain(1961)은 Kerr 등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범주, 분류 및 인상적인 관찰은 많지만 분석은 미흡하다. 기껏해야 19세기 독일의
경제사학파의 후예로서 묘사될 뿐이다. 이 학파는 이상적인 경제발전의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른 비판자들은 산업화를 '불가항력적인 과정'으로 보는 '결정론적인 미래관'에 주목하고
있다(Cochrane, 1976). Bendix(1970 : 273)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공평하게 행해지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행위의 모든 우연성은 단지 산업주의 의 논리를 변경시킬 수 없는 단순한
역사적 변수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Kerr등은 현상유지와 갈등억제, 기존제도의 옹호,
민족중심주의적인 미국식 관점을 전세계에 강요하는데만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oeringer(1981)는 수렴이론에 대해 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수렴은 Kerr 등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각국은 공통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직면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추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산업국들은 고용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한 자국의 제도를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국의 접근방법은 상이하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차이는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화의 압력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이 다르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는 삼층틀(three-part framework)을 이용하여 수렴을
분석하고 있다 : 첫째, 모든 노사관계시스템에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서 ; 둘째,
노사관계시스템의 지역간 차이가 메꾸어지는 과정으로서 ;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노사관계시스템이 복수의 그리고 종종 양립하기 어려운 목적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현실로서.
따라서 제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 추구되는 목적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Piore(1981)는 수렴 명제가 비교노사관계의 일반화된 이론이라는데에 회의적이다. 그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산업사회의 일부분은 수렴하고, 다른 부문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오레가 제시한 대안적인 접근방법은 여러 사회의 노사관계 중에서 규제제도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일련의 상이한 규제제도를 제정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 초기의 규제구조는 적합치 못하게 되어, 시스템은
점차 그자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며, 이는 새로운 규제제도의 발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후발국의 발전

Kerr 등의 연구와 이와 유사한 연구들에 비해 Dore(1973)는 보다 조심성있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는 국제적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대상은 일본과 영국 두 나라의 분석에
국한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Dore는 Kerr 등보다 기술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 즉 거대기업의
출현과 평등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의 보급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일본 노사관계를 검토한 후 Dore는 "後發者"(late-comer) 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본은 비교적 늦게
산업화 되었기 때문에(영국보다 50년 후) 기존 산업국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는
후발산업국은 초기산업국에 비해 산업화에 적합한 제도와 조직형태를 채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ore는 고용형태는 각국간에 유사한 것으로 수렴되지만, 많은 국가에서 수렴되는
유형은 서구제국이 아니라 일본모형이라고 결론지었다. Dore의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그의 주장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나, 그의 접근방법은 비교노사관계연구에서는
상당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즉 "단지 2개국의 사례에 국한시켰으나, 사례들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비교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Dore는 피상적인 비교나 공허한 서술에 빠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Shalev, 1980 : 40).
■ 확산을 향하여?

Streeck(1988)는 초기의 수렴 논쟁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에서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일부 요인을 설명하고, 이들 요인들이 다양한
결과 혹은 '확산하는 점진적인 궤도'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treeck는 이러한 상황을 기술
사용과 작업조직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증가에 비유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는 다른 방향으로 서로
진행되는 상이한 발전형태를 지닌 '폭발'(explosion)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앙의
'최선의 관행'으로의 '내파음'(implosive)의 수렴과 상반되는 것이다.
고용구조의 변화는 노동조합에게 힘의 손실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변화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고용 변화, 중소하청업계와 불안정한 고용하에 있는 한계근로자 등 '2차부문'의
성장(분절), 시간제근로와 화이트칼라 직무의 증가, 종업원 몰입제도와 같은 인적자원 관리기법의
사용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와 같은 변화들이 광범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정부 및 노동조합에 대한 효과는 각 당사자들의 조직적 기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률이 높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거나 증가할 수 있는 데 반해, 조직률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은 노동조합의 현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질성은
노사관계시스템간에서뿐만 아니라 자국의 노사관계시스템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내에서 '개별화'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세 가지의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첫째, 노동조합이 노동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익을 지닌 많은 집단 중에서
일부만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 ; 둘째, 조직간의 분열에 의한 노동운동의 분열 ; 셋째,
내부의 정책적 갈등이 높아지는 대가를 치르더라고 전국적 혹은 산업별 수준에서 공식적인
단일조직의 유지. Streeck는 내부의 이질성을 관리하는 노동조합의 능력(그것에 의하여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조만간 엄격한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약간의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조직적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유연성
시장과 생산방법의 변화는 심지어 가장 중앙집권적인 노사관계시스템내에서도 노사관계의
분권화와 특정 사업장 혹은 기업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낳는다. 최근
'유연성'은 비록 그 의미와 적용은 아주 상이하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간주되고 있다(Bamber &
Lansbury 1989 : 제1장). Streeck는 노사관계시스템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세
가지 유형의 유연성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특히 노동조합이 약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뢰를 통해 유연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이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대량생산부문 혹은
경제에서 일어나기 쉽다(예를 들면 영국). 둘째, 내적 유연성과 한편으로는 한계노동자의 고용에
있어서는 외적 유연성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노동자층의 고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갖는
외적 엄격성을 결합하는 '이원주의 모델'이다(예를 들면 일본). 셋째, 지속적인 외적 엄격성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 유연성을 갖는 '유사-협조주의적 모델', 즉 중앙집권제하의
유연성이다. 이러한 모델은 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일어난다. 이 경우 내적 유연성은 노사협조를 야기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조정된다(예를 들면 독일과 스웨덴의 공동결정법). 이와 같은 형태의 유연성이 경제적으로
가시화될지의 여부는 높은 기술과 종업원 전념도를 유발할 수 있고, 공동규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시장이 가졌느냐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논리적인 결론은 노사관계는 더 이상 경제의 다른 부분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단체교섭에 주안점을 둔 Flanders와 같은 학자와 같이).
고용관계는 점점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들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기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유연성의 도입은 경영전권의
회복(신자유주적 모델)을 통해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룰 수 있거나, 혹은 계몽적인
인적자원관리정책을 통해 노동조합의 참여없이(이원주의 모델) 이룰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통합된 유연생산시스템(의사협조주의적 모델)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안적인 접근방법
정통적인 노사관계 전통을 지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들의 이념적 견제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자로 묘사될 수 있다. 정통적 다원주의의 접근방법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급진적인
학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예를 들면 Mills, 1959 ; Mandel, 1969). 급진주의 학자들은 정통적
접근방법은 편협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협의의 노사관계 이외의 연구대상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원주의 모델에서의 광의의 사회는 기껏해야 '조정'(adjustment)과
'피드백'(feed-back)이라는 아주 한정된 경로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yman, 1980).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소유의 형태,
정치적 지배와 생산관계의 부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 연구의 대부분은
자본축적과 계급투쟁과 같은 광의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로 다른 문제에
주안점을 둔 그들의 저작물로부터 노사관계에 대한 급진주의적 해석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oldthorpe(1984)는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온
다원주의적 틀을 벗어남에 따라 수렴명제는 더 이상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과 노동간의 불평등이 협조주의적 국가의 정책에 의해 축소되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웨덴(제8장과 제9장 참조)과 같은 국가가 있다 : 이들 국가는
사용자, 근로자 및 정부의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한다. 반면, 영국․미국(제2장과 제3장 참조)과
같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시장 제도(예를 들면 단체교섭)들이 인지된 엄격성을 극복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장의 제력에 의해 침식되어 왔다. 이는 노동력이 핵심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로
양분되는 이원주의로의 경향성을 낳는다. 핵심노동자는 여전히 조직화되어 분권회된 형태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틀 내에 있지만, 주변부 노동자는 계약적인 통제 형태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보다 개별적인 작업제도하에서 고용된다(제2장과 제11장 참조).
Goldthorpe는 협조주의적 구조와 이원주의적 구조가 같은 사회내에 계속하여 공존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각각의 접근방법의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는 서로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들간의 긴장은 점증적으로 증가하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
접근방법이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지배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절충은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안정하며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협조주의적 시스템이 승리할지, 아니면
보다 시장에 기초한 이원주의적 노사관계시스템이 기준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는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압력에 따라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추구한다.
정치․경제
특정 정치경제학자들은 사회이론, 정치이론 및 경제이론을 원용하여 노사관계의 특정부문을
비교연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다원주의자들이 정치(또는 권력관계)와 노사관계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있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시장과 그것과
관련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만족스러운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 5개국의 노동조합의 전략과 정치경제를 분석한 하바드 그룹(Harvard Group)(Lange et al.,
1982 ; Gourevitch, 1984)은 조직부문의 경우 노동조합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경제위기에 대해
완전히 상이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명제'를 제안하고 있다(Goldthorpe 1984
참조). 서구 노동조합의 대응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최대한
요구주의적(maximalist)대응으로 프랑스 노조의 일부 특히 좌익 노조가 이에 해당된다. 이 형태는
노동조합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기업, 산업 혹은 국가 등 어느 수준에서도 일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는 프랑스 공산당의 전략적․전술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즉,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공산당 방침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제7장 참조). 두 번째는 간섭주의적 접근방법(interventionist
approaches)으로서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이 방법은 노동조합이 기업, 산업
및 전국수준에서 개입하여 경제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한 성장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제6장
참조). 셋째는 방어적․배타주의적 전략(defensive-particularistic strategy)이다. 이 방법은
노동자집단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에 직면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조합원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이 반대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일부 노조가 이에 해당된다(제2장
참조). 넷째, 협조적 접근방법(corporatist approach)으로 소득정책과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프로그램과 같은 영역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정부에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전형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의 노동조합이지만, 독일의 노동조합도 특히 사회민주당
정권시기에 어느 정도 이러한 특징을 보였다(제8장과 제9장 참조). 네 가지 유형은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도로서 제시한 것은 아니며, 서부유럽의 국가간 그리고
일국내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예로써 제시한
것이다.
Lange 등은 또한 노동조합운동을 특징지우는 네 가지 상이한 요인, 즉 시장의 여러 가지 힘,
정치적 영향력, 노동조합간의 제관계 및 기대를 제시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서구
노동조합운동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국적기업과의 대결과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같은 공통관심분야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즉 일반적으로 1945년에서 1980년까지, 특히 1970년대에 한정되고 있다. 실제로 제1권이 발간된

후, 예를 들면 프랑스의 일부 노동조합과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와의 화해와 같은 예는 겨우 몇 년
후의 일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보다 중요한 한계는 분석이 거시수준에 한정됨으로써 '일반조합원'의 관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정부의 역할과 전국중앙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요인이 확실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광의의 노사관계 영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확산
미국과 다른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로부터의 자료에 기초하여 Freeman은 "노동운동은
특정양식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자본주의하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노동자제도가 서구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아주 상이하게 발전하였다"고 하였다(Freeman, 1989). 유럽 대륙의 많은
국가와 캐나다에서는 조직률이 상승하거나 적어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상당
정도, 일본․영국 및 호주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부록 참조). 조직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국가간의 무역, 기술이전 및 자본 흐름의 증가와 같이 유사성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공통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미국은 최근 대부분의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와는 달리 조직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어떠한 국가도 노동운동에 대한 맹렬한 반대자로서 노동조합이 없는
최상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Blanchflower & Freeman, 1989). 그러나 미국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추세가 혼합되어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운동이 거의 붕괴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이 하락하고 있는 주원인의 하나는 노동조합이 다른 국가의 노동조합에 비해 임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경영자들에게 아주 큰 이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조합에 반대하도록 한다. 조직률의 감소가 멈춰지지 않는 한 미국의 노동조합은
일부 구식산업과 공공 및 비영리부문에만 존재하여 이른바 뒷골목 노동조합주의(ghetto
unionism)를 낳는다. 1990년대에 노동조합이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새로운 주도권을 실험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적인 발언'역할을 강조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토론과 논쟁에서 상반되는 관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다. Streeck가 유럽의 발전과 연계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노동운동가들은
'낙관적인 보수주의'(optimistic conservatism)와 '생산주의적 전략'(productionist strategy)간의 전략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Streeck, 1987). 전자의 전략은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 환경이 영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경제적 사이클은 노동조합에게 임금교섭과 그들 구성원을 위한 비임금 급부의
보장에 대한 주된 관심을 포함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대신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지원하여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적응하려는 협조적이고
몰입된 노동력을 계발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한계화와 조직률의 감소를 회피할 수 있는
'생산주의적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 노동조합, 사용자 및 정부가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대응의 다양성은 Clarke(1990)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는 오늘날의 유럽의 현상을 조사한 후 노사관계시스템의 수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및 오스트리아,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그룹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현저한 조합원 감소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주로) 사회민주당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략적 선택 : 다른 출발점?
단체교섭 전문학자인 Kochan(1984) 등은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하는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Kochan 등은 학제간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는
비교분석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들은 Dunlop의 분석에 그들이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이라고 부르는 동태적인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들은 세 가지 의사결정 수준(거시,
노사관계시스템 및 작업장)과 3당사자(사용자, 노동조합 및 정부)간을 구분지우는 틀을

제안하였다. 각 수준은 고용관계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효과를 미친다.

[그림 Ⅰ-1-2] 노사관계 전략 매트릭스

전략적 선택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경제학과 조직행동론에서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개념의 사용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Kochan 등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세 가지
수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Ⅰ-1-2]에서 와 같이 매트릭스의 횡렬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행하는 3당사자를 나타내며, 종렬은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3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특정 의사결정의 효과는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각 수준에서 행해지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예는 [그림 Ⅰ-1-2]에 나타나 있다. 가장 낮은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개별 종업원 또는 노동자집단의 노동환경과 연관된 것이며, 중간수준의
전략은 단체교섭의 관행이나 인사정책의 合意와 연관된 결정이다. 그리고 최고수준에서의 전략적
선택은 거시적 차원 또는 조직 전체와 연관된 내용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노동조합은 직무규제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경시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장래에는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서구의 노동조합은 정부, 사용자 및 노동조합간의 3자 구성에 의한 의사결정의
전통으로 최상위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어느 수준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가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의 사용자들은 거시적
차원의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노사관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제3장
참조).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 접근방법이 제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Thurley & Wood
1983 : 2). 다른 학자들은 전략적 선택의 사용을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다. Hyman(1987)은 비록
막시스트 분석이 전략적 문제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에 관해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다음과 같이

몇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개별기업에 외재적인 경제적
諸力, 혹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면 전략적 선택을 위한 여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사용자(혹은 노동조합)가 행하는 노사관계의 선택이 그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외적 환경에
의해 제한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노사관계에서 '전략적으로'행동하는 당사자를
묘사한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전략적 선택을 철저히 사용하려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불가피하게 강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Hyman은 경영전략을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 대안
중에서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제정의하였다. 그는 경영이 통일된 '전략적 선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복잡한 조직 세력의 현실을 간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와 같은 비판 후에 Kochan 등(1992)은 비교고용관계에 관한 국제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적 선택 틀을 재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에서 Kochan 등은 네 가지 명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오래되고 협의의 접근방법은 물론
인적자원관리로부터 광의의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문헌에서는 사용자는 그들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전략을 광의의 회사정책과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Purcell, 1989). 둘째, 고용관계시스템의 개별 구성요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경쟁전략은 다른 형태의 고용관행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비용절감을 위한 대량생산전략은 저임금, 낮은 기술과 적대감과 결합되는
반면, 품질향상 및 혁신전략은 고임금, 교육훈련의 강화화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연결된다.
기업전략의 변화는 3수준 모두에서 노사관계 산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넷째, 회사의 지배기관과
공공정책은 고용관계 관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이 접근방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덜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틀은 [그림Ⅰ-1-3]에서 개념화되어 있다. 왼쪽에는 설명변수를, 오른 쪽에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예시하고 있다. 중간에 있는 변수는 네 가지 중요한 고용관계관행을
나타낸다. 즉 첫째 채용, 고용보장 및 직무배치, 둘째 임금제도, 셋째 기술형성,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급여, 넷째 작업조직과 종업원의 경영참가이다.

[그림 Ⅰ-1-3] 비교노사관계와 인적자원문제 분석을 위한 틀

비교분석을 위한 Kochan 등의 틀은 전국수준, 기업의 정책결정, 단체교섭 및 작업장에서의
상호작용 등 세 가지 수준에서의 고용관계관행 차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마련해 주고
있다. 고용관계의 정치경제와 광범위한 역사적․사회적 그리고 법적 환경의 연구를 위한
대체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교노사관계의 개념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교노사관계의 동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다.
사용자, 노동조합 혹은 정부가 개발한 전략의 중요성은 지배적인 가치, 이념, 경제적 여건 및
세력관계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하다. 특정 기업, 산업 또는 국가의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정략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론의 현실에의 적용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은 노사관계 학자들과 실무자에게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예를
들면 Giles & Murray, 1988). 노동조합의 세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단체교섭의
전환이 있는 국가에서 노사문제의 분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단지 하나의 학문에 의존하기보다는 몇 개의 학문으로부터 통찰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와 산업화된
시장경제국가(IMEs)에서의 규제해제(deregulation)는 정치경제학으로부터의 통찰력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산물을 결정하는데 시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다라
미시경제학의 패러다임 또한 중요하게 될 것이며, 특히 미시노동시장의 개혁은 전세계의 많은
국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주요 안건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의
분석내에 노사관계로부터의 제도적 관심사와 통찰력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Oswald,
1985; 1987).
점점 복잡해지고 상반되는 발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자본의
세계화가 증가됨에 따라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유연
전문화(Piore & Sabel, 1984)와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는 그 범위와 영향력에 있어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각국 노사관계시스템의 상이한 제도적 기반을 고려한다면, 변화가 도입되고
조정되고 처리되는 방법에 따라 산물은 상이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諸力과 생산기술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수렴은 이러한 요인들이 그들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닌 상이한 제도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수준과 국내수준에서는 확산을 낳을 수 있다(Poole, 1992).
이와 같은 사실은 시스템간의 수렴 혹은 확산으로의 경향에 관한 광의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노사관계 산물간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 결론 : 설명을 위한 도전
산업화의 수준이 상이한 국가간에는 노사관계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시스템의 발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적 접근방법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노사관계 연구를 조직화하는 유용한 방법인 범주화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점이 제한적이고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소박한 가정을 하고 있다. 일부
급진주의적 학자들은 중요한 문제와 일반종업원에 주안점을 두어 유용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원주의자들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비하여 급진주의 학자들은 자율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급관계와 노사관계는 정칙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와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
각각의 접근방법은 부분적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서구국가내에서도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政體에 대한 전국조합의 전략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주도권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반면, 경영전략은 Kochan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책의 필자들은 자신이 맡은 국가의 국가관계 형태를 분석할 때, 다원주의적 접근방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복잡한 현실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법도 선별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교노사관계의 학문으로서의 발전은 아직
幼稚段階에 있으며, 아직도 비교노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적인 접근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Strauss가 점진적으로 모델 설정자와 시스템 이론가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비교노사관계 영역이
이와 같이 별개의 접근방법이 서로 교차될 때 발전할 수 있다는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진보가 요구된다(1992:6). 이와 같은 사실은
비교노사관계 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을 안겨 주며, 본서가 지형가 방향모색에 필요한

지도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金延翰)

제2장
영국의 노사관계

Grea J.Bamber and Edward J. Snape
이 장과 제3장에서 제시되듯이 최근 고용 및 노사관계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과는 달리 경영측은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에 있어
'전략적 선택'을 행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점차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기법의 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에서는 노동당 정부로의 정권교체관점에서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1983년 이후
호주노동조합평의회는 노사관계분야뿐만 아니라 고용평등, 연금, 교육훈련, 그리고 안전․보건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1979년 이후 영국의 경우 보수당 정부는 고용법의 점진적인 개혁과 '기업문화'의 고취와 함께
노사관계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예를 들면 Bassett, 1986), 다른 학자들은 특히 역사적인 관점을 취하고
몇몇 사례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패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예를 들면 Maclnnes, 1987;Sisson, 1992).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단체교섭과
임의주의(voluntarism)의 전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그리고 고용관계의 법적
규제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United Kingdom)1)의 인구는 5,700만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79%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 중 스웨덴을 제외하면 어떠한 국가보다도 높다. 영국은 OECD의
어느 국가보다 1차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낮다(민간취업자의 2.1%). 민간부문 취업자 중 약 29%는
제조업부문에, 나머지 69%는 서비스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OECD 정의에 따라),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1970년 이후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부문의 상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현격히 증가하여 1965년 1.4%이던 것이
1986년에는 12%대에 육박하여 이 책에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실업률은
1980년대 후반 일시 하락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 다시 상승하였다. 생선성은 나타내는
개략적인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영국은 호주와 더불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2)1980년대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지만 영국은 여전히
1985∼9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비교대상국에 비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였다.
영국의 정치는 1945년 이래 이후 2대 정당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연표 참조). 보수당의 지지율은
잉글랜드 남부지방에서 가장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보수당에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실업계와 농업계에서 높다. 노동당의 지지율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 북부지방에서,
특히 육체노동자계층에서 아주 높다. 노동당의 정치자금은 주로 노동조합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외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는 민족주의정당과 중도정당인 사회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있다.
야당의 분열로 인해 1979년 M.Thatcher가 수상이 된 이후보수당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1992년 총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은 보수당 43%, 노동당 35%, 사회민주당 18.3%, 민족주의 정당
2.4%였다. 그러나 득표율과는 별도로 각 선거구에서 최고득표자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원칙(first past the post)이 견지되고, 노동당과 보수당의 지지율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정당은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Britain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당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북부지방에서는 3분의 1의 지지율을, 스코틀랜드에서는
4분의 1의 지지율만을 획득하였다. 보수당은 잉글랜드 남부지역에서 우세하고, 노동당은
스코틀랜드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상반된 사실은 정치권력의 이양과 심지어 스코틀랜드 독립과

같은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198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은 약 15%의 득표율을 얻어 영국에서 처음으로 중요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선구구에서 최고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원칙에 의해 단 한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비록 녹색당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지는 못했지만, 주요 정당들이
녹생당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정책을 변경할 정도로 환경문제는 중요한 정치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에는 과거 일부 노동조합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공산당이 있었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당도 해산되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비해 영국
노동운동가 중 극히 일부만이 혁명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다.
■ 노사관계 당사자

18세기 후반 산업화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초기 자본가들은 사회의 기반을 변화시켰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법적 계약의무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소모품인 '노동력'으로
간주하였다(Fox, 1985). 노동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발하여 19세기 초반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 스웨덴, 일본 및 여타
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수직적으로 형성된 노동공동체'의 의미는 거의 발전되지 않아,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이다.
노동조합
영국의 많은 노동조합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이나 그 이전으로 소급된다. 최초의 노동조합은
숙련직공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반숙련공과 미숙련 육체노동자들은 19세기 후반에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일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도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노동조합의 기원과 조합원 범위에 다라 구분되지만)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노동조합이 한 범주 이상의 다른 범주의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특정 범주의 노동자에게 채용을 제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오픈'(open)
노동조합 또는 '클로즈드'(closed) 노동조합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Turner , 1962).
영국의 노동조합수는 1920년 1,284개에서 1990년에는 323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certification
Office, 1991). 23개의 대규모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수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
많은 산업에서 복수노동조합(multi-unionism)이라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종업원 규모가
2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노사관계조사보고서(WIRS)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 중 53%에서 평균 2.5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ward at al.,
1992). 복수노동조합은 오래되고 연속성이 있는 노동조합 역사의 유산이다. 많은 노동조합의
통합은 상이한 직종별 및 산업별 조직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구조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표 I-2-1 참조).
많은 학자들은 영국의 노동조합이 각 산업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에 의해
산업별로 조직되었다면 단체교섭구조는 단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별
노동조합은 1940년대 후반 서독 노동조합의 재건에 관하여 권고한 영국의 노동조합대표단에 의해
추천되었다(제8장 참조). 영국에서는 철강, 철도 및 석탄산업 드에 준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으나
이들 산업내에서도 숙련공, 화이트칼라 및 관리 감독직들은 별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산업이 쇠퇴하고 있고, 다른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통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I-2-1> 영국의 15대 노동조합

노동조합 구조와 복잡성은 민간제조업부문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직업,
기술수준 및 그들이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자냐 아니면 비육체노동자로 간주되느냐에 따라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조합원자격 형태는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한 사업장내에서 심지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집단을 대표하는 몇 개의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도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간에 분쟁이 있어 왔지만,
복수노동조합과 연관된 문제는 사업장과 산업수준에서 각각 복수노동조합 교섭위원회를
설치하는 관행에 의해 해소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하나의 전국중앙조직, 즉 노동조합회의(TUC)를 가지고 있다.
1991년 현재 영국 조합원 총수의 84%를 대표하는 74개 노동조합(대부분 대규모 노동조합)이

TUC에 가입해 있다. TUC는 다른 국가의 전국중앙조직에 비해 그 역사가 길다. TUC는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목적으로 1868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로 남아 있다.
1979년 이 후 로비활동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준정부기구와
3자구성기구의 노동조합대표를 지명하여 왔다. 많은 국가의 전국중앙조직과는 달리 TUC는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파업도 실행할 수 없다.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율성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TUC에 위임하여 TUC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TUC는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주요 노사분규를 조정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교육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와 같이 제한된 활동도 몇몇 대규모 가맹 노동조합으로부터 개별노동조합에
대한 일련의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총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은 TUC의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로비활동은 하기 위하여 TUC를 결성한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의회에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1906년 노동당을 결성하였다.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경제활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노동조합 발전에 역행하는 일련의 판례가 나온
뒤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여 노동당에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조합원은 원할 경우 정치자금을 안낼 수도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의회와
지방정부선거에서 개별후보를 지원한다. 1988년 36개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가입하여 정당 재정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노동당과 노동조합간의 관계는 밀접하며, 이는 대부분의
노동조합간부들이 노동당 당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 지도부는
유권자를 의식하여 정당의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ain과 Price(1983)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노동조합 발전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시기는 1948년에서
1968년까지로 조합원수는 증가하였으나 조직가능대상 노동자수의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여
조직률은 약간 감소한 시기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업 등과 같이 조직률이 낮은 산업에서의
고용이 증대되고 여성과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고용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로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모두 크게 증대한 시기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물가상승이라고 하는위협효과(threat effect)와 인플레 수준이 높은 시기에 급격한 임금인상이라는
신용효과(credit efect)에 의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1974∼79년 시기는
이 기간중에 집권한 Wilson-Callaghan 노동당 정부하에서 노동조합 발전에 우호적인
법적․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그 결과 조직률이 1980년 51%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수준의 조직률은 OECD 국가의 그것에 비하면 중간수준에 해당된다(부록 참조).
마지막 시기는 1979년 보수당의 집권, 제조업부문에서 고용의 구조적 감소의 가속화,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최악의경제불황 등과 시작을 같이한다. 실업의 증가는 조직률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대부분의 실업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데도 일부분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률은 1980년대 후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파트타임이거나 조직하기가 어려운 민간서비스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전반에 걸쳐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조직률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8년 조직률이 41.5%로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중간수준에 있다.
스웨덴과 호주를 제외하면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기술변화와 작업조직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라는 전통적인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당국은 아직도 이러한
구분을 유지하려 한다. 육체노동자(43%)들은 비육체노동자(35%)에 비해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4)이와 같이 비육체노동자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조합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의 결성에 기인하며,
관리․전문직노동자 특히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Bamber,
1986). 비육체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 비중의 증대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형태변화를 촉구할 뿐
아니라 비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출신 노동조합간부에게는 육체노동자가 노동당을 지지하여
왔던 전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노동조합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조직률은 여성(약 33%)에 비해 남성 (41%)이, 파트타임노동자(22%)에 비해 상용고(43%)가 높다.
그리고 산업별로도 조직률에 큰 차이가 있다. 민간서비스부문은 조직률이 낮은데, 예를 들면
제조업부문은 조직률이 41%인 데 비해 소매업은 15%, 호텔 및 요식업은 11%에 지나지 않은다.
WIRS에 의하면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업장수는 1984년 66%에서 1990년 53%로
감소하였다(Millward et al., 1992).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도는 영국의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TUC 클로즈드 숍
제도하에서 노동자는 취업하기 전 (pre-entry)이나 취업한 직후(post-entry)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조합은 가능한 한 클로즈드 숍 제도를 선호하며, 다수의
5)
사용자들도 직장위원(steward) 이 예을 들면 작업장에서의 노동조합조직을 통제함으로써
전종업원을 대변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클로즈드 숍 제도를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McCalrthy, 1964). 클로즈드 숍의 적용범위는 197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8년 당시 전피용자의 23%가 클로즈드 숍(대부분은 취업후 클로즈드 숍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Kunn and Gennard, 1984). 그러나 클로즈드 숍 제도는 1980년 약 5백만 명에서
1990년에는 50만 명으로 그 적용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Millward at al., 1992 ; Stevens et al.,
1989). 이와 같은 감소는 법적 보호의 점진적인 축소뿐만 아니라 산업과 고용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88년까지는 종업원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해야 하는 취업후 클로즈드 숍 제도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나, 1991년에는 취업전 클로즈드 숍도 불법화되었다.
사용자
사용자단체가 많고 분열되러 있는 정도는 적어도 노동조합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사용자는 주로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19세기 기간중에 집단적 조직을
결성하였다. 가장 큰 사용자단체의 하나인 기계산업사용자협회(Engineering Emploters'
Federation)는 1896년에 조직되어, 다음해에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을 주장한 종도조합의 요구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직장폐쇄를 주도하였다.
사용자단체는 단순히 방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특히 20세기 초 단체교섭 절차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Gospel and Littler, 1983). 지금도 노사분규 해결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문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정부에 대해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업계
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부문에서 그러한 서비스는 별개의 업계
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Armstrong, 1984)
많은 사용자단체는 전통적으로 다수의 사용자, 즉 산업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교섭에
관여하고 있다. 최근 화학, 엔지니어링, 기계산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개별교섭(single-employer
bargaining)으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그들이 가입한 사용자단체를 탈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집단교섭(multi-employer barga8ining)이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을
명백히 중립화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Sisson, 1987). 1980∼90년 기간 동안 민간부문 기업의
사용자단체에의 가입률은 29%에서 13%로 감소하였다(Millward et al., 1992). 비록 사용자단체의
중요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회원사들은 적어도 훈련, 자문 등과 같은
서비스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변호사나 정부기관을 직접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TUC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이다. CBI는 3개 사용자단체의 통합으로
1965년에 결성되었으며 TUC에 비해 자금력이 풍부하다. CBI에는 개별기업과 사용자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피용자의 반수 이상이 CBI회원사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CBI는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로비스트이다. 그러나 TUC와 같이 그 힘은 제한적이며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집단교섭의 비중 감소는 개별기업이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을 의미한다. 1960년대까지는
현장의 일선감독자들은 직장위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교섭에 참가하여 왔다. 최근에는 공식적인
단체교섭이 기업, 부문 혹은 사업장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교섭이 행해지는
수준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예산의 일부와 인사상의 책임을

사업부문에 위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전문가가
증가하고 임금수준 및 지위가 향상되었으나, 1979년 이래 일선관리자가 현장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함에 다라 인적자원관리 기능이 그 영향력을 상실해
6)
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Legge, 1988).
■ 단체교섭
엔지니어링과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산별교섭은 19세기 말에 발전하였다. 다른 산업에서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에 산업수준에서의 교섭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동노사위원회'(joint
industrial councils)를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설치하였다. 1920년대 초 주요 산업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산별교섭이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수준의 제도는 당사자간의 올바른
절차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정부에 의하여 장려되었다. 단체교섭은 교섭 및 분쟁절차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도 규율한다. 단체협약은 통상 문서화되며, 교섭과
분쟁해결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따른다. 이와 같은 산업수준에서의 교섭에서 직장위원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 교섭은 보통 노동조합 전임간부에 의해 행해진다. 대다수의 노동조합에서
직장위원의 역할은 조합비 징수 이외에는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직장위원은 특히 성과급제도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경영층과의 교섭에
점증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이는 종전 직후의 핍박노동시장이 노동자의 교섭력을 향상시켰다는
데 일부분 기인한다. 직장위원의 권한은 현장관리자에게 종종 쟁의행위라는 위협하에 압력을
가하여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이는 Peter Sellers의 고전적 영화인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I'm All Right Jack)에 잘 보사되어 있음).
7)
1960년대 중반 제조업부문에서 비공인파업(unofficial strikes) 이 증가추세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파업지향적인 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사용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각성을 촉구하였다(그러나 실제로 파업발생 경향에 대한 국별
일람표를 작성해 보면, 영국은 1960년대에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록 참조).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침해하는 법원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Donovan, 1968 : 1). Donovan 보고서는 영국에는 두 가지 노사관계제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나는 산업수준의 교섭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수준의 교섭이 사업장교섭에 의해
보완되는 제도이다. 후자는 임금과 근로조건, 갱적인 고충과 직무규제사항에 대한 일선관리자와
직장위원의 교섭을 포함한다. 사용자단체, 상급관리자와 노동조합 전임간부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협약과 절차보다는 구두협약과 묵시적인 이해를 이끌어 내는 사업장교섭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산업수준의 협약으로 임금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수준에서 교섭한다. 사업장교섭은 산업교섭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성과급과
노동관행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다. Donovan에 의하면 비공식적이고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사업장교섭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구 이유로는 이와 같은 세가지 측면 즉, 비공식적이고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사업장 교섭이 비공식파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을 보다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Donovan의 처방은 교섭의 비공식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사업장교섭의 공식화이다. Donovan은 교섭관행을 바꿀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특히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그 결과 노사관계위원회(Commission of Industrial
Relations)가 설치되었다(Palmer, 1983 : 189ff.).
영국에서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임의적(voluntary)이다. 이 때문에 민간부문 사용자들은 교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지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교섭사항은 당사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고용과 연관된 조건보다는 교섭절차와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단체협약과 체결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단지 단체협약의 체결은 교섭 당사자의 상대적인 호주의 중재재정(제3∼5장 참조)에 비하여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단 몇 페이지의 분량으로 간결하며, 통상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일부 기간이 긴 협약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금률은 매년
결정되며, 절차에 관한 협약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예고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WIRS 조사대상 사업장 중 단체교섭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 비율은 1984년 71%에서 1990년
54%로 감소하였다(Millward et al., 1992). 이와 같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은 여전히 중요한
임금결정 방법이다. 소규모 사업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피용자의 40%는 단체교섭에 의해
기본급이 결정되고 있다(The Times, 25 September, 1992). 민간부문의 서비스부문 종사자(33%)는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비하여 제조업(51%)과 공공부문(78%)에서는 매우
높다(Millward et al., 1992). 민간제조업부문, 공공부문 및 민간서비스부문의 단체협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차례대로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제조업

Donovan의 분석은 특히 엔지니어링과 같은 제조업부문의 생산직근로자에게 주안점을 두어져
있기 때문에 교섭제도에 다양화를 과소평가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novan의
개혁안은 상당 정도 실현되었으며, 사업장교섭은 보다 제도화되었다. 직장위원의 역할은
1970년대에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직장위원장(Convenor)8)과 직장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양당사자들은 고충처리절차와
교섭절차를 공식화시켰다. 그러나 북미의 단체교섭이나 또는 호주의 중재제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공식성이 낮은 편이다.
1970년대 이후 개별교섭은 일부 산업에서 공동교섭을 대신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 경우 산업수준
임금교섭의 중요성이 아주 감소하여 더 이상 Donovan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수준에서의 공동교섭은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이며, 심지어는 임금수중의
결정에 있어 공동교섭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공동교섭은 노동시간, 휴일,
초과근무, 교대할증수당 등과 같은 사항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정부가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 단체교섭은 통상 중앙집권적이었으므로 사업장의 노사대표는
공공부문의 전투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1970년대까지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전투성의 증가는 주로 민간부문과의 전통적인 임금의 상관성이 정부의 소득정책에 의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있어 사업장교섭의 발전은 예외적이고, 교섭은
여전히 대부분의 민간제조업부문에 비해 중앙집권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있고,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부문도 민영화를
준비하거나 혹은 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스타일을 추구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91년 J.Major 수상(보수당)은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에게는 명시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처리절차와 때로는 보상계획까지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목표는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도입은 인적자원관리, 노동관행 및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컨대 성과급의 도입은 시민헌장의 일부분으로 장려되고 있다.
서비스부문
민간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일부가 민영화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증대되어 왔다.<제조업이나 공공부문에 비하여 서비스 부문은 파트타임 및
임시고, 하청, 프랜차이징이 빈번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민간서비스부문은
조직률이 가장 낮으며, 교섭제도 또한 가장 낙후되어 있다> 교섭이 행해지는 부문에서는
제조업부문에 비해 교섭이 중앙집권적이며, 개별교섭은 통상 기업수준(사업장보다는)에서
행해지고 있다(예컨데 금융, 소매부문의 대기업).
경영스타일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Purcell, 1987;Marching
and Harrison, 1991). 대부분의 경우 공공부문은 집단주의가, 민간서비스부문은 개인주의가
지배적이다. 보다 관료화된 주요 은행이나 소매체인점과 같이 거대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교섭범위
특히 제조업과 공공부문에 단체교섭의 범위에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초과근로, 교대제도, 연금
및 기타 노동조건 등 다양한 범주의 사항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은 종종 직원의 배치전환, 채용,
감원 및 노동관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종종
교섭사항으로 투자, 마케팅 및 생산전략과 같은 회사의 정책사항을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중반 Lucas Aerospace社의 각 사업장 직장위원들의 '연합체'는 경영계획의
대한을 제시하였다(Wainwright and Elliott, 1982). 그러나 사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정책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영전권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과 거의 교섭하려 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초 일부 노동조합은 기술변화를 규율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였다.
그들은 사용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기술협약(technology
agreement)을 협상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구받았다. 즉
사용자들은 감원과 새로운 건강상의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또한 평생노동시간의 축소, 수집된 인사자료의 공동규제,
이러한 혁신을 협상하고 감독하는 '기술직장위원'(technology steward)에 대한 교육도 요구하였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노동조합이 채택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제9장
참조). 영국의 일부 노동조합은 기술협약을 협상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의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술변화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들은
종업원과는 협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과는 협의하고 교섭하기를 꺼린다(Bamber and Lansbury,
1989). 기술변화와 관련된 일부 분규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후술) 종업원과
노동조합은 대체적으로 기술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지원하고 있다(Daniel, 1987). 1980년대초
극소전자공학(microelectronics)의 도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극소전자공학 기술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주석 1) 영국을 Britain이라고 명시할 때는 England, Scotland 및 Wales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며,
United Kingdom(UK)이라고 명시할 때에는 Britain(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과 Northrn
Ireland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Britain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노사관계 중
일부 중요한 요인은 상이하다. 이 장에서는 주로 Britain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일부 인용된
통계와 부록은 대개 United Kingdom의 자료이다.
주석 2) 가장 최근의 OECD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반화는 1인당 국민총생산액을 경상가격
혹은 구매력지수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다(부표 6참조).
주석 3) Emplyment Gazette, 1990, p.259. WIRS에 의하면, 종업원 25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한
육체노동자의 조직률은 1984년 58%에서 1990년 48%로 하락하였다(Millward et al., 1992).
주석 4) Employment Gazette, 1990, p. 403. 조직률 자료는 1989년 노동력 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보고에 기초한 초기의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석 5) 직장위원(종업원대표라고도 함)은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사람(union employee)이 아니라,
통상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중 일부를 동료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에
상응하고 있다(Goodman and Whittingham, 1969 참조).
주석 6) 1980년대에 인사관리협회(Institute of Personnel Management) 회원수가 2배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인사담당이사 혹은 인적자원관리담당이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Legge,
1988;Millward at al., 1992).
주석 7) 비공인파업이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식적인 승인없이 행해지는 파업을 의미한다.
주석 8) 직장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직장위원의 상급자이다. 직장위원장은 통상 직장위원중에서
선출된다.

■ 정부의 역할

19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통해 법은 노동조합에 적대적이어서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법적 제재를
받았다. 법은 단지 임의적인 단체교섭이 노사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최저수준의 제도만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파업권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는 반면, 노동조합은 제재가 행해질 때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면책특권을 지녀 왔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통해 정부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자주적인 단체교섭제도를
발전시키도록 조장하여 왔다. 그러나 영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노동자의 개별적인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조건의 명시, 해고수당,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작업장의 안전, 모성보호제도 및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제재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의 대부분은 1964년 이후 노동당 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그 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상당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규정의 대부분은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다.
노동시장에 있어 기회균등의 문제는 스웨덴, 호주, 북미에 비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지만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1970년 이후 제정된 영국의 각종 법률에 의해 인종이나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은 불법화되었다. 1970년대에 정부는 3자구성의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및 기회균등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를 설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고 법의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을 강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부당해고와 같이 법의 강제는 대개 노동재판소(Industrial Tribunal)에 대한 개인의 제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정부는 특정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데 있어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1909년 업종위원회 또는 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대표가
독립된 위원으로 참가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산업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저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 준수 여부는 賃金監督署(Wage Inspectorate)가 담당한다.
임금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거의 발전되지 못한 농업, 섬유, 소매, 이․미용, 호텔, 음료부문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피용자의 15%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포괄적인 법령제도 또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제도화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교섭제도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메우는
데(plug the gaps) 있다. 때로는 임금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교섭제도의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일부 임금위원회는 통합되거나
철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법적 최저노동조건이 없으면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을 낮춰 제품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임금위원회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상향조정시켜 실업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1986년 정부는 청년층을 임금위원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임금위원회가 단일의 최저시간임률과 할증임률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조약(제11장

참조)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그러나 특정
사용자단체와 일부 보수당원들이 임금위원회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요
사용자단체의 임금위원회 존속 주장에 근거하여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고 있다.
경제정책과 소득정책

1940년대 이후 영국 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소득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법률에 의한 정책을 선호하여
준사법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제시된 임금인상을 조사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인 제도를 선호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준수와 지지를
설득에 의존하는 정권도 있다. 예를 들면 1974∼79년 기간중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TUC와
'사회협정'(social contract)을 체결하여 임의적인 임금억제 대신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입법과
케인즈학파의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다. 사회협정은 임률과 물가상승률 및 파업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겨우 2년 동안에만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사회협정은 1978∼79년에 걸친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에 일어난 파업으로 파기되었다. 소득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전형적으로 임금억제기간 뒤에는 노동조합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전의 낮은 임금인상을 補塡하려는, 즉
'따라잡는'(catching up) 기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공식적인 소득정책을 거부하고 대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인플레를,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와 '예산의 상한'(cash limits) 방법을 사용하여 부문별로
상이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케인지언 경제의 포기를 의미한다. 즉
인플레의 억제가 중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며, 완전고용의 달성은 포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일정부분 성공하였으나, 그 성과는
1980년대 후반 경제호황 속에서 사라졌다.
그 때까지의 주된 관심사는 임금이 물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의해서만 상쇄될 수 있는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1990년 영국이
유럽공동환율기구(ERM)에 가입함으로써 파운드화가 기타 유럽국가의 통화가치와 연계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임금과 물가를 억제하고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책 또는
최소한 임금억제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은 1990년 수상을
교체하고 난 이후에도 소득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으며, 1992년 총선거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협조주의적'(corporatist) 정책은 가까운 장래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은 파운드화가 계속 평가절하됨에 따라 ERM을 탈퇴하였음).
알선과 중재
영국은 노사관계에 제3의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개입하여 왔다. 즉 알선과 중재업무는 이전부터
정부부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행해져 왔다. 1970년대까지 정부가 임금억제에 지나치게 개입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 업무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1974년 노사관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알선․조정 및 중재위원회(ACAS)를 설치하였다. ACAS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로부터 지명된
위원과 정부가 지명한 학자로 구성된 3자구성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
노사분규의 해결에 대해 스스로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ACAS의 업무는 단체 교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하는 것이다. ACAS의 업무는 무료이며, 업무중에는 노사관계와 고용정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사용자, 개별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자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ACAS
위원들은 알선을 행하지만, 조정위원이나 중재위원으로는 학자와 전문가를 지명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에서의 재정은 강제적(호주에서와 같이)이거나 법적 구속력(북미와
호주에서와 같이)은 없다. 비록 ACAS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보수당 정부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의 중재는 제외되고, 조사하는 데 있어 ACAS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법률 개혁
정부는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1960년대까지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악화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영국의 경제성과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일부 비평가들은 영국의 노사관계에서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한적인 노동관행과 비공인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혁은
주요 정치의제로 취급되었다.
Donovan위원회가 사업장교섭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교섭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1960년대 이후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입법에 의존하였다. 보수당
정부하에서 제정된 1971년의 노사관계법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실례이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국의 예를 따라 단체협약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이 법의 대부분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들도 이 법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노동당 정부에 의해 1974년 폐지되었다.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는 1971년 법에 비해 보다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2년 주기로 중요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다(Mackie, 1989). 이들
법에 의해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힘은 제한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의해 노동조합의 면책특권, 그 중에서도 2차파업을 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
축소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만 피케팅이 허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제한되었다. 1984년 이후 비밀투표를 통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가 파업을 지지한
경우에도 파업에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1974∼79년 기간 동안 노동당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한 노동조합 인정절차를
폐기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한해서 하청업체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을 공고화하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보수당 정부는 1891년에 만들어진 공정임금결의안(Fair Wages
Resolution)을 무효화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청업자에게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도록 하고, 또한 비슷한 활동을 영위하는
업체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은 고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간부와 전국적인 노동조합 간부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할 것과 '정치자금'계정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에 노동조합의 기금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개정의 명시적인 목적은 비밀투표가 호전적인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묵시적인 목적은
정치자금을 내는 노동조합의 수를 감소시켜 노동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켰다. 초기에
정치자금을 마련한 일부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운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보수당과 노동조합
보수당은 노동조합이 너무 강력해서 이를 약화시키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보다 유연한 영리추구경제(정부의 고용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견해)의 발전에
저해되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 사용자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선의의' 사용자가 되고자 고용보장과 합당한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조합을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Thatcher 수상은 이러한 유산의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전체 기업 또는 일부문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거나, 다른
공공부문에서는 중요성의 정도가 낮은 운송, 청소 및 음료부문의 사업은 하청을 줌으로써
1)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
1984년 정부는 '국가안보'상에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통신본부(GCHQ)의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가입과 고용보장의 권리를 철회하였다. 기존의 GCHQ 직원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는 대가로 1,000파운드가 제시되었다. 단지 일부 직원만이 실제로 그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논란 때문에 종업원의 사기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한 노동조합은
유럽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노동조합의 제소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1926년 총파업 이후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파업인 1984∼85년의 탄광분규 이후 논의가 약화되었다.
탄광분규
석탄산업은 1947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다. 국유화 직후 可用採炭量은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석탄산업의 피용자수는 감소하였다. 전국광산노동조합(NUM)2)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노동자수의 감소를 수용하여 왔다. 수용한 이유로는 경영층이 노동조합과
밀접한 노사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1970년대 초까지는 타산업으로의 재고용이
가능했다는 데 기인한다. 하지만 고용감소에 대하여 광부들 사이에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NUM은 1981년 급진적인 좌악성향의 A. Scargil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1980년대 초 경영정책은 보다 공격적이고 영리본위가 되어 많은 탄광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1984년 두 개의 갱 폐쇄발표 이후 직면한 상황이었다. NUM은 자체의
규약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에 의한 투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 및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전략은 보다 전투적인 지역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파업을 선언하게 하고, 그외
노동조합들은 필요하다면 피케팅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일부 조합원들만이 탄광의 폐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사용자, 정부 및
언론매체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 반대투표를 하도록 동요시킬 수 있었다. 일부 탄광노동자들은
다른 부문에까지 파급시켜, 발전소․제철소 및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을 대규모 피케팅으로
폐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피케팅을 하는 조합원과 경찰간에 폭력적인 대립이
있었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소규모 광산촌의 파업은 지지파와 반대파로 양분되었다.
일련의 협상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NUM은 '경제성이 없는 갱'의 폐쇄를 수용하기를
거부한 반면, 영국석탄공사는 '경영권'과 폐쇄를 주장하였다. 수입석탄과 석유, 엄청난 석탄
재고로 말미암아 전력의 생산량 절감도 소용이 없었다. 광부들은 지역단체, 영국의 다른
노동조합, 심지어는 외국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식량과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점차 실패로 비춰졌다. 더욱이 NUM의 자금이 법원에 의해 압류되고, 다른 노동조합도
거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직장에의 복귀가 시작되면서 파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파업이 종결되었다.
파업과정에서 NUM의 일부 세력이 이탈하여 민주광산노동조합(Union of Democratic Mineworkers
: UDM)을 결성하였다. 그 후로도 갱의 폐쇄는 계속되었으며, 영국석탄공사는 새로운 징계조항을
도입하고 일부 신규 갱에는 6일 2교대 작업방식을 도입하였다. NUM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고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노사분규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전국수준에서 파업을
행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 약했다. 그 결과 생산성은 상당 정도 향상되었다. 광부들은 임금의
손실을 補塡하기 위한 상여금을 요구하였으며, '채산성이 낮은 탄광'은 점차 폐쇄되었다.
분규가 일어난 이듬해 고용은 계속하여 감소한 반면, 교대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1985∼92년
기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NUM과 UDM간의 분열은 노동조합을 계속하여 약화시켰으며,
임금총액에서 초과근로수당과 지역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영국석탄공사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고객인 민영전기회사가 공공부문에 속했을 때에 비하여 적은 양의 석탄을 보다 값싸게
구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영국석탄공사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영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경영측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영국석탄공사와 정부는 남아 있는 탄광의 대부분을 폐쇄한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광산노동자뿐만
아니라 보수당 국회의원, 성직자를 포함한 대중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는 일부 탄광의 폐쇄를

연기하였다. 석탄산업은 또다시 주요 정치적․산업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석탄산업의 경험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있어 영국 노사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다 공격적인 경영스타일, 노동운동의 약화, 그리고 호전적에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그것이다. 많은 산업에서와 같이 경쟁 압력은 노사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apping 신문사 분규
또 다른 중요한 분규는 1986년 R. Murdoch 소유의 뉴스 인터내셔널(News International)사에서
발생하였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신기술과 작업관행을 도입할
목적으로 신문생산을 Wapping(런던의 동쪽)으로 이전하였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신설공장에서
경찰과 피켓노동자간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인쇄공노동조합과 새로운 공장의
신규종업원 충원에 대해 Murdoch과 공모한 전기․전자․통신․배관노동조합(EETPU)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장을 조직하려는 EETPU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Wapping 사례는 다른 신문 제작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반대가 없거나 거의 없이 작업관행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계기가 되었다.
석탄산업과 신문산업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요새로 인식되어 왔다. 강력한 광산노동조합과
인쇄공노동조합이 패배했다고 할 때 보다 약한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철강과
자동차산업에서 보다 새로워진 공격적 경영의 예와 더불어 이들 주요 산업에서의 노동조합의
패배는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이 채택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 이후 노사분규건수의 감소에서 잘 나타난다. 탄광분규가 있었던 1984년을 제외하고는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1970년대의 약 1,300만 일과 비교하여 1980년대에는 650만
일을 결코 상회하지 않았다. 노사분규의 원인으로서는 임금관련사항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사용자의 정책 이외 요인, 즉 실업률의 증대, 낮은 인플레이션 및 피용자의 실질소득 향상
등이 이와 같은 감소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비타협적
자세가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용은 다시 증대되고 실업이
줄어들면서 노사분규건수는 1970년대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잠시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에 '신노사관계'가 출현했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
인적자원관리 정책
고용과 노사관계 관리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여전히 전략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기회주의 또는 '얼렁뚱땅하는'(muddling
through)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Sisson, 1992 : 30). 예컨대 교육훈련과 고용평등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경영과 노동조합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들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Millward et al., 1992). 일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사용자들처럼 '노동조합 파괴'(union busting) 전략은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Claydon, 1989 : Snape and Bamber,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일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이 없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은 신규사업장에서 교섭권한과 조합원을 얻기 위하여 양보를 해왔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협약은 종종 관련노동조합에 유일교섭권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익분쟁시 분쟁의 해결을 최종택일형 중재제도(final-offer
arbitration)에 따른다는, 즉 '무파업거래'(no-strike deal)에 대한 대가이다(Bassett, 1986).
다국적기업(특히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협정의 체결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바와 EETPU(Trevor, 1988), 닛산(그후 도요다)과 AEU(Wickens, 1987)간의 협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교섭은 주로 정교한 선발 및 교육훈련, 성과급 및 업적평가 등의 방법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수반하고 있다(Storey, 1989 ; Towers, 1992). 이와 같은 기법의 사용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EETPU는 다른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비평가들은 이들 협정을 '어용거래'(sweetheart deals)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 특히 신규 사업장에서의 협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은 1990년 현재 중재제도를 체결한 사업장 중 2%에 지나지 않는다(Millward
et al.,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정들은 기존의 노사관계에의 영향력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노동조합조직이 상대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생존해 온 오래된
구형 사업장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은 변화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양보,
특히 보다 유연한 노동관행의 도입에 관하여 양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임시고와
파트타임노동자를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IMS, 1986). 특히
민영화된 사업 혹은 경쟁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의 경우 그러한 변화는 종종 노동조합의 저항이
거의 없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1980년대 후반의 기간 동안 영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Metcalf, 1989).
사용자 주도하의 종업원참여, 전사적 품질관리(TQM) 및 기타 인적자원관리기법 등은 신규
사업장에서의 '무파업 거래'에 비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자원관리기법의 채택은 앞서 언급한 공격적 경영에 비하여 조직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인적자원관리기법은 종업원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및 일선감독자의 역할
증대, 그리고 종업원에게 다른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의 몰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을 위협하여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Storey, 1992). 정교한(그리고 가부장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예는 특히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회피하여 온 기업에서 살펴볼 수 있다(예컨대
IBM, Mars and Marks and Spencer). 그러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미조직사업장의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유일한 설명요인은 아니다(McLoughlin &
Gourlay, 1992).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공격적인 경영이라기보다는 미묘한 전략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일시적인 힘의 우위를 이용하려는 경영측의 시도로 간단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단일노동조합전략

EETPU가 TUC로부터 제명된 사유는 두 곳의 사업장에서 단일노동조합 거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EETPU는 심지어 영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운수일반 노동조합(TGWU)이 이미
일부 노동자를 조직하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인 유니언
엘렉크릭(Orion Electric)사와 유일단일노동조합 거래에 서명하였다. 또한 EETPU는 이미 크리스찬
샐브슨(Christian Salvesen)사의 3개의 수송기지에서 인정받고 있던 3개의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두
개의 수송기지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크리스찬 샐브슨사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른
노동조합들이 EETPU를 TUC에 제소한 후 TUC는 자체의 조정절차를 통해 EETPU는 TUC로부터
두 개의 협약을 철회하고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사용자와 공동대처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EETPU는 TUC의 지시를 거부하여 자격정지를 당한 뒤 마침내 1988년 총회에서 제명되었다.
EETPU와 다른 노동조합간의 장기적인 경쟁관계가 이와 같은 논쟁을 격화시켰다. EETPU는
1985년 AEU와 함께 TUC의 정책과 상반되는 선거비용의 국가지원을 수용했을 때 거의 제명될
처지에 있었다. Wapping에서의 EETPU의 역할은 TUC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EETPU와 AEU가 미국식인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즉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조합원에게 많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협력적인 자세(약하지는
않지만)를 보이는 실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단일노동조합 거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경제적 조합주의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반대로 숙련도가 낮은 조합원이 대부분이고 종종 좌익성향의 지도자가 이끄는 대규모
일반노동조합은 주로 여성, 임시고 및 파트타임노동자로 구성된 '주변부' 노동력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은, 이들은 '新하층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노동조합은 보다 정치지향적이며, 종종
법적 고용권리를 획득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EETPU는 제명 후 여러 직원단체 및 TUC 미가입 노동조합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ETPU와 TUC가맹 노동조합간에 조합원 확보와 관련하여 경쟁이 일부 있었으나, EETPU는
일부 TUC가맹 노동조합과 연대를 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평온한 편이다. 일부 TUC 가맹노동조합이 EETPU의 TUC 재가입에 대해 여전히 적대적이지만,
EETPU와 AEU가 합병하여 합동기계전기노동조합(Amalgamated Engineering and Electrical Union,
AEEU)을 결성한 1992년에 TUC에 복귀하였다.
노동자의 몰입과 EC의 영향력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기간중에 사업장수준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 전략은 직장위원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에 직장위원의 힘은 강화되었으며, 많은 대기업 사용자들은 이들과 협상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평균적으로 직장위원은 조합원 20명을 대표한다.
1984∼90년 기간중에 이 비율은 지속되었지만, 직장위원에게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사업장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영향을 미쳤다(Millward et al.,
1992).
WIRS에 의하면 약 29%의 사업장에서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경영협의회는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안전․위생․복지시설과 같은 사항 등에 대한 노사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논의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교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제도와 다르다. 경영협의회는 반드시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협의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경영층은 노동자와의 직접 대화를 보다 장려하여 왔다(Marchington and Parker, 1990).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브리핑 그룹,
전사적 품질관리(TQM),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종업원참여제도, 의사소통 및 이익분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은 종종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행해졌으며, 정부 혹은 EC로부터
제기될지 모르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향후 요구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시도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Bamber and Snape, 1986).
EC 내부시장의 이른바 '사회협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회원국 내에서
노동이동을 촉진시키고, 출산휴가,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권을 일치시키려는 향후의
동향을 반영한다. Thatcher 정부와 사용자는 이와 같은 EC의 움직임, 특히 EC가 노동시장을 보다
규제하고 산업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라는 목적과 상치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요한 것은 영국이 EC의 사회헌장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EC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제11장
참조).
역사적으로 영국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노동자 이사(제8장 참조)와 같은 공식적인 공동결정에
대해 이들 제도가 기존이 단체교섭제도에 대항하는 대표제도를 마련할지도 모른다는 염려하에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1979년 이후 보수당
정부하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조직률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TUC는 EC의 사회헌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회헌장이 실시된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경영협의회를 비롯한 중요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1979년과 199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전후의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인 합의를 거부한 보수당 정부는 고용수준에 대한 정부 책임을 포기하고
시장원리를 다시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970년대의
신협조주의적 실험은 1980년대 초 긴축예산, 규제완화, 민영화 및 새로운 고용법 등과 같은
통화주의정책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목적은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기업가정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의 경기후퇴는
과거 '세계의 공장'의 탈산업화를 계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있으며, 고용환경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노동관행이 개혁되면서 제조업, 특히 20세기 초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의 생산성이
증대되었다(Wadhwani, 1990). 조직률과 분규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대 대부분의 시기를 친노동정당이 집권했던 호주에서도 조직률과 분규건수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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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영국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동향과 구조적 변화도 아울러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영국 노사관계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신노사관계'에 대한 주장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향후 경제가 호전되어
힘의 균형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으로 이전될 경우 노사분규건수가 증가하고 노동관행 변화의
수용을 꺼리는 경향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Metcalf, 1989). 노사관계 패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연속성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한 후 우리는 중간 입장을
채택한다. 영국의 노사관계는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아직 전환된 것은 아니며,
분명한 것은 연속성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쇠퇴와 분열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여전히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영국의 노동조합간부들이 스칸디나비아국가, 오스트리아 및 심지어 호주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비하여 장기적인 전략의 구축과 실행에 민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에 비록 조직률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인기는 상승하였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조직률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나 프랑스의 조직률 수준(제3장과 제7장 참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C의 영향력은 1990년대 영국 노사관계의 발전에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제정책은
EC 회원국의 그것과 보다 밀접하게 될 것이며, 유럽통합의 사회적 측면은 고용정책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11장 참조). 미래의 노동당 정부는 EC의 사회적 통합에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TUC와 더불어 노동당은 집권하더라도 보수당 정부시기에 제정된 고용법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은 노동조합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임의주의'라는
영국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Thatcher 수상의 후임자인 Major 수상은 영국을 계급 없는 사회로 변모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Thatcher 전 수상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물려받았으며, 1992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고용과
노동조합에 관한 법개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규제완화라는 보수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화는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향후
EC통합은 이러한 경향을 지속시킬 것이다.
(金 廷 翰)
영국의 노사관계 연표

주석 1) 유연성과 중심부-주변부 모형에 대한 논의는 IMS(1986)와 Pollert(1991) 참조.
주석 2) NUM은 생산직노동자로 조직되어 있다. 영국 석탄산업에서는 이외에도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즉 중간 및 상급관리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영국 탄광관리직원노동조합,
현장감독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英國炭鑛職場․副長․點火職員勞動組合 및 East Midlands
지방을 주근거지로 하는 민주광산노동조합(UDM)이 있다. 탄광 분규에 대해서는 Beynon(1985)
등의 저서 참조.
주석 3) 호주의 경우 비록 분규건수가 1980년대에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형태의 분규는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제5장 참조).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분규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Millward et al., 1992).

제3장
미국의 노사관계

Hoyt N. Wheeler
미국 노사관계제도의 예외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상대적 힘과
미국식 경영과 노사관계 모델의 전세계적인 영향력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미국 노사관계제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야기된다. 미국 경제의 중요성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나라들 중 최대
규모인 GDP 5조 3,300억달러 2억 5,000만명의 인구를 감안할 때 더욱 커진다. 미국 영향력의
효과는 이 책의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제도를 고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전문적인 경영기법의 초기 발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후 戰後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규모와 전세계적인 활동범위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 역사적․경제적․정치적 환경
미국의 숙련공들은 179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 이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 당시의
숙련공들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경쟁으로 인한 임금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마르크스이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前工場制(pre-factory)하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생산양식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ommons, 1913). 또한 이러한 초기의
前工場制 노동조합의 숙련공 중심, 실리적인 목표 그리고 경제전략들은 미국 노동조합의 성격
형성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Sturmthal, 1973).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징들이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恒常的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Cooper and Terrill, 1991 : 46). 마르크스 학자들은 시장만의
임금근로자 계급 내에서 노동계급조직의 발전을 불가피하게 촉진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위의
견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예를 들면 Foner, 1947 참조).
미국의 산업화는 영국에 비하여 다소 늦은 1810∼140년 기간에 시작되었다. 1820년대 중반부터
1860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방직업이 가장
두드러졌다(Lebergott, 1948 : 130, 136). 그러나 1850년대 이전에는 생산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가사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노동력부족을 보완하였다(Taylor, 1951 : 215). 1850년대와 1860년대에 공장제도가 확립되자
시골부녀자와 연소자, 그리고 점차 아일랜드와 영국,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많은
노동력이 공장제도 속으로 편입되었다. 초기의 공장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임금이 미국 농가소득과 거의 비슷하였고, 유럽의 공장근로자들에 비해 높았다는 데
일부분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직접 또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방해도
조직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이동도 근로자의 광범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던 근로자들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었다(Lebergott, 1984 : 373, 381∼7 ; Wheeler, 1985).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숙련직공들은 1860년대에 전국조합을 결성하였다. 또한
1880년대에는 사회개혁 지향적인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이 부각 됨으로써 1886년에는
700,000명의 미숙련 근로자들을 조직하였다. 숙련공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주안점을 둔 직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기사단은 자본주의의 발흥 이전의 좋았던 시절로의 회귀를 목표로 한
사회개혁을 지향하였다. 그들의 전략은 근로자들의 협조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노동기사단의 활동은 오래 지속도지 못하였다. 노동기사단의 조합원수가 최고조에 이른 1886년

직종별 노동조합들은 전국 규모의 미국노동총동맹(AFL)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실리지향적인
노동조합들에 의해 노동기사단은 20세기로의 전환점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상적
조합주의는 비록 실용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에 의해 무너지지만 미국의 노동운동사에서
여러번 대두되었다(Taft, 1964).
1900년경, 교통망이 개선되어 거대한 국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대기업이 미국 산업계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비인격적인 조직들은 그들의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과학적 관리'의 창시자인
Taylor와 그의 제자들은 미국의 경영이념과 실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Hession and Sardy,
1969 : 546∼7). 이러한 관리기법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널리 도입되었다. 직무와 임금설계에 대한 '과학적' 원칙이 도입됨으로써 테일러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힘에 기초한 교섭을 통해 이들 사안을 결정하려는 논리적 근거를 약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거대한 힘과 권위를 지닌 자본가들의 계속되는 노골적인 반대도 노동조합의 결성을
어렵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종별 노동조합들은 20세기의 첫 20년간 꾸준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은 제1차 세계대전중 형성된 협조체계와 노동조합들의 전쟁에
대한 애국적 지지가 있었다는데 일부분 기인한다. 같은 기간 동안 직종별 노동조합은 미국 최초의
강력한 좌일 노동조합인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의 도전에 직면한다. IWW 혹은
'Wobblies'(그들의 음주 습관에 기인하는 명칭으로 추정됨)는 무정부주의와 노동조합지상주의
결합하여 노래와 순교자들을 이용한 전술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세를 확장하였다.
비록 IWW는 한때 개혁지향적인 노동기사단과 같은 전성기를 가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IWW가
반대한)과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자들과 열렬한 애국자들의 힘에 의해 와해되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테일러리즘의 영향, 직종별 노동조합의 대체 조직으로서 어용노동조합의
결성,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사용자들의 강력한 대응, 사용자단체의 반노동조합운동 및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때 강력했던 직종별 노동조합은 그 힘을
잃게 되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최초로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어 다수의 공장근로자수를 조직한 1930년대의
대공항 시기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에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은 악화되었다. 또한 1932년
Roosevet의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는 다량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성공적이었다. 1935년에는 Wagner법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연방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였다. 직종별 노동조합보다는
산업별로 조직된 산별노동조합(전미자동차노조, 전미광산노조, 전미철강노조)들은 대량의
조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고무, 석탄 등 여러 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운동조직들은 산별노조회의(CIO)라는 별도의 전국중앙 조직을
결성하였다(Bernstein, 1970 ; Wheeler, 1985).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걸쳐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단체교섭제도를 발전시켰다.
1950년대 이후 노동조합은 다수의 공무원을 조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그 세력은 약화되었다.
1990년대 초 미국의 조직률은 16% 이하이다. 비록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1980년대에
감소하였지만 미국의 노동조합은 최근까지 여전히 상대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노동손실일수 감소의 상당부분은 조업중단자료의 기준 변경에 기인함. 부록 참조).
미국의 고용형태는 상당히 독특하다. 부문별로 고용비중을 보면, 서비스부문이 민간부문
피용자의 71%(캐나다와 더불어 미국 서비스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높음), 제조업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농업부문은 2.8%에 지나지 않는다(영국을
제외하고는 이 책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낮은 비율임).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호주, 일본 및 서구의 대부분 국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실업률이 유럽국가에서는 증가하였지만 미국은 오히려 감소하여 경향성이
역전되었다. 1990년초 미국의 실업률(약 7%)은 독일, 일본 및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5∼91년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8% 증가하여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어느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이상

막대한 국제수지의 적자로 인해 미국 경제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되게 되었다.
미국 정치는 대체로 중도의 정치이다. 미국 정치를 좌우하는 2개의 주요 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피하면서, 보다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단체의
이념을 수용하고 완화시켜 왔다. 그러나 1930년대의 대공황기간 도안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은
약간 좌익지향으로, 1980년대 초의 레이건 공화당 정권은 우익지향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하에서도 야당의 주요 정책은 여당이 설정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중도통합된다.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의 정당과는 달리, 미국 정당의 강령은 명료하지 않아
정당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요 정당이 수용하는 중도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민주당은 노동당은
아니자만 명백히 공화당보다는 좌익지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보다
'자유주의적' 정치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다.
레이건과 그의 계승자인 부시정권하에서 공화당은 전통적인 개인주의의 미국식개념, '큰 정부'에
대한 불신, 흑인의 기회균등 요구에의 '부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우경화되었으며,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가 부상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공화당은 1988년 대통력 선거에서 애국심에 호소한
선거운동의 대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손상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국심에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우경화 경향은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정책, 국방비
증액(아주 최근까지)와 기록적인 재정적자 등과 어우러져 나타났으나, 1990년대 초반의
경기불황까지 미국 경제는 호전되지 못하였다. 미국 정책이 구 소련과 동유럽의 대변혁에 미친
영향력은 중요하지만, 그 효과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1950년대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연관된 정책사항들은 종종 전국적인 수중의 의제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고용관계의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 입법활동이 전개되었다. 최저임금,
근료계약 종료, 인종과 성에 기초한 고용차별, 연금, 산업안전 보건, 공장폐쇄, 약물검사,
장애인차별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등에 대한 입법활동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법률이 다수 제정되었다.
노사관계의 성격
미국의 노사관계제도는 두 개의 상이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동조합이 결성된 부문과
결성되지 않은 부문이다. 이들 두 부문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고, 공통적인 법적․사회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으나, 아주 다르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부문(unionized sector)은 역사적으로 노사간의 공개적인 대립관계로
특징지워진다(Barbash, 1981 : 1∼7). 전통적으로 미국의 노사는 근본적으로 서로 상반된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노사간의 갈등은 미국 노동조합의
한정된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노동조합은 미국 노동운동의 개척자의 '단순하고 소박한' 목표, 즉
보다 나은 임금, 노동시간과 근로조건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도전은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과거 급진적인 노동운동가들이 '사장과의
거래'라고 하는, 즉 그들이 중요시하는 사안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에 주안점을 두어, 심지어 이러한
'거래'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단체행동권을 포기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노사 양 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광범위한 영역이 있다는 인식에 의해 더욱 제한되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부문에서의 최종적인 결과는 갈등이 정당한 것이지만 원인, 시기 및 감정적인
격렬함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보다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최대의 위협 요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본능적인 저항이다. 예를 들면 조직부문에서 비조직부문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 즉 기존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노동조합이 취약한 남부 또는
서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사용자들의 노력 등이 안전성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노사협조를 도전하고 있다(후술 참조). 이러한 활동이 근본적
변화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공통관심사의 단순한 전술적인 확대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미조직부문(non-union sector)은 고용관계상의 제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의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통제권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재량권은 노동시장의 제약,

근로자 보호입법, 노동조합 결성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요망 그리고 기업은 종업원에게 보다
나은 고용조건을 제고하여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경영철학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미조직부문에는 민간화이트칼라, 전자산업, 소기업, 대부분의 섬유산업 및 서비스부문 등 여러
업종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된 위협 요인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간헐적 시도이다.
노사관계의 환경
경제적 환경은 미국 노사관계제도에 항상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유력한 사용자는 민간부문의
대규모 기업이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이들 대기업이 지배해 온 자본주의 경제내에서 활동하고
적용하고 교섭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비록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경제제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보다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 미국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
1974년 이후 불황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제품과의 경쟁
격화에 의해 미국 제품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고품질 또는 저가의 외국제품과의 미국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특히 자동차, 섬유, 철강 등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부문과
다른 산업부문에 있어, 경쟁에 의해 촉진된 기술진보는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노동력의 수요 형태는 신기술과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미국 경제가
이행함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노동력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왔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에 행해지는 단체교섭의 요구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여전히 취약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미미하였다. 1990년대 초의 불황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를 대표하는 미국의 정치환경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왔다. 자본과 그 대표자의 정치적인 힘에 의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항상 정부규제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힘의 균형은 노사관계의
영역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노동조합의 발전과 경영권에 대한 약간의 정부규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는 1937~47년 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노동조함 결성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연방공무원단체와 교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연방정부의 예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지역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종업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걸쳐 정치적 환경은 노사관계에 있어 경영자의 힘을 한층
강화시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는 운수산업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경쟁을 촉발시키고 임금 하락을 위한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와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였다. 레이건
행정부가 지명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근로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닌 기관 : NLRB)
위원들은 노동조합에 불리한 정책 변경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연방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조합에 아주 적대적인 법적 환경을 낳았다.
1992년 캐터필러사에 대한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노사분규는 노동조합의 힘에 대한
정치적 환경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5개월간의 파업 후 캐터필러사는 법에 의거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파업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위협에 굴복하여 노동조합은 파업을 종료하고, 파업조합원들에게 작업장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 노동조합은 의회에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사용자들의 전술(쟁의기간중
대체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 노사관계 주요당사자
미국의 노사관계 당사자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이다.

사용자와 그들의 단체

Kochan이 지적했듯이 '사용자는 선진노사관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driving
forces)이다'(1980 : 179). 미국과 다른 산업국가들에 있어 이와 같은 추진력은 적어도 조직의
효율성과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에 일부분 기인한다. 또한 경영자의
일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조직계층에 있어 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에서도 나올 수
있다.
1992년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이 미국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조직부문에서 잉여노동력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일시해고되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될 수 있다. 더욱이 고용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장의 諸力과 노동보호입법에 의해서만 제한된다(후술 참조).
일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기업의 고용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20세기 초반 이후
'종업원복지주의'(personnel welfarism)는 미국에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현대의 인사관리는
인적자원과리(HRM)를 지향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생산요소 중 노동은 귀중하며, 투자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Heneman et al., 1980 : 6). 이와 같은 '발전된' 견해에
따르면 조직의 관심사는 노동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고 계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이해 갈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euille and Wheeler, 1981 : 255∼7)
미국에 있어 사용자단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Adams, 1980 : 4). 많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노사관계 활동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조직부문에 있어서는 회원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사용자단체가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다. 전국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tion of Manufacturers)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세기에 결성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과 전국수준에서 노동조합 결성
저지를 주요활동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자단체와 여러 다른 단체들은
반노동조합 입법활동, 로비활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경영자문가들과 더불어 노동조합 결성 회피전략을 사용자에게 교육시키는 영리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사용자들의 반노동조합적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미조직부문이 남주와 서부지역(Sun-Belt)으로의 공장 이전, 노골적인 노동법 위반, 조직부문보다
높은 임금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반노동조합적 활동이
증가한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과업 성과를 제한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하위관리자들의
반대활동에 일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Piore, 1982 : 8).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노동조합들의
규칙들이 테일러주의자의 과학적 관리의 개념을 경영에 적용시키는 상황에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아주 역설적이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저항이 증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이 취약한 시기를 노동조합을 와해를 기회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경영자들의 노동조합 인정은 항상 마지못한 것이었고,
선택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것이다.
노동조합
미국 노동운동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주로 '실리주의적인' 노동운동에 노동조합의 목적을 둠
② 주로 경제적인 목표 지향의 전략
③ 집중적으로 잘 발달된 활동으로서의 단체교섭
④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률
⑤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대해 그 힘이 강함
⑥ 전국조합이 노동조합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는 조직구조
⑦ 탄탄한 재정
⑧ 노동조합 집행부는 주로 일반조합원 출신

Perlman은 오래전 미국의 노동운동을 'Tom, Dick and Harry'의 이상주의 즉, 정규근로자들의
이상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70 : 274∼5). Perlman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목표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Perlman은 이와 같은 목적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지식계급'이 상상하는 이상향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미국 노동운동의 '창시자'인 Samuel Gompers와 같은 노동운동 지도자가
신봉하는 '순수하고도 단순한'(pure and simple) 목표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erlman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노동조합이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근로자 자신의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영층과의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노동조합, 임금, 근로시간 및
고용조건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물론 다른 국가의 노동조합들도 '경제적․실리적인'
목표를 추구하였지만, 미국 노동조합들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더욱 이러한 목표의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오늘날에도 미국 노동조합의 이념은 1911년 Samuel Gompers가 말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 노동운동의 기본적 행동원리는 먼저 발생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다. 우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즉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근로자를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고, 작업장의 안전 보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존재를
노예화하는 횡포․동정 또는 기타 다른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다(Gompers, 1919 :
20).
미국의 노동조합은 그들의 주요한 무기인 파업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 단체교섭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국 노동운동의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 전략은 일상적인 단체협약의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업장수준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전략은 또한 파업의 위협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이 충분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내의 권한이 단체교섭을 위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는 조직구조, 즉
전국조합을 필요로 한다(Barbash, 1967 : 69).쟁의기금을 통해 전국조합에 권한이 집중 됨으로써
공통의 규칙을 제정하고,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능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 결과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갖기 쉬운 정당으로부터 독립이 용이하였고,
심지어는 독립이 요구되었다. 미국의 전체 조직률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단체교섭조직(노동조합)들이 자체 조직을 단지 그들 자신들의 개별적이고 경제적인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일부 기인한다. 이로 인해 조직률은 낮고, 정치적 힘은
미약하게 되었다.
미국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정치에도 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은 거의 대부분 특정정치인들에대한 지지와 반대, 그리고 입법을
위한 로비활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당의 결성은 꺼려 하여 왔다.
미국노동총동맹 산별노조회의(AFL-CIO)의 정치교육위원회(LOPE) 및 유사한 노동조합
정치조직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주요 재정적 후원자이다. 이러한 정치활동의 목적은 단체교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경제적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운동은 시민권, 최저임금법, 공장폐쇄 통지 및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과 같은 진보적인 정치문제의 주요한 추진자가 되어 왔다.
미국은 이 책에 나오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노동당이 결성되지 않은 독특한 국가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일부 노동력만을 대표하게 될 경우, 독립적인 전국규모으 정치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근로자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이어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별도의 노동당을 가진
경험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노동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826년에 결성된
노동자당(Working Men's Party)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 최초의 노동당이었다. 노동자당의
붕괴와 그로 인해 가혹한 문제들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일련의 시도들이 행해졌으나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제3당의
결성은 역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노동당의 이념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노동조합 주도권 투쟁에서 패배한 좌익 노동운동가들의 주장한 것으로,
1950년대의 적색공포(Red-Scare) 시기의 정화되었다. 노동당의 결성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미국

노동조합의 협의의 실리 지향, 즉 노동조합과 그들의 연맹체를 논리적으로 노동을 위한 배타적인
조직으로만 인식하는 데 일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서 노동당
결성의 실패에 대해 당황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당 결성의 필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AFL-CIO는 1980년에 과거의 비해 훨씬 선명하게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증거로서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인련의 성명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레이건의 대통령 집권 8년동안 노동조합이 겪은 경험은
이와 같은 인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부시 대통령 집권하의 경험은 정치의 중요성을 한층 깊게
하였다.
미국 노동운동의 구조는 서구 노동운동의 구조에 비해 다소 완만하다. AFL-CIO는 미국의 전체
조합원의 85~90%를 포괄하고 있는 적국중앙조직이다. AFL-CIO는 1980년대에
미국트럭운전사노동조합(IBT),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전미광산노동조합(UMW) 및 기타
전국조합들이 재가맹함으로써 세력이 확장되었다. 영향력이 큰 전국조합들의 재가입으로 30년
만에 미국 노동운동이 가장 높은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AFL-CIO는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공공관계의 대변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가맹조직간의 관할권 분쟁을
조정하고, 윤리강령과 인종과 성차별에 반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미국의 노동운동을
전세계 노동운동과 연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조합들은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Barbash,
1967 : 69).전국조합은 거의 대부분 쟁의기금의 통제를 통해 단체교섭에 대한 최종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조합들은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수 있으며, AFL-CI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전국조합의 위원장은 미국 노동운동에 가장 강력한 인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단위노동조합(local union)은 노동운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그들은 통상 새로운
단체협약의 제조건에 대해 교섭하며, 파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단체협약을 관리하고,
미국 단체협약이 야기하는 복잡한 일련의 권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사회활동은 지역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수준에서 미국 노동문화의 본질이
존재한다(Barbash, 1967 : 26∼41).
1991년 현재 조합원수는 1,660만명으로, 전피용자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1988년의 조합원 1,700만명, 조직률 16.8%에 비해 약간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조합원은 1,880만명에 이르고 있다. 조직률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1987년과 1988년 기간 동안
9만명을 신규 조직하였다(Bauman, 1989). 이와는 대조적으로 1979년과 1980년 기간 동안에는
891,000명의 조합원이 감소하였다. 1988년 이후 조직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지난 15년간
미국교원노동조합(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미국통신노동조합(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 미국 연방․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노동조합(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ry
and Municipal Employee), 미국체신노조(Letter Carrier) 및 미국소방사협회(Firefighters) 등과 같은
정부부문 및 서비스노동조합은 상당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건설노동조합의 하나인
전미건설기사노동조합(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mployees) 또한 급격히 성장하였다.
미국고무노동조합(United Rubber Workers), 석유․화학․원자력노동조합(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합동의복․섬유노동조합 (A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등 주로 제조업부문의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수가 많이 감소하였다(Bureau of
the Census, 1989).
화이트칼라와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운동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73년 조직근로자 중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8년에는 약 40%로
증대하였다. 그리고 전체조합원 중에서 여성조합원의 비중은 1973년 2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8년에는 약 36%으로 증가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고용구조가 제조업부문 중심으로
이행함에 따라 조합원의 대부분의 비제조업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기존조합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비정치적인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이념의 이유로 예외적인 것으로 보통 인식되어 왔다. 이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역사적인 설명이다(Kassalow,1974). 첫째, 미국에는 봉건적 전통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계급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또한 호주와는 달리 강력한

계급의식을 야기시키는 역사적인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자본주의는 어느 한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아 국민들에게 번영을 안겨 준 형태로 발전하였다. 셋째,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인구구성은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노동계급 운동조직의 결성에 방해가 되었다.
넷째, 선거권과 의무보통공공교육이 초기에 확립됨으로써 19세기에 잠재적인 노동계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다섯째, 근로자계층에서 기업가계급으로의 사회적 이동은 계급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여, '통나무집에서 백악관으로'(log cabin to white house) 신화가 널리 믿게 되는
기반을 형성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의 견지에서 자체의 운동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은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즉 '사회주의의 책무'(burden of
socialism)를 상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미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제력에 의해 억압되는 경향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다. 위의 실리적 조합주의 배경설명과 연관이 있지만 다른 설명(Sturmthal,
1973)에 의하면 미국의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파업에 기초한 실리지향의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력부족 시기에 합당한 전략이었으며, 심지어 그러한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하에서도 계속하여 실시되었다.
정부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 조직노동과 경영자간의 상호관계 양식의 규율 및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고용차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업보험, 최저임금, 최장노동시간 및 퇴직의 분야에 대한 것이었다(Ledvinka, 1982). 1964년
정부는 인종, 피부색, 성, 종교, 국적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신체장애자와 베트남 전쟁 퇴역군인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였다. 1992년
이후에는 장애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1970년에 제정한 연방산업안전보건법(Feder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OSHA),
州산업안전보건법, 州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각 산업에 일련의
구체적인 안전보호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작업중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날수록 보험요율을 누진적으로 적용시켜
간접적으로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보험은 각 州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보험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실업보험
지급기간은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짧다. 지급기간은 특정 州의 경우 실업률이
아주 높고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에는 39주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26주로
제한된다(Commerce Clearing House, 1987 : 4409).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은 임금의 최저수준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률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25달러이지만,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훈련임금(training
wage)을 지급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특정 勤勞週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받는 통상임률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더욱이
연방정부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로서의 힘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해당지역의 현행임률을,
그리고 하루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률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퇴직급여는 주로 다음 두 자기 방법에 의해 규율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일정률(1992년에는 각각 7.65%)을 정부기금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근로자에 지불되는 연금은 정부기금에서 지급된다. 정부가 연금급부를 관리하는 제2의
방법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적 연금기금을 규제하는 것이다. 1974년에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퇴직금계획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이러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법은 또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업원들이 그들의
퇴직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고용조건에 관해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사항이 다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대한 공공정책상의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법률이 실업, 특히 연소자들의 실업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실업률이 특히 높은 특정
근로자계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sub-minimum wage)을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반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성인의 실업을 창출하고, 사용자가 저임금근로자를
더욱 착취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1989년 법개정을 가져 온 이러한 논쟁은 흥미롭게도
법개정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공화당 대통령간에 일치하지
않은 유일한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연소자 대상인 훈련임금의 채택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교가치'(comparable worth)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1980년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부록 참조). 논쟁의 핵심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직무가 사용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로
여자들이 수행하는 비서업무의 가치가 주로 남자들이 수행하는 트럭운전사의 업무 가치와 비교할
수 있다면 트럭운전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주요 논쟁은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1991년 성적학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이유는
반차별금지법의 실시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이끌어 가야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인
Clarence Thomas의 인준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 성적학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는 1991년 고용차별금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전의 법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용차별을 이유로
한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었으나, 고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전의 이와
같은 제약을 보수적인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년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금규정은
사용자의 부담과 비효율성의 이유로 사용자와 보수적인 정치가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은 노사 양 당사자들이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고용조건을 정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5년의 전국노동관계법(NLRB, 1947년과 1959년
개정)을 통해 정부는 단체행동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규칙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단결과 교섭을 제한하는 권리뿐 아니라 단결권과 교섭권도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권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를 금지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강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이 더 이상 강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반면,
노동조합은 많은 사용자들이 자행한 일련의 근로자권리의 침해를 열거하면서, 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선거과정을 신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전국노동관계법의 폐기 제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너무 약해
그들에게 거의 손실을 안겨주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을 별다른 부담없이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은 1977년에 제안된 노동법개정안(Labor Law Reform
Act)을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8년 이 법안이 발의되지
않음으로써 조직노동의 정치에 대한 신뢰성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 사태는 1984년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의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노동법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 중에서 최대의 목표는 사용자가
파업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공정행위법(Workplace Fairness Act)의 제정에 있다.
1959년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의 내부문제를 규율하여 왔다. 연방법을 조합원을 위한 '權利章典'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章典은 조동조합의 기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노동조합 간부를 처벌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반민주적인 관행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1991년 정부의 감독하에서 실시된
투표에 의해 전통적으로 부패한 미국트럭운전사노동조합(IBT)에서 '개혁'을 주창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1988년에는 연방고용법이 다수 제정되었다. 그 해에 종업원거짓말탐지기보호법(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사용자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였다.

불확실하고 비열한 거짓말탐지기는 사용자들에 의해 종업원 채용이나 종업원의 잘잘못을
조사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종업원보호는 1988년 '작업장에서의
마약퇴치법'(Drug-Free Workplace Act)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연방정부와 거래를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종료후에
마약을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활동은 교통성과 국방성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산업의 종업원에 대한 광범위한
마약검사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규정에 의거 더욱 강화되었다. 연방정부 종사자와 철도
종사자에 대한 특정 상황하에서의 마약검사는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승인되었다(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v. Von Raab; Skinner v. Railway Labor Executives
Ass'n). 종업원에 대한 마약검사 문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인의 존엄성 보호문제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1988년에 채택된 또 다른 법으로는 종업원조정 및 재훈련통지법(WARN) 혹은 '공장폐쇄법'이
있다. 이와 같은 연방법은 사용자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를 다수 일시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전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법제정 추세는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용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제소하는 것이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채택은 보수적인 재판관들에 의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회로서는 중요한 시도였다.
미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된 '장애자복지법'(Disability Act)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장애근로자들의 요구에 적절한 편의를 도모해야만
한다. 이 법은 심지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용자이다. 1988년 현재 정부는 1,72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포함한 정부부문의 고용은 1970년에서 1988년 기간 동안 32%
증가하였다(Bureau of the Census, 1989; Bauman, 1989). 1988년에는 1983년과 같은 비율인
공무원의 37%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Bauman, 1989).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 공공부문 조직화의 급격한 증대는 1930년대 이후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들의 봉급과 부가급여가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에 비해 저하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직화를 주도하였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대부분의 정부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급격히 결성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미국
노동운동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노동운동의 기본적
목표와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노사관계의 주요과정
미조직부문의 사용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인적자원관리의
관행을 고안하여 왔다. 보상에 대해서는 직무평가와 개별적인 업적평가제도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무직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률의 범위는 기업에 있어서의 직무 가치의
측정, 즉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종업원의 임률은 이 범위내에서 선임권, 성과,
기타 제요인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임금 이외의 건강보험, 연금, 휴가와 휴일과 같은 부가급여는
기업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총보상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인가와 더불어 외부노동시장과도 관계가 있다.
미조직부문의 사용자들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직무설계와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첫째, Taylor(1964)의 정신에 입각하여 직무는 표준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영관리이론'으로 불리우는 방법이 있다. 직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둘째, 인간관계론에 기초한 '행동과학'적 접근방법은 효율성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종업원을 내적으로 동기부여시키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종업원이 자신의 목적과 사용자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고자 한다. 직무충실화와 직무확대는 직무설계시
주요한 개념이다. 직무설계시 종업원의 참여를 위한 QC서클과 기타 제도들은 행동과학적
접근방법과 부합한다.

조직부문의 산물을 주로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미국의 경우 고도로 발달하였다. 1940년대 이후
단체교섭은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경영능력을 일반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대다수 조직근로자의
높은 생활수준, 공정한 대우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고용단계를 규율하는 복잡하고도 상세한
일련의 제규칙을 창출하여 왔다.
단체교섭의 구조는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권화는 증가하고 있다. 단일기업 또는
단일사업장 협약은 제조업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이와 같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에서와 같이 전국협약이 체결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노동조합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이 아주 크고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다수협약은 높은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Mills, 1978:120∼4).
3자개입(Third Party Intervention)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조정위원들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교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업무수행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교섭에서 많은 州法은 새로운 협약조건을 둘러싸고
해결되지 않은 분규에 대해서는 구속력있는 중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는
소방사나 경찰관의 업무와 같이 '필수적인'(essential) 업무라고 인정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는
특히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새로운 협약조건에 관한 이익분규에 대한 중재는
민간부문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기존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권리분쟁에 대한 중재조항은 거의 모든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위원의
결정, 즉 裁定은 역사적으로 법원에 의해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으며, 재심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종성(finality)은 1970년대 이후 약간 약화되고
있다(Feuille and Wheeler, 1981:270, 281).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직종별 노동조합의 협약내용이 다소 에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아주
구체적이다. 단체협약은 통상적으로 인금, 근로시간, 휴일, 연금, 건강보험, 생명보험, 노동조합
인정, 경영권과 고충처리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통상적으로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사무국(BNA)이 조사된 400여개의 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미국의 단체교섭 사항이 1980년
초반 이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NA, 1992). 우선 중재조항뿐만 아니라 해고와 징계조항이
조사대상 협약의 97%에서 규정되어 있다. 휴일에 관한 사항은 99%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에 9일 이상의 휴일을 규정한 협약 비율은 조사대상 협약의 48%를 차지하고
있다(1983년 83%). 휴가조항은 조사대상 협약의 91%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년에 최대 5주의
휴가를 규정한 협약 비율은 조사대상 협약의 62%에 이르고 있다. 모든 조사대상 협약에서
임금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협약의 25%(1983년 48%)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임금자동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조항은 조사대상 협약의 86%에서 규정되어 있다.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에 관한 조항은 조사대상 협약의 99%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협약은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일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조사대상 협약의
99%, 의료보험은 83%(1989년의 100%에서 감소됨), 치과보험은 83%(1983년 63%)의 규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단체협약과는 달리 영국의 단체협약에서는 건강보험과 치과보험 규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연금에 관한 사항은 미국의 거의 모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만
연금계획의 세부사항은 종종 보충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선임권에 관해서는 조사대상 협약의
90%에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관행에 있어 중요한 선임권은 휴가와 같은 부가급여 또는
기존직무를 유지하고 다른 직무로의 승진할 권리를 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협약유효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조사대상 협약의 96%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의 복지계획은 적어도 조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포괄적인 보호조항들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된다. 그러나 휴일이 상당 정도 감소하고,
임금자동조정제도의 채택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비록 다른 부문에서의 향상에 의해
균형적이긴 하지만, 이들 사항이 미국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강세부문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노동조합의 역량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부가급여가 미조직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조합원들의 인상률은
미조직근로자의 인상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을 삭감하라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졌다. 1980년대 초반

이러한 압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으로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임금인하를 담은 단체협약의 체결이었다(Mitchell, 1983 : 83). 비록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양보의 대가로 이사회의 참가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줄곧 임금인상만을 해오던 추세에서 감소로의 전환에 동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양보교섭의 뒤를 이어 二重賃金制度(two-tier wage system)가 도입되었다. 이중임금제도는 주로
신규종업원인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종업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종업원에 비해 낮은 임률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중임금제도에 의해 숙련근로자들과의 마찰없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숙련근로자는 소수의 신규근로자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명백한 사항이지만, 신규종업원들의 불만족,
종업원집단간의 갈등 및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전체 단체협약 중
11%에서 이중임금제도를 규정하여 최고도에 이르렀던 1985년 이후 규정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1992년 현재 단지 전체 단체협약 중 5%만이 이중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BNA, 1992).
이중임금제도는 점차 임금인상 대신에 일시불지급제도(lump sum payments)로 대체되었다.
일시불제도는 근로자에게 미래의 임금인상을 위해 기본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목돈을
안겨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시불제도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임금인상과는 달리
휴가, 초과근로수당, 교대수당 및 휴일수당 등과 같이 임금을 구성하는 다른 부분은 교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impski, 1989).
단체교섭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다양하고 도전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사용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의료보험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도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가시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함께 비용부담을 하도록 촉진시켰다. 이익분배제도는
Weyerhauser, Chrysler 및 Uniroyal Goodrich 社 등에서 제안되고 수용되었다. 육아보호는 비록
사용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1990년대에 단체교섭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회사의 합병과 흡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조합은 Bloomingdal's Department,
Firestone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노동조합승계조항'(successorship clauses)을 강력히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구매자에게 기존의 노동조합과
관계를 계속 맺도록 요구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기술변화는 조기퇴직, 선별고용,
임금계속지급보장 및 재훈련등에 관한 협약내용을 야기하고 있다(Kempski, 1989).
미국의 단체교섭제도가 비록 대립적 성격과 진부화로 인해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1980년대와 1990년초에 일어난 단체교섭제도의 변화를 검토 해보면, 교섭제도의 강점과 유연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임금자동인상제도(COLA조항)의 실시로
인해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시기에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미국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일부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엄청난 경제적 불황기에 행해진
임금자동인상제도를 검토해 보면, 변혁의 시기에 종업원에게는 가능한 한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영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조합의 능력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미국의 노사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즉 경제정의,
노사협력 및 노동조합의 쇠퇴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정의(industrial justice)
경제정의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서, 이는 주로 보통법(common law)상의 고용계약
자유의 원칙(employment-at-will)에 대한 공공의 불만이 점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적
원칙하에서 피용자는 이유가 있던 없던 간에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은 부당한 이유로 조합원을 차별하거나 위축시키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조치에 의해서만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조직부문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just caurses)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한다는 데 동의하여 왔다. 이 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단체협약은 다단계의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사양측이 함께 위촉한 외부의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중재는 고충처리절차의 최종적인 절차이다.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중재 결정에서 잘
정의되어 왔다. 절도와 불복종 같은 '중대한'(major) 위반과 '경미한'(minor) 위반은 구분된다.
중대한 위반을 한 근로자는 첫 위반시 즉시 해고될 수 있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징계조치가 행해진다. 단계적 징계란 통상 구두경고라는 가벼운 징계조치로부터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 서면경고, 정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징계 강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또한 종업원을 징계할 경우 모든 종업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Elkouri
and Elkouri, 1973).
조합원과 소수민족 근로자 및 그 외의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보호장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제가 제안되게 되었다(Stieber, 1980). 몬태나주는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수많은 법원의 판결은 고용계약자유의 원칙을 약화시켰다. 법원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근로자가 법위반을 거부하거나 '고발'(whistle
blowing)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신의와 공정대우의 의무를
위반하여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종업원 지침서의 규정에 어긋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부당해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노사협력
노사협력은 미국 노사관계에 관한 최근의 논란 중에서 가장 이례적인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협력은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특징지워지는 미국에서는 약간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의 압력과 특히 일본의 사례는 노사갈등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승리/승리(win/win) 혹은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으로 알려진 문제해결
접근방법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고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와
같은 관심은 Kochan, Katz 및 Mckersie가 공저한『미국 노사관계의 변혁』(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1986)과 같은 저서와 노동성 내에 노동관계 및 협력프로그램국의
설치와 활동, 1978년 의회에 의해 제정된 노사협력법(Labor-Management Cooperation Act),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발간한 1988년 보고서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협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성증가를 종업원과 공유하는 스켄런(Scanlan)과
러커플랜(Rucker Plans)은 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Joint Health and Safety Committees)와 더불어
오랫동안 실시되고 있다. 보다 최근의 혁신적인 것으로는 QC, 근로생활의 질(QWL)
프로그램이며, 심지어는 회사 이사회에의 노동조합 참여가 산발적이나마 행해지고 있다. 이들
계획의 일부는 생산성이나 제품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경영층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는 노동조합의
임금양보(wage concession)의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전 위원장인
Douglas Fraser와 전미통신노동조합(CWA) 위원장인 Morton Bahr와 같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종업원들의 노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의 직접적인 근로자참여 증대를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참여는 전통적인 代議的 산업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산업민주주의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노사협력의 성공적인 예는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성공적인 예로서는 New Uneted Motor
Manufacturing Inc.(NUMMI, 제너럴 모터스사와 도요다사의 합작공장), 제너럴 모터스와
전미자동차노조와의 Satun사업장 협약, 제록스사와 합동섬유노동조합(ATWU)간에 체결된
비적대적인 협약, 그리고 내셔널 스틸사와 전미철강노조(USWA)와의 협약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노사협력의 결과로서는 종업원의 만족 증대,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질 향상 등이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적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몇몇 노동조합의
경우 현장근로자들의 비협조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새로운 방향'(New
Dicections)운동이 반협조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영층이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회피하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그 결과 협력적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경쟁의 국제화라는 환경하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조합 지도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쇠퇴
노동운동의 쇠퇴는 미국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조직률은 1980년 이후 상당수준
하락하였다(부록 참조). 조직률의 하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② 기술변화와 외국기업과의 경쟁
③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반노동조합운동
④ 근로자들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Allen and Keaveny, 1988; 679∼700)
더욱이 1980년초의 불황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초산업에 큰 타격을 안겨 줌으로써 조합원수의
대폭 감소를 가져왔다. 이들 산업은 1980년 후반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이전의 고용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이 쇠퇴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신규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반대운동이 증대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반대는 특히 1970년 중반 이후 한증 강화되고 있다. 기존노동조합의
와해를 위한 시도는 노동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반대운동을 전개한 사용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올 만큼 1980년대에 고양되었다. 1992년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는
산업사회의 현실로서 굳어지고 있다.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노동법의 무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사용자의 힘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하다. 노동조합이 힘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의 개정은 사용자의 절대우위의 정치력에
의해서 봉쇄되고 있다. 그 결과 캐터필러사의 분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보다 우호적인 캐나다의 법제도를
찬양하고 있는 실정이다(Geoghegan, 1991). 더욱이 1990년대 초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조합의
경제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전통적으로 조직된 부문의 고용이
감소할 경우 그들이 잃어버린 기반을 새로이 획득하기가 왜 어려운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운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강력하고 활발한
운동은 전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정치적․사회적 환경과 유사한 1920년대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노동운동의 주안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좌익성향의 노동운동이다. 비록 미국의 노동조합이 정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의미는 여전히 단체교섭의 유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의 정치이다.
따라서 미국의 노동조합은 서구나 호주의 노동조합과 같이 정치지향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여러 다양한 압력들로 인해 쇠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현재의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다.
미국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결성 선거에서 승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항공관제사노동조합의 승리(이전의 노동조합은 레이건에 의해
와해됨), Arcata Graphics사에서 2,000명이 노동조합 결성(1960년대의 노사분규로 인해 노동조합이
와해된 사업장),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못한 South Calolina주에 있는 Mack
Truck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결성 등이 있다. 노동조합 결성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화의
유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조합은 AFL-CIO의 조직국 산하의 노동조합부(Industrial

Union Department of Organniising Department)와 연계하여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탄광근로자들의 전투성 증대, Pittston분규시 시민권운동에서 야기된 비폭력 방법의 사용,
BASF사업장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연대의 성공은 희망적인 징후로 보인다. 노동이
혁신하려는 의지는 박애조직으로서의 과거의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원자격제도의 채택과 노사협조나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재수용 등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세계경쟁의 지속적인 격화는 노동조합을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경영층에게 반대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파업에 기초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인 노동력부족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 한, 단체교섭에서 큰
성과를 거두려는 노동조합의 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턴항공사와 케터필러사에서의 파업 실패와 민주주의나 정직성과 연관된 고질적인 문제들은
노동조합의 대중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에 불리한 법제도의 계속되는
제․개정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결론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국제경쟁의 압력은 문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하였다. Kochan 등은 이미 1980년대 초 이러한 압력과 다른 문제들에 의해
미국제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도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확실히 과점적 시장에서 경쟁적 시장으로의 이동은 미국의 많은 산업들로 하여금 과업을
조직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자동차와
전자부품과 같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이 필요한 제품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미국식 모델과 맞지
않는 협조적 노사관계체계의 발전 없이는 성취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버는
방법'(fast buck)이 중요하고, 경영자는 약탈적인 기업 인수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보다 많은
이윤추구에 몰입해야 하고,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영자가 극력 반대하고, 계급적 관습이
뿌리깊은 미국 자본주의하에서 과연 협력적 작업방법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사협력의 초석이 되는 신뢰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또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노동조합 대표와 비조합원 대표를 참여시켜 권한을 공유하려는 사용자측의
의도에 대해 필자는 아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협력을 위한 최고로 좋은 기회는 종업원들이
전문지식과 힘, 그리고 양자를 모두 행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작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전통적인 단체교섭구조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 단체교섭에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노동조합은 신기술의 도입을 일반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협력, 이윤분배, 의료보험비용 및 휴일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혁신적인
교섭을 하고 있다. 육아보호문제가 향후의 논의사안이 될 것이다. 조직부문의 경우 고충처리와
중재절차는 계속적으로 '근로자의 존재를 노예화하는 횡포, 비열 또는 다른 방법'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조직부문의 경우 많은 사용자들은 종업원의 직무를 개선하고 임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에 제정된 법과 새로 제정된 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련의 법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조항을 계속하여
마련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의 새로운 약물반대정책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노동운동의 힘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노동의 판도라상자(labor's Pandora's
Box)에는 많은 어려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은 국제경쟁이 심화되어도 부정될 수 없는 근본적인 논리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적인 근원은 시장이 확대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은 근로자로 하여금 서로 단결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들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서 당사자들이 명맥을 근근히 이어온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노사관계 연표

제4장
캐나다의 노사관계

Mark Thompson
비교노사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노사관계를 북미 대륙제도의 일부, 또는 미국

노사관계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취급하여 통상 무시하여 왔다. 두 나라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적
규제, 정식적인 조직적 연계를 가진 노동조합, 공장수준에서의 단체교섭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캐나다의 노사관계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캐나다의
노사관계체계는 극도로 분화되어 있으며, 분규의 빈발, 활발한 노동운동, 노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빈번한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간헐적으로 노사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또는 지역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전국가적 합의는 없었지만 정부는 때때로 분규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령들을 개정하여 오고 있다.
■ 경제․사회․정치적 배경
캐나다 노사관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배경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과는 상이하다.
캐나다는 서유럽의 더 풍요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광석, 곡물, 임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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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州에는 대규모 제조업부문이 존재하지만 이 부문의 생산을 국민총생산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실패하였다. 캐나다는 대규모 국내시장이 부족하고, 제조업자들은 통상
훨씬 큰 규모의 미국 기업들과 제3국에서 경쟁해야만 한다. 1980년대 초 의복, 자동차, 전기제품과
같은 캐나다의 전통적인 제조산업은 국외의 경쟁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198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1990∼92년 사이 이 부문은 또다시 급속히 쇠퇴하였으며
회복은 느리고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국민총생산의 28% 정도를 수출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입을 한다. 교역은 주로 미국과 행해지는데,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양국 경제의 유사성이나 보완적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캐나다의 많은 제1, 2차산업을 미국이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전경제분야를
망라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교역관계는 촉진되고 있다.
캐나다는 흔히 동일산업부문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이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래된 공기업들이' 설립된 전형적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 즉 필요서비스의
공급, 천연자원의 개발, 고용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공기업체, 운송, 통신회사
등은 정부의 소유이다. 1970년대에 정부소유 기업들은 외국인 소유의 제한, 기술개발의 촉진 등과
같은 국가적 목표를 위해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기업들과 그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 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많은 수의
국영기업 및 그 운영이 민영화되었는데 정부의 기본적 역할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물가문제였다.
1970년대 중반의 인플레이션기 이후, 국제기준으로 보아 항상 높았던 실업률은 <표
Ⅰ-4-1>에서와 같이 급속히 상승하여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물가상승의 우려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하였다.
두 가지 부류의 정부시책이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1975년 10월과 1978년
9월 사이에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임금․물가억제책, 정부지출 증가의 제한, 긴축적인
금융․재정정책을 포함하는 반인플레정책을 시행하였다. 캐나다의 10개 주 중에서 9개 주가,
통상적으로는 주 관할하에 있는 각 주의 공공부문 피용자를 연방정부 시책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입법을 행하였다. 이 정부시책의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떨어졌으며 임금상승률은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이 시책에 의한 제한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책은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초에 국립은행은
수정통화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하여, 이자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통화량공급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양국 통화간의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미국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개입은 수용하였다. 이 기간의 불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고, 세출을 민간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다시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산발적인 노동쟁의를
야기시켰고 공공부문의 급여를 저하시켰으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거나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

<표 Ⅰ-4-1> 캐나다의 임금, 물가 및 실업률 추이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수정된 양당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지난 50년간
연방정치를 지배해 왔는데 때로는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1984년과 1988년에는 다수
지지를 얻은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s)에 정권을 이양하기도 하였다. 자유당은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정당인데, 전통적으로 퀴벡주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수당(Conservatives)은 중도우파적 정당으로 1984년과 1988년에는 퀴벡주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는 동부와 서부지역의 표를 얻어 왔다. 보수당은 시장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레이건이나 대처 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캐나다
신민주당(NDP)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투표의 15∼20%를 얻는다. 때로는 다른
정당들이 출현하기도 하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퀴벡지역의 독립찬성당과 서부지역의
보수정당이 대부분의 국회의석을 차지하였다. 캐나다의 연방정당 가운데 모든 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정당은 없으며, 퀴벡주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는 통상적으로 주정당들이 집권해
왔다. 1980년의 국민투표에서는 불어권과 영어권 주민들이 모두 퀴벡주의 독립에 반대하였지만
퀴벡주에는 독립을 찬성하는 큰 주정당이 존재한다.
경제문제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정치적 구조 때문에 방해를 받아왔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의회정부를 가진 연방국가이다. 10개의 주정부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주요
권한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운송․통신 등 몇몇 산업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정치적 구조는 강한 지역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과 언어에 따라 두드러진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퀴벡주는 불어를 주로
사용하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계속 가지고 있다. 주들은(흔히 퀴벡주가 주도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시켜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저항하여 왔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州의 권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퀴벡주에 대한 일종의 권리보장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당 정부는 1982년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권리선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정부의 행위로부터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 이들 조항 중에는 결사․언론의 자유 및 국가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조항이
노사관계법 및 관행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新國家'로서,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이민을 받아 왔다. 가장 많이 이민을 보낸 나라는
영국이며, 1945년 이후에는 다른 구미 여러 나라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영연방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도 이민을 하였다. 이민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민을 하였으나,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 전통을 함께 가지고 왔다. 동시에 미국의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적 전통도 캐나다에 강력한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들은 의회정치제도 및
제3정파들의 수용과 결합되면서 확대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개인주의, 그리고 서유럽의 성숙된
산업국가의 집단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가치체계를 창출하여 왔다. 따라서 보수당 정부는 때때로
민간기업을 국유화하였고 NDP정권은 중소기업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자유당과 같이 연방을
장기간 집권한 정당조차도 보수적 경제정책과 진보적 경제정책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었다.
■ 노사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오랜 분열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극적이지는 않으나 착실한
성장을 해오고 있다. 1960년에는 조합원수가 비농피용자의 32.2%에 해당하는 140만명이었으나
1991년에는 36.5%에 해당하는 41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조합원수는 3개의 전국중앙조직과
다수의 비가맹조합에 분산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제1차산업, 건설, 운송, 제조업 및 공공부문이다.
캐나다의 노동조합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건설업과 운송업에서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직종별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이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산업별 조합주의가
제1차산업과 제조업부문에서 확산되었는데 민간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노동운동이 성장한 주요 근원은 공공부문이었다. 처음에는 공무원을 필두로,
다음에는 보건 및 교육부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전문직(특히 교사와 간호사)
종사자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단체를 결성하고 있었는데, 단체교섭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이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전환시켰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유자격 근로자는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하위관리직은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지만, 민간부문의 관리자는 사실상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 Ⅰ-4-2>는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여준다. 캐나다에는 약 280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규모는 조합원수 20명 이하에서부터 3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노동조합의 3분의 2는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중앙연합조직 중의 하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부문에 속하는 나머지 노동조합들은 전국조직에 가맹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
10개의 노동조합이 전조합원수의 42.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이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직업별 조합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정치적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를 신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조합들은
스스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NDP 및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주로 퀴벡주에 있는 몇몇 노동조합들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며,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현행의 경제체제를 비판한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는 차치하고 모든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은 단체교섭에 있다.
캐나다 노동운동의 행태에 역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쳐 온 독특한 하나

<표 Ⅰ-4-2> 캐나다의 노조조직률(1989)

의 특징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직의
대부분은 미국 노동조합의 일부로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제'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양국의 문화적․경제적 유대는 노동조합의 결속을 조장하였고, 한편으로는 미국 노동조합이
규모가 크고 일찍 발전하였기 때문에 캐나다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국제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국제노동조합은
캐나다지부를 면밀히 관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캐나다의 국내조합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간에는
국제연대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제노동조합 가맹조합원수 비율이 1966년에는
70%이상이었으나 1982년에는 45% 이하로 감소하였다.
국제노동조합이 캐나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계속되는 불만, 미국 노동계의 경제적
보호주의 지지, 캐나다 민족주의의 고양 등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개혁의 압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를 통해 캐나다의 일부 노동조합이 국제조합을 탈퇴하였고, 1985년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제노동조합이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캐나다지부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더욱
일반적인(그리고 성공적인) 변화는 캐나다인에 대해서 국제노동조합 안에서의 특별한 자치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제노동조합이 캐나다에 보수적 형태의 경제적
조합주의를 장려하고 정치적 참여를 배척하였으며, 전국중앙조직의 정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부문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또한 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연합조직은 캐나다노동회의(CLC)인데 여기에는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약 100개의 노동조합이 가맹해 있다. CLC는 전지역에 그리고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CLC는 캐나다 노동계를 위한 주요한 정치적 로비스트이지만
다른 나라의 중앙조직에 비해서는 약체이다. CLC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서독이나
스칸디나비아제국의 중앙조직과는 달리 산하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CLC의 정치적 역할은 노동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입법, 산업규제, 또는 인권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CLC가 통상 접촉하게 되는 연방정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국내정치에 있어 CLC는 공식적으로 NDP를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CLC는
각 주에 공인된 연합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가맹조합의 지부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노동조합 중의 몇몇 은 각 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캐나다 전국노동조합연맹(CNTU)은 전조합원의 약 5%를 대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 대부분은
퀴벡주의 근로자들이다. CNTU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종교적인 영어계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보수적인 불어계의 노동조합으로 가톨릭교회의 후원 아래 20세기 초에
결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에 퀴벡주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톨릭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점차 보수적인 주정부에 대항하는 데 있어 투쟁성 및 의욕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1949년에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사용자에 대항하여 불법파업을 실시한 이후
가톨릭노동조합은 이전의 보수주의를 버리고 퀴벡주의 급진적 사회개혁의 선봉에 나섰다.
1960년에 연맹은 현재의 이름을 채택하였고, 가톨릭교회와의 유대관계를 단절하였다. 그 이후
퀴벡의 노동운동에서는 이념경쟁이 풍미하게 되었으며 CNTU는 북미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정치지향적인 노동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CNTU는 퀴벡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좌익적인
정치노선을 채택하였다. CLC와는 달리 CNTU는 간부들에게 산하노동조합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현재의 정치적 노선, 그리고
퀴벡주의 커다란 공공부문으로 인하여 CNTU의 조합원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었다.
1982년에는 제3의 노동조합중앙조직이 결성되었다. 그 1년 전에 일단의 건설노동조합들이
캐나다지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려는 CLC의 압력에 반발하여 CLC를 이탈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조합주의 노선의 직업별조합 전통을 고수하고(제1편 제3장 참고) CLC지도부의
사회적․정치적 행동주의에 반대하였다. CLC의 투표방식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유리하였고,
건설노동조합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을 대표하는 불만을 가진 10개의
노동조합이 캐나다노동동맹(CFL)을 결성하였다. 이 새로운 조직은 곧 연방정부와 유대관계를
수립하였으나 비정치적인 조직이었다. CLC와 CFL 쌍방은 후자가 결성된 이후 공개적으로
적대관계를 표출하는 것을 피하고 있으나, 그들을 갈라놓고 있는 문제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대립의 가능성은 언제나 크다.
경영자
캐나다 경제에 있어서 외자소유 비율이 높다는 점이 전반적인 경영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체 제조업의 자산 중 20% 이상이 외국(주로 미국)
기업의 소유이다. 외자소유는 분명히 생산품종이나 주요 투자와 같은 많은 경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비캐나다계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소유자들은 캐나다에서 그들의 기업정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들 산업을
위하여 노사관계의 주류 속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 잘 확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직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기존의 노동조합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며,
운송․광산 또는 중공업에서와 같이 오랜 노동조합주의의 역사를 가진 산업에서는
노동조합주의가 경영환경의 정상적인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런 산업에서조차
사용자들은 새로운 공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 한다. 오히려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다른 단체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기본적 요소들을 옮겨 와서
이를 새로운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인정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경영측의 저항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캐나다 경영자들은 단체교섭에 제한적으로만 관여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부문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에 맞추거나 또는
온정주의와 위압적인 방법을 절충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노동조합이 취약한
부문의 소수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문의 근로환경 중에서 고충처리, QC제도, 협의기구
등과 같은 많은 형태를 모방하여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노동조합대체정책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대부분이 노사관계 직원을 專任으로 두고 있지만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드물다. 단체교섭은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이러한 직원들 중의 많은 수는 노사관계 이외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기업들은 노사관계
직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변호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파업의 실시 여부 또는 '최초
요구임금수준' 등과 같은 주요한 노사관계의 결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예컨대
사업장수준 이상에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캐나다의 경영자들은 노동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정부나 단기적 전략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러한 유형이 변화하였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많은
경영자들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근로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그리고 노사협조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시도들 중의 많은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다른 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다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들의 지속적인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관행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영자 조직은 지역마다 다르다. 여러 조직이 정부나 대중들에게 경영측의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나,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조직은 없다. 대부분의 노사관계법이 주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 교섭구조를 가진 산업은 거의 없다. 퀴벡주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사용자단체에 의한 교섭이
장려되어 왔는데 이들 사용자단체는 보통은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들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일노조와의 단일공장교섭이 지배적이며 예외적으로 건설업, 항만하역,
트럭운수업과 같이 소규모 기업이 많은 산업에서는 복수사용자교섭이 일반적이다.
정부
캐나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규제는 자율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아주 특수하다. 각주와 연방정부는
각기 관할지역의 산업에 대해 노사관계와 고용기준을 정한 적어도 한 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주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별도의 노사관계법을 가지고 있다. 고용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임금, 휴가 및 휴일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법이 대다수 사용자를 선도하여 왔다. 상세한 부분은 상당히 다르지만, 노사관계법은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와그너법)의 많은 특징과 노동쟁의를 조정에 의존하는 캐나다의 오래된
양식을 결합한 것이다. 각 법률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권리, 즉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집단을 위한 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이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한다. 사용자는 인정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야
한다. 법률이 절차상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에 준하는
노사관계위원회가 이 절차를 감독하고 법령을 집행한다.
노사관계 입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현저하며 또한 확대되고 있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랫동안 캐나다법은 단체협약기간 동안의 쟁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각 협약에 고충처리 및 계약기간중의 쟁의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법령에서 당사자들이 기술변화에 대하여 교섭할 것과
경영자측이 노동조합 보장조항을 허용할 것을 추가 규정하고 있다. 연방노동법 및 몇몇
주법에서는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방과 10개 주 가운데 8개 주에 각기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이
법률들은 통상 정부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때로는 교사나 병원 근로자 같은 준정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률들은 두 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노사관계법을 모방한
것이다. 교섭의 범위는 이전의 공무원인사관행 및 보다 광범위한 공공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제한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한 일부 공무원의 쟁의권은 제한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관이
이러한 제한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만 제한의 다른 일반적 유형은 없다. 쟁의권이
없는 근로자는 강제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통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중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래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은 캐나다 노사관계의 제도화된 특징의 하나였으나,
1982년과 1983년에는 교섭의 수행과 결과가 제한을 받았다. 여러 관할지역의 주정부들은
지출규모를 축소하여 장기간의 불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정치적으로 수용될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인원과 보수를 삭감하는 것이었다(적어도 실질적으로). 많은 주정부들이 단체교섭을
통하지 않고 立法을 통해 이러한 삭감을 행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거의 교섭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87년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단체교섭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철폐되었다. 다만

지출제한정책은 유지되었다. 1991년 초에 연방정부와 5개의 주정부는 다시 극심한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임금상승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과 노동측의 투쟁성 감퇴 및 타결임금 인상률의 하락으로 이러한 정책들의
실제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 노사관계의 과정
캐나다 노사관계의 주요한 공식적인 과정은 단체교섭이며 이는 파업 능력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의 힘에 근거하는 것이다. 노사협의는 산발적으로 행해지는데, 안전문제와 같은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는 활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작업장에서의 생산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에 속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다른 정식 제도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익분쟁의 중재는 주로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단체교섭
캐나다의 단체교섭은 분권화된 기초 위에서 행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교섭단위는 단일사업장 대
단일노조이며 복수사업장 대 단일노조가 그 다음이다. 전체적으로 전사업장의 약 90%,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두 범주에 속한다. 기업 전체를 포괄하는 교섭은 철도, 항공, 병원 등과
같은 연방관할의 경우에만 일반적이다. 주의 입법과 관행이 중시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교섭단위의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와 같은 산업은 지리적인 집중 또는
당사자들의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단위나 여러 주에 걸친 교섭단위가 형성되었다.
노동조합의 투쟁성향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1970년대에는 특히 건설업분야의 사용자단체가
확대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노동조합의 압력이 진정됨에 따라 다시 축소되었다.
분권화된 교섭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교섭에 있어 전국적
패턴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 지역이 한두 개의 기간산업이 통상적으로 지방의 교섭에 영향을
미친다. 온테리오주나 퀴벡주와 같이 큰 주에서는 철강이나 자동차 등의 중공업의 교섭패턴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교섭의 결과로 상세하고 복잡한 단체협약이 작성된다. 협약의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며 전형적인 교섭항목으로는 임금, 노동조합보장, 근로시간, 휴가, 휴일, 해고조항 및 각종
부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고충처리 절차는 법률상의 요건이며, 언제나 구속력을 가진 중재를 통해
결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보조협약으로 특수한 상황이나 작업분야에 대한 취업규칙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선임권 규정은 거의 모든 단체협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해고,
승진 또는 배치전환에 있어 근속기간이나 능력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 보다 세밀하게 노사의 행동을 규제한다. 협의되는 취업규칙이 아주
많고 또한 많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권리중재가 빈번하며 법률만능주의적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에서 엄밀한 명문계약이 널리 강조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단체교섭의 또 하나의 결과는 캐나다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특징인 조업중단이다.
전반적으로 캐나다는 4개 基幹産業에 있어,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어떤 산업국가보다
노동쟁의로 인해 더 많은 노동손실일수를 기록하고 있다(부록 참조). 실제 증명된 적을 없지만,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캐나다 사회의 다른 측면의 분쟁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쟁의수준은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20세기 초에 일련의 쟁의가 발생하였고,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세 번째는 1930년대 후반에, 그리고 네 번째는 1970년대에 쟁의가
있었다(표 Ⅰ-4-3 참조). 국제기준에 따르면, 캐나다 노동쟁의의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은 쟁의의
지속기간과 몇 건의 쟁의에 노동시간손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쟁의참가자수는 중간
이하(매년 조합원수의 7∼12%)이며, 쟁의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평균적으로 쟁의당
350∼450명). 가장 규모가 큰 5∼6개의 쟁의가 전체 손실시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평균쟁의지속기간은 10∼20일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완전히 설명된 적은 없으나 이것은 아마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또는 인터내셔널 닉켈(International Nickel)과 같은 대기업이

존재하고, 또 대규모 국제조합에서 모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치지 않는 각
개별사업장단위에서 파업을 행한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Ⅰ-4-3> 캐나다의 노동쟁의행위 추이

調整은 캐나다 단체교섭의 오랜 일반적 특징으로서 현재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tripartite board)가 임명되어 쟁의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명의 조정자가 조정기능만을 가지고 보조서를 제출할 권한은
갖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할지역에서는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쟁의의 전제조건이다.
강제적 요소는 감소되어 왔으나, 모든 단체협약의 절반 이상이 여러 형태의 제3자 중재로
체결되었다.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이익분쟁에 대한 강제중재는 드물다. 그러나 공공부문 또는
중요서비스부문의 쟁의에 있어서는 특정쟁의를 종결시키기 위한 특별입법이 적지 않다.
職場復歸法(back-to-work laws)은 노동운동계의 극심한 반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사관계의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이익분쟁에 대한 중재가 일반적이다.
중재자는 통상 특별한 기준에 근거하여 법관, 변호사, 학자들 중에서 선출된다. 심리는 복잡한
경제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행해진다. 단체교섭이 공공부문에서 처음 행해졌을 때
강제중재가 단체교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1970년대의 경험은, 중재를 이용함에
따라 협약에 의한 해결사례는 감소하지만 단체교섭과 강제중재는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현재와 미래의 중요문제
대부분의 관찰자들이 캐나다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는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시간이다. 1982년에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자 쟁의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쟁의참가자수는 이보다 훨씬 적게 감소하였다. 손실시간과 쟁의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쟁의에 대한 일반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쟁의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처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분산된 교섭구조가 쟁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산의 원인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정치에 있다. 주정부들은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사실상 반대하여 왔으며, 국정 의제상 가장 중요한 퀴벡주
분리문제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경제문제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제약을 받아
왔다. 사용자들은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더 선호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세계 경제의 변화는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 아주 다른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소비지역이며 제조업지역인 온테리오와 퀴벡 그리고 동부지역의 주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반면에 에너지 생산지역이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서부지역은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1980년대 초의 불황은 이러한 패턴을 역전시켰으며 온테리오는 국가의 경제회복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부족하였다. 노․사․정은 모두 지역․경제․정치 그리고 언어에 따라 분할되어 있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분할은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안정에 대처하려 하였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노사협의의 권장이다. 1970년대에 서유럽에서 시행된 三者協議制度(tripartite system)를
확립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중 어느 것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연방정부는 50인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잉여인원 해고의 필요성을
제거하거나 개인에 대한 해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계획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원의 절반은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다. 위원회의 내분은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몇 개 주에서는 사용자들이 안전․건강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영향이나 확장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을 공표하는 역할만
하는 북미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기존 노조와 비노조 사이에 집단대표제에 관한
큰 차이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운동계는 계속 이러한 입법이 그들의 독점적 대표권을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위원회의 대부분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 연방노동성은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노조합동
조직은 적극적인 인사정책, 해외시장의 개발(또는 유지), 잉여인원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 제1차 금속 생산, 임산품 등와 같은 산업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이제 막 생겼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노사관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에 대처하는 두 번째 유형은 노동조합이 힘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한 州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운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였고 다른 두
개의 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였다. 1979년 이후의 영국에서처럼 이러한 관할지역의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보다 반노동자적인 입법을 더 원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
불안정에 대처하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헌법상의 보호

1982년 신캐나다헌법의 일부로 공포된 권리선언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1867년의 영국 의회법에 따라 캐나다의 정부구조가 확립되었으며, 캐나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不文法의 영국의 전통 및 의회지상주의에 의존하여 왔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조문이 많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선언 속에
포함되어 버렸다. 따라서 그 영향은 법원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심리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권리에는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연령․성별
그리고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법원이 권리선언의 보호내용 중
일부를 노사관계에 적용시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신의 피용자들에게 교섭의 범위와
쟁의권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조합 결성운동이 벌어질 때 사용자끼리의 정보교환도 언론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의 반조합운동 수단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권리선언하에서 내려진
법원판결들이 기존의 노사관계관행을 뒤엎지는 않았다.
권리선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러한 또는 다른 문제들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노동법 및 당사자의 관행 속에 확립되어 온 일부 오래된 정책에 대한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할
캐나다의 많은 노동조합과 조합지도자들이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은
자체의 정치적 역할을 규정할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CLC는 NDP를 지지하고 있으나 양자의
동맹관계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NDP는 일반투표의 득표율 및 의석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CLC는 그 집권을 반대했던 정부여당을 상대로 타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긴장관계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 NDP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직원의 파견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이
NDP에 대규모 표밭을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로 NDP가 주에서 집권할 때도 NDP는
영국이나 호주식의 '노동'당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CLC가 NDP에 대해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입장과 어느 정당의
정권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로비스트로서 보다 독자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동요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정치적 지지를 피하고 있으며, CFL은 전적으로 비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상황이 NDP에 대해 보다 유리하다. 1992년에 NDP는 3개의 주정부를 지배하였고 이들 각
관할지역에서는 노동조합측에 유리한 입법상의 변화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非NDP 주에서도 확산되어져 왔으며, 이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노동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NDP의 창설자들은 영국 노동당을 모델로 삼았지만, 전국적으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의회정치제도에서는 제한적인 관련성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행동하는 미국식 전통이 캐나다에도 뿌리를 내렸다. NDP는 최근의 지역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5년 이상 집권하는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향후에도 효과적인 정치적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결론
캐나다인의 생활에서 노사관계가 주요관심사가 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권한의 분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 미국 및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성과 등과 같은 국가의 중심적인 관심사 속에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각 문제들의 결과는 20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불확실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는 하겠지만, 미래의 노사관계제도의 방향은 캐나다인들의 생활
속에서의 광범위한 추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정책상의 결정,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신헌법 등으로 인하여 캐나다 노사관계의 높은 가변성과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李 泰 憲)
캐나다의 노사관계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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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사관계

Edward Davis and Russell Lansbury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밀도도 낮다. 호주의 인구는 1,700만 명이며 GDP는 2,980억 달러이다. 이 나라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정도로 서비스부문이 지배적으로 발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체 민간부문 취업자
840만 명 중 69%가 서비스부문에, 25%가 제조업부문에, 그리고 6% 미만이 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다.(부록 참조). 그러나 호주 경제는 여전히 원료품과 농산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수출의 46%를 차지하였다(Gregory, 1991).
1980년대 중반의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감소로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1992년에는 실업률이 10%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 2.6%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89∼90년에 8.0%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경제정책과 1990∼91년의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1990∼9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3%로 하락하였고 1992∼93년까지는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불만이 표출되었지만, 임금상승률과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양자 모두 지난 10년간 감소하였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3개의 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1983년부터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차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 정부이다.
연방의회는 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중심체로 남아 있지만 호주의
행정부와 입법부 또한 6개의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특히 중요하다.
■ 법적․정치적․경제적 환경
호주는 1901년에 건국되었다. 이전의 식민정부가 호주의 연방수립에 동의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연방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연방헌법(1901)에서, 연방정부는 '어떤 한 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분쟁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조정과 중재'에 관해서만 노사관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Section 51,
par.35).
당초, 사용자측은 조정중재법(1904)에 따라 설립된 연방조정중재법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법원이 사용자들에게 동법에 따라 등록한 노동조합을 승인하도록 하게 하고,
또한 이들 조합이 한 산업내의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강제조정에 대한 발상에 반대해 왔지만 1890년대의 파업에서 몇
번의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 후 그들은 입장을 바꾸었다. 1904년의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교섭하기를 꺼린다 하더라도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법원이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재정결정을 내리면 이 규정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곧 이러한 중재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대체로 이 제도를 지지하게 되었다(Macintyre and Mitchell,
1989 참조). 주와 연방수준에서의 조정․중재제도의 확립은 1890년대 이전의 호주를 특징지웠던
영국형 노사관계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었다.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영국의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는 현재의 호주의 노사관계제도가 확립된
19세기에 수입된 주요 내용이 영국법과 영국류의 조합주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중재제도는 연방과 주의 노동법원을 모두 포함한다. 1956년까지는 연방조정중재법원이 중재와
사법적 기능 양자 모두를 수행해 왔었다. 그 이후에는 연방법원의 산업부가 법률의 사법규정의
집행을 담당하고 한편으로 호주노사관계위원회(AIRC, 이하에서는 위원회로 약칭)가 현재처럼
비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裁定은 모든
다른 법원에 대해서 패턴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한 州의 범위를 넘는 분규에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대부분의 중요사례는 이 요건에 부합되며 또한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쟁의 어느 쪽 당사자도 위원회에 안건을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公共의
利益'에 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점차 확대되었다.
어떤 주들은 위원회의 지배권이 연방수준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여 왔지만 어떤
주들은 이에 호의적이다.
1988년에 노동당 정부는 조정중재법(1904)을 노사관계법(1988)으로 대체하였다. 신법은 여러
측면의 접근방법에서 구법과 유사하다. 이 법에서, 모든 연방노동조합은 법원을 이용하고 동법

아래에서의 완전한 법인의 지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산업등록관으로 대표되는)중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대기업과 사용자단체에도 요구되지만 노동조합측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등록이 노동조합 보장을 위한 조건들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편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분쟁을 감소시키는데는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두를 억제하고 쇠퇴한 주요산업의 노동조합을
온존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1988년의 법률은 노동조합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조합이면서 조합원수가 최소 1,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의도는 더 이상
소규모의 직업별 조합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조합원수가 1,000명 미만인 기존의
노동조합은 등록관에게 그들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所請을 하여 특수한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1990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연방노동조합의 최소규모를 10,000명으로 확대시키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 과감한 제안에 대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다. 실제 호주산업연맹(CAI)은 ILO에
이 제안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위배하고 또한 경제적 이유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1991년부터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소규모
노동조합들은 1993년 3월까지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소규모 노동조합들이 그들의
계속적인 등록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연방 결성 이후 대체로 보수정당들이 연방정부를 지배해 왔다. 노동당 정부는 그들의 단속적인
연방집권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운용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보수당보다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보다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은 일단 정권을잡으면
보호주의적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높은 관세장벽의 이면에 숨겨진 국내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위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부문이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호주 경제의 구조적․기술적 변화의 동시적 진행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억제하지는 못하였다.
원래 관세정책은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호주 경제를 차단시키고 증가하는 노동력에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에 따라 임금이 생산성 및 시장력보다는 사회적 관점이나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보호를 받는 많은 산업들은 무제한적
경쟁에 따른 한풍을 예상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집요한 로비를 하였다.
Whitlam 노동당 정부(1972∼75)가 일거에 관세를 25% 인하한 것은 실업수준, 특히 해외로부터의
경쟁에 취약한 산업의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호주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1983년 이래 연방노동당 정부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느 범위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급속한 보호장벽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보다
선택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노사관계는 호주 경제의 혼합적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대기업에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간의
근로자분포가 매우 불균등하다. 광범위한 호주 '사업장 노사관계조사'에 따르면 각기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상위 1%의 대규모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24%를 고용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 즉 전체 사업장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5∼19인 규모의 사업장들은 전체
근로자의 23%를 고용하고 있다(Callus et al., 1991 : 19). 노동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전체 노동력의 약 4분의 1을 고용하고 있으며, 실제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주요 당사자
사용자단체
호주 노동조합의 조기성장은 사용자단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용자단체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수많은 사용자단체에 비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 역할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Plowman, 1989).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소규모이면서 단일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어느 특정 州의 모든 사용자를 망라하는
대조직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복잡성이 매우 다양하다.
1977년에 단일의 전국사용자단체로서 호주산업연맹(CAI)은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가
결성된 지 거의 50년 후에 설립되었다. 1983년에는 대기업 사용자 그룹이 호주경영협의회(BCA)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수가 많고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에 대한 CAI의 서비스능력에
대기업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결과이다. BCA의 회원은 각 회원사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되며,
노사관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BCA에 높은 권위와 중요한 권한을 부여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CAI로부터 몇 번의 중요한 이탈이 있었는데 금속산업연합(MTIA(1987))과
호주제조업자회의소(ACM(1989)) 같은 대규모의 회원조직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 반향의
하나로 사용자들은 전국임금케이스(National Wage Case)의 청문회 같은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왔다. 1992년에 CAI는 보다 통일된 입장을 제시하려는 시도와 아울러,
호주상공회의소(ACCI)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호주상공회의소(ACC)와 통합함으로써
이전의 회원조직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노동조합들은 근년에 호주노동조합평의회의
우산 아래 대체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조합
금세기 초에 중재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급속한 성장이 촉진되었다.
1921년까지 호주 전체 노동력의 약 절반이 조직화되었다. 조직률은 변동해 왔는데 1930년대 초의
불황기에는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40년대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1953년에는 65%의 정점에 달하였다. 호주 통계국이 실시한 노동력조사는 1970년대중반 이후
조직률이 급속히 하락해 왔음을 보여준다. 1976년에는 전체 피용자의 51%가 조직되어
있었다(남자 56% ; 여자 43%). 그러나 1990년까지 조직률은 41%(남자 45% ; 여자 35%)로
하락하였다(호주 통계국, 1990).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는 제조업 고용의 상대적 감소, 노동조합에 대한 방어책, 보다
조직화가 빈약한 서비스부문(취업자의 약 68%)의 강한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역시 조직화가
빈약한 파트타임 및 임시고용의 상당한 성장도 부차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조직률의 급속한
하락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후술 참조). 전형적인 호주
노동조합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이지만 50명 미만에서부터 20만명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상당히 다양하다. 호주의 노동조합 중 34개 정도는 3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노동조합원수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주의는
처음에 직종별 조합을 기초로 발달하였지만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일반 및 산업별 조합이 보다
일반화되었다. 호주 노동조합의 기본조직단위는 지부인데 주의 전역 또는 주 내의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 공장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의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shop steward) 조직이 생산직 및 사무직부문 양자 모두에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Peetz, 1990 참조).
그렇지만 호주의 조합주의는 사업장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수준에서의 교섭보다는 중재제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Lansbury and Macdonald, 1992 참조). 호주 '사업장 노사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 중 조합원이 있는 곳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Callus., 1991 :
48∼53). 그러나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0%까지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Callus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존재하느냐, 또는 조직화된 사업장의 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으로써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영향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조직화된
사업장의 3분의 2는 한 명 이상의 대표자가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1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가 전혀 없다. Callus 등은 '적극적인' 사업장 노동조합주의와 '소극적인' 사업장
노동조합주의로 구별하였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취약성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위의 조사에서는 사업장의 26%만이 '적극적인'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조합에서는

대표자가 조합원 모집 이외의 활동에 주당 한 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또한 노동조합위원회나
정규적인 조합원회의의 형태로 활동하였다.
생산직근로자 및 비생산직근로자 노동조합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주요 연합조직은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이다. 이것은 1927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약 125개의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노동조합원의 95% 정도를 관할하고 있다. ACTU는 이전에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을 대표하던 두 개의 다른 연합체와 합병한 후 크게 확대되었다.
호주봉급․전문직조합평의회(ACSPA)는 1979년에 ACTU에 가입하였고
호주정부직원조직평의회(CAGEO)는 그 뒤를 이어 1981년에 가입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통하여 ACTU의 각종 회의에서 집행부의 권고가 부결되지 않고 회원들에 의해 대부분
승인되었다는 것은 ACTU가 그 가입회원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Davis, 1992 참조). ACTU의 임원들은 또한 노사관계위원회에 노동조합들의 안건을
제소하는 경우와 중요한 노동쟁의의 처리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현재 호주에는 오직 하나의 주요 중앙노조연합체가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서유럽국가들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각 주에서는
조합노동협의회(Trade and Labor Council)도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합노동협의회는 형식상으로는 ACTU의 지부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협의회가 ACTU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독자성을 발휘한다.
1990년대 초까지 호주의 노동조합들은 특별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ACTU는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였으며 연방입법이 이에 박차를
가하였다. 목표는 노동조합들을 20개 정도의 산업별 또는 직업별 조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1991년 ACTU의 위원장은 수십 건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노동조합들의 목표는
조합원들에 대한 봉사 그리고 사업자 교섭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보다 규모가
크고 재원이 풍부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정부
호주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재정․금융 및 기타의 정책도구들을 사용해 왔다.
연방정부는 또한 노사관계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헌법해석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모순과 불안정이 생겨나고 노사관계위원회의 권한이 때로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상원이 하원에 의해 제안된 의안을 재심의․수정하고 부결시키는 권한을 갖는
양원제도의 존재는 상원에서 연방정부가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자주 있어 왔다. 입법권한, 특히 가격 및 소득에 대한
입법권한의 결여는 모두 정치적 신조를 가진 연방정부를 좌절시켜 왔다. Fraser의 자유-국민당
정부(1975∼83) 시기에는 연방정부와 노사관계위원회 사이에 때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Fraser 정부는 노사관계위원회의 임금조정에 대한 결정이 정부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노사관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한 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공평,
양심 그리고 사안의 실제적인 시비곡직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라고
대응하였다(Isaac, 1977 : 22 참조).
1972∼75년의 Whitlam 노동당 정부는 정부 근로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신장되는 것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1975년 Malcolm
Fraser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집권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민간부문의
근로조건에 비해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재량에 따라
근로자들을 일시해고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또 하나의 조치는
공공부문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조합원 급여로부터 공제하는 제도를
중지시킨 것이었다. 1983년 이후의 노동당 정부는 노동조합이 전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제규정들을 폐지하고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공제하는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선도자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보수는 점차 불균등해지게 되었다.
지난 10여년간은 연방노동당 정부의 고위각료들과 노동조합 고위간부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이 노사관계의 한 특징이었다. 이것은 1983∼91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의
수상이었던 Bob Hawke가 ACTU의 전 위원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동기간 동안의 노사관계 각료 세
명 중 두 명이 ACTU의 전직 간부였었다는 요인들에 기인한다. 노동당 당수직에 도전하여
성공하고 1991년 12월에 수상이 된 Paul Keating 역시 ACTU와의 유대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ACTU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만약 노동당이 정권을
잃고 자유-국민당 연합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준에서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퇴할 것이다.
■ 노사관계의 과정
聯邦裁定이 州의 裁定에 우선하기는 하지만 주의 노사관계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주와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개혁주의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개혁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주노동법원의 長과 다른구성원을 연방노사관계위원회에 중복 임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통합된 전국노사관계제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호주의 중재제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강제적이다. 그 하나는, 일단 중재에 들어가면 분쟁의 양
당사자는 그들의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 강제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의 재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법원의 재정은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급여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중재제도의 형식적 규정과 실제적 운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직접교섭에 의해
이루어진 협약은 중재재정과 공존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협약이
노사관계위원회에 의해 인준을 받으면 이것은 '同意 裁定'으로 공표되며, 그리고 이러한 협약은
특정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기존협약을 보충할 수 있다.
60개의 주요 조합을 대상으로 한 Niland(1976)의 조사에 의하면 대상조합의 4분의 3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교섭 또는 단체교섭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0% 정도는
조정․중재제도의 틀 안에서만 교섭을 하고, 20%는 완전히 제도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
50%는 혼합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연방 및 주 수준 모두에서 직접교섭에 의한
협약의 상대적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Yerbury와 Isaac의 이전 연구(1971)를 뒷바딤하는
것이다. Yerbury와 Isaac은 '단체교섭과 유사한 독특한 혼합형'의 출현은 호주 노사관계의 지배적
특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에는 노사관계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범위
안에서 산업 및 기업단위 교섭을 보다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노사관계의 중심을 좀 더 분권화시키거나 또는 '관리된 분권주의'(managed
decentralism)를 촉진하도록 입안되었다(McDonald and Rimmer, 1987). 이 용어는
호주노사관계제도의 계속되는 혼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분쟁의 해결
강제중재제도가 도입된 주요 동기의 하나는 쟁의행위가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중재제도에서 규정되는 '법의 규칙'이 '야만적 수단'인 쟁의행위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다.
오랫동안 조정중재법에는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된다고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1930년에 삭제되었지만 호주 근로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초래된 손실 때문에 해고나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호주의 노사관계제도를 미국식의 단체교섭 형태로 개혁할 것을 주장한 사람들 중의
일부가 호주 근로자들에게 '쟁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해 버렸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목거리다.
법원에 의해 드물게 사용되는 또 다른 제재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행동한 노동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등록취소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위협효과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1986년에 등록이 취소된
건설근로자연맹(Builders Labourers' Federation)에 대해서는 이 위협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신속하게 다른 조합들에 의해 흡수되었으며 한때 강력하였던
조합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강제중재의 주요 효과의 하나로서 쟁의기간은 단축된 반면 쟁의의 빈도는 증가하였다.
쟁의통계의 국제비교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제1부 제11장 및 부록 참조) 호주의
경험은 확연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호주가 근로자 1,000명당 쟁의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OECD에 가맹한 20개국에 대한 Creigh-Mekeham(1982)에
의하면 1970∼79년 사이에 호주의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연평균 675일로 6위를
차지하였다. 호주보다 파업성향이 높은 5개국은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이었으며 호주 바로 다음이 영국과 미국이었다. 매년 호주보다 훨씬 적은 1,000명당
쟁의일수를 기록한 일본, 독일, 스웨덴 등과 비교하여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형태의
노사관계가 만연하였다. 1983년 이후로는 연방노동당 정부가 보다 평화로운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왔다. 1978∼82년과 비교하여 1982∼87년 사이에는 호주의 노동쟁의 기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1980년대에는 쟁의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일수가
반감되었다. 1982년말 이후로는 연간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가 300일을 넘는 해가
없었으며 보통 200∼250일 사이였다(호주 통계국, 1990). Beggs-Chapman(1987)은 이와 같이
노동쟁의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에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가
부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호주 노동당과 호주노동조합평의회의 사회적 합의(ALP-ACTU Accord,
후술 참조) 역시 부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호주 '사업장 노사관계조사'는 호주의 사업장들이 노사갈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통상적인
인상을 한결 불식시켰다. 이 조사는 근로자 4명 이상의 사업장 중 약 4분의 3이 어떠한 형태의
노동쟁의도 겪지 않았음을 밝혔다(Callus et al., 1991). 이 조사결과를 발간하면서 노사관계장관인
Peter Cook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조사(1988∼89)의 전년도에는 12%의 사업장만이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쟁의를 겪었다. 그리고
이들 쟁의는 본래적인 쟁의행위를 포함하여 정보회의 등의 작업중단 회합들이 대부분이었다. 더
나아가, 경영자나 노동조합대표 어느 쪽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노사관계는 대체로 상당히
조화로운 것으로 보인다(Cook, 1991 : 4)."
호주경영협의회(BCA)는 덜 낙관적이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BCA회원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노동연구소는 이 조사가 행해진 1988년 이전 12개월 동안 사업장들 중의 3분의 2는 하루
미만의 쟁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50%는 하루 이상의 쟁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CA회원 기업들의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업장보다는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파업 외에도 노동쟁의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도적인 과실사고, 고의결근,
노동이동, 준법근로, 금지와 제한 등이 포함된다(Hyman, 1989 참조). 이러한 형태의 쟁의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비교자료가 훨씬 적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금지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금지는 '특정일에 착수하는 것,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것,
또는 특정인과 일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들의 조직적 거부'로 정의된다(Sheehan and Worland, 1986 :
21). 금지를 옹호하는 논거 중의 하나는 '금지는 급여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Frenkel, 1990 : 14).
'소리없는 파업'(silent strike)이라는 용어는 노동이동, 결근, 사보타지 등과 같은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호주 '사업장 노사관계조사'는 자발적 노동이동률(해고, 퇴직, 인원삭감은
제외)이 19%이고 평균적으로 근로자의 4.5%가 매일 결근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파업으로
인한 결근율이 약 0.23%라는 것과 비교된다. 호주자동차산업협의회는 노동이동과 결근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한 대당 공장도 가격을 약 850 호주달러 정도 증가시킨다고
추정하였다(자동차산업협의회, 1990 : 1). 이러한 통계는 파업과 그 비용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금결정
중재제도는 임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헌법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요 임금문제에 대한 연방노사관계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전신인 조정중재법원은 1907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기본임금'(basic wage)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문명사회에 거주하는 인간으로서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기본임금은 소득원이 한 사람인 5인 가족이
최저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미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받아들여졌다. 1920년대에는 주로 금속, 기능직에서의 역사적인 격차를 기반으로 하여 기능에
따른 임금격차(margin)의 관행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국임금케이스(National Wage Case)에서 '기본임금' 및 '격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임금과 격차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주 공개적인 관행으로서
주기적으로 통상 1년에 한 번 전국임금결정(National Wage Decision)이 이루어진다. 사용자,
노동조합(ACTU를 통해), 정부(연방 및 주 수준에서)는 각각 노사관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노사관계위원회가 나중에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호주 전국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화를 결정한다. 1967년에 노사관계위원회는 '전면' 裁定을 행하기 위해서
기본임금과 격차제도를 중단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위원회는 어떤 근로자의 표준근로주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전국최저임금 개념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초에 위원회는 다른 산업들간의 裁定賃金의 상대적 구조를 조정하고 裁定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재정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급여를
획득하고자 사용자와 직접교섭을 함으로써 1973∼74년에는 전국임금케이스에서 결정된
임금인상이 전체임금인상에서 점하는 비율이 약 20%로 감소하였다(Howard, 1977). 이에 따라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이 주력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교섭결과는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되었다(Isaac, 1977 : 14).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직면한 노동당 정부는 위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Lansbury, 1978). 1974년에 연방정부와 ACTU는
위원회에 물가상승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임금에 대한 자동생계비조정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예 : 완전물가연동제). 비노동당 주정부들과 민간 사용자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반대하였다.
1975년에 위원회는 새로운 임금결정방식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아래에서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임금인상이 허용되지 않는다(Yerbury, 1980).
그러나 1975년 12월에 새로 집권한 Malcolm Fraser 보수당 정부는 경제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완전물가연동제에 반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이 위원회의
물가연동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75년부터 1981년 사이에는
완전물가연동제보다는 부분물가연동제가 기준이 되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인상은 항상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보다 낮았다. 1981년에 위원회는
물가연동임금제도를 포기하였다(Dabscheck, 1989). 다음에는 1974년의 단체교섭과 유사한 일련의
직접교섭이 행해졌다. 그 결과 일부에서 매우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다른
부문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그 후 프레이저 정부는 연방공공서비스부문의 '임금동결'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 사회적 합의

1983년 Hawke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위원회는 임금결정에 있어서 다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노동당과 ACTU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The Accord)에는 물가변동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중앙집중화된 임금결정으로의 회귀가
포함되었다(Lansbury, 1985). 1983년말 위원회는 물가연동임금제도를 재도입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 가운데는 각 노동조합이 물가연동임금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특별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많은 논평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그 이후 국가적으로 정해진 임금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밖에서 임금인상을 관철시키려던
노동조합들은 소외되었으며 그들의 운동은 대체로 실패하였다. 1986∼87년의
가스․배관공조합(PGEU)과 1989년의 호주항공조종사연맹(AFAP)의 극적인 예가 그 두드러진
예에 속한다. 사용자들은 빌딩지역에 대한 PGEU의 특정한 금지(ban)들을 해제시키기 위해 법적
수단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큰 타격을 초래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다시
중앙집중화된 임금결정의 테두리 안으로 복귀하였다. AFAP의 경우는 더욱 나쁘게 되었다.
정부와 항공사 사용자들의 반대로 AFAP는 그 조합원들을 위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들은 노동조합들이 전국임금가이드라인을
더욱 보편적으로 준수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본장의 말미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명의 연구자는 사회적합의가 1983∼89년
사이에 313천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Chapman and Gruen, 1990).
이것은 4%의 고용 증가와 2%의 실업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는 같은
기간 동안 1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중에서 약 5분의 1을 창출하였다. 그 주요 요인은 주목할
만한 실질임금의 억제였다. 실제로 필자들은 1983∼89년 사이에 실질임금이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동조합들이 실질임금의 저하를 역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CTU 간부들은 실질임금 저하의 영향은 고용증대(이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대), 세제개혁, 퇴직연금의 개선, 보다 풍부해진 다수의 사회복지 규정 등에 의해 충분히
상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생활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CTU는
노동조합대표들이 경제․산업․사회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합의는 예컨대 물가와 비임금소득의 처리, 과세, 그리고 노사관계입법,
사회보장,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교육, 보건, 호주 정부의 고용 등을 망라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책 세목'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합의는 여러번에 걸쳐
마크Ⅰ(MarkⅠ)∼마크Ⅵ(MarkⅥ)로 불리어지는 중대한 '조정'을 겪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가
경제․산업․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그 틀을 제공해 왔다.
사회적 합의의 여러 국면(MarkⅠ∼MarkⅥ)은 〔그림 Ⅰ-5-1〕에 요약되어 있다.
원래의 사회적 합의(나중에 MarkⅠ으로 알려짐)는 완전물가연동임금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시를 상정한 것이었다. 〔그림 Ⅰ-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1985년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National Wage Case Decision)은 완전물가연동임금제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명목임금과 다른 요인들의 조정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속하고도 거의 예상치 못한 호주달러의 교환가치 하락, 이에 동반된 인플레이션 자극,
외채의 급증, 그리고 이자율 상승과 같은 1985∼86년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정부는
완전물가연동임금제의 약속을 포기하였다. 그 이후 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훨씬 복잡하게 되었다.
〔그림 Ⅰ-5-1〕호주의 사회적 합의 추이(MarkⅠ∼MarkⅦ)

<표 Ⅰ-5-1> 호주의 임금 및 물가 추이

■ 위원회의 획기적 결정

1987∼89년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은 물가와 임금의 움직임 사이의 연계를 깨뜨렸다. 임금인상은
대부분 생산성과 업적을 향상시키는, 또는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수단에 연계되었다.
1987년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은 분할임금조정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2단계 결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것은 미국의 2단계 단체교섭 개념과는 전혀 다름). 단계에서는 먼저 전체 근로자에게
10달러가 지급되고 약 11개월 뒤에는 전반적으로 6달러가 추가지급되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4%까지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그들 산업 또는
사업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제한적인 근 및
경영관행의 개혁, 다기능화, 직무분류의 확대, 관할장벽의 축소, 裁定分類의 개편 등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1988년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이 결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구조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조건하에 3%(그리고 6개월 뒤 10달러)의 임금인상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게는 기능과 관련한 경력경로, 裁定관계사항, 유연성,
최저임금률, 그리고 '裁定規定이 노동력 구분과 맞지 않게 차별을 하는 경우'등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裁定 내용을 재검토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뒤섞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결정은 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위원회는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기업협약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 뒤에는 바로 1989년 전국임금케이스결정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개혁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2회로 분할된 임금인상을 허용하였다.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의 첫 번째
임금인상(또는 3%)은 裁定을 재편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하여 위원회가 면밀한 검토를 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의 임금인상은 진척상황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1987∼89년의 결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오랫동안 행해져 왔지만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널리 여겨졌던 문제들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0년 전국임금케이스에서 연방 및 주정부와 ACTU, 그리고 사용자그룹들은 기업교섭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덧붙여서 ACTU와 연방정부는 1990년 2월에
그들이 체결한 합의(사회적 합의 MarkⅥ로 알려짐)를 승인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
합의는 임금과 퇴직연금 인상이 중앙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산업 또는 기업수준에서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1991년 4월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이 기업교섭에 더 많이 의존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특히 천명하면서 정부와 ACTU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ACTU는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가입노조들에게 사용자와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획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뒤 지도적인 노조간부들과 정부 고위각료들이 위원회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대단히 혹독한 기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불황이라는 배경하에서 이에 역행하는
교섭은 어려웠으며 소수의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이 추구한 이익을 획득하였다. 위원회는 1991년
후반에 장래의 임금결정에 대한 제안을 청취하는 새로운 전국임금케이스를 개시하였다. 정부,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들은 다시 기업교섭에 더 의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1991년의 두
번째 결정에서 기업교섭을 더욱 권장하는 방향으로 임금결정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계속 '구조적 효율성'을 추구할 의무를 지며 그들의
협약은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임금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다. 보수당 연방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바뀔지도 모르지만 노동당은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교섭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 현재 및 향후과제
산업민주주의

1970년대 초에 두 개의 혁신적인 노동당 정부(Whitlam 수상의 연방정부와 Don Dunstan 주지사
남호주 주정부)의 영향하에 산업민주주의는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권
확대, 사업장에서의 공동자문위원회 설치,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산업민주주의의 주창자들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을 더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직무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ansbury, 1980
참조).
많은 사용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근, 낮은 근로의 질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줄이고 생산성향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의
권리가 신장되기를 희망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권한을 증대시키는 대표 및 참여계획에
대하여 ACTU를 통하여 찬성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또한 산업민주주의의 실행에 따른 성과를
배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계획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975∼83년간의 보수당 연방정부하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었다. 노동조합들은 점차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의 방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용자들에게는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표명해야 하는 압력이 줄어들었다(Davis
and Lansbury, 1986 참조).
1983년의 연방정부의 교체는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는 거시경제 및
사회정책의 의사결정에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전국 및 산업수준에서 3자위원회와 자문회를 설치하였다. 경제계획자문회
같은 것들은 정부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는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더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서는
'산업․기업․사업장수준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ALP-ACTU, 1983 : 9).
1980년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연방 및 주정부는 직업상 건강과 안전의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중요한 역할은 노동조합-경영자 공동직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이
위원회에는 관련정보, 사업장의 감독권,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변혁에 대한
협의를 받을 권한이 부여되었다. 많은 노사협약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근로자대표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생산공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직업상 건강과 안전문제에 근로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관할하는 힘 및
경영측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사업장마다 그 결과는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에서의 약속에 따라 Hawke 정부는 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오랜 문제인 근로자의
정보공유권과 기술혁신에 관한 협의권 문제에 대하여 ACTU를 지지하였다. 1984년 위원회의
'해고, 혁신 및 잉여근로자 해고결정'에서는 생산방법이나 조직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잉여인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늘리도록 하였다. 이 때 근무기간이 고려되는데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에게나 4주의 예고기간을 주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은 이 결정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은 이 결정이 비용을 상승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였다.
1986년에 정부는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참여에 대한 정책토론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현재 근로자 참여는 정부의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정부는 이것이 현재의 중대한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1986). 이 문서는 정부가 더 많은 근로자참여를 추진함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선택대안들을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 법률제정, 재정적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한 촉진책, 그리고
자원, 교육, 직업훈련, 정보에 대한 정부규정을 통한 촉진이라는 세 가지 대안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1980년대 후반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들은 근로자참여 및 협의의 확대에 대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들의 열정 표명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결정들은 또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참여 확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무하였다. 1987년의 결정은 효율성제고를 주장함과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채택하는 접근방법은 '협력과 협의'에 의존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전국임금케이스결정, 1987). 그리고 1988년의 결정에서 계속적인 구조개편은, '첫째는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국임금케이스결정, 1988).
한편 1989년의 결정에서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매일매일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협의절차'를 지원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전국임금케이스결정, 1989).

고용기회의 평등

1980년대에는 사업장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1961년에 여성은 노동력의
약 25%를 차지하였는데 1981년까지 그 비율이 37%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41.5%에
이르렀다(Eccles, 1982 ; Women and Work, 1990).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경향의 증가와 파트타임 근로의 급속한 성장으로 특징지워진다. 실제로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파트타임 노동력의 비율이 10%에서 20%로 갑절이나 늘어났다. 파트타임 근로는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성은 이 집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노동력의 성장에 수반하여 이들 여성노동력이 여러 산업이나 직종으로 더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소수의 산업과 직종에 격리되었다. 여성들은 도․소매업,
금융, 자산 및 사무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오락, 인사 등과 같은 산업에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직종별로도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사무․판매직과 개인서비스라는 두 부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과 직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여성의 평균소득이 남성의 소득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1989년말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의 정규시간의 소득은 같은 조건의 남성 소득의 83%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급여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동일임금에 관한 위원회의 1969년 및 1972년의 결정은 실제로는 동일임금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세찬 비판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ACTU와 여러 여성단체들이
여성지배적인 직종에서의 일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한 가지 대응은 1980년대 후반의 전국임금결정을 따라 임금률을 개정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단편적이어서 일부 유력한 여성단체는 그들의
상대적 지위를 상당히 개선시킨 반면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의 연방차별금지법(여성고용평등법)은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부문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이들 사용자들은 고용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8개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절차는 각각 바람직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황으로 보아 사용자들이
이의 준수에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Davis and Pratt, 1990).
1980년대에는 육아, 모성 및 부성 휴가, 고용평등과 차별철폐, 그리고 성적 희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 점점 더 주목을 끌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여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사문제로 다루어지는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1990년대에는
노동력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은 여성근로자들을 유치하고 또한
이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육아 및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의 개혁

1980년대 중반 이후 호주 노사관계의 구도를 변화시키려는 제안들은 세 가지의 경쟁적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제안은 중앙집중화된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급진적인
분권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제안은 중앙집중화된 틀 또는 '관리된 분권주의' 내에서의 분권화
확대를 주장하였다.
집권한 직후 Hawke 노동당 정부는 Hancock을 의장으로 하는 호주노사관계법령제도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보다 효율적인 노사관계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개혁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2년간의 조사 후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어떤 중요한 수정을 가하더라도 기존의 제도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연방법원을 두 개의 조직으로 분할하여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기존의
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호주노사관계위원회와 연방법원의 산업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법원이 그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노사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중앙집중화된 제도가
소득정책의 실시를 용이하게 한다는 확신이었다. 이것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려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위원회는 기존구조를 해체하고 예컨대

단체교섭에 더 의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실제로 이것은
'모험'으로 묘사되었다.
2년 뒤에는 ACTU의 「再建된 濠洲」(Australia Reconstructed)라는 보고서가 뒤따라 나왔다.
이것은 호주달러의 대외교환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 자체는 고위 노조간부들을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에 '사절단'으로
파견한 결과였다. 사절단은 거시경제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및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된 재정․금융․소득정책을 통합적으로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Hancock 보고서에 동조하여 이 보고서는 중앙집중화된 임금결정제도의 유지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또한 임금정책이 稅制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과 연계되어야
하며 생산성, 국제경쟁력,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임금결정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훈련과 기능향상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업을 기초로 한 단체교섭-더 나은 노동의 길」이라는 제목의 BCA보고서는 중앙집중화된
제도의 옹호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BCA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은 기업을 기초로
한 단체교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오던 것을 그만두고 고용인 관계라는 사고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자는 고용인 대 경영자의 이해관계의 상호 관련성과 개인주의 및 유연성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BCA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논평자들은 이 보고서가, 노사분규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경영측이 가장 잘 아는 '유니테리어니즘'(단일제)으로의 회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Dabscheck, 1990).
BCA는 회원사들의 공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또한 호주와 외국의 공장들을
선별하여 그 성과를 비교․대조하였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BCA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조사방법론과 결과의 해석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례연구의 방법론이
비과학적으로 보이며, 결과도 빈약하고 설득력이 없다"(Frenkel & Peetz, 1990)고 두 명의 연구자가
지적하였다.
주 수준에서는 New South Wales 주정부가 BCA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교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New South Wales의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綠書(Green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녹서에서 강조된 점은 사업장의 감독자들과 노동조합 대표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도록 노사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력의 중심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녹서의 권고 중에서 일부는 영향을 받는 모든 주요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나, 그
나머지 일부는 사용자들을, 그리고 노동조합을 동요케 하였으며 더욱이 일부 다른 권고는 New
South Wales 노사관계위원회를 자극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대한 노사분규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분규는 전형적으로 이전 협약의 만료시에 발생할 것이다(협약 유효기간중의 분규는
여전히 불법이 될 것임). 노동조합은 형벌을 높이는 권고와 기업 노동조합의 조직을 장려하는
권고에 반대하는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게다가 New South Wales 노사관계위원회의 의장은
주법원의 운영을 재편하자는 제안을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Fisher, 1990). 그 후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녹서의 권고들 중 많은 부분을 논란이 있는 노사관계법 속에 구현하였다(Lansbury, 1991
참조).
유력한 사용자조직인 금속산업연합은 노사관계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국임금케이스는 계속 경제문제와 노사관계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산업 또는 기업수준에서의 임금교섭을 위한 틀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교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폭 넓게 제공하면서 중앙집권화된
접근방법의 장점을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관리된 분권주의'(McDonald and Rimmer 1989 ;
Evans 1989)도 ACTU와 노동당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위원회는
1991년 10월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에서 권리분권주의 방침을 채택하였다.
1992년에는 연방노사관계법에 중요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노동당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좀
더 용이하게 사업장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기업협약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안하였다. 1993년말까지는 전체 사업장의 약 절반이 이러한 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에 아주 두드러졌던 전국임금케이스의 역할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더욱 분권화된 환경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소득정책에 전념할 것이다.
ACTU는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어떠한 임금인상도 호주의
물가상승률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같은 정도로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만약 임금압력이 이 수준 이상으로 물가를 상승시킨다면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분담금과 사회적 임금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는 위원회의 역할 감소와 기업교섭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노사관계제도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은 주요 당사자들의 특성과 전략의 변화 그리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의 구조변화를 포함하여 호주의 노사관계가 중요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혼란이 있었는데 아울러 높은 인플레이션 및 실업수준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 가지 진전도 있었다. 1949년에서 1983년 사이에 호주 노동당이 연방정권을 장악한
것은 단지 3년뿐이었다. 1983년의 승리 이후 노동당은 1980년대 내내 정권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노동당은 전례 없이 네 번째의 연임을 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은 1980년대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주요 사용자들의 최고협의회인
호주산업연맹(CAI)은 많은 주요 회원조직들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구성된 그리고
분명한 입장을 가진 사용자 압력집단인 호주경영협의회(BCA)의 출현은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갈라져 있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1980년대에 노동조합측에서는 ACTU의
우산 아래 미증유의 전략일치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연방 및 여러 주의 노동법원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주와 연방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법원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1987년의 전국임금케이스결정에 따라 법원들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임금인상을 효율성제고를 위한 수단들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위해 전통적인 임금결정방식을 버렸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호주의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는 미래의 방향에 대한 공통의 또는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특히 관세장벽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점점 더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시장에 직면하여 그들의 경제적 성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인력자원 운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에 더 초점을 두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성향상의 약속이 실현되는지를 보기 위해
기업협약의 결과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노동조합들 또한 빈약한 성과와 낮은 경쟁력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실업을 악화시켜 왔기 때문에 산업 및 기업의 성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작업장에서의 권리 등에 대한 반향을 도표로
그려가면서 기업교섭을 면밀히 바라볼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지위가 특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ACTU와 가입노조들은 노조운동의 개편에 분주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주의의
타당성을 인식시키려면 많은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들은 그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감소하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가
두려워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어느 쪽도 매력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 및 주정부들은 호주가 직면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문제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미시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념할 것이다. 연방수준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노사관계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국, 산업, 그리고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통합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역할축소를 추구할 것이다. 앞으로도 노사관계가 호주의 정치․경제적 논쟁의 중심부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李 泰 憲)
호주의 노사관계 연표

제6장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Claudio Pellegrini
이 章에서는 이탈리아의 노사관계를 경제적․역사적․정치적 배경하에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연합조직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각 수준에서의 단체교섭과 그 내용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최근의 쟁점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탈리아의 총인구는 5,800만 명이며 민간경제활동참가율은 60%에 불과한데
이것은 이 책에서 논의되는 어떤 국가보다도 낮은 참가율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의
공식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4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55% : 부표 2 참조).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이탈리아의 농업부문(9.0%)은 1959년의 최고 34%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농업부문에 비해서는 크다. 그리고 공업부문(32%)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특징은, 포착되지 않아서 과세가 되지 않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하경제,
즉 비공식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규모가 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GDP나 취업 및 실업의 실제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공식 GDP는 1조 890억 US달러이고 1인당 GDP는 19,000 US달러이다. 1973∼79년
사이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3.7%였고 같은 기간 동안 EEC의 연평균 성장률은 2.5%였다.
1979∼89년 사이에도 이탈리아는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동기간 동안 EEC 전체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한 데 비해 이탈리아는 2.5%를 기록하였다(OECD, 1991).
공식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실업률의 대폭적인 상승을
경험하였는데, 1971년에서 1991년 사이에 실업률은 5.5%에서 11% 이상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부표 5 참조). 그러나 남부지방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서 1989년에 북부 및
중부지방의 실업률은 7.4%를 기록한 데 비해서 남부지방의 실업률은 약 21.1%를 기록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반 이상은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는 젊은층이다(Accornero, 1989). 이탈리아에는
남북간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데 남부는 북부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수준이 낮다.
1987년의 경우, 남부는 국토의 41%와 인구의 36.3%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취업인구는
전체의 21.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단체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배경의 또 하나의 측면은 수출의 역할인데 1989년에는 수출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였다(OECD, 1991). 그러나 이탈리아는 석유를 수입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973년
이후의 석유가격과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들이 1960년대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해외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6%로 이 책에서 논의되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1985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44%의 물가상승이 있었는데 영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거래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투입노동단위당 산출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은 1981∼89년 사이에 연평균 3.9%
1)
증가하였는데 1982∼83년의 불황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평균증가율은 4.5%가 된다.
동기간(1981∼89)에 총실질노동비용은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그리고 총소득은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나 순소득은 재정장애(fiscal drag)로 인하여 0.3% 증가하는데 그쳤다(표 I-6-1).
1981년에 총노동비용의 61%였던 순소득이 1989년에는 54.2%에 머물렀다. 1983년의 경우 평균
실수령급여는 총소득의 약 80%였으며 이것은 이 책에서 검토된 9개 산업국가의 평균수준이다.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점점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1989년에는 GDP의 11.1%,
1990년에는 10.8%였는데 대부분이 이자지급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1990년에는 재정적자의
89.7%). 총누적 재정적자액은 1990년에 처음으로 GDP를 초과하였다(Economist Itelligence Unit,
1991). 적자는 부분적으로 복지급부 및 국가건강서비스의 비용증가와 증가하는 공공고용비용에
기인한다(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다. 우편, 전신전화, 철도, 항공운송, 그리고 전력 등과 같이
거래가 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꾸준히 저하되어 왔으며, 이것은 국제경쟁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영자들 사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표 II-6-1> 이탈리아 주요 노동지표 추이

이탈리아 경제구조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소규모 기업의 역할증대이다.
1971년에서 1981년 사이에 제조업부문에서 근로자수가 10∼49명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비율은 20%에서 26%로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였다.
경제구조의 분권화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였다. 사용자들은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는 노동조합이 더
강력하고 경직성이 나타나므로 이를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생산업체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공업지구로 알려진 통합제조체제가 여러 지역에 형성되었다(Pike et al., 1990). 이러한
지역에서는 생산의 여러 단계를 수행하는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특정생산물의 제조를 특화하고
있다. 이로 이하여 이들 지역은 대규모 기업의 경직성 없이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
준다. 2)공업지구는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유연생산공정에 아주 적합하다.
장인전통, 강한 가족유대,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다른 요인들이 이
3)
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제조공정의 높은 성과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정치적 배경
파시즘의 붕괴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 이탈리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당들이 등장했다
: 이탈리아 기독교민주당(DC), 가톨릭교 중심의 몰계급적인 온건정당 ; 혁명정당으로 결성되어
개혁지향정당으로서 또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이탈리아공산당(PCI) ;
이탈리아사회당(PSI), 사회민주주의 정당 ; 이탈리아자유당(PLI), 이탈리아공화당(PRI), 그리고
이탈리아사회민주당(PSDI) 같은 중도 소정당 ; 파시스트 전통의 계승자로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사회운동(Movimento Sociale Italiano : MSI) ; 그리고 더 최근에는 급진당, 녹색운동, 지방
동맹들과 같은 좌파 야당들이 발전하였다. 4)
1945년부터 1947년까지 PCI를 포함한 모든 반파시스트 정당들은 국민적 통일연립정부를
구성하였지만 1948년에는 냉전의 분위기 속에 DC가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PSI와 PCI는
정부에서 축출되었다. DC는 35%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 정권을 장악하였다.
1948년부터 1964년까지 정부는 DC와 중도 소정당의 聯政으로 구성되었고 1964년 이후에는 PSI도
연립정부에 가담하였다(Ginsborg, 1990).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체제의 운영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보수정당과 노동정당들의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제1야당인 PCI가
1948년까지 집권한 전쟁 직후의 국민적 통일정부 이후 한 번도 정권에 참여한 적이 없다. 2대정당
사이에 정권교체가 없는 원인은 공산당이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합하기에는
너무 좌익적(그 정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질에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PCI는 국가정권 경쟁에 적합한 정당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논자는 이러한 상황을
'폐쇄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또한 정치체제의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항상
정권을 장악해 온 DC는 정권에 대한 도전을 거의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그 행정은 점차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으로 되어 갔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사회합의나 사회계약(호주, 스웨덴, 영국에서와 같은)에 기초한 정부 대 노조
관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친노동자적인 주요 정당이 한
번도 정권을 잡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색을 달리하는 서로 경쟁적인
노동조합들의 존재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취약성이 합의사항의 시행과 사회적 합의의
일부인 정부의 약속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Regini, 1987 ; Golden, 1988).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할 것은 1976년부터 1979년에 걸쳐 PCI가 의회에서는 정부를 지지했지만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이었는데 그 이유는 1976년
선거에서 PCI가 승리한 후 PSI는 PCI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권에 참가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민적 연대시기는 1979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정치테러가 만연하였다). 그 이후 PCI는 지지를 상실하고 야당으로 복귀하였고 DC, PSI, 그리고
모든 중도정당들로 구성된 연합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81년 6월부터 1987년 4월까지
내각의 수반은 DC 출신이 아니라 1982년 11월까지는 PRI의 Giovanni Spadolini, 그 후는 PSI의
Bettino Craxi였다. 1987년에 내각의 수반 자리는 DC(Giovanni Goria, Ciraco De Mita, Giulio
Andreotti)로 되돌아갔으나 1992년에는 다시 PSI(Amato)로 복귀하였다. 정부가 연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간의 대립이나 주요 정당 내부의 분열은 흔히 정치적 위기, 신정부 구성, 또는
조기선거를 초래한다. 정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집권하고 있는 연립정부가 안정적임을 가장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취약성은 특히 인기가 없는 결정(예를 들면 정부지출의
삭감이나 탈세방지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한다.
정당들은 예컨대 선거절차의 개혁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정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체제도 개혁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가능성들도 논의가 되고 있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1년 이후 Achille Occhetto가 이끄는 PCI는 사회민주정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으며
1991년에는 이탈리아 좌파민주당(PDS)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 분열이 생겼으며 한
그룹이 공산주의 재건(Refondazione Comunista)이라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구성하였다.
■ 노사관계의 당사자
노사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이탈리아의 자본주의가 늦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1901년에는
근로자 1,000명 중 공업부문 취업자는 영국이 632명인 데 비해서 이탈리아는 238명에
불과했다(Barbadoro, 1973 :21). 두 번째, 이탈리아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약해서 30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1912년이고 여자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한 것은 1946년 파시즘
이후 최초의 자유총선거 때였다(유권자들은 군주제냐 아니면 공화제냐를 선택하여야 했고
신헌법을 입안하기 위한 제헌의회를 선출하여야 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에게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이 강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점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세 번째,
농업노동자단체가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인데, 이로부터 노동회의소(Camere del Lavoro)로
불려지는 지방의 지역조직들이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직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주의가 (영국보다 늦게) 금세기 초부터 등장하였고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여야 한다. 당시 제2 인터내셔널은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로 보았는데 그것은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이야말로 근로자를 통일시키는 데 가장
유리하며 또한 당시에 공업부문에서 핵심적 요소로 등장했던 대규모 제조공장의 근로자를
조직하는 데에도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1922년에서 1944년까지의 파시스트 통치는 기성의 모든 노동조합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러한
협조조합국가(Corporatist)의 경험은 그 이후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중앙집권화와 정부개입이라는 특징을 남겼지만 이것은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켰다.
1944년 이후 어떠한 노동조합 연합조직도 그 조직을 산업별로 편성하는 것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파시즘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가톨릭의 전통이다.
Jemolo(1963 :6)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이탈리아의 가톨릭교도는 근로자를 조직하는 일이나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일에는 전혀 열성이 없었다 ……부유한 계층과 가톨릭교회 사이에는 아주
오랫동안 합의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금세기 초부터 변화하였다. 1891년의 교황 회칙 「신사태에 대하여」(Rerum
Novarum)는 공업부문에서 가톨릭계 조직의 형성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회의소(Chamber of Labor)와의 경쟁을 계기로 가톨릭계 노동조합운동이
등장하였고, 1981년에는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ISL)이 결성되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가톨릭교도는, 교황領이 신흥 이탈리아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1870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금
정치무대에서도 활약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주요한 3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은 조합원수 약 500만명의 이탈리아노동총동맹(CGIL),
320만명의 이탈리아 노동조합연맹(CISL), 그리고 150만명의 이탈리아 노동동맹(UIL)이다. 이
조합원수에는 퇴직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별도의 부문에 소속해 있다. 이들 퇴직자를
제외한 1988년의 CGIL, CISL, UIL의 조합원수는 각각 270만명, 200만명, 110만명이었다.
조합원수는 1969년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1969년의 3대 연합조직의 조합원수는 각각
260만명, 160만명, 70만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조직률은 1969년의 29%에서 1980년에는
거의 50%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소하여 1988년에는 40%가 되었다(Santi 1988 및 부표 20
참조). 최대조직인 CGIL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이고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비가톨릭세력도 포함하고 있으며 UIL은 사회당 및 중도 소정당과 연계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는 길고도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면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조명하고자 한다.5)1944년에 파시즘체제에 반대하는 주요
정당(공산주의, 가톨릭, 사회주의)의 대표들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나중에
CGIL이 결성되었다. CGIL을 결성한 세 정치세력의 협력은 사회당과 공산당이 포함된 연합정권이
와해된 1948년에 막을 내렸다. 그 결과 CGIL이 분열되었는데, 가톨릭계는 1948년에 CGIL을
이탈하여 CISL을 결성하였고 공화당계와 사회민주당계도 1950년에 CGIL을 떠나 UIL을
결성하였다. 사회당계는 CGIL에 잔류하였지만 특히 UIL 내부에도 세력을 확장하였다(Beccalli,
1972). 1950년대에는 정당과 노동조합의 연계가 더 직접적이었고 노동조합에는 자주적인
의사결정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새로운 정치정세(중도좌파연합)가
형성되면서 특히 1969년 이후에는 전국 및 공장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이 발전됨과 더불어
노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되었다.
1973년에는 3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CGIL-CISL-UIL 연합체를 결성하고 노동조합 간부가
정당 간부나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하는 결의를 하였다(Weitz, 1975).
정치정세가 노동조합의 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공동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각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은
상호간에 또한 각각의 내부에서 통상적으로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에는 3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 이외에도 다른 노동조합이 있다. 1950년에는
이탈리아노동자전국조합동맹(CISNAL)이 파시스트 전통의 후예들에 의해 결성되었지만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탈리아에는 독립적인 노동조합 조직(이른바
'독립조직')도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 교육, 의료기간 및 운수부문에서 강력하다. 그 주력조직은
특히 지방자치체와 철도부문에서 강력한 이탈리아독립노동조합총동맹(CISAL), 교육 및
공무원분야에서 강력한 이탈리아 독립노동자총동맹(CONFSAL), 서비스분야에서 강력한
이탈리아 서비스종업원노동총동맹(CISAS)등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교육기관, 운송,
건강서비스 등에서도 다른 강력한 독립적인 노동조합들이 다수 조직되었다(Bordogna 1989).
이러한 노동조합들은 근로자들 중의 많은 비율을 조직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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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도 참여하였다.
관리직(dirigenti)도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주력은 약 1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이탈리아기업관리직총동맹(CIDA)이며 그 조합원의 40%는 공업부문의 관리직으로서 조직률은
1988년에 40%였다.
사업장 내외의 노동조합 조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구조, 단체교섭규정, 실제의 상황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948년부터 1970년까지는
사업장에 조합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공업연맹(Confindustria)과의 협약에 따라, 전종업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전국협약의 이행을 주로 담당하는 내부위원회(Commissioni Interne)가
존재하였다. 동위원회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노동조합들이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프랑스의
기업위원회(comite d'entreprise)나 독일의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노동조합 조직이 아니었다(제1편 제7∼8장 참조).
경제가 호전된 1960년대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세력을 확대하고, 독일의
직장대표(vertrauensmann)와 유사한 지위인 이탈리아 경영내조합대표(RSA)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0년에는 노동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결과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RSA를 확립할
권리와 이 나라의 대부분의 대표적인 노동조합들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국-지방협약에
서명한 노동조합이 RSA의 존재를 인정토록 하게 하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각 RSA 간부는
기업규모에 대응하여 일정 한도의 조합활동을 취업시간 내에 행할 수 있는 권리와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또한 노동쟁의가 많이 증가하였다(부록 참조). 이러한 분규를 겪으면서 각
직장마다 직장대표(diligat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종업원대표 형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직장대표들은 공장평의회(cansiglio di fabbrica)를 결성하였다. 공장평의회에서는
조합원․비조합원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Sciarra, 1977). 3대 노동조합
연합조직은 1972년에 통일조직을 결성하여, 공장평의회를 사업장노동조합 조직으로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직장대표는 1970년에 제정된 노동자법이 RSA에 부여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유일한 대표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또한 노동조합조직의
기반이기도 하며, 공장수준에서의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galia et al., 1978).
CGIL-CISL-UIL 연합체의 결성 후에 생긴 하나의 문제는 주요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이 모두 다
공장평의회 위원을 가지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1970년 이후 모든 노동조합이 발전하고
노동조합간의 마찰이 감소함으로써 개선되었다. 그러나 소속 조합원이 공장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도 여전히 RSA로 그들의 대표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였다(이런
경우는 드물다). 1981년에는 32,021개의 공장평의회와 206, 336명의 직장대표가 있었고 500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였다(ETUI, 1985).
사업장 밖에서는 전국수준의 CGIL-CISL-UIL 연합체와 더불어 CGIL, CISL, UIL의
(수직적인)산업별 조직과 도시․지방의 (수평적인)지역별 조직들간에 연합체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통일연합체의 목표는 서서히 조직의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 과도기에는 각
노동조합 연합조직에, 통일연합체의 규약에 의해서 현재의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동수의 의석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에 흡수될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조직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1970년대 후반에 노동조합간의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불리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들이 강제되고 정치적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가신 일이
되었다. 통일조직은 1984년에 전국임금물가연동제의 개편에 뒤이어 와해되었다. 그 후 각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특정문제에 대한 행동통일을
가로막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장수준에서는, 근로자평의회가 통일조직과 장래의
노동조합들간의 통합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웠다. 근로자대표체계와
그 선출절차에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확립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용자단체
민간부문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단체는 이탈리아공업연맹(Confindustria) 인데 이것은 특히

제조․건설부문의 대기업 단체들을 대표한다. 각 기업은 지역수준의 부문별 사용자단체와
전국수준의 부문별 단체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두 조직이 공업연맹을 구성한다. 1987년에
이탈리아공업연맹은 3,750,000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106개의 지역단체와 약 10만 개의
지역지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부는 지역적으로 57%가 북부, 20%가 중부, 23%가 남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74%가 북부, 15%가 중부, 11%가 남부에 분포되어 있다. 일부 기업은
지방단체에는 가입하지 않고 약 100개를 헤아리는 전국적인 부문별 단체에 가맹하여 있다.
이탈리아공업연맹은 두 가지의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노사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기업의 광범한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요구에 관한 것이다. 1970년대를 통해
이탈리아공업연맹은 금속산업의 여러 단체를 통합하여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새로운
이탈리아금속산업연맹(Federmeccanica)을 결성하였다. 화학부문에서도 유사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제조업분야의 공공기업체는 단체교섭만을 위한 독자적인 단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특수회사경영자연맹(Intersind)인데, 1987년 현재 302개의 기업과
380,689명의 근로자를 구성된 그룹, 즉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IRI)의 이익을 1958년 이래
대변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공공부문 사용자단체는 화학․에너지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전국탄화수소공사(ENI)의 100개 기업과 125,000명의 근로자를 휘하에 거느린
석유화학기업경영자연맹(ASAP)이다.
민간기업의 사용자도 상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각각 전국상업연맹(Confcommercio)과
전국농업연맹(Confagricoltura)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후자는 648,000개의 지역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은행 및 신용부문에는 400개의 기업과 300,000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이탈리아신용협회(Assicredito)가 있다. 영세기업들은 1987년 현재 30,000개의 기업과 850,000명의
근로자를 가진 이탈리아중소기업연맹(Confapi)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데, 이 연맹은 18개의
전국협약을 여러 노동조합과 체결하고 있다. 수공업자와 자영업주(artigiani)도 또한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부문별로 여러 개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공업연맹 내부에서는 대규모 산업그룹들과 다른 기업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어
왔다(Lanzalaco, 1990).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정부에 대한 통일전략의 유지가 제약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는 자본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 사이에 사용자들의 정책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후자는 노동비용에 더 관심이 많다.
이탈리아공업연맹은 주요 산업부문에서 전국협약의 조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에 관한 노동조합연합조직과의 교섭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1975년 이래 전국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후술 참조). 과거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가 혁신적이고, 단체교섭 시기에는 제일
먼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년에는 공공부문의 긴축으로 인하여 이러한 혁신적
역할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IRI 그룹에서는 1984년에 중요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략적 결정과 노사관계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합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치적 영역에서, 이탈리아공업연맹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민주당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어
왔지만(Martinilli and Treu, 1984:287), 이탈리아공업연맹과 기독교민주당 내부의 세력균형이
바뀜에 따라 그 관계가 긴장되기도 하였다.
국가의 역할

1960년대 이전의 영국에서처럼 이탈리아에서도 노사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개입이 비교적 적었다. 1948년에 제정된 신헌법은 노동조합의 승인과
파업권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 관한 많은 문제는 법의 규제를 받아 왔다. 정부는 고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교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왔으며 1959년에는 기존의 모든 협약이 법률(이른바
ergaomnes 규정)로 변환되어 이것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기준(추가적인 입법조치와
교섭에 의해 자주 개정됨)을 이루고 있다(Giugni, 1972).
1960년대 후반 이래 입법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졌지만, 노동법은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단위의 크기, 그리고 파업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단지 1988년에 핵심
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노동자헌장(Workers' Charter) 이외에도 많은 중요한 법률이 사회보장과 일시해고 기간중의
최저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Treu, 1981). 이러한 법률은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직접교섭의 결과가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로 명문화된 경우가 많았다. 다른 법률들은
노사의 전국협약에 기초하여 입법되었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한 입법은 노동조합이
정치분야뿐 아니라 사회분야에서도 많은 개혁을 주도하였던 1970년대에는 특히 중요하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정치구조의 경직성과도 관련이 있다. 노동조합은 국내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변자가 되었고 따라서 정치체제의 결점을 보완하였다(Giugni, 1973:37∼46).
노동조합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데 성공하였고 또한 주택, 보건서비스, 교통, 재정정책에
관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이 분야에서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특히 전국협약이나 산업별 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시에 조정자로서 개입한다(Veneziani,
1972). 이러한 조정역할은 1970년대 후반을 통하여 증대하여 왔고 많은 협약은 사용자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체결될 수가 있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노사교섭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공공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행정과 교육
이외에도 공공부문은 많은 서비스(예를 들면 건강서비스, 운송, 전화 등)와 기간산업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피용자의 28.1%가 고용부문에 있다(Ferraresi, 1980:134).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협약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실험되는 경우가 많다.
1983년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과정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신법(93/1983)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세 단계가 설정되었다 :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체 부문의 단체교섭 ;
6개의 주요 그룹별 단체교섭(교육, 건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기관) ;
지방수준에서의 단체교섭. 1983년 이후 두 개의 협약이 상위수준에서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들은
교섭내용, 노동조합 대표제, 그리고 파업규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아직 발전과정에 있다.
또한 기간산업의 기업체가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여 일시해고 기간중에 임금의 80%까지를 보장해
주는 임금보전기금(CIG)의 이용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D'Harmant and Brunetta, 1987). CIG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통상적인 형태는
사용자들의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위기의 경우에 이용되는데 그 기한은 3개월이지만
1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특수한 형태는 좀더 심각한 위기의 경우에 이용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재정은 국가에 의해 충당된다. CIG는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1980년 이래 더욱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표 I-6-1 참조). 정부와 노동조합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형태는, 전국 및 지방수준의 사회보장단체 그리고 많은 행정․자문기관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Treu and Roccella, 1979). 노동조합은 또한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지역위원회(Commissioni di Collocamento)에도 참여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 사용자는
결원을 동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실업자 명단에서 가족의 빈곤 정도와
선입순위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제공한다. 고도의 숙련근로자와 상위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들은 항상 근로자 선발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반대해 왔으며, 또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이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Reynery, 1989). 1991년에는
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때 실업자 명단에서의 위치에 근거하여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수의
비율을 낮추었다.
■ 노사관계의 과정
이탈리아에는 전국, 산업, 그리고 기업 또는 공장이라는 세 가지의 교섭수준이 있다. 농업이나
건설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지역수준에서도 단체교섭이 행하여 진다. 세 가지의 주요한
단체교섭수준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룬다(Baglioni, 1991). 이탈리아에서 협약만료일은 교섭과정에 있어서 미국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 신협약은 구협약 만료일이 수개월 경과한 뒤에 조인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 경우 가능하면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에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일시금을 지급한다.
단체교섭중에도 파업이 일어나지만 통상은 몇 시간, 길어도 하루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일수가
많다(부록 참조). 또한 쟁의에 참가하는 근로자수와 관련해서 보면 이탈리아는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Franzosi, 1989).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쟁의참가자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쟁의형태이다(이탈리아에는 생산보이코트 전통이 없다).
그리고 파업은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가두데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노동조합과
같이(제1편 제7장 참조),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에도 파업기금이 없다. 또 협약에는 평화조항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파업은 다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 및 근로조건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에 관해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전국교섭
이탈리아공업연맹과 같은 주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조직간에 체결되는 전국협약은
1950년대에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장 및 산업수준에서의 교섭이 증가한 1965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다가 1975년 이후부터는 다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전국수준에서 교섭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국임금물가연동제(scala mobile)에 관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근로시간, 휴가, CIG의 운용(나중에 법제화됨), 정년퇴직금 및 임의퇴직금에 관한 것도
다른 전국교섭에서 다루어진다. 전국수준에서의 교섭과정은 고도로 중앙집권화․정치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협약체결 전후에 조합원의 의견을 구하지만 이 협약에 일반조합원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호주나 영국에서처럼 이탈리아에서는 교섭에 관하여 폭넓은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이와 달리 교섭구조가 매우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관심을
끌지 못한다. 전국교섭은 여러 가지 이유로 1975년 이후 다시 중요해졌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불황기에는 사용자들의 저항이 강한 낮은 수준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다. 두 번째 이유는, 중앙집권화된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이 정치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측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유형의
단체교섭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교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섭타결을 열망하므로
기꺼이 정부가 조정에 나서고, 나아가 협약타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측의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Treu, 1983).
전국수준에서 교섭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선정된 기본상품의 물가지수에 기초하여 자동적인
임금인상을 보장해 주는 전국임금물가연동제이다. 임금물가연동제의 기능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물가연동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1969년에는 성이나 지역별 차이에 기초한 차등인상이 폐지되었다.
1975년에는 임금물가연동제에서 작업등급이나 숙련도에 기초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중요한 개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1977년 이후부터는 물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모든
근로자는 동액의 인상분을 지급받게 되었다. 1975년협약에 의해 총 급여액 중 임금물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임금비율은 1974년의 64%에서 1977년에는 90%로 상승하였다(Altieri et. al., 1983).
1977년 이후 임금물가연동제는 많은, 그리고 때로는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높은 인플레
수준이 지속되고 연동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임금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임금교섭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 더구나 임금액은 명목적으로는 상승하였지만 근로자는 높은
세율등급에 편입되어,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임금물가연동제를 지지한 노동조합들은 높은 물가상승에 대하여 비난을 받았다. 정부와 많은
근로자들은 점점 더 노동조합이 임금물가연동제의 수정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이 문제가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이 되어 다른 수준에서의 교섭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임금물가연동제라는 중심적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Flanagan et al., 1984). 1983년 중반에 노사는 동년의 물가상승률을 13%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타협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사는 물가연동임금인상은 15% 삭감하고, 모든 부문의 협약에
있어서 임금인상을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일정의 소액으로 억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장수준에서는 20개월 동안 한 번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Dal Co & Perulli, 1986).
노동조합은 무단결근에 대한 경영자측의 관리강화와 근로시간의 보다 탄력적인 이용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숙련도에 따라 임금인상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행해졌던 것처럼, 공장수준에서의 교섭은 다른 교섭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 협약에 의해서 고충처리를 촉진하고 지역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중재제도가 설립되었다. 정부측은 감세에 동의하고,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13% 이내로 억제하며, 사회보장비에 대한 사용자측의 기여비용을 정부가 더 많이
분담하고, 가족규모에 따라 복지급부를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또한 직업소개소, CIG,
국민건강제도와 국민연금의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협약을 교섭의 중앙집권화와 노․사․정 사이의 안정적 3자교섭의 확립을 향한
진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84년에 세 당사자가 협약의 평가를 위하여 재협의를 하였는데,
CGIL-CISL-UIL 연합체 내부에서 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양보와 교환하여
임금물가연동제를 더 이상 축소시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이 대립되었다.
CISL, UIL, 그리고 CGIL 내부의 사회당계는 정부안대로 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데
반하여 공산당계의 견해는 그렇지 않았다. 후자에 따르면, 1983년에 근로자들을 협약에 따른
희생을 감수한 데 반하여 정부는 특히 물가와 세금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조합간에는 심각한 분열이 생겼으며 CGIL-CISL-UIL 연합체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정부는
(CISL 및 UIL과의 협정에 기초하여)1984년에 지급될 수 있는 물가연동임금인상의 상한을 정하기
위해서 政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PCI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였지만 1985년에
행해진 국민투표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지지 54.3, 반대 45.7).
1985년 12월에는 공공부분에서 새로운 물가연동제가 합의되었으며 1986년 5월에는 이 협약이
민간부문에도 수용되었다. 이 협약하에서는, 임금은 6개월마다 조정되며 일정액의 급여(580,000
리라)에 대해서는 신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는 반면 그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25%까지로 제한하였다. 1987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신제도의 수용이
촉진되었다(Faustini, 1987).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는 전국교섭이 계속되었다. 1988년에는
노동조합과 정부가 세율등급을 바꾸고 재정장애(fiscal drag)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정책상의 문제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와의 협약에는 국가건강서비스제도에 대한
개인의 분담금 문제도 포함되었다(일정소득 이하의 가계는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민간
사용자들과는 훈련과 작업(1987년에), 그리고 새로운 교섭규칙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계약에
대하여 주요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비표준적인 고용계약(연대계약,
파트타임계약)이 인력 유연화의 원천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Santi, 1990).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교섭이 확대되면서 전국교섭, 특히 사용자와의 전국교섭의 전반적인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국수준에서의 교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에는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운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1년에는 임금물가연동제와 노동비용 구조에 관한 새로운 중앙협약이 타결되지
못하였다(기존협약과 관련규정은 1991년 말에 종료되었음). 정부는 쟁점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2년 봄에 실시되는 새로운 총선거가 임박해
있었으므로 정당들은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회피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교섭
협약은 여러 경제부분에서 전국조합에 의해 체결된다. 공업부문에서는
금속․섬유․화학․건설부문에서 4개의 중요한 협약이 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는 3개,
공공부문에는 9개의 협약이 있다. 이같은 협약의 수는 감소해 왔지만 1개의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단체협약교섭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각 노동조합 연합조직 안에는 약 12개의
전국조합이 있고 제조부문에는 민간사용자단체와의 사이에 30개 이상의 협약이 있으며,
공공기업체 사용자와의 사이에는 4개, 중소기업단체와는 7개, 그리고 영세업주단체와의 사이에
8개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산엽별 협약은 1950년대 중반부터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중요한 교섭은 1969년 이래 대체로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에서와 같이
금속부문의 협약은 다른 부문이 따르게 되는 패턴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노동조합이 강한 것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은 이러한 산업별 협약에
의해 전국으로 확장되었는데 이 사실은 남북격차를 고려하면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산업별

협약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수준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더 개선될
수도 있다. 산업별 협약은 법원의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점차 더 많이 활용되었으며 또한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사용자단체를 통해서도 협약에 조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산업별 협약은 전국교섭(또는 입법)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은
다루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전국교섭은 교섭범위가 넓고, 퇴직․보험․실업수당,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까지 관여한다.
산업별 협약은 직무분류 및 직무내용,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인센티브제도, 휴일과 휴가,
근로규칙, 노동조합의 권리, 노동조합에의 정보공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금속부문의 협약에서는 전체근로자는 8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2∼5등급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근로자가 같이 속해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범주 사이의 전통적인
엄격한 구분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간의 급여 및
부가급여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목표를 대체로 달성해 왔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급여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플레와 임금물가연동제에 의한 일률적 인금인상으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30%로 축소되었다. 1983년의 교섭에서는 노사가 임금격차를
다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련근로자와 전문직근로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졌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있어서 중대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주는 사용자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일부 제조부문에서 주당 40시간인 표준근로시간이 약간 단축되었다. 그리고 연간
초과근로시간은 150시간 이내가 통상적이며 각 근로자는 4주간의 연차휴가를 가진다.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은 급여에서 조합비를 바로 일괄징수(check off)하는
규정과 근무시간내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규정이다. 법률상 각 근로자는
사업장내에서 근무시간중에 노동조합 회합을 위하여 연간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통상 조합 전임활동을 위한 직장대표(shop steward)를 선임하기 위하여 유급시간의
일부를 사용한다(이들 조항은 부분․사업장별 협약에 의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음). 단체교섭은
또한 투자, 공장규모, 하청, 기술변화에 관한 사용자측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이용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정보공개조항이 교섭되어 산업민주주의 확대를 향한 제1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처럼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사용자측의 저항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측의 전문성 결여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Pellegrini, 1983 : 204).
1980년대 초기에는 (특히 임금물가연동제에 관한)전국수준에서의 협약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산업별 교섭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83년 교섭에서의 주요 문제는 기술변화,
직업훈련, 근로시간의 탄력화, 직무분류의 증가등에 관한 것이었다(Giugni, 1984). 1987년 봄에
시작된 교섭에서 가장 혁신적인 문제는, 1985년의 입법에 의해 설정된 새로운 전문직(quadri) 범주
속에 어떻게 근로자들을 규정해서 배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전에는 단지 상위
관리직(dirigenti), 화이트칼라 직원(impiegati), 블루칼라 근로자(operai)라는 세 가지의 근로자
범주가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범주에는 상위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기술자 및 하위 관리직이
포함된다. 단체교섭에 도입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은 장애자와 기타 불리한 집단을 위한 긍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협약들은 정보권 및 공동경영을 증진시켜 온 2차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범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합의된 또 하나의 사항은 근로자 배치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규칙이 도입된 것이다. 그 밖에 산업 및 공장협약이 내용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합의되었다.
공장 및 기업별 단체교섭

1969년 이후 점차 더 많은 직장대표가 사업장에서 인정됨에 따라 공장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이
중요해졌다. 1970년대 초기에, 노동조합은 먼저 공장협약에서 다루는 교섭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문별 전국협약에서도 교섭범위를 확대하였다. 1974년 이후로는 공장교섭의
역할이 점차 제한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기업 또는 공장은 그 규모가
커질수록 협약을 체결 할 가능성이 높다. 밀라노 지방에서는 근로자 150명 이상이 있는 공장의

70%가 공장협약을 가지고 있다(Cella and Treu, 1989).
공장교섭에서 직장대표는 요구안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섭을 행하는 것은 통상
조합전임자이다. 공장협약은 통상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전국협약이 체결된 후 다시
개정되지만 관련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협약의 내용은 공장의
규모, 제품의 종류, 생산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장수준에서의 주요 안건은 임금의
추가 인상,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배분, 국가의 분류에 따른 직무의 배정, 직장대표에
제공되는 편의의 확대, 안전위생, 종업원 식당의 비용과 음식의 질 등이다. 정보를 제공받는
권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제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지만 공장교섭에서 노사 쌍방은 여전히 대립적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교섭은 경영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주요한 과정인데 이런 경우 흔히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제재적 행동을 취한다. 그런데 근년에 좀더 협조적인 기반 위에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직장대표와 경영자로 구성된 특별노사합동위원회가 설치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불황기의 노사의 주요 대립점은 일시해고와 다른 형태의 고용감축 및 배치전환, 그리고
기술변화의 영향 등에 관한 것이다(Garonna and Pisani, 1986). 1,168개의 지역협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CESOS, 1988)에 따르면 전체의 34%에서 1986년말과 1987년에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비율은 500인 이상의 기업 및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서
훨씬 높았다.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60.7%), 임금보전기금의 적용받을
근로자의 선정(61.7%), 근로시간(53.3%), 임금(50%), 작업조직(30%), 직무분류(25%) 등이었다.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큰 진전은 이익분배계획 또는 업적에 연계된 임금인상이 협약에 도입된
것이다.
■ 결론

1983년의 협약을 같은 형태로 갱신할 수 없었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1984년에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확대에 직면함으로써, 교섭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또한 처음으로 사회당 수반의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정치상황도 달라졌다. 사회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입을 심화시키고, 인플레와의 싸움 및 PCI와의 확대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것은 노사관계 측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모든 노종조합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조합간의 대립을 단순히 정당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조합간의
반목이 각 노동조합의 교섭전략과 목표에도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전국3자협정과 중앙집권화된 협약이 가장 적합한 교섭수준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기업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와 수익성의 증대로 인하여 지역수준에서 교섭하는
것이 더 유용해졌기 때문이다(Locke, 1990). 정부와의 중앙집권화된 협약은 재정정책과
노동시장운용 분야에서 유지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노동조합간의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세 개의 주요 노동조합 연합조직간의
공식적인 통일구조는 없어졌다. 매회의 교섭 때마다 적절한 대표제, 즉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 대표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은 기업수준에서 대표를 뽑는 규칙에 대하여 예비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장래에는
선출과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역할을 균형시키는 구조, 즉 이탈리아 단일노동조합대표(RSU)
구조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장래에 변화할 분야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 15명 미만의 업체(영세기업)에서의
노사관계에 관련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문은 노동자법(Workers'Statute)에서 제외되었지만 많은
근로자(약 8백만명)가 이러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 5월에 신법(Law
108/1990)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보상금(월임금의 2.5배에서 6배까지)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조정-중재절차를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들과 공업지구들은 기술변화와 국제경쟁의 격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정책,
노동조합의 전략(소규모 기업이 번창하는 많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기업가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장래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문의
근로자들은 평균 이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획득했지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격차는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 분쟁과 파업이 더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의 전분야가 극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 분쟁을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제1보는 법률 「146/1990」이었는데, 이
법에서는 핵심 서비스부문에서의 파업으로 인한 충격 여파를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1992년 선거 후 아주 근소한 차로 집권한 신정부는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하였다. 1992년 7월,
새로운 중앙협약에서는 임금물가연동제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 대신 정부는 월임금의
소액인상(20,000 리라)을 허용하였다. 1992년과 1993년의 임금문제에 대한 기업수준에서의
교섭은 보류되었다. 정부는 199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춘다는 목표하에 반인플레 조치에
전념하였다. 1992년 후반에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 정부는 리라를 평가절하하고
유럽환율체제에서 탈퇴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세금과 예산삭감을 승인 하였다.
1992년 10월에 노동조합은 정부정책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들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동조합의 견해로는, 근로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는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대한 재정적 규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덜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대처의 결과는 불확실하였다. 정치적 불안정과 전통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비추어
경제위기의 해결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EC 域外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를
통합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민송출국이었던 이탈리아로서는 새로운 사태이다.
이민자들의 지위를 정식화하는 법규가 있지만 사회적 긴장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민자들은 서비스부문이나 자영인으로 일해 왔지만 농업이나 건설부문의 이민자들은 새로운
노사관계 과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3년의 유럽통합(제1편 제11장 참조)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에
보호를 받던 부문들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금융, 공공건설, 운송,
그리고 건강서비스부문에서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중대한 구조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李泰憲)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연표

주석 1) 노사관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대해서는 Dell'Aringa & Lodovici(1990)
참조.
주석 2) Sforzi(1990)는 61개의 공업지구를 확인하였는데 각 공업지구는 약 10,000∼20,000명의
근로자를 가지며 근로자 20명 미만의 기업은 1,000∼3,000개 정도이다. 소규모 기업들은 그들의
활동이 보완적일 경우에는 협력하지만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주석 3) 비교적 시각에서의 전반적 분석은 Pioro & Sabel(1982) 참조. 공업지구의 기능분석에

대해서는 Brusco(1982, 1986), Solinas(1987), Peruli(1990) 참조.
주석 4) 1992년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회의석률(630)은 다음과 같다. 우파 : MSI-DN
5.4(34) ; 중도파 :진보당 2.7(17), DC 32.7(206), PSDI 2.5(16), PRI 4.3(27) ; 좌파 : PSI 14.6(100),
Green 2.5(16), PD 17.0(107), 공산주의 재건 5.5(35) ; 기타 4.1(17). 점증하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탈리아 연방 안에서 북부의 자치를 주장하는 북부동맹(Lega Nord, 8.7%, 55석)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DC, PSI, PSDI, PLI로 구성된 현재의 연립정부는 과반수를 겨우 넘는 339석을 가지고
있다.
주석 5) 노동조합의 정치전략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Lange & Vannicelli(1982), Cella & True(1986)
참조. 이탈리아 연구 문헌목록은 Lange(1977) 참조.
주석 6) 실제 조합원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84년 노동조합대표 선거의 경우, 총
투표수는 각 분야를 합하여 210,717표였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CISL 30.7, CGIL 24.1, UIL
17.4, CONFSAL 13.6, CISNAL 29. CIDA 2.1, 기타 7.

제 7장
프랑스의 노사관계1)

Janine Goetschy and Annette Jobert
프랑스는 5,6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GDP(국내총생산)는 1조 1,920억달러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인구와 GDP가 비슷한 규모이지만 1989∼90년에 영국의 GDP성장률이 1.6%에 그친 것에
비하여 프랑스는 2.6% 성장하였다. 프랑스는 민간부문 고용자 중 64%가 서비스부문 고용자이고
32%가 공업부문 고용자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큰 농업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부문이 민간부문 고용자의 약 6%를 고용하고 있다(영국은 약 2%에 불과). 프랑스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기타 EC국가들이다. 프랑스는 이책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어떤 산업국가보다도 확연하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해 왔다.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어떤 산업국가보다 느리게
상승하였다. 1989년 3.6%, 1990년 3.4%를 기록한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은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
중의 하나이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실업도 1960년대 이후 상당히 증가해 왔다. 실업률은
1960년 1.4%에서 , 1970년 2.4%, 1975년 4.1%, 1980년 6.3%, 1987년 10.5%로 상승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실업률이 떨어졌으나 1990년대 초반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 프랑스의 교용형태도 1970년대 이후 크게 바뀌고 있다. 1988년에는
임시고가 노동력의 7%를 차지하였으며 파트타임 고용이 11%였다. 여성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의 46%에서 1990년에는 58%로 증가하였다.
1958년의 제5공화국 출범 이전의 프랑스 정치는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8개의 서구제국

대부분보다 불안정적이었다. 프랑스에는 4개의 정당이 있다. 드골파(Gaullists)와
공화당독립파(Independent Repulbicans)-이들은 프랑스민주연합(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caise)의 일부이다-는 중도우파(Centre Right Party)와 함께 대체로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파
쪽이고, 반면에 공산당(Communist Party)과 사회당(Socialist Party)은 중도좌파 쪽이다.
1958년부터 1981년 사이에는 중도우파 정권들이 프랑스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사회당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회당의 미테랑(M. Francois Mitterrand)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미테랑 정권은 당초 사회당과 공산당의 연립정권이었지만 1984년에 공산당이 연립정권을
이탈했다. 미테랑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1988년까지였지만 1986년에 사회당이 우파 정권에
의해 교체되어 자크 시락(M. Jacques Chirac)이 수상이 되었다. 1988년에는 미테랑이 큰 표차로 두
번째 대통령직에 선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좌파에 다소 덜 유리하였지만 미셸
로까르(M.Michel Rocard)를 수상으로 하는 사회당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수의 중도파
각료가 포함되었다. 그 뒤 로까르 이후 1992년까지 두 명의 수상이 더 있었다.
■ 노사관계의 당사자
프랑스에서는 영국보다 약간 늦은 19세기 중반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파업은
1864년에야 허용되었지만 노동조합은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지방수준에서 다수의 비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또한 영어권 국가들의 노동조합
원형과 유사한 조직도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최초로 결성한 것은 숙련공들이었지만
이들 직업별 조합은 곧 산업별 조합에 의해 대체되었다. 초기의 노동조합들은 그들을 억압하려는
정부기관 및 사용자들과 자주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노동조합은 결국 1884년에 합법화되었다.
프랑스 노동조합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의 초기 역사와 이념적 성격,
전통적인 노사관계 당사자(사회적 파트너)간의 상호 인식부족, 그리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프랑스 정부의 노사관계 및 사회문제에 대한 중요한 간섭주의적
역할 등으로부터 유래한다.
노동조합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 경쟁과 분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및
조직자원의 결핍으로 특징지워져 왔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특히 확연하였다.
프랑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통적으로 낮았으며 1970년대 중반의 조직률은 약 23%였다(부표
20 참조 ; Adam, 1983 참조). 조직률은 1985년에 약 16%까지 떨어졌으며(Mouriau, 1986) 1980년대
후반에는 12%이하로 떨어졌다(Rosanvallon, 1986). 이러한 조직률은 연구자들의 추정치이다.
노동조합연맹들이 보고하는 조합원수는 매달 정기적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장된다. 더구나 프랑스에는 예컨대 대분분의 영어권 국가에서 운영되는 조합비
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
프랑스에는 <표 I-7-1>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5개의 전국노동조합연합 조직이 있다. 한
연구에서 추정한 조합원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약 600,000명 ;
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DT) 약 470,000명 ; 프랑스 노동자의 힘(FO) 400,000∼500,000명 ;
프랑스 교원노동조합연맹(FEN) 약 300,000명 ; 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CFTC) 약 100,000명 ;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CFE-CGC) 100,000명 미만(Noblecourt, 1990). 노동조합
자신들이 보고한 공식통계도 1980년대에 조합원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최고의 노동조합연합조직인 CGT(노동총동맹)는 1895년에 설립되었으며, 1906년의
아미앙 헌장(Charter of Amiens)에 따라 무정부-혁명노선을 채택, 정당과 정치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흥미로운 것은 같은 해에,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노동당의 결성에 의해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였다). CGT에는 무정부주의자 및 사회개량주의적 요소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가
공존하고 있었으나, 러시아혁명 후 사회당의 분열에 이어 1921년에는 CGT의 대분열이 이루어져
마르크스

<표 I-7-1> 프랑스 주요 전국중앙조직 조합원수 추이

주의자가 제명되었다. 양파는 1936년에 성립된 인민전선정부(Popular Front)의 존속기간중에는
재통합되었다. 그러나 1939년 獨-蘇 불가침조약 체결 후에 다시 분열되었다. 그 후
레지스탕스 시기에 또 한번 재통합하였다가 1948년에 다시 분열되었는데 이때 소수파가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현재의 FO(후술 참조)를 설립하였다. 1940년대 이래 CGT 지도자의
대부분은 고위층이나 중간층 할것없이 공산당원이었다. 그렇지만 CGT의 많은 일반조합원은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1940년대 이후 CGT의 조합원수는 네 번의 국면에 걸쳐 변화하였다. 즉 1947년에 정점에 달한 후
1958년까지 감소하였고, 그 후 1959년부터 1975년 사이에 증가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 사이에, CGT의 조합원수는 200만 명 이상에서
1983년에는 약 150만 명, 1987년에는 약 10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은퇴한 조합원수를 제외하면
1980년대에 취업하고 있는 조합원수의 감소는 50%에 이른다. 다른 연합조직과 같이 CGT는
산업연합조직들과 지리적 구분에 기초한 지방조합들로 구성된다. CGT의 중심세력은
숙련육체노동자이다. 그리고 금속, 건축, 화학, 市營 및 보건․위생산업이 CGT의
핵심산업들이다. CGT에는 중요한 기술직, 관리직, 전문적부문인
기술․간부․전문직총연합(UGICT)이 있다.
FO(노동자의 힘)는 CGT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간섭에 반발하여 1948년에 설립되었다. FO는
자기들이 CGT의 옛 정치적 자립노선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이다.
FO는 1980년대 중반에 거의 1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두 번째로 큰 연합조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FO는 단체교섭을 조합활동의 주요요소로 보는 한편 어떤 정당과도 무관하게
근로자의 일에 관한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O는 공공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기술․전문직 집단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성장하여 왔다.
FO는 1979년 현재 조합원의 55%가 민간부문 조합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O에는 소규모의
간부직원부문인 간부․기술직원조합(UCI)이 있다.
종교적 조합주의는 1919년의 CFTC(프랑스기독교노동총동맹)의 결성으로 시작되었다. CFTC의
주요목적은 기독교교회의 사회적 敎義에 따라 노사간의 평화적 협조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CFTC는 1964년에 분열되어 소수파가 종교적 방향성과 CFTC의 명칭을 유지하게 되었다. CFTC의
핵심세력은 광산노동자와 기독교계학교의 교원, 보건․위생관련 근로자들이다. CFTC의 조합원
총수는 약 250,000명이다. CFTC에는 소규모의 간부직원부문인 기술․간부직원총연합(UGICA)이
있다.
1964년의 CFTC 분열후 다수파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를 결성했다. CFDT는 1948년(옛 CFTC)부터 1976년 사이에
조합원수가 거의 배로 늘어나 800,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두번째로 큰 조합
연합조직이었으나, 1977년부터 조합원수가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조합원수가 약
600,000명이 되었다. CFDT는 1970년에 그램시즘(Gramscism)의 요소를 지닌 사회주의-마르크스
이념의 요소들을 받아들였으며 자주관리를 지지하였다. CFDT의 이념이 급진주의적으로 됨에

따라 CFDT는 CGT와 밀접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CFDT는 이전의
이념적 강조를 완화하였다. CFDT가 가장 강력한 곳은 금속, 화학 및 석유산업, 보건․위생, 금융
및 보험산업 등이다. 그리고 CFDT에는 소규모의 간부직원부문인
기술․간부직원동맹조합(UCC)이 있다. 그러나 UCC의 조합원은 '상급'간부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UCC가 다른 조합의 간부직원부문에 비해 작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CGC(간부직원노동총동맹)는 1944년에 결성되었다. 1976년에 CGC의 조합원수는 약
325,000명(기술직․관리직․판매직․감독직․전문직)이었으나 1977년부터 조합원수가
감소하여 1986년에는 거의 1/3이 감소한 240,000명이 되었다. CGC가 가장 강력한 곳은 금속,
화학산업과 판매직이다. CGC의 목표는 더 많은 간부직원의 참여달성, 임금격차의 극대화, 조세
및 사회보장관련의 권익보호 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CGC는 어떠한 정당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연합조직은 조합원의 약 절반이 진짜 관리직이 아니고
감독직․기술직․대리상(즉 순회외판원)이기 때문에 1981년에
프랑스간부직원동맹-간부직원노동총동맹(CFE-CGC)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들 5개의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은 모두 전국수준에서의 '대표권을 가진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권을 가진 조합'이란 5개의 기준(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법적 성격이다. 이에 따라
연합조직들은 몇 가지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데 그 권리란 예를 들면 단체교섭권, 기업내
종업원대표제에 있어서의 후보자 지명권(후술 참조), 다수의 정부 및 협의기관에 대표를 선정하는
권리 등이다.
이들 5개의 연합조직 중 CGC를 제외한 다른 연합조직의 노조들은 모든 산업․직종, 그리고 모든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들 연합조직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합조직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전통적으로 강한 고유의 특정부문, 전문집단 및
지역들을 각기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문직 조합으로 교원노동조합연맹(FEN)이 있는데 이 역시 '대표권'을 가지지만
단지 한 부문(즉 교육부문)만을 대표한다. FEN은 CGT의 분열 당시 독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FEN은 거의 모든 유형의 국립교육기관으로부터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며 1988년의
조합원수는 400,000명에 조금 못미친다. FEN의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문에서의 조직률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노동조합 중 가장 강한 곳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밖에도 특정분야(예컨대 자동차산업)나 항공관제사, 열차기관사, 화물트럭운전사,
저널리스트 등과 같은 특정 근로자집단을 조직하는 '자치적'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다.
사용자
프랑스의 산업은 소기업의 비율이 높다. 1945년 이후의 재건과정에서 초기 유럽 공동체내의
국제경쟁의 격화에 직면하여 다수의 합병을 포함한 기업합리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력의 36.2%가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소기업들은 통상 가내공업이며 온정주의라는 강한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노동조합 연합조직을 가진 노동조합주의의 다원성과는 대조적으로, 사용자측은
전국수준에서 프랑스사용자전국회의(CNPF)라는 그들의 가장 큰 연합조직에 한층 더 결속되어
있다. CNPF에는 프랑스 전체 기업의 3/4 이상이 소속되어 있다. 영국이나 독일의 사용자단체와는
달리 CNPF는 기본최저임금률이 산업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제외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CNPF가 설립된 것은 1945년이지만 사용자들은 이미 19세기 초부터 산업수준의
연합조직 범위로 조직이 이루어졌으며, 전국수준에서는 1919년 이래 CNPF의 전신 조직이
결성되었다.
1973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사용자측의 중대한 전략변화를 촉발하였다. 사용자측은
정부․노동조합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여론에 대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사업이
취약하여 타격을 받기 쉽다는 점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 사용자들은 과감하게 고용감축을 하는 것보다는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쪽을 목표로 택하였다. 사용자들은 그 단계에서는 유연성이 훈련을 통해 획득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연화는 부분적으로 '양적인 외부유연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단기고용계약의

도입과 임시고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사용자들은 시락(Chirac) 정부가 도입한 1976년의 법률에서
경제적 잉여인원 해고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제한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관행에 대해
특히 열성적이었다(잉여인원 해고를 행하기 전에 행정적인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이 법률은
1986년 역시 시락 정부하에서 폐지되었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를 통하여 사용된 또 다른 방법은 근로시간의 '양적인
내부유연화'였다(근로주의 평균 길이가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연간단위로 계산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주말근로, 교대근로, 탄력시간 등에서 발전이 있었음). 더 최근에는 1980년대 중반에 CNPF가
임금의 유연화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구조적 유연성(새로운 직무내용과 특정근로자집단에 대한 자율근로)에 대해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훈련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그 범위와 확산 정도를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
1977년 이후 CNPF는 이러한 전반적인 유연화 관행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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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권장하여 왔다. 일부 사용자는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경영계층에서 고충처리를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감독직원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국가
프랑스의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꺼려 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좌파가 우세했던 시기, 예를 들면 인민전선이 성립되었던
1936년, '1945년의 해방기, 1968년 「5월사태」이후의 시기, 그리고 사회당 정권이 출현했던
1981년에는 노동조합들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법률과 단체교섭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어떤 법률은 이전에 교섭된
협약의 결과 또는 노사관계 당사자와 정부 사이의 이전의 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노사관계에서 권위주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국가는 1971년과 1982년에
단체교섭을 위하여 법적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율성 증대를 지향해 왔다.
국가는 또한 민간근로자의 약 1/4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대부분의 서구제국에서 통상 그러한 것 보다 더 광범위한 국영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민간부문의 급여결정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가는 또한 전국최저임금(SMIC)의 법적 인상 및 지수연계조정을 통하여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SMIC는 물가가 2%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더 나아가
국가는 원할 때마다 독자적으로 SMIC를 인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좌파가 집권하였을 때
그러한 예가 있었다. 법적인 견지에서는 SMIC가 報酬패키지 전반에 대한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임금에 대하여 지렛대와 같은 일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연속된 좌파 및 우파 정부들은 평균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SMIC의 이용은 삼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170만명으로 1988년 전체
근로자의 9.7%였다.
1980년대 초반 정부는 증가하는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조치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회적 조정을 통하여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사회당
정부는 연소층 고용계획을 실시하고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연대 계약'을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개회를 부여하였다. 후자의 정책은 사용자들에게 조기퇴직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신규근로자를 모집하도록 하거나 또는 주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신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소층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훈련 및 재훈련 계획이
증강되었다. 더 나아가 정부의 훈련계획은 국영 및 민간부문의 산업재편(예: 금속, 석탄광업,
자동차 제조, 조선)과 연계되었다. 사회당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새로운 고용창출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가 집권하였을 때(1986∼88년), 그 선결과제는 예컨대 잉여인원 해고, 근로시간, 기간을 정한
고용 및 파트타임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노사관계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로까르(Rocard)의 사회당 정부는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버리기보다는 우파 정부하에서 제정된 법률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국가적으로

권능을 보여하는 협약에 참여하는 정책을 선택했다(결론 참조). 그리고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상적일 정도로 많은 제안과 조치들이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1989년 로까르 정부는 공공부문을 현대화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야심찬 두번째의
「사회계획」을 발표하였다(공공부문에 대한 '성장협정'계획과 함께). 로까르 정부는 또한
임시직의 급증을 억제하고, 이민자들과 같은 소외집단들을 사회속에 통합시키며, 세금을
사회보장지출과 연계시키고, 이익분배를 촉진하는 근로자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부
고용정책을 재입안하였다. 이어서 많은 종류의 훈련 그리고 실업자, 특히 장기실업자와 연소층
실업자에 대한 다른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정부는 또한 사용자들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재정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1988년에 취해진 주목할 만한 조치는, 최빈층의 노동시장 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계획에 그들이 참여할 것을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그들에게 기본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통합소득」이 제정된 것이다. 1989년에는 정부가 초과근로의 이용을 억제하고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의 출현과 연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잉여인원 해고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폐지한 1986년의 입법도 공장위원회의 잉여인원 해고문제에
대한 정부 및 협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적 잉여인원 해고를 단행하기 전에 「사회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잉여인원 해고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불안정(임시)고용에 대한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1990년 3월에 일부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에 합의된 이전의 단체협약에 기초한 것인데 FO와 CGT는 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개정은 기간을 정하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기본초대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시 정하였으며, 근로자대표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하였다.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임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문 수준에서 교섭을 하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요청하였으며 CNPF가 이를 받아들였다.
■기업내에서의 종업원 대표제
공장수준에서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특정 사회적 사건에 부응하여 설치된 일련의 대표제도가
있다. 종업원대표(délégués du personnel)는 1936년에 인민전선에 의해, 공장위원회(comitês
d'entreprise)는 해방기인 1945년에, 그리고 사업장 노동조합지부(section syndicale)는 1968년에 각각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업원대표는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공장위원회는
사업장 협의를 담당하는 한편, 노동조합지부와 그 위원(steward)은 그들의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체계가 있다.
영어권 국가의 직장위원(shop steward)이나 사업자대표가 노동조합 대표인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종업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65%가 노동조합의 후보
중에서 선출된다.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매년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1982년 법은 공동장소(빌딩이나 상업센터 같은)에서 여러 개의 기업이 영업을
하는 곳이나 전체를 합친 근로자수가 최소 50명이 되는 곳에서는 10명 미만의 사업자에서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부문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종업원대표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이행 등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처리한다.
그들은 또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그 처리를 요청한다. 선출되는
대표의 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용자는 최소 1개월에 한 번은 그들과 집단적으로
회합을 가져야 한다. 그들에게는 임무수행을 위해 월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유급활동시간이
부여된다.
대표는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육체노동자와 하급 사무직은 기술직 및 간부직과는 별도로
투표한다. 선거절차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guest worker)도 투표나 입후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선거절차하에서는 두 번이 비밀투표가 이루어진다. 첫번째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주요 노동조합 연합조직 중의 하나 또는 기업내에서 '대표권을 가진
조합'으로 인정되는 어떤 다른 가맹노조에 의해서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첫회의 투표에서
득표가 유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근로자라도 두번째 투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번째 투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공장위원회는 종업원 규모가 최소 50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장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이용되는 절차는 위에서 요약한 종업원대표 선출절차와 유사하다.
공장위원회는 복리후생문제에 관한 것 이외에는 실제 거의 의사결정권이 없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정 종업원수와 그 조직화, 근로시간, 고용조건에 관한 것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분기마다 수주, 생산, 수지상태의 전반적 추이에 관한 정보를 공장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모든 단기계약 및 하청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러한 고용수단의 이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공장위원회에 문서의 형태로 사업활동, 노동이동, 손실과 이익, 총생산고, 실질적
자본의 이전, 하청, 이익분배, 국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과 그 사용, 투자, 급여
등을 포함한 총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공장위원회는 연간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전문회계사를 선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예를 들면 기업의 매각이나
합병과 같은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사업조직의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때마다 정부제공과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82년 10월에 시행된 법률하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하여 고용, 자격, 임금, 훈련, 근로조건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장위원회는 사전에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다(Rojot, 1983).
공장위원회는 그 견해를 표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분의 결정과 근로시간의 변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대표는 생산과정과 재정에 관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장위원회는 복수의 종업원대표와 사용자(또는 그 대리인)로 구성되며 월1회 이상 개최되는
회합에서는 사용자가 의장을 맡는다. 또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은 위원회에 업저버를 각각
지명할 수 있다. 종업원대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장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에는 보건위생, 안전,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훈련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은
처음엔 공장위원회에 거부감을 나타내었지만 대부분은 점차 위원회가 정당한 역할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1968년 이후에는 이상의 대표기관과 병행해서 사업장의 노동조합지부가 설치되었다. 1968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지부를 설립하는 법적 권리가 노동조합에 없었다. 일정규모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지부는 사무실과 기타 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인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위원들은 근로시간중에 조합비를 거둔다든지, 게시판을 사용한다든지, 전단을 배포한다든지,
(근로시간 외에)월례회합을 가질 수 있다. 미테랑 정부는 조합위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유급시간을 늘려 주는 한편, 조합위원이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순회하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충시켰다. 모든 종업원대표는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대표자나 각종 대표기관에 대한 방해행위는 범법행위가 된다.
대표기관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진척되는 가운데 발전해 왔다.
게다가 법적인 체계가 복잡하고 때론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종 기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기능의
혼란이 있지만 개개의 대표가 흔히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각종의 선출직에 선임될 후보자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이러한 대표들이 종업원대표이면서 아울러 고장위원회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대기업에서는 경영진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간섭으로 보여져서 경영진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1982년 시행법률에 따라 크게 바뀐 것은, 프랑스 국내에 등록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수의
공장을 소유한 대기업내에 그룹위원회 내지 연합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은 연 1회 이상 그룹 또는 연합체내의 재정 및 고용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그룹위원회가 발전함에 따라 프랑스에서 기원한 여러 개의 다국적기업에서는 그
후에 유럽차원에서도 정보 및 협의체계를 두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가 위촉한 보고서(rapport Bélier)에 다르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대표제에 대한 기존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업원규모가 11∼49명인 기업의 약64%에는 어떠한
노동조합대표도 없으며, 50∼100명 규모인 기업은 약 60%가 노동조합대표가 없고, 또한 약 30%가
기업공장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1991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교섭에 의한 개혁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착수하는 것은
연기되었다.
■ 근로자참가와 단체교섭
1982년 2월의 근로자참가법은 근로자에게 직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근로자가 기계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1982년
8월 시행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작업내용, 작업조직, 더
일반적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견해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이었다. 첫째, 이 법률은 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서의 단체교섭을
분권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참가 문제의 결정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교섭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둘째, 이 법은 실험법적인
것이었다. 2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친 후 정부는 이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수정법률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대부분의 생산활동을 포함하도록 근로자의 참가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법은 또한 관리직이 근로자참가위원회에서 직접적인 대표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였다.
1985년의 노동성 보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거의 절반(45%)이 근로자참가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그 외에 단체교섭이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서도 수백 건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한 기업내에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들은
대부분 이러한 협약에 서명하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노동조합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기업의 비율을 각 노동조합 연합조직별로 보면 CGT 76%, CFDT 78%, FO 62%, CFC 84%,
CGC 87%이다.
보고서는 전국수준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표명한 견해와 기업 또는 사업장수준에서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이 표명한 견해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CGT와
CFDT의 간부들은 근로자참가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데 반해 CGT-FO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교묘히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대표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하였다. (간부직을 대표하는)CGC는 근로자참가가 기업내에서 관리직과 감독직의
권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자참가 그룹은 15∼20명으로 구성된 작업그룹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1년에 2회
내지 4회에 걸쳐 한두 시간씩 회합을 가진다. 대부분의 협약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근로자참가 그룹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피드백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참가 그룹의
중요한 성과는 근로조건과 작업조직을 개선한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그룹들이 점차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노동성은 10,000∼12,000개의 기업이 참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350만명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들(1919, 1936, 1946, 1950, 1971, 1982년)은 반복해서 제정되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의 노동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률들이 의도하는 바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취약성과 효과적인 단체교섭의 결여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조합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다원주의를 강화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소수파 조직(CFTC, CGC, 예전의
FO 등)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서명을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이 규정이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을 어느 정도 분열시켜 왔을까?
전통적으로(1970년대 중반 이전) 가장 급진적 조직인 CGT와 CFDT는 교섭과정에서 강경한
접근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개량주의적인 FO, CFTC, CGC는 통상 좀 더 타협을
하면서 협약에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실례를 보면, 양쪽 범주의 노동조합들이 모두
이러한 대조적 경향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CGT와 CFDT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타협을 하지 않아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체교섭은 전통적으로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노사 쌍방이 이러한 교섭을 선택한 것은
전술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념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것은
공장 또는 기업수준에서 노사 상호간에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협약은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유리하였다. 이러한 산업협약은 특정 산업부문의 최저 기준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에 호의적이었다. 게다가 이 산업협약에 의해 사용자들은 오랫동안
공장수준에서 노동조합들을 승인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1968년 이후 복수산업교섭 및 공장수준의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즉 1950년 시행된
단체교섭법이 1971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들 교섭이 똑같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복수산업협약에서는 고용보장, 직업훈련, 육체노동자에 대한 봉급제 도입, 잉여인원 해고에 따른
실업급부, 근로조건 등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전국협약은 낮은 수준(특정 산업이나
기업)에서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
한편 공장수준에서의 협약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첫째, 1968년 5월 이후의 근로자들의 요구,
둘째, 근로자들에게 특정 기업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이동을 감소시키려는 사용자들의 새로운
전략, 셋째, 공장수준에서 노동조합대표를 합법화하고 그들에게 단체교섭시 합법적인 기능을
부여한 1968년의 법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공장수준의 협약은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따라 상위 수준에서의 협약이 개선되거나 지방사정에 맞도록 수정되었다. 실제
이러한 기업내 협약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한정되었다.
1973년의 에너지위기 이후 공장수준에서의 협약이 감소하였다. 복수산업협약에 하위수준에서의
협약체결이 후속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에 관한 1975년의 복수산업협약의
실시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복수산업협약들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 협약들은 권능부여 협약은 아니었지만 특히 잉여인원 해고와 같은 고용문제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규정하였다.
1980년대에는 좌파의 정권 장악에 따라 단체교섭에 대한 정치적․법률적 정황이 달라졌다.
미테랑 정권의 주요목표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노동장관인 오루(M.Jean
Auroux)의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 윤곽이 그려졌다(Moss 1988). 오루 보고서는
근로자에게 '기업내에서의 진정한 시민권리'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업내에서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오루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1975년의
슈드로(Sudreau)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오루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강령(특히
CGT와 CFDT의 강령)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자체의 노사관계정책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사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여러
갈래였다(Goetschy, 1983).
오루 보고서는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산업․공장수준을
불문하고 다수의 임금근로자가 어떠한 단체교섭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즉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11%). 이러한 '소외된 근로자'는 예를 들면 배달업, 호텔,
레스토랑 같은 업종의 임시직 근로자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둘째, 많은 협약이 직무분류구조를
결여하고 있다. 셋째, 기본최저임금과 실제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평균 30%). 넷째,
단체협약이 극도로 단편적이다(1,023개의 전국 또는 지방수준의 단체협약 중에서
전체임금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40개이다). 다섯째, 공장협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에 불과하다. 여섯째, 낮은 조합조직률과 노동조합들 사이의
분열이 협약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1982년의 단체교섭법은 이 오루 보고서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는 많은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은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혁신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기업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교섭을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그렇지만 협약체결의 의무는 없고 최종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게다가
미국과는 달리 '성실한'(in good faith) 교섭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규정들이 의도하는
바는 기업내에서의 단체교섭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그 취지인데 이에 의해서 사용자들은 좀더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게

되는 한편, 노동조합은 경제적 제약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혁신적 조항은 서명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공장수준에서의 협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면 협약에 근로시간단축을 저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을 경우가
그러하다. 단, 서명을 하지 않은 반대조합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공장위원회나
종업원대표의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거부권을 사용자측과
대립하는 대규모 노동조합에 허용함으로써 보다 정당성 있는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아가 전국산업협약에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임금교섭을 위한 연 1회의 회합과 실행가능한
직무분류의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매 5년마다의 회합에서 반드시 실태에 가까운
기본최저임금률과 기타 근로조건이 합의․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 및 산업수준에서는
(강제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회합이 빈번해지면 단체교섭에서 교섭자들의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2년의 단체교섭법 제정 이후 사용자들은 새롭게 기업수준에서의 교섭을 의무화한 것에 대하여
격렬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용자들의 비난도 점차 줄어든 것 같다. 또한 이
법에는 노동조합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확충시키고 교섭과정에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이 있었다. 나아가 이 법률에서는 노동장관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들에 어떤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효력확장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단체교섭법과 1982년에
시행된 그 외의 여러 가지 법령은 모두 법률보다는 단체교섭에 우선권을 주었다. 국가의 개입과
단체교섭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미테랑의 1981년 이후 사회개혁전략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69∼71 당시 우파 정권의 노사관계정책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델로(Delors)가 그 당시 수상이었던 샤반(Chaban)과 델마(Delmas)의 자문관이었다.
단체교섭을 촉진시키려는 초기 미테랑 정부의 시도는 1982년과 1983년의 「긴축계획」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수준에서의 교섭은 새로이 활성화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오루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6,000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1989년에는 조인된 전체의 협약 중에서 57%가
임금협약이었고 35%는 근로시간문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1986년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기업수준에서 체결된 임금협약의 약 30%는 개별화된 임금인상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임금인상에 연계되었다. 더구나 기업의 업적과 연계한
이익분배협약도 진척되었다(성과급). 1990년에는 150만 명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7,000개
이상의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는 공장수준에서의 협약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0%에게만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단체교섭이 본질적으로 여전히 산업수준에서의 활동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산업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오루법의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약 80%의 산업협약이 임금문제에 관여한다.
복수산업교섭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활성화되었다. 복수산업협약의 발전은, 프랑스 기업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좋다고 생각한 정부와 CNPF 모두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노동조합 중에서는
CFDT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가장 지지하였다. 1988년에는 기술변화문제에 대한 교섭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성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1989년에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구성」에 대한 윤곽을 정한 전국협약이 체결되었다.
고용기회평등이나 근무환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1990년에는
당사자들이 산업간 직업훈련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그 후에 법제화되었다.
1990년에 사용자들의 직업훈련 의무분담금은 임금총액의 1.2%였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들은
근로자 훈련에 약 2.7%를 지출한다.2) CGT는 이러한 「권능부여」협정에 반대하였지만 CFDT와
CGC는 이러한 협정이 CNPF와 체결되는 것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FO와 CFTC는 비판적이었으며
일부 협정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대표선거
공식적인 조합원수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는 공장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Sécurié Sociale),

그리고 산업법원(Prud'hommes)과 같은 기관의 대표를 뽑는 '사회적' 선거의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도 있다.
1990년의 공장위원회 선거결과를 보면, 다섯 개의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합쳐서 약 70%의
표를 얻었다(표 Ⅰ-7-2참조). 그래서 이들 노동조합은 그들의 적은 조합원수로부터 짐작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77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투표결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비노동조합대표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획득 의석수라는
측면에서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더욱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표Ⅰ-7-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87년에는 비노동조합대표가 25% 미만의 표를 얻어 의석수의 44%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선거제도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소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공장위원회 선거에의 참가율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1977년의 70.5%에서 1989년에는 65.4%로
감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Ⅰ-7-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CGT가
획득한 지지(득표율)는 1977년의 37.4%에서 1989년에는 25.1%로 감소하였다. 1989년에는
처음으로 CGT가 득표율에서 비노동조합대표에 이어 2위를 하였다. CFDT에 대한 지지는
1981년에서 1985년 까지 꾸준히 감소한 이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O와 CFTC는 지난
15년 동안 서서히 그들의 득표율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FO는 공장위원회 선거결과가 그들의
조합원수보다는 덜 증가해 왔다.CFE-CGC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1987년 이후로는
근소한 감소를 기록하였다.
산업법원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표 Ⅰ-7-4 참조) CGT가 선두 위치를 유지해 왔지만 1979년
이후로는 지지가 크게 감소하였다. CFDT에 대한 지지는 안정적이며, 반면에 FO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였다. 그들의 적은 조합원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이 '사회적' 선거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는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결과는 노동조합들에 대한
지지가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Ⅰ-7-2> 프랑스의 공장위원회 선거결과 추이(득표율)

<표Ⅰ-7-3> 프랑스의 공장위원회 선거결과 (의석획득률, 1987)

<표Ⅰ-7-4> 프랑스의 노동법원 선거추이(비율)

■ 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또한 감소하고 있는가?
정치적 환경이 분명히 노동조합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의 노동조합주의는 197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는가(1986∼88년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좌파가 집권해 왔기 때문에)?
첫째, 프랑스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던
산업부문(석탄, 철강, 금속산업, 조선)으로부터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공업부문으로부터 서비스부문으로 노동이동이 있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의 증가도 조합원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중대한 변화도 조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즉 1980년대에는 실업이
증가하였다. 더구나 고용계약과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파트타임(1982∼86년
사이에 50만 명 증가)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범주는 조직화가 어렵다. 1989년에는 약 600,000명(신규고용의 70%)이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었고 약 280,000명은 임시직 소개소를 통해 고용되었다. 이것은 1977년에 총고용의 약 2.5%이던
임시직 고용이 1989년에는 약 7%로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그 밖에 영국의 연소자 훈련계획에
상응하는 제도가 프랑스에서도 진전됨에 따라 이 또한 조직화를 가로막았다.
셋째, 젊은층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다(노동조합활동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회의적인 반면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협상능력을 중시함: Linhard & Mallan, 1988 참조).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의 조직화가 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용자들의 사회정책이 1977년 이후 크게 변화하여 왔다(Morville, 1985). CNPF는
근로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며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외에도 사용자들은 공식적인 종업원대표제도 밖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려고 점차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무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욱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용자들은 보다 참여적인 경영형태를
발전시켰으며 많은 혁신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면 품질관리조의 수(30,000개)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폭넓게 확산되었다.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념적으로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참가권을 부여하는 오루법을
환영하였다(Goetschy, 1991). 더 나아가 사용자들은 예를 들어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채용(단기, 파트타임근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유연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근로자의 희망을 충족시킨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내에서의 고용관계를 개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7년에 CNPF는 급여의 개별화(임금연동제의 탈피와 성과급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기능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비효율저인 전략에 대하여 점점 더
자기비판을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조 지도부와 일반조합원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루법(후술 참조)에 따른 수많은 의무, 국가복지기구(사회보장, 실업보험,
훈련, 공공부문의 고용 및 행정위원회)에의 참여확대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업무부담 그리고
복수산업협약의 확대경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의 '제도화'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대표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Adam, 1983;
Rosanvallon, 1986).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체 내부의 갈등과 노동조합들 사이의 심화되는 敵意 때문에 1980년대에
노동조합의 분열이 더욱 악화되었다. CGT와 CFDT의 경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좌파연합은
1977년에 해체되었다. 좌파가 1978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CGT와 CFDT는 모두 자기비판의
과정에 들어갔다. CFDT는 스스로 너무 敎條的이고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주요관심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CGT는 CFDT에 비해 자기비판에 미온적이었으며
기본적인 전략 및 자신의 쇠퇴를 가속시켜 온 퇴조하는 공산당과의 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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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회귀전략을 고수하고 비공산주의 노동조합들을 통합하려는 구상을 하였다.
1990년에 CFDT와 FEN의 지도자들은 비공산주의자 연합조직(CGT는 제외)들 간의 통일전선을
실현시키는 「노동의 축」이라는 계획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다른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큰 열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축을 만들려는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통합된 EC내에서 DGB(제1편 제8장 참조)나 TUC(제1편 제2장 참조)와 같이 규모가
큰 국가적 집단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CGT와 CFDT가 일련의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왔던 1970년대의 '행동통일'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연합조직들 사이에 긴장이
야기되었다. 1984년 12월에는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전국복수산업교섭의 실패로 연합조직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FO와 CFDT의 고위 교섭자들은 일괄협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그들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공식적인 노동조합의 임무가 특히
도전을 받은 것은, 공공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노동조합 외부에서 비공식적인 '조정'집단들이
형성된 1986년과 1988년 사이였다. 요약하면 노동조합주의의 쇠퇴는 노동조합의 업무과중과
분열, CFDT의 중심회귀전략의 실망스러운 결과, 좌파 정부 집권시의 좌파 노동조합들의
정책혼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1981년에 좌파가 선거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CGT와 CFDT의 조합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1936년과 1945년에 그랬던 것처럼) 1980년대를 통하여 이들 조합들의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 지지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프랑스 노동운동의 취약성은 중요한
문제였었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들을 아래에서 요약한다. 첫째,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었다(항만, 인쇄 등과 같은 부문에서 사실상의 클로즈드 숍이 일부 존재하였지만). 둘째,
프랑스는 노동운동의 무정부주의적․생디칼리슴적 근원의 유산으로서,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으로 안정된 다수의 조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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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파업과 정치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그들의 역할로 생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확실한 교섭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셋째, 모든 임금소득자가 노동조합에 의해 쟁취된 모든 개선사항의
혜택을 받는다. 즉 단체협약이 조인된 후에는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넷째,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리후생 혜택이 없다. 다섯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많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온정주의적 관행을 이용해 왔다. 여섯째,
노동조합은 1968년에 와서야 사업장지부 설립권을 획득하였다. 일곱째, 이념적․정치적 배경에
따른 노동조합의 분열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이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른 많은 유럽의 노동조합들과 비교하여 빈약한 재정자원, 소규모의
조직적 하부구조 등과 같은 다른 문제점들도 야기시켰다. 조합비가 불규칙하게 징수되는 한
그들의 재정은 앞으로도 한층 빈약해질 것이다. 평균적으로 조합원은 연간 요구되는 조합비의
절반만을 납부하며(Mouriaux, 1983), 조합비가 상대적으로 낮다(평균적으로 임금의 1%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그 낮은 조직률이 함축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과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대표선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공공서비스기구」로 전환시키는 공적인

3자 또는 2자 구성기구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osanvallon, 1986).
■ 노동쟁의
파업권은 프랑스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가해져
있다. 1963년 이래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파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었다. 합법파업과 위법파업의
구별은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만 민간부문에서의 파업은 법적으로는 조업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보타지, 준법투쟁, 태업 같은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합법적 파업은
노사관계 문제에 관련된 것이어야만 한다. 연좌농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목적이 단지 생산을 중단시키는 데에 있지 않고 교섭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그렇지만 파업에 의한 과도한 생산중단은 위법이고 또한 직장폐쇄도 일반적으로 위법이다.
파업에 관한 입법조치는 거의 없지만 알선․조정․중재를 포함한 쟁의의 해결을 위한 정교한
절차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정은 1982년에
자동차산업의 쟁의를 종결시키는 데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었지만 1988년 SNECMA(항공분야의
국영기업)에서의 파업과 같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덜 효율적이었다.
프랑스에서의 노동쟁의는 예측하기 힘든 경향이 있지만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파업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는 것은 무정부주의-생디칼리슴적 전통의 유산으로
프랑스의 노동조합이 준비자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파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는 이탈리아 및 영어권 제국과 비교해서 조업중단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비교적 적다(부표 22 참조). 특히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의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기록된 연평균 노동손실일수의 약 3분의
1이었다(1970년대의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3,559천일인 데 반해 1980년대는 1,199천일). 그러나
1982년과 1984년에는 일시적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1982년의 근로시간법과
자동차산업의 쟁의에 기인하며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1986년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파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1986년에는 총노동손실일수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것이었다(예 : 철도, 파리 지하철, 가스
및 전기 근로자). 1987년에는 연간 총노동손실일수의 3분의 1이 SNCF(철도)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학교교사, 항공관제사, 조종사, 저널리스트 등과 같은 다른 범주의 근로자들도 파업을
행하였다. 1988년에는 간호사들이 전병원부문으로 확산된 대규모 파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교도관, 체신근로자, TV종사자, 그리고 항공기 제조 부문(SNECMA)에서의 파업이 있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금융부문에서도 심각한 파업이 있었다.
최근의 대부분의 공공부문 파업은 급여인상요구(민간부문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았음)와
아울러서 예컨대 철도기관사 및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공공부문에서의 경력개발 가능성의
결여 및 현대적 인사정책의 부재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요구들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파업들 중의 일부에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노조의 지도에 반대하여 일반근로자나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이 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조정그룹'(예 : 철도파업)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때때로 이 조정그룹은 노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공식적인 대표통로에 반대하여
행동하기도 하였다(예 : 간호사 파업). 이러한 조정그룹이 창시된 결과 노동조합들은 파업 및
교섭의 실시방향뿐만 아니라 교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폭넓게 조합원들과
협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조정그룹'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조정그룹은 공공부문에 있다; 그들은
젊은 근로자를 동원한다; 그들의 요구를 국가에 직접 제시한다;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의 전통적인
그리고 흔히 관료적인 교섭행태에 의문을 제기한다; 카리스마적인(그리 흔히 좌파인) 지도자에
의해 통솔된다. 그러나 조정 그룹들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철도부문은 높은 조직률과
전통적인 노사관계관행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적 동질성과 산업문화로 특징지워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병원부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Visier, 1990).
공무원들에 의한 일련의 파업 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 결론

프랑스는 1981년 이후 사회당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고 또한 노동입법도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은 계속 쇠퇴하여 왔다. 이러한
쇠퇴는 주로 노동시장의 변화, 사용자들의 정책,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노동조합의 전략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는 역전될 것 같지 않다.
1980년대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연속적으로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재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오루(Auroux)법을 통하여 공장 및 산업수준에서의 단체교섭 실시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교섭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당사자들과 정당들 사이에 논란과 분쟁이 있어 왔다. 호주나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파 및 사용자들은 교섭의 분권화를 지지해 온 반면, 좌파와
노동조합들은 산업수준의 연계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1986∼88년 사이에 집권한 비사회당 시락(Chirac) 정부가 내세운 것 중에는 프랑스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완화와 법적 규정의 정도를 완화해 나간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 잉여인원 해고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규제를 줄였으며 광범위한 민영화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실제로 지난 5년간 노동법에 도입된 주요한 변화들을 철폐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말에 로까르(Rocard) 정부는 중요한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문제에 대한 보다 합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복수산업협약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CNPF와
일부 개혁적인 노동조합들(특히 CFDT)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1991년에 구성된 크레송(Madame Cressong)의 새로운 사회당 정부는 내용보다는 형식의 개혁을
의도하였다. 그녀의 주요 관심사는 가사일의 장려, 실업자를 위한 국가고용사무소(Agence
Nationale Pour I'Emploi)의 운영개편, 근로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 및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조직의 개편, 그리고 독일모형을 따른 프랑스의 훈련제도 개혁 등과 즉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실업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는 호주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섭의 분권화 경향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을 위한 시도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 더 근본적으로 좌파가
역설적으로 사용자의 이미지를 일자리의 제공자며 부의 창출자로 개선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달리 말하면, 기업이 계급투쟁의 현장이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점차 소멸해 왔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노동조합이나 또는 보다 광범위한 공적이 영역에서 단일 유럽시장과
그것이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사회적
측면'(social dimension)과 '사회헌장'(Social Charter)의 제정에 대단히 열성적인 미테랑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프랑스 지도자들은 유럽 사회통합체(a Social Europe)의 건설에 매우 적극적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일부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유럽수준에서 정보 및 협의 그룹위원회들을
발기시켰으며 한편으로 CFDT는 일부 EC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李泰憲)
프랑스의 노사관계 연표

주석 1) 우리는 이것이 Janine Goetschy와 Jacques Rojot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의 1987년판 제7장의
수정판임을 인정한다. 이 수정판은 Greg Bamber에 의해 편집되고 영어로 다시 쓰여졌다.
주석 2) 프랑스와 독일의 훈련협정에 대한 고전적인 비교연구는 Maurice et al.(1986) 참조

제8장
독일의 노사관계
Friedrich Furerstenberg
독일 노사관계의 역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시대로 분류된다: ① 1933년 이전인 히틀러(Hitler)
이전 시대 ② 1933∼45년 사이의 히틀러 시대 ③ 동․서독이 정치적으로 분할되어 있었던
1945∼90년 사이의 히틀러 이후 시대. 이 章에서는 서독의 세번째 시기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의 동독에서의 전개과정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결론부분을
제외하고는 1990년 이후의 통독 시대에 관한 언급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 장은 서독의
노사관계부터 고찰하는데, 노사관계의 주요한 과정인 단체교섭과 공동결정제도를 고찰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 먼저 고찰한다.
서독(연방공화국)은 이전 독일제국(German Reich)의 서부지역에서 1949년에 건국되었다.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원래 피난민으로 독일에 들어왔다. 통일전 서독의 총인구는 6,300만 명이었는데
그 중 민간부문의 취업자가 44%였으며 노동력의 7.4%는 외국인 근로자였다(1987년). 그리고 다른
OECD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40%)이 공업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한편
농업부문의 고용은 3.4%인 반면에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57%였다(Statistisches Jahrbuch, 1989: 94).
그리고 1950년에 전체 고용의 25%를 점하였던 농업부문으로부터 가장 많은 노동이동이
있었다(Statistisches Jahrbuch, 1967:138). <표Ⅰ-8-1>에서 보듯이 이러한 노동이동은 노동력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서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은 이탈리아(41%)를
제외하고는 타국가에 비해서 낮다. 서독은 타국가에 비해 출산율(약 10/1000)은 낮지만
일본(325/㎢)을 제외하고는 다른

<표Ⅰ-8-1> 독일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추이

국가에 비해 이미 인구밀도(246/㎢)는 높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산업재건은 '經濟奇蹟'이라 불려졌지만, 서독은 1970년 이래 이
책에서 논의되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였다(1970년 0.6%,
1985년 8.3%). 일부는 이러한 실업률의 극적인 상승이 경제기적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였지만, 특히 일단 재통일과정이 잘 소화되기만 하면 경제성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에 실업률이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졌다. 비록
통일과정이 어렵고 조금 후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서독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였으며 통일독일은 더욱 그렇다.
1985년과 1991년 사이에 소비자물가가 13%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일본(11%)을 제외한 여타
국가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1989∼90년 기간에는 연간 3.8%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과 같은 상승률이다(부표 12 참조). OECD통계에 의하면, 독일 정부의 세입은 GDP(1988)의 약
44%로, 이는 모든 OECD국가들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은 1980년 이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일한 OECD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보장비 부담으로
인해 독일 제조업부문의 평균 가처분임금(take-home pay)은 총급여(gross earnings)의 73%에
불과하다(영국과 비슷한 수준임).
서독의 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 ①
독일기독교민주당(CDU), <바바리아(Bavaria) 주에는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이 있음.> ②
독일사회민주당(SPD) ③독일자유민주당(FDP)
녹색운동과 공화당은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개별화된
비례대표제」란 제도 때문에 선거에서 한 정당이 압도적 다수로 이기는 것은 극히 어렵다.
CDU-CSU만이 1957년에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그외의 경우 서독의 연방차원에서는
항상 연립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FDP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66년 이전과 1982년 이후에 CDU-CSU는 내각에서 다수를 차지해 왔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CDU-CSU와 SPD간의 거국연립이었고, 1969년에서 1982년까지는 SPD가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당이었다. 1990년에 통일 수 처음으로 연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급진정당들이 쇠퇴한 반면 CDU-CSU와 FDP가 승자가 되었다. 선거 참여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부동표'가 점차 중요해졌다.
이러한 정당들은 급진주의에 반대하는 '통합된' 당이지만, CDU-CSU와 SPD내에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분파가 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연방국회내에서 CDU-CSU의원의
35%와 SPD의원의 99%가 노동조합원이었으며, CDU-CSU의원의 2%(SPD의원의 8.9%)가
노동조합이나 다른 노동자조직의 직원이었다. '교섭자율'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금하고 있으며, 사회․노동 법규에 관한 토론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정책은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공동결정제도는
아데나워(Andenauer)가 이끌었던 CDU-CSU 정권하인 1951년에 도입되었다.
■ 노사관계 당사자
독일의 산업화는 영국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스웨덴보다는 빨랐다. 독일의 산업화는 19세기를
마감하는 10년간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독일은 영국과는 달리 가부장적 유산이 남아 있는
사회체제내에서 공장제가 발달하였다. '수직적으로 결속된 작업공동체'라는 개념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발전하였다(Fox, 1978 참조).
노동조합
독일의 노동운동은 1948년 혁명으로부터 성장하였다(이 장 끝에 있는 年表 참조), 독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함께 주로 직종별 기반을 가지고 있다. 독일제국시대
초기의 노동조합은 국가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으나, 후에 특히 1918년
바이마르(Weimar)공화국 이후에는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역할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1933년
국가사회주의하에서 히틀러에 의해 노동조합들은 해체되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은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살아 남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다
통합된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였다.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요 노동조합연합조직이 있다. ① 17개의 산별 또는 직업별
조합과 790만명(1990년의 조합원을 거느리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독일노동조합총동(DGB) ② 조합원 799,000명의 독일공무원총동맹(DBB) ③ 조합원 573,000명의
독일직원노조(DAG) ④ 단체교섭에서의 역할은 없지만, 몇몇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309,400명의 독일기독교노동조합동맹(Christlicher Gewerkschaftsbund Deutschlands : CGB) 등이
있다. 각 조직의 상대적 조직률은 <표Ⅰ-8-2>와 같다.

독일상급관리자연합(ULA)과 같은 소규모의 연맹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리직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1990년의 조합원수는
43,000명에 불과했으며, 가맹조합 중 단체협약 당사자로 인정된 조합은 두 개에 불과했다.
연맹구조하에서 DGB의 권력은 몇 개의 산별조합이 장악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세 개의 조직은
조합원 2,727,000명의 독일금속노조(IG Metall)와 조합원 1,252,600명의
공공부문․운수․통신노조(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그리고
조합원 676,000명의 화학․제지․요업노저(IG Chemie-Papier-Keramik)이다. 이들은 또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DGB 총회를 주도하고 있다. DGB는 주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조정작업과
대표기능을 수행하며, 근로자 생활에 관한 정기간행물과 조사자료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연구소(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s DGB)를 운영하고 있다.
CGB를 제외한 독일 노동조합들은 이념적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물론 분

<표Ⅰ-8-2>독일 노동조합의 조직현황(1987)

파(사회민주주의 그룹이 가장 강력함)들간의 내부적 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급진적
분파는 지방에서만 영향력을 획득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은 대의민주주의로
특징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조합원 참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쇄업노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노동조합은 비밀투표에서 7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노동조합정책은 상당히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첫째,
단체교섭은 주로 산업과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노동조합은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셋째, 노사관계는 상당히 관료적이고 법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되었다.
DGB는 그 정책범위가 광범위한데 이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사업장과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활동은 작업환경에서 기술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훌륭한 시설을 갖춘 훈련원을 통하여 성인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책은 사회․경제정책의 주요 부문에 관하여 노동조합측이 자문을 받고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한 '협조적'이다. 노동조합정책은 실제로 노동 대중과 그들의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에 관련된 모든 공공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정당정치에 중립적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정치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독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서 강력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상회․정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화된
참여로부터 얻어지는 노동조합의 구조적 힘은(후술 참조), 유리한 노동시장 상황과 젊은층 특히
여성 및 근로자들의 정치화에 기인한 노동조합조직의 확대로 1970년대에 강화되었다(DGB
노동조합들의 조직률은 1970년과 1985년 사이에 30%에서 35%로 상승하였음).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198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가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표Ⅰ-8-2 참조).
사용자
독일 경제는 상당한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1989년 현재 고용근로자의 39% 이상이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2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
미만임). 그렇지만 몇 개 중요부문에서는 중소규모 기업이 고용구조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 기업은 이원적인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위의
이사회(Vorstand)는 기업을 경영하며 장기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결정은 경영성과를 통제하는 상층이사회인 최고경영평의회(supervisory board,
Aufsichtsrat)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다. 최고경영평의회는 최고경영진을 선임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단 네 번만 모이므로 직접적으로 경영에 간여할 수는 없다(다음에 논의).
사용자단체는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적 목적에 의해
시작되었다(Bunn, 1984). 제3 제국시대에는 노동조합은 물론 사용자단체도 허용되지 않았다.
1945년 이후 노동조합에 이어 사용자단체가 다시 등장하였다. 사용자들의 이해관계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었다. 독일 경영자단체연맹(BDA)은 전체 기업의 약80%로
구성된 46개의 전국규모 연합체와 12개의 지역연합체를 대표하고 있다(1985년). 연맹에는 21개의
위원회와 실무 그룹들이 있으며,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고 정치적 강령을 준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영자연맹은 두 개의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와 Institut für Angewandte Arbeitswissenschaft)
BDA와 DGB는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산하 조직에 협조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 권력의 실질적인 중심은 가맹회원들이다. 그들은 중요한
「파업방지기금」을 갖고 있으며 기업별 교섭<예를 들어 VW에서 행해지는데 이는 이례적인
경우임>을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파트너가 된다. 영어권 국가의 사용자단체와는
달리 독일의 사용자들은 파업, 특히 주요한 금속노동자들의 파업(Owen Smith, 1981:199)시에는
이에 대항해 공장폐쇄를 단행한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사용자들의 조직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며 국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간에 규모, 생산 및 시장여건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차원에서의 교섭에서
사용자들은 단결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종업원평의회와 경영자간의 기업(또는 공장)
중심적인 교섭제도에 의해 교섭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에서는 산업 차원에서의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보강한다 (후술 참조).
공공부문에는 이와는 다른 조직들이 있다. 市 차원에서의 독일지방정부사용자단체연맹(VKA)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독일주정부사용자연맹(TDL)이 1949년 이후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1960년
이후 전국적 차원의 교섭에서는 연방내무성이 '사용자' 역할을 해왔다.
정부의 역할
독일은 광범위한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1940년)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지방법원, 지역항소법원과 연방노동법원 사이에는 역할상의 구분이 있다.
독일에는 예컨대 근로기준, 근로시간, 질병수당, 정리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한 입법과 더불어
연소근로자, 여성 및 장애자, 그리고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를 위한 고용권리가 명시된
광범위한 법규가 있다. 또한 건강 및 안전법이 있으며 산업재해보험협회(정부 감독하에 있는
자치적 공공기관)가 이를 수행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기관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동등하게 참여한다. 직업안전법(1973년)에 따라 산업수준에서는 60,000명의 안전전문가가
있는데, 종업원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명한 25,000명의 공장안전대표자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작업장 의료진의 量과 質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현재 의료진은 약 10,000명 정도이고, 그 중 2,500명이 풀타임 근무자임).
1880년대에 최초의 사회보험이 도입된 이래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왔다.
사회보장제도는 2자 혹은 3자협의회를 둔 자치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뉴렘베르크(Nuremberg)에는 가족수당, 실업수당 및 실업보험기금과 연방고용서비스를 관리하는
聯邦勞動機構가 있다. 이 기구는 노동시장정책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큰 규모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직업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1982년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을
마친 근로자의 60%가 3년간의 직업훈련학원(혹은 직업학교) 과정을 이수하였다. 게다가 6.6%는
기술대학의 훈련과정을 이수했으며, 2.7%는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했고 5.9%는 대졸자였다. 이에
더하여 노동력의 상위계층에서 자격수준이 더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종의 국가소득정책을 목표로 한 '협조행동'의 유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목표들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Clark et al., 1980 참조). 그렇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주요 전략은 정부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추가고용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나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부는 불간섭정책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섭자율의 원칙(Tarifautonomie)을
존중하고 정부의 영향력은 - 특히 사회․경제적 목표나 연방예산계획의 추세에 관해서 - 규범적
범위를 설정하거나 기본적인 급여통계 등을 발표하는 범주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 주요 과정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드물다. 양당사자가 그들 자신의 자발적 조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쟁에는 정부가 통상 비공식적으로
개입한다.
단체교섭
독일의 노사관계는 이중구조이다. 사업장과 공장 차원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직접교섭을
하지 않는다. 대신 종업원평의회와 사용자가 법에 근거하여 교섭을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연맹간에는 산업 및 지역(드물게 기업) 수준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대개는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1988년에 등록된 32,000건 이상의 단체협약 중 단지 25%만이
기업협약이었다 (이것은 종업원평의회와 경영자간의 공장협약과는 다름). 단체협약법(1952년)은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1967년
연방노동법원 결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긴 主協約(master agreements)과 1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주요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을 규정하는 일반협약(ordinary agreements)은 차이가 있다.
일반협약과는 대조적으로 主協約의 대다수는 (1988년 64%) 기업협약이다. 그러나 기업협약은
대개 사용자연맹에 속하지 않은 사업장에 고용된 소수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표
Ⅰ-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특별조항들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무직과
생산직근로자 공동의 임금규정을 다루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체교섭의 과정은 금속노조(IG Metall)의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교섭에서 보여지듯이, 고도로
형식화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儀式化되어 있다.
① 노동조합측의 요구조건은 공장 차원에서 조합원과 조합간부 사이에서 논의된 후
교섭위원회에서 심사되는데 교섭위원회는 조합위원회에 요구의 범위와 형식에 관한 권고를 한다.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4주 전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을 통보한다.
② 교섭위원회가 설치되어 협상은 현행 단체협약 종료일 2주 전부터 시작된다.
③ 단체협약 종료일 후에는 4주간의 평화의무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지나야 근로자들은 시위와

기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

<표 Ⅰ-8-3> 독일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추이

④ 새 단체협약이 교섭되다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의 한편 혹은 양당사자는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 있고, 그러면 노동조합 교섭위원회는 파업 찬반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4단계를 통해서도 합의에 실패한 경우 노사 당사자는 2노동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소할 수 있고, 또 다시 1노동일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른 한쪽은 그로부터 2노동일 이후에는 참여해야만 한다. 그 후 조정위원회는
중립의장(보통 유명한 은퇴 정치가나 공무원)을 지체없이 지명해야 하며, 위원회는 3노동일
이내에 소집되어 5노동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로부터 6노동일 후에 분쟁당사자는 이
제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과정은 엄격히 지켜진다. 또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stoppage)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부록 참조)
.그러나 노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많은 제약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법원판결에 따른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합법적 파업은 노사관계 문제로 엄격히 제한되고, 정치적
문제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몇 개의 주요한 쟁의가 있었는데 1984년에는 인쇄와 금속산업에서 조업중단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금속산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급여의 감소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실업률에 대처하는 노동조합 전략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그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국제시장에서 독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9주간의 조업중단에 이어 사용자들은 좀더 신축적인 근로시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58세 조기퇴직을 제안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쟁의는 타협으로 결론이 났다. 즉 1985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규정하고
공장내의 근로자집단에 따라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37시간에서 40시간까지 유연성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시간의 변경은 공장수준에서 교섭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종업원평의회의 역할 증대를 의미한다. 1984년 쟁의는 '새로운 유연성'이라

불리는 일련의 새로운 노동조합측의 전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술에는 예를 들어 부품공장의
부분파업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파업은 노동조합이 산업 전체의 총파업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상
자동차산업의 많은 부분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독일통일에 따라 정부가 점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단체교섭을
선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public service union)이 전면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한 1992년에는 가장
격렬한 노동쟁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전국적인 운송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거리에 쓰레기를 방치한 11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1992년 5월에 작업에 복귀하였다.
정부와는 5.4%의 평균임금인상에 합의하였지만 일반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상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노동조합의 권력구조를 분권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금속산업에서도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2주일 후
사용자들이 5.8%의 임금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원래 9.5%
인상을 요구하였음).
독일에서는 이에 대해 적지않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조업중단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동결정
독일에서는 산업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중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에서 법률에 의해 종업원평의회가 1916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종업원평의회는 1920년의 종업원평의회법에 의해 의무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특히 공동결정에 관련한 다양한
법률에 의해 확대되어 왔다.
① 경영조직법(Works Constitution Act : 1952∼72)은 민간기업 종업원평의회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였다.
② 1951년 공동결정법(Montan 공동결정법)은 석탄 및 철강산업의 최고경영평의회 내에서
노사동수의 공동결정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이사회의 정규구성원으로 노무관리이사를
참여시켰다.
③ 1976년 공동결정법은 종업원 2,000명 이상인 유한회사는 최고경영평의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④ 1974년 직원대표법(Personnel Representation Act)에서는 공공서비스 및 공공기업에서
직원평의회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공동결정을 수행하는 주요한 수단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사의 전종업원에 의해
선출되는 종업원평의회인데, 종업원평의회는 명시된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한다(표 Ⅰ-8-4 참조).
그러나 종업원평의회 위원은 대개 조합간부와 밀접히 협력하거나 위원이 조합간부를 겸임한다.
종업원평의회는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소위 계약상 권리가 파기된 경우에는 경영자를 제소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이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종업원평의회는 정보, 협의 및 공동결정에 대하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72년
종업원평의회법(신경영조직법)은 노동규율, 매일의 근로시간 및 휴식, 임시 및 초과근무,
성과급의 결정, 급여체계, 제안제도, 휴일계획, 근로자 성

<표 Ⅰ-8-4> 독일 종업원평의회의 선거결과 추이

과의 감독, 안전규정, 기업의 후생복지, 근로자를 위한 사택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업원평의회는 작업속도 혹은 작업환경의 변경을 공동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종업원평의회는 사용자 부담으로 인체공학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또한
직원채용과 직무훈련의 과정도 공동결정할 수 있다. 기업운영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사용자와 종업원평의회는 그 변화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때는
적절한 일시해고와 보상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공동결정대표제도는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종업원평의회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한다. 연소근로자,
미숙련근로자, 여성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비중에 비해 과소 대표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종업원평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는 통상 밀접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때때로 노동조합간부가 종업원평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간부들은 정기적으로 직장집회에서 연설한다. 종업원평의회와
노동조합간의 의사전달방법은 근로자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노무담당이사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서 195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Montan 공동결정법).
노무담당이사는 이사회의 다른 임원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되지만, 최고경영평의회에서
근로자대표가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으며 통상 근로자대표들이 이러한 임명제안을 한다. 대개
이러한 노무담당이사들은 우수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노동조합원이다(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는

아님). 노무담당이사는 인사와 사회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물론 일방적인 기업정책 입안에도
적극 참여한다. 기업정책은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무담당이사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의 책임과 근로자 입장의 효율적인 대변이란 이중의 의무가
부과된다.
다른 산업에서의 노무담당이사는 제도상으로 노동조합과 연결되지 않으며 명백히 규정된
경영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모순되는 이중충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고경영평의회에서 공동결정사항을 다룰 때 두 가지 유형의 법률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주주대표의 의견에 반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석탄과 철강산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이다. 종업원 2,000명 이하인 기업에서는
최고경영평의회의 구성원 중 3분의 1만이 종업원평의회가 임명한 근로자대표이다.
석탄과 철강산업에서만 사용자대표와 동수의 근로자대표가 구성원을 이루었다. 1951년 이래
근로자대표는 종업원평의회와 노동조합측에 의해 지명되는 반면, 자본측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다. 그리고 양측은 중립적인 인물을 의장으로 互選한다. 1976년에 이 제도는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모든 독일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51년법과 1976년법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석탄과 철강산업을 제외하고, 적어도 1인의 근로자대표가
상급관리직(Leitende Angestellte)에 의해 임명된다. 더 나아가 가부동수인 경우 주주에 의해 임명된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1976년 공동결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이 있다. : ①
평등원칙과 소유원칙간의 모순 ② 단체교섭의 자율권에 대한 위협 ③ 상급관리직 아래에 있는
중간관리직의 대표 문제 ④ 최고경영평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상의 문제 ⑤
노무담당이사의 지위상의 문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조합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데, 특히 몇몇 기업들의 공동결정
회피전술에 관한 것이다. 자본구성의 변경, 조직재편 그리고 기업의 법적형태의 개정을 통하여,
1978년 한 해에만도 약 30개의 기업이 최고경영평의회에서의 확대공동결정을 회피했다. 다른 몇
개의 기업은 정관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황이 안정되었다.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공동결정을 행한 회사의 수는 476개에서 500개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들도 그들의
비밀주의와 정보 부족, 그리고 불평등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이중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주주대표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절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평의회에서의 공동결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표가 예컨대 사회적 계획을 도입한다든지 기술변화에 직면하여 재훈련계획을 확대실시하는
등의 보다 사회․경제적인 목표로 점진적으로 수정되었다.
■ 현재 및 미래의 문제
공동결정은 몇 가지 면에서 '협조적 조합주의'를 촉진하였다. 노동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이한 정치적․이념적 배경을 가진 근로자의 이익을 공동으로 대표하는 통합된 단체로
재건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정당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게 된
것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노사관계와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노동조합은 북미와는 달리 자신들을 단지 노동시장기구나 '실리적 노동조합'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언제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였다.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소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개혁의 입안과
실현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이한 공동결정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수많은 기능과 지위가 생겨났으며, 그리하여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영향력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점진적으로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에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공동결정제도가 비교적 성공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고용관계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다고 사용자와 경영자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독일의 조업중단
횟수가 적은 것은, 공동결정이 분쟁방지와 분쟁해결의 대체수단이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종업원평의회는 공장내의 효율적인 고충처리기구이다. 최고경영평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결정은 분규관리의 한 형태이다. 공동결정에서는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사항과
근로자에 관한 가능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도록 한다. 양측이 자기 입장을 확고히 고집하기 전에
협의와 교섭이 시작된다. 노동조합은 사회적․기술적․경제적 변화의 초기단계에서 개입한다.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파업은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에만
아주 드물게 행해진다. 그러나 그 결과, 관료적 절차와 소수의 독재적 구조가 발달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접참가로부터 일반근로자를 배제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상층부에서의 공동결정제도로
인해 일반근로자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
노사관계에서 좀더 전투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조합이
경영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이념적 고려를 차지하고라도
대기업에서의 분단내부노동시장(segmented internal labor market)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동결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교섭기술에 의해서는 투자정책이 노동조직, 자격 및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신 투자결정의 전과정과 기술적․경제적․사회적 계획에 따라 그것을
시행할 때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공동결정제도가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화와 협의구조인데 이것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결정제의 큰 효율성은 직접참가가
결여된다는 비난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독일 노사관계의 내재적인 동적 요인이다.
기술변화

1980년대에 독일 경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구조적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기술변화로 예시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전략은 작업부담과 스트레스 증가로부터의 보호,
탈숙련의 방지, 고용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종합적인 고용창출정책은 없다. 그러므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즉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근로소득 감소는 1984년 금속산업의 쟁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전술 참조).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고용보장의 개선, 숙련과 자격유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부의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사이에 개념적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술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모든 정책을 합리화할 것을 주장한다. 연방연구․기술성이 행하는
'노동생활의 인간화'에 관한 조사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은 공장단위에서 조사기 실시될 때 자문위원회나
종업원평의회의 노동측대표들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연구프로그램의 기획에 참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로 시험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이러한 류의 많은 행동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그 결과의 보다 폭 넓은 적용을 촉진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도 기술변화에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동시에 보다 인간적인 형태의 작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사회․경제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절충안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및
종업원평의회가 논의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 노동의 인간화프로그램에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경영자가 참가한 경우는 다수 있다.
<표 Ⅰ-8-5> 독일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정부정책 추이

기술변화라는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주로 법률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정들은 <표 Ⅰ-8-5> 참조). 결과적으로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크게 재편되어 왔다. 특히 1972년 종업원평의회법은 기술변화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공장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문제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 협의 및 공동결정을
규정하고 있다(그림Ⅰ-8-1 참조).
그러한 규정들은 노사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적용의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또 있는데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일 것이다. 1986년까지 실업률은 약 8% -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까지 상승하였다. 1980∼89년 사이에 생산가능인구는 210만 명이 증가했는데 취업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서독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뺏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신기술의 도입방식과 시장여건에 달려
있다.

[그림Ⅰ-8-1] 독일 경영협의회법의 기술변화에 관한 규정(1972년 법)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성

독일노동조합총동맹(DGB)은 점차 주당 35근로시간이 도입되면 고용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희망한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들은 '새로운 근로시간정책'을
옹호하는데, 이 정책은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노동의 활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개인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근로시간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추세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그 가운데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는 매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① 적절한 근로시간 협정은 특수한 작업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분야(산업의 종류),
수준(공장, 기업, 산업), 근로자의 범주(교대근로자 등)와 규정의 범위(주당근로시간, 휴일, 퇴직)
등에 관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② 이러한 차이는 집단적․개인적 근로시간 협정이 일반고용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이러한 의문은 중요시되고 있다. 개별적
유연근로시간 협정이 돌이킬 수 없이 지나치게 유연하고 개인적인 근로조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 문제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되어 있다.
③ 노동조합 전략은 항상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역효과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중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접근은 전면임금조정(full wage adjustment)의 요구와
결합될 경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비용-편익상의 이익을 되찾으려는 사용자의 전략으로써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다. 또다시 그러한 전략으로써 노동조합이 거둔 초반의 성공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근로시간과 관련된 목표를 일반고용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근로시간의
조직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전반적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1차원적으로
단지 고용정책상의 고려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로시간단축 결과로 작업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노동조합의 우려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전반적인 구조내에서 상충하는 이익들을 관련시켜 보고
재검토해 보는 것이다. 금속․인쇄업에서의 노동쟁의 결과 주 38.5근로시간제가 상당히
전면적으로 도입 되었다. 이것은 근로시간을 현실적으로 재조직하려면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전반적 단축과 이의 유연한 이행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하나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실행가능한 제도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공동결정권과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이어야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 단계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 부문 및 지역수준에서는 새로운 규정들이 단체협약에
편입되어야 한다 ; 기업 및 공장수준에서는 새로운 사업장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동시에 전반적 규정의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독일의 노사관계제도는 내․외적인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기술도입 관련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유연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적으로는 단일 유럽시장의 설립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간의 압력이 증대하고, 이것이 독일의 조직적인 혁신을 더한층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후의 노사협조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독과 동독의 재통일이다.
구동독에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없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960만명(조직률 98%)의
조합원을 가진 FDGB(자유독일노동조합총동맹)는 그 규약에서 공산당(SED)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FDGB의 주요 기능은 중앙집권화 된 경제계획의 수행과 부가급여 및 복지기관의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었다. 동독에서는 단체교섭과 자유로이 선출되는 종업원평의회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는 FDGB는 옛 체제에 대항하고 이를 전복시키는 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1990년 9월에 FDGB는 해체되었고 1990년 10월 이후 DGB는 통일독일의 전역을 관할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법규(특히 단체협약법과 종업원평의회법)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종업원평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몇 개의 단체협약(예를 들면, 우편과 철도근로자들)이
체결되었다. 또한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서독의 동종 노동조합과 합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측도 유사한 경로를 밟아 왔다. DGB와 BDA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동독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통일 후 구
GDR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실직하였다. 더욱이 구 GDR 850만 근로자의 거의 전부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서독수준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훈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McCathie, 1992 : 16). 그러나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은, 구동독 및 계획경제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유럽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이주를 통해 서독지역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독일 노사관계의 발전은 내부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럽경제의
재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의 증대와 근로자참가(특히 사업장수준에서)의 필요성에 관심을 쏟는다면,
1949년 이후 노사관계에서 이루어져 온 혁신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李 京 姬)
독일의 노사관계 연표

제9장
스웨덴의 노사관계

Olle Hammarström
스웨덴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산업국가들보다 뒤늦게 산업사회가 되었다.

금세기 초에 스웨덴은 외국으로의 이주가 많았던 가난한 농업사회였다. 스웨덴은 민간취업자의
29%가 공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3.3%는 여전히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부문에는 68%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1960년대 이래 지방 또는 지역정부가
강력하게 성장한 결과이다.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외국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어 왔다. 스웨덴의 총인구는 86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450만명으로 이 책에서 논의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여성의 84%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가들 중 가장 높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스웨덴은 최근 파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더욱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선거에서 7개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졌다. ( 이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은
괄호안에 주어져 있다. ) 그 중 4개의 정당, 즉 온건보수당(22%), 중앙농민당(9%), 국민자유당(9%),
그리고 기독교민주당(7%)이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인데, 이들 4개의 정당이 소수당
보수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1991년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인
신민주주의자(7%)-인민우익정당-가 의회에 진출하였고 소수당인 공산당(6%)은 과거에 정권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훨씬 중요한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여러 차례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사회민주당(38%)은 1932∼91년까지의 59년 동안 총 53년간을 집권하였는데 이 중에는
1932∼76년까지의 44년간의 장기집권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스웨덴은 세금이 높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발달한 복지국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대 스웨덴 제조업의
가처분임금(take-home pay)은 임금의 66%에 불과했는데(가족수당을 제외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의 공제 후),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1985∼91년 사이에
소비자물가가 약 50% 상승하였는데, 이는 호주(51%)를 제외한 어떤 국가보다 높은 상승률이었다.
(부표 12 참조).
1990∼91년에 경제정책을 크게 변경한 후, 물가상승률이 EC평균치보다 낮아졌다. 동시에 매우
낮았던 실업률(1990년에 1.5%)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3년 초반에 7.5%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기간 동안에 스웨덴의 실업률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몇몇 연도에는 일본보다도 실업률이 낮았다. (부표 5 참조)
■ 정치․경제적 배경
스웨덴은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노동조합운동은 18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889년에 결성된
사회민주당(SAP)이 노동조합연합체로서 기능했지만, 그 후 1898년에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이 결성되었다.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응하여 사용자조직도 발전하여
1902년에 스웨덴경영자협회(SAF)가 창설되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운동은 직종별 조합(craft union)에서 시작되었지만, 1910년 무렵에는 산업별
조합의 개념이 지배하게 되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노조 조직자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운동에 의해 수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던 당시에는 노조에 의한 직업훈련(craft training)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또한 산업화는 대부분이 'bruk'의 형태, 즉 하나의 기업이 주축을 이룬
마을 또는 기업촌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 對 하나의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강력하였다. 최초의 노동쟁의는 1870년대에 발생하였는데 단결권 요구와 임금인상요구가
혼재되어 일어난 분쟁이었다. 이러한 투쟁들은 금세기 초에 더욱 격화되었는데 1905년
기계산업에서의 직장폐쇄가 그 한 예이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06년의 이른바 '12월 타협'에서 노동조합의 제권리가 인정되었다.
스웨덴경영자협회(SAF)는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과의 협정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다. LO측에서도 모든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채용․해고 및 생산조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협정이 노동조합측에게는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당시 사용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획득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노사 중앙조직이 그 산하의 가맹조합
또는 가맹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전국협정의 최초의 예이다.
그러나 '12월 타협'을 모든 사용자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사용자들 중 일부는 반조합 정책을
계속 견지하였다. 최초의 전국적인 쟁의는 1909년에 발생하였다. 전설적인 '대파업'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발단이었다. 이 분쟁은 노동조합이 어떠한 협약도
획득하지 못한 채 작업에 복귀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것은 노조측에는 커다란 패배였으며, 그
결과 1908년 162천명이었던 LO의 조합원이 1910년에는 85천명으로 감소하였다.
노사관계의 법제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동적인 과정이었다. 1906년에 임의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소규모의 조정기관이
설치되었다. 1910∼20년 사이에 경영자측과 보수정치인들은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몇 차례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주의자 및 자유주의자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파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노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법과
노동법원법이 192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노동조합의 제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최초의
것이다.
1932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됨에 따라
상황은 일변했다. 노동조합측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사용자의 동맹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자본과 노동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1938년에
Saltsjöbaden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약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협의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정신은 50년대와 60년대에 '스웨덴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웨덴 모델'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며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의에 공통되는 것은 노조와 사용자는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하며 반면에 정부는 완전고용의 달성에 책임을 져야 하며 반면에 정부는 완전고용의 달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철학이다.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스웨덴 모델을 만들게 된 것은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며 또한 정부가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에서의 협력의 정신은 1938년의 기본협약 또는 산업평화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협상이 이루어진 장소의 이름을 따옴)으로 성문화되었다. 뒤이어 다른 협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스웨덴 모델'을 위한 단체교섭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협약들은 바로
1942년의 산업복지협약, 1947년의 직업훈련도제협약, 1948년의 시간 및 동작 연구협약, 그리고
1946년의 공장협의회협약 등이다.
사회민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자재정을 활용하는
케인즈경제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크게 수정된 케인즈정책이
개발되었다. 1951년에 LO총회에서는 이른바 Rehn-Meidner모델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한 LO의 저명한 두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LO는 노동조합이 임금요구안을 만들 때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노동조합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합리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력에 힘입어 스웨덴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수 있었다. 정부는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지역간 유동성과
숙련간 유동성을 제고시켰다. 1948년에는 노동시장정책의 개발을 위해 노동시장위원회(AMS)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그 이후 노동시장정책의 개발에 있어 유력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노조측은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30년대 초부터 취해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노사간의 대립은 국가가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무대로 부분적으로
이관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다. 특히 1960년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은
임금분쟁이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노동조합은 확장되고 있는 경제부문에서
경영측의 '채용 및 해고'의 권리와 생산합리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행과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측 요구의 주안점은
사회보장의 개선이었다.
1960년에 다른 사회보장급부의 도입과 함께 고령자연금제도(AP Funds)가 크게 개편되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무제도와 임의제도)이 거의 10년 동안 정치적 논쟁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것은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LO는 '사회연대' 임금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Rehn-Meidner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는 모든 산업과 기업을 망라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었다. 이것은 기업의 이윤수준이 교섭의 주된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성과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여도 그 이익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문제 삼지
않는 반면에 성과가 부진한 회사는 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연대' 임금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저임금근로자와 고임금근로자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격차해소는 누진과세제도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임금지급협정에 의하여 진전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스웨덴에서 등장한 협조적 노사관계 유형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더욱 발전하였다. 스웨덴의 공업화는 처음에는 자연자원, 즉 철․목재․수력발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더욱 많은 스웨덴 기업에서 중요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AGA(등대), SKF(볼베어링),
Nobel(폭약), Ericsson(전화), Electrolux(록드릴링), Alfa-Laval(분리기) 등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단지 다국적기업의 본국이기보다는 이들 기업의 본거지가
되었다. 해외에 있는 스웨덴의 다국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는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는 스웨덴 근로자의 거의 세 배나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국내적 기반 위에서 발전하여 왔다.
스웨덴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국제무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 GNP의 약 28%가 수출로부터 얻어지며, 스웨덴 경제에서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생산고의
약 절반이 수출되고 있다. 철강 및 목재산업 부문에서의 수출의존도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와
같이 국제경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민간부문의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받아들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경영조직의 합리화는 물론
기술합리화도 허용하였고, 때로는 환영하기까지 하였다.
■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
노동조합
호주의 경우와는 달리 스웨덴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정부기관이나 법원에의 등록이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떠한 근로자집단도 자유롭게 자신들의 노조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설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사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조합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여러 권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변화에 대해 그 실시 이전에
교섭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스웨덴에는 신생노조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주로 기존의
노조가 효과적으로 그들의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경쟁조합으로부터 그
권익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주요한 전국중앙조직은 세 개가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과
스웨덴전문직노동자연맹(TCO)은 각각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 부문을 조직하고 있으며,
세 번째의 연합조직인 스웨덴전문직노동조합총연맹(SACO)은 일반적으로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전문직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다.
LO에는 20개의 산하가맹조합이 있으며 총조합원수는 퇴직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약 230만명이다.
이 숫자는 LO가 생산직근로자의 90% 이상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조직률이다. 가맹조합의 대다수는 산업별로 한 기업 또는 한
사업체 구역마다 하나의 조합이 조직된다. 최대의 노동조합은 스웨덴자치제노동자조합(조합원
64만명)이며 그 다음이 스웨덴금속노동자조합(조합원 47만명)이다. LO는 사회․경제정책의
영역에서 산하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며, 민간부문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LO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2개의 주요 단위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한다.
TCO는 1944년에 각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던 두 개의 조직이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TCO의 가맹조합수는 19개이고 조합원수는 약 130만명이다. TCO는
단체교섭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정부와의 교섭에서는 산하조합을 대표한다. 규모가 가장 큰
가맹조합으로는 스웨덴공업부문사무기술직노동조합(SIF ; 조합원 30만명), 교직원노동조합(SL ;
조합원 19만 3천명), 스웨덴지방자치단체공무원조합(SKTF ; 조합원 18만 5천명) 등이 있다.
이러한 가맹조합들은 '종단적'(vertical)인 산업별 조합들인데 이것은 이들 조합이 기업내의 모든
계층의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3개 노조가 TCO 조합원 총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가맹노조는 직종별 조직이다. 단체교섭을 위해 TCO 가맹조합은 2개의
교섭카르텔로 나뉘어져 있다. 민간부문은 PTK, 공공부문은 TCO-OF가 각각 담당하여 교섭에
임한다. 그러나 PTK는 TCO에 가맹하지 않고 SACO에 가맹되어 있는 노동조합도 포함하고 있다.
SACO는 3개의 전국연합조직 가운데 가장 작으며 25개의 가맹조합에 약 3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산하조합들은 주로 같은 학력소유자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되어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조합들은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과 대졸기술자를 조직하고 있는 조합들이다. SACO는
국가 및 지방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교섭카르텔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는 대부분의
SACO 산하조합들은 PTK에 가맹되어 있다.
LO와 사회민주당과의 제휴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하다. LO의 사민당에 대한 재정지원은 특히
선거운동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역선거구에서의 선거운동은 대부분 조합활동가들에
의해 행해진다. LO와 SAP의 강력한 제휴관계는 최근에 폐지된 집단회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당의 지도부 및 정부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사회민주당이 장기간 집권하는 동안(1932∼76년) 거의 절반 정도의 각료가 노동조합지도자
출신이었다.
대부분의 스웨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데(부록 참조), 생산직근로자의 90% 이상,
사무직근로자의 약 80%가 조합원이다. 이것은 국제수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높은
조직률인데 그 이유는 몇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실업급부제도가 노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실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기타 부가급부도 조합 가입의 유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집권한 사회민주당 정부와 LO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사회의 중요하고도 잘 확립된 세력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노동시장에 참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LO가 사회민주당과 제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CO와
SACO는 정당과 공식적으로 제휴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전체 조합원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활동인구에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8∼90년 사이에 조금 감소하였다.
경영자 조직
스웨덴의 사용자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잘 조직되어 있다. 사용자단체의 연합체는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부문을 조직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단체는 공공부문을 조직하고 있다.
스웨덴경영자협회(SAF)는 민간부문의 경영자들을 조직하며 36개의 업종별 경영자단체에
가맹하고 있는 45천 개 이상의 가맹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SAF 가맹기업들은 약 13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국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전국공무원청(SAV)이 있으며,
지방정부부문에는 2개의 조직이 있다. 각 지방도시는 스웨덴지방정부기관협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군협의회(county councils)는 군협의회연맹을 통해서 서로 협조한다. 이들 두 조직은 278개
지방도시와 23개 군협의회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0만명인데 그 가운데 50만명 이상이 국가공무원이다.
사회적 파트너의 특성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는, 높은 조직률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회비납부율을 고려하면
국제기준에서 볼 때 대규모이고 재정도 풍부하다. 조합비는 통상 임금의 1∼2% 범위이다. 조합비
외에도 사회적 파트너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특히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시의 지출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한다. 기금의 규모는 다양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규모가 크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2∼3주간 급여총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경영자단체도 또한 그러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사결정이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파업의
결정 및 단체협약의 수락은 통상 중앙집행위원회와 같은 중앙기구에서 결정한다.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이 조합규약에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조합원은 통상 조합지도부의 권고에
따른다. 그러나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중앙집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지역수준에서 취약하다든가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노조와 비교하여 지역지부의
활동수준은 높다. 조합원이 10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의 지역지부가 결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약
10%의 조합원이 자신들이 속한 조합조직에서 선출직을 맡으며, 15∼20%의 조합원은 매년
일정형태의 조합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조합원의 조합집회 참석률은 통상 낮다. 정기적인
집회에의 참석률은 보통 5∼10%에 불과하며 50% 이상 출석하는 것은 보통 연차대회나 단체협약
체결 및 파업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합 때뿐이다.
정부의 역할
스웨덴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사용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급여담당장관이 있어 국가의
고용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적어도 2개의 정부기관이 국가의 고용정책을 시행한다.
임금협상은 전국공무원청(SAV)이 담당하며 급여담당부의 차관이 통상 SAV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스웨덴은 임금교섭에서 민간부문이 전통적으로 선도역할을 해 왔다. 또한 임금결정에 있어
수출부문의 생산비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앞서서 임금결정을 선도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이외의 사항의 경우에는 SAV가 민간기업부문보다 앞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에 논의될 산업민주주의의 영역이 그 한 예이다.
정부는 정치적 역할을 통하여 노사관계에 정부의 주된 영향을 행사한다. 전통적으로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다수의 새로운 법률이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법률들은 산업민주주의, 작업환경, 고용보장,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노사관계의 주요 과정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방식을 포함한 조합 자체의 규약을 가지고 있다.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노동조합은 그들을 대신하여 교섭할
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교섭카르텔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956년에서 1982년까지는
중앙협약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왔다. 중앙협약은 대개 일종의 권고인데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각 협약참가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중앙협약은 평화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평화의무기간을
보장받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증가시키는 데 동의한다. 일단 협약이 비준되면 산업별․지역별
협약을 통하여 세부적인 적용세칙이 작성된다. 모든 분쟁은 쟁의행위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수준에 맡겨져 해결을 도모해야만 한다.
중앙협약은 통상임금에 관한 몇 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중앙협약에는 일반적인
임금인상부분(인상률 또는 인상액)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여성, 교대근로자, 점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임금인상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협약은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이나 다른 부문의 임금인상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보장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별적 임금인상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중앙협약이
산업별․공장별 또는 기업별 협약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협약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중에도 지역별 교섭은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과급 임금제가 채택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수준의 단체교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협약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임금부상'(wage drift)이라고 하는데
임금부상은 전통적으로 중앙협약에서 합의된 임금인상의 25∼50% 정도였다. 1980년대에는
임금부상이 확대되어 중앙협약에 의한 임금인상과 같은 정도의 임금부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임금격차를 넓히려는 사용자의 의도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임금협정 이외의 사항에 대한 중앙협약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시간, 작업환경, 노사협의 및
여성에 대한 동등 기회 등을 다루고 있다. 중앙협약은 또한 특정상황에 대한 규정적용 방법을
정한 지역협약에 의하여 보완되기도 한다. 단체협약은 임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때로 법률을
대신하거나 법률을 보완한다.
지역별 교섭
지역별 교섭구조는 사업장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지만, 이하에서는 종업원수가 300∼400명인
전형적인 중규모 민간기업을 예로 들어 단체교섭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은
'클럽'이라는 3∼4개의 지역조합에 나뉘어 조직되어 있다. 모든 생산직근로자는 LO산하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제1선 감독자는 SALF(감독자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나머지 사무직근로자
대부분은 SIF(민간부문의 주요 사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SALF와 SIF는 PTK라는 교섭카르텔하에서 협력한다. 지역조합은 LO에서 한 사람, PTK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조합대표로서 회사의 이사회의에 출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도
출석한다. 또 대부분 조합대표들로 구성된 작업환경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해 정기적으로 토의하는 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LO와 PTK의 대표가 경영자와 회합을
가진다.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경영측은 특히 생산 및 투자계획에 관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조합측이 추가적인 논의를 희망하는 사항을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기회가 부여된다. 또 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고충처리를 위한 교섭을 개시한다.
노사간의 대부분의 접촉은 비공식적이다. 노사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임금협상을 제외하면
4∼5회의 임원회의, 3∼4회의 작업환경위원회, 4∼6회의 단체교섭에 한정되고 있다.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도 민간부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은 언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는 봉급근로자의 노조가 많은데, 이는 공공부문에 이들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직 노동조합이 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노사의
접촉을 공식화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경영자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세부초안'(draft
minutes)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설명하는 제안서를 송부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
노동조합 대표는 이 초안에 서명하여 수취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동의를 확인함으로써
초안은 완전한 공식문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합은 전혀 없다. 이러한 고도의 공식성은
부분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관료적 전통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조직이 대규모라는 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분쟁의 해결
스웨덴 정부는 노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익분쟁(interest disputes) 과 권리분쟁(rights disputes)이 구별되어 있다. (제1장 참조). 이익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한 예고통지(보통 1주)를 한 후 쟁의행위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소규모의
국가기관이 조정을 담당하지만, 조정자는 단순히 조언자의 역할을 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조정자의 요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될 공식적 의무는 없다. 대부분은 연간
30∼40건의 조정이 행해진다. 의회는 이론적으로는 노동쟁의를 종결시킬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권리분쟁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이나 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국가노동법원(National Labour Court)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 하급법원 또는 치안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법원은 모든 노동분쟁의 최종 중재자가 된다. 노동법원은 개인의 고충진정을 포함하여 연간
약 250건을 심리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권리는 파업뿐만 아니라 직장폐쇄도 포함한다. 게다가 보다 온건한 쟁의행위로서
시간외근로 및 신규채용 거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직종을 겨냥한 파업분쇄 금지(black ban)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협약 유효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노조를 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2차 분쟁)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면, 그것이
지역수준에서의 파업이든 중앙수준에서의 파업이든 사용자는 해당조합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조합지도부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파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그들은 벌금형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노동법원은 조합원
개인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최고액은 오랫동안
200 SEK(스웨덴크로네)로 제한되어 왔으나 1992년에 5,000 SEK로 증액되었다.
■ 현재와 미래의 중요쟁점

1960년대 스웨덴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산업평화를 누린 기간에 스웨덴 모델이라는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모델은 비교적 소수이며 잘 조직되고 강력한 노사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단히 묘사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합리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정부가 기술적․구조적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스웨덴 모델의 연원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38년 LO와 SAF가 최초로 단체교섭 및
협력문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합의했던 이른바 기본협약(Basic Agree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기본협약에서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경영권(managerial prerogatives)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임금 및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며, 노동조합에는 협약 갱신시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다.
최초의 기본협약은 장기간에 걸친 분쟁 후에 체결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노동쟁의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당시에 파업권 및
직장폐쇄권을 제한하고 자유롭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는 잘 기능해 왔지만, 그 후 서서히 노사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노동조합의 급진적인 경제 및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경영자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1976년에 44년간 지속되었던 사회민주당 정권이 퇴진함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일변하였다. 당시 스웨덴은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영자측은 노조를 반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임금소득자기금(Wage Earner
Funds)이라는 형태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3개의 자유주의적 보수정당과 SAF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정치에 있어 그 역할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1980년에 스웨덴에서는 당시까지의 최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사용자측은 노동력의 80%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파업은 조정안에 기초하여 2주 만에 해결되었다. 이
분쟁이 스웨덴 모델과 노사협력정신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논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쟁의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중앙단체 교섭시대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스웨덴 모델이 결코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배제해 왔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의 쟁의는 정부가 임금결정과정에서 행한 역할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70년대를 통하여 정부는 이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무엇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로서의 공식성명도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稅制를 조정하는
방법도 자주 이용되었다. 더욱이 1980년의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의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1년과 1983년의 임금결정은 분쟁없이 해결되었으며 1983년과 1984년에는
조정자의 도움없이 대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스웨덴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부각된 새로운 요소는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이다. 1980년의
직장폐쇄의 실패 뒤에, 민간부문의 사용자들은 직장폐쇄와 같은 전술이 조합의 세력에
대항하기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용자들은 점차 연대임금이 너무
과도하며 기존의 중앙교섭모델 하에서 사용자들의 입지가 좁아져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측은 중앙집중적인 교섭구조를 깨뜨리기로 결정하였다. 그 첫 시도는 1983년에
이루어졌는데, 영향력 있는 경영자단체인 기계산업경영자협회(Engineering Employers'
Confederation)와 그 상대 노동조합들은 중앙통일교섭의 권역 밖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로 기계산업경영자협회와 금속노조는 SAF의 밖에서 교섭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점차적으로
다른 경영자협회와 노조들도 이러한 추세에 따랐다. 1990년에 SAF는 더 이상 LO와의
임금교섭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1980년대의 또 다른 새로운 요소는 이윤분배제도와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창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회의적이거나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년 현재 민간부문 근로자의 4분의 1이 이윤분배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거의 3분의 1이 종업원지주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산업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라는 용어는 廣義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생활에 관하여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엄밀하게는 '근로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스웨덴에서의 논쟁은 두 개의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첫째는
작업조직과 직무에 관한 근로자 자신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단체교섭 혹은 회사의
임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산업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급진적 좌파들이 제기한 논쟁 중의
일부였었다. 1960년대 말이 되면서 근로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구들이 조합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논쟁은 작업장에서의 기술변화의 영향, 작업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그리고 유럽을 휩쓸었던 급진적인 정치사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요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여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조합의 전술을 단순화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작업장의
안전위생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과 조합활동가들을
산업민주주의운동에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전술을 취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도입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노사관계
법규가 개정되어 직장에서의 공동결정법(MBL)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훈련과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추가 규정되었으며 재정지원은 주로 조합을 통하도록 하였다.
공동결정법은 스웨덴에 있어 산업민주주의의 법적인 체계가 되었다. 1977년 이후 공동결정법은
경영이 자본과 노동, 즉 경영자와 노조대표의 공동의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정보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조합이 회사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공동결정법은 기업내의 주요한 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앞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회사조직의 재편에서부터 신기술의 도입까지를 망라함). 경영측이 반드시 노동조합측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합측이 결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또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역수준이나 중앙수준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만 한다. 공동결정법은 또한 몇몇 경우에 협약해석에 있어서 조합측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청을 주는 것이 법률이나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하청업자의
고용을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다. 법률에 의해 지역조합은 2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의 임원회의에 2명의 이사( 및 대리인 2명)를 참석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대기업과 중규모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소규모
기업에까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노동생활을 개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결정법 및 기타 법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1970년대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사용자측은 이들 법률의 대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개혁이 비능률과 높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영측은 또한 이러한 법률이 조합의 활동보다는 개별근로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개혁이 작업환경의 개선,
직무만족의 증대와 더불어 직장에서의 일상생활을 근로자 자신이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발전에 대하여 지역조합이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였다.
지금까지의 개혁의 결과 노사 양측의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의 결과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예상했던 문제점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경영은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개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직장의
역학관계에서도 이렇다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개혁은 분명히 진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활동가들에게는 그 보폭이 너무 짧고 속도는 훨씬 더 느리게 느껴졌다.
공동결정법으로 인하여 지역조합에 대한 경영측의 정보제공 규정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노조와 협의하는 것은 이제 정례화된 절차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사들에서는 조합대표의 임원회의 참가로 임원회의의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개혁이 좀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설명이다.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을 때 정책입안자들의 思考는 여전히 1960년대의
경기호황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것이고, 경영자는 신규투자,
신규채용, 그리고 유사문제들에 대한 결정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그들은 상정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도입된 1977년에 상황이 바뀌어 스웨덴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신규투자에 대한 논의 대신에 노동조합은 공장폐업, 인원삭감, 주간근로시간의 단축 등에 관한
교섭에 매달려야 했다. 법률이 새로이 정한 노조의 영향력과 공동결정은 기업의 확장에 관한
적극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데 이용되지 않고 불황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논의에 이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공부문 내에서도 교섭은 정부 재정지출의 삭감과 그 결과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는 점차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는 SAF는 LO 및 봉급근로자연맹(PTK)과 효율성 및
근로자참가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개별기업에서의 효율성 및 근로자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사공동발전협의회(Joint Development Council)를 설치함으로써
공동결정법을 민간부문에서도 시행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협약이 예컨대 기술변화 등과
관련하여 국지적인 상황에 맞게 상당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변화

1970년대의 대부분은 산업민주주의가 논쟁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형태 및 양식의 전산처리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신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다른 선진공업국의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경영자들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신기술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들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고용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술개발을 지체하는 것은
장기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합리화와 기술혁신에 동감해 왔다. Volvo, Saab-Scania, Ericsson
등과 같은 기계산업의 몇몇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성공은 노동조합의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논쟁은 컴퓨터기술을 '전통적인'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술을 필요로 하는 새롭고 다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체로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전자의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컴퓨터기술은 고용의
성격과 수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책과 관행이 대부분의 신기술형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컴퓨터기술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술은 크게 3가지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국면은

'사실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의 입수가 포함된다. 즉
어떠한 시스템이 거래되고, 판매되며, 설치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설치한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의 국면에서 노동조합은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저하는 관찰자였다.
두 번째 국면에서의 조합의 전술은 '기술혁신에 관한 협약'을 교섭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경영측에게 요구를 제기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어떠한 설비를 구입하고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상세하게 교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의
역할은 바람직한 결과가 실현되도록 경영측에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조합의
목표는 직무의 수를 규제하고 일시해고가 없도록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또한 소음의 정도,
인간공학적 기준, 비디오 디스플레이 유니트(VDU) 앞에 노출되는 시간의 한도 등에 관한 규제를
추진할 수도 있다. 컴퓨터기술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간주되어 왔다. 노동조합은 상자 속의
내용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특정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컴퓨터기술의 도입을 거부해야만 한다.
기술협약 전술로 중앙 및 지역수준에서의 여러 단체협약에서 기술혁신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측은 조합의 요구에
동감하면서도 그것을 충족시켜 줄 방법이 없었다. 경제적 현실은 조합이 요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노동조합은 세 번째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것은 컴퓨터기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국면은 노동조합이 연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노동조합이 구매자(즉 경영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컴퓨터기술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시발된 것이다.
신기술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생산자(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자)와 직접 접촉하여 생산개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대응은 아주 최근의 발전단계이며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경험밖에 없다. 198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많은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가장 진전된 시도는 노르딕인쇄노동조합이
신문발행 소프트웨어개발에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경제민주주의 - 임금소득자기금(wage-earner funds)
경제민주주의는 1971년에 LO총회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이래 스웨덴의 정치적
논쟁에서 최대의 문제가 되어 왔다. 이 개념은 이익분배와 집단소유라는 두 개의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을 지지하는 주장은 경제적 측면 및 역학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종업원이
이익배분에 참여하되, 생산된 富의 일부분은 집단소유제를 통하여 스웨덴 산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LO는 경제민주주의가, 임금은 개별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경제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회연대' 임금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임금소득자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민주주의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기되었다. 주장되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기금을 통하여 자신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부분적인 소유자가 됨으로써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임금소득자기금의 설립에 대한 최초의 혁신적인 제안인 Meidner계획이 1976년에 LO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제안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웨덴의 모든 주요 산업에 있어 대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제안은 회사의 이익에 근거하여 신주식을 강제로 발행하게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이 주식은 노동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용자측의 전례 없는 반대에 부딪쳤다. 사회민주당은 몇 가지 조건하에서
대체로 이 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자유당, 중앙당 등도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집단적 제도보다는 개별적인 제도를 선호하였다.
임금소득자기금에 관한 제안은 LO 및 사회민주당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LO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게 혁신적이면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전반적인 기금 문제가 사회민주당에는 정치적 부담이 되었으며 이 문제가 일부 원인이 되어
1976년과 1979년의 총선에서 패배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2년의 선거에서는 임금소득자기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었다.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반대운동에 따라 3개의 비사회주의 정당들은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대신 LO와 사회민주당의 제안을 비판하는 데 선거운동의 역점을 두었다.
임금소득자기금을 지지하는 자와 사용자는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몇 가지 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용자측과 비사회주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모든 제안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으로 반대하였다.
기금문제가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은 임금소득자기금제도의 실현을
약속한 정책으로 1982년에 재선되었다. 1983년 10월 기금제도의 반대자들은 스톡홀름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는데, 10만 명 이상의 기업관계자가 참가하여 국회까지 행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11월 새정부는 원안을 다소 완화시킨 수정안을 시행하였다. 완화된
기금제도에는 다섯 개의 지역기금의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모금하는
것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 출연금을 0.5% 증액하여 그 증액분을 징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익분배제도를 통하는 것으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익(초과이윤)의 20%를
기금에 납입토록 하는 것이다. 각 지역기금은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정부가 임명하는 독립된
이사회가 운영을 담당하였다. 기금에 관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금은 1990년까지만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납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LO는 그 제도가 1990년대 말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했지만 야당들은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기금을 중단시키고 전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다섯 개의 지역기금은 198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사용자측의 전면적인 거부에 따라 저명한
산업계 지도자는 한 사람도 기금이사회에의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다. 경영측대표가 빠진 채로
이사회는 정치가, 공공부문 기관의 간부, 노조대표,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기금이사회에서
대표되는 이해 당사자의 범위는 기금구상의 지지자들이 당초 의도한 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마다 이사들을 모집하여 이사회를 설치할 수는 있었다.
기금이 최초의 투자대상으로 삼은 것은 스톡홀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반이 확고한
스웨덴산업의 주식이었다. 주로 기계산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분명한 것은 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산업의 주식을 구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기금에다 직접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90%)의 구입은 공개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섯 개의 임금소득자기금은 보험회사나 연금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기금을
구상하던 초기단계에 반대론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국가사회주의방향으로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할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금은 연구와 저축 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금의 일부분은 모험자본기금(venture capital fund)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사민당 정부가 패배함에 따라 새로운 보수-자유연립정부는 임금소득자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결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왔다. 제1단계는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된 189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으며 노동쟁의발생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정부는 수동적이거나 자본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2단계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이 기간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44년간과 거의 일치하는 기간이다. '스웨덴 모델'은 이 기간동안에 확립되었으며 매우 낮은
노동쟁의발생률, '사회연대' 임금정책,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노사협력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경제성장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임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노사관계 유형의 길을 개척하였다.
제3단계는 1970년대에 나타났다. 조합측의 보다 급진적인 야심, 1976년의 비사회주의 정권의
집권, 심각한 경제문제, 사용자측의 자유기업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전략 등이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1980년의 쟁의는 이러한 새로운 전개를 특징지었다. 오랫동안의 격렬한
분쟁 끝에 임금소득자기금이 도입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임금소득자기금제도는 사회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스웨덴 경제제도의 기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스웨덴 경제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단체교섭 구조의
세분화,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운용, 이윤분배제 및 성과급제 등은 경영자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였던 예들이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단체교섭구조가 등장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중앙집중적
교섭구조가 보다 분권적인 구조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대부분의 노조 및 일부
사용자조직의 야심에 대항하여 기계경영자협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1983년과 1984년에는 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6년, 1988년 및 1989년의
임금협상에서는 부분적으로 다시 중앙집중적인 교섭으로의 회귀가 보여졌다. 1988년과 1989년 두
해의 임금교섭은 3개의 주요한 부문에서는 중앙차원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기계산업의 경우는
기계경영자협회와 4개의 노조(Metall, SIF, SALF 및 CF) 사이에 각각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1년 중앙교섭에서 탈퇴한 SAF의 결정은 1956년에 시작되었던 교섭패턴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1991∼93년 협약은 특별정부위원회로부터의 압력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3년
임금교섭은 선도적인 기계기업에서의 일련의 기업단위 협약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또한 노조와 사용자들이 상호협조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러한
협조적인 접근은 작업조직, 기술개발 및 숙련형성 등에 집중되었다. 작업환경기금에서 지원된
2개의 프로그램-개발프로그램과 리더십, 조직, 공동결정에 관한 프로그램(LOM)-은 신세대
노사협조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임금부문에서의 협조체계 구축은 임금협상부문에서의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지장을 받았다.
1982년에 사민당 정부가 다시 집권하면서 경제정책도 바뀌게 되었다. 팽창적인 수출주도의
경제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큰 규모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으며, 이 정책은 몇 년 동안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또한 정부가 시작한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결정들은 1989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스웨덴은 국가예산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제무역수지의 균형을 회복하였다.
실업률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미 낮은 수준이었지만(1983년 3.7%), 사상 최저수준(1989년
중반에 1.2%)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산업을 재편하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인플레이션대책이 정부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실업도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80년대의 노동쟁의는 이전에 비해 근소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조업중단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사무직노조,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욱 빈번하게 노동쟁의에 참가하였다. 주요 쟁의에
참가했던 주목할 만한 그룹은 간호사, 소방수, 그리고 의사들이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노동쟁의에 가담함으로써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인 노사관계 규칙을 변경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쟁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노조와 사용자였다.
1991년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모델'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1980년의
대규모 쟁의 이래 종종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논평자들은 그 쟁의 후에 '스웨덴 모델'의 사망을
선고하였다. 사용자들이 그 모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한 '스웨덴 모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노사간의 기본적인 공통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효율성과 생산합리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노사가 산업평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완전고용수준의 유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모든 정당들은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등이 구조적인 변화나 기술진보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이후 임금정책에
관해서는 뚜렷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노조는 경제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사와도 관련되는 사회연대임금정책을 고수하는데 반해, 사용자는 보다 시장과 연계된
임금결정을 원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특징은 사용자의 역할이다. 그들은 1980년대를 통하여 총 노동비용을
억제하기보다는 상대임금을 변화시키고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사용자의 지원 없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요소는 사무직노조의 영향력 증대와 서비스부문의 성장이다.

생산직노조가 노동조합의 의사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연합조직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노사관계제도가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이 임금상승과 완전고용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임금결정장치는 임금부상(wage drift)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무능력은 '스웨덴 모델'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91년에 사민당 정부는 EC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989년이래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 중립적인 스웨덴이 EC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스웨덴의 경제위기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비사회주의적 정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집권한다면 스웨덴이 노사관계도
'유럽대륙'쪽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단 스웨덴이 완전한 EC회원국이 되면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정부의 개입이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로 노동조합이 약화될 것이다. 한편 SAP 정부가 멀지않아 다시 집권한다면 수정된
형태의 '스웨덴 모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洪 成 旻)
스웨덴의 노사관계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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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일본의 노사관계
桑原 靖夫
이 장에서는 먼저 일본 노사관계의 주변상황을 살펴본 후 몇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나서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에 대한 일본식 접근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최근의 주요 논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직업안정, 노동력 부족, 외국인근로자,
기술변화, 그리고 중소기업.
1억 2,400만명의 인구를 가졌고 국내총생산(GDP)이 2조 8,910억 달러인 일본은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9개국 중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첫번째는 미국임). 또한 1980년대에
일본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인당 명목 GDP로 보면 일본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매력 지수를 고려할 경우에도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6 참조). 따라서 일본은 어느 면에서 보든지 매우 강력한 경제대국이다.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6,500만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이다(1991년). 이 중
경제활동인구의 약 78%가 임금근로자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중 약 7%가 제 1차산업, 즉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4%는 제조업과 광업 및 건설업에, 그리고 58%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업 및 공공부문(전기, 전화, 가스와 정부)등의 제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다른 9개국과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일본인은 가장
수명이 길다(여성 82세, 남성 76세). 厚生省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로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것)이 2025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厚生省,
1989).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림 Ⅰ-10-1] 일본 인구구성 변화 전망

인구구조는 195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205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해갈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노동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의 인구밀도는 ㎢당 326명으로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고, 실업률은 3% 미만으로서 몇 개 연도에서 스웨덴에 비해 높았던 것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래 일본의 정권은, 전쟁이 끝난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 소위 일본
자유민주당(LDP)이라 불리는 보수적 정당이 지배해 오고 있다. 야당들이 때때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어떠한 정당도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획득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89년의 參議院 선거에서 사회당 및 여타
야당들이 LDP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은 현저한 변화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衆議院
선거에서는 LDP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0년 선거에서는 다른 정당들의 의석수가
줄어든 반면 LDP와 JSP의 의석수는 둘 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일본사회당(JSP), 일본 민주사회당(DSP) 및
일본공산당(JCP) 등과 같은 다양한 야당들과 연합하였다. 야당의 후보자들 중 성공적으로 당선된
인물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지원 및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전부터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조합원들은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LDP에 투표하는
노동조합원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본식 노사관계 모형
1970년대 중반 이래 일본은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과의 달성과 이러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여겨지는 '협조적인'노사관계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20세기 내내 일본은 서구(예를 들면
영국, 미국, 독일)에서 나온 모형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경영방식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는 일본인 자신들까지 당황케 하고 있다. 1973년의
석유파동 이전만 해도 일본인은 위의 국가들이 훨씬 더 진보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다양한 경영기법 및 기술들을 수입해 왔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 일본을 앞질렀던 서구국가 중 많은 수가 한동안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어왔던 데 반해 일본의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 왔다(비록 일본 역시
해결하여야만 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경제발전 모형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찾고 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이 자주 새 모형을 위한 영감을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모형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 모형 중 어떤 측면이 다른 나라에
이식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봉건주의
시대는 1868년의 메이지유신으로 막을 내렸는데 그 때까지 일본은 서구의 국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산업화는 메이지유신 이후 10년 동안에 시작되었다-이는 영국에 비해
1세기 늦은 것이다. 일본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초기의 공장들은 거의 國營이었지만 1880년에는
대부분이 몇몇 선택된 家門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지주회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財閥그룹을 형성하는 기원이 되는데 이 財閥그룹은 자기 소유의 시중은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몇몇 노동조합들(예를 들어 인쇄공이나 철강근로자조합)은 이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가문
중심의 산업화는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많은 공장들, 특히 방직산업의 공장들은
자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많은 산업에 초기 영국의 직공장과 같은 匠人(오야카다 :
親方)들이 있어서 하청인의 역할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심한 숙련근로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많은 대기업들이
오야카다(親方)의 모집 특권에 끼어들었고,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徙弟 제도를 통한 기술습득
체계가 기업 내에서의 내부훈련으로 흡수되었다.
온정주의적 전통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발전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들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군국주의 체제의 압력이 가중되자 노동조합들은
1938년에서 1943년 사이에 해체되었고 경영자 연합체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촉구하는데
동원되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 연합군총사령부(GHQ)는 戰後 재건조치의 일환으로
노사관계 및 노동조직을 다시 설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본식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戰後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 노동조합
일본의 노동운동은 GHQ의 민주화 프로그램 하에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비록 일본의 산업기반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전후 4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수는 戰前의 수준에 달하였고
1949년에는 조합원수가 660만명이 되어 조직률도 56%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에서 볼 때에는 몇 가지 퇴보한 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1947년에 총파업을
감행하기로 한 노동조합의 계획이 GHQ에 의해 취소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꾸준히
성장하여 1975년에는 노조조직률 34%에 조합원수 1,260만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이렇듯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동조합원수나 노조조직률은 둘 다 떨어져 1991년의 노조조직률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쇠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요 원인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서비스부문으로의 이행이라는 현상이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10년 동안 노조조직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상당한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유니언 숍(union shop)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수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에 따라 변동한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팽창하면 보통
노동조합원수는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줄어든다. 그런데 비록 서비스부문의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업원수로 파악한 이 부문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생활수준의
전체적인 향상인데 이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에 덜 열성적이게 만든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던 1960년대 말 일본의 실업률은 1.1%이었으나 1970년에는 두배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부록 참조).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이러한 침체기를 겪자 많은 회사들이 노동조합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경쟁적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사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終身雇傭' 및 年功에 기초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표 Ⅰ-10-1> 일본 노동조합 조직추이

이러한 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해졌다. 종신제하의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들은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된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서 훈련받았던 경력사원보다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취업자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연수프로그램이 그 기업의 규범에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고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각 임금수준은 그들의 교육정도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그 기업에서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승진도 대부분 근속연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근속연수가 이 기업내에서 개발된 근로자의 기술수준과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주를 바꾸는 것도, 고용주가 자신의 기업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도 둘 다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소위 제1차 노동시장(예를 들어 대규모 조직체에서 일하는 영구 혹은 정규근로자들)에서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장기적인 고용지속이라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명시적인 계약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오늘날 일본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직종이나 직업별이 아니라 기업별 혹은 사업체별로 조직되어
있다. 한 기업의 노조는 직종에 관계없이 그 기업의 정규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다(기업별 노조는
보통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무직근로자의 노조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이러한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잉여노동력이 되지 않는 한

정년퇴직할 때까지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는 기업수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이 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 그들은 母會社의 추천을 받아
子會社나 유사한 기업에서 다른 일자리를 얻거나 퇴직금 및 여타 금융자산을 투자해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더불어 관리직이나 경영직으로 승진한 근로자들 중 많은 수가 이전에는
노동조합원이었거나 심지어 노조지도자이기도 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약 3분의 1만이 진정한 정규근로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이는 공공부문과 대규모
상장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산한 수치임). 나머지 근로자들 중 많은 수는
더 작은 기업에서 일하거나 임시 혹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시간제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함)의 노조조직률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조직률도 낮다. 그렇지만
안정적이거나 성장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장을 가지는 한 같은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근로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 제1차와 제2차 노동시장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기업별 노조는 한 기업의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한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사직하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는 근로자가 경영진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별 노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노조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능만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 노조는 여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노조의 업무에 대한 간섭을 행할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업별 노조는 1945년 이후의 혼란기에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공장이나
회사별로 존재하던 전시생산위원회에서 발전하였다. 일본의 노동조합 대부분은 개별기업이나
공장단위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조가 존재하는데 한 기관에 따르면 71,600개 이상의
노조가 있다고 한다(노동성, 1991). 조합주의는 대기업의 정규근로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다.
1989년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원 중 약 97%가 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였다. 비록
산업별이나 직능별 그리고 일반노조 등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예외적인 형태이다. 해운노조 카이인(海員)은 산업별 노조의 드문 예이다.
동일산업내의 기업별 노조 대부분은 산업별 노조 연합체를 구성하며 이러한 연합체는 100개 이상
존재한다. 산업별 연합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산하 기업별 노조들의 행동통일; 그 산업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처;특정
노동쟁의에서 산하 노동조합 지도 혹은 지원;근로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치적 로비활동, 이
산업별 연합체들도 다시 국가수준의 중심단체에 속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큰 조직이
連合(전일본노동조합연합회)이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석유파동 이후 산업 및 국가수준의 노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생활수준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위 '정치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운동 와중에 '민간부문 노동조합에서 시작하여 勞動前衛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다른
하나의 운동이 1982년 12월에 나타났다 : 全民勞協(전일본민간노동조합협의회). 이 단체는
민간부문 노동연합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단합을 더욱 확고히 하고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후 이 조직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까지 통합한 더 큰
중앙노동조합체인 新連合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에 설립된 이 新連合은 거의 8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78개의 산업별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간부문
노동조합에 비해 더 강력한 힘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978년 이후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원수가 감소해 왔고 조합주의를 이끄는 것은 민간부문 노동조합이 되었다.
비록 국가수준의 연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더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으며 더 강력하다. 후자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며 더 나아가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자급자족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조활동은 연합체 수준에서가 아니라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기업의 성공 여부는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기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는 보통 경영자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은 예를 들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고용주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작업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이러한 상호 종속성과 기업은

'공동운명체'(즉 '모든 사람이 한 커다란 가족의 구성원')라는 신념이다. 더불어 경영자와 사무직 및
생산직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근로자들이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좀더 엄격한 계급구조가 존재하는 몇몇 서구국가들과
크게 다르다. 기업별 조합주의의 이점은 더 넓은 범위인 직능이나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것보다 각 기업별로 적용되는 정책에 있다는 믿음은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별 조합주의에
기초한 노사관계는 다른 조합주의, 말하자면 직능별 조합주의에 기초한 것보다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측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리한 점도 있다 : 새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원이 되고 조합비는 그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 일체감'이 '기업 일체감'보다 작아진다.
■ 경영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동안 일본에서는 경제적 무질서와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격렬한 노동쟁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시기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은 모두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 이 때의 노동공세에 대처하고 산업평화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경영자들은 지역별 및 산업별 협의체를 조직하였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GHQ의 소위
'민주화'정책 때문에 경영자들은 종종 노동조합의 압력에 굴복해야만 하였고 따라서 자신들의
경영권이 침식당하는 현상에 직면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몇몇 산업, 예를 들어 민간철도와
버스사업 그리고 방직산업에서는 산업수준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수준의 경영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日本經營者團體連盟, 日經連은 1948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영자 조직이며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 단체는 노동문제에 관한 경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표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와 평의회 그리고 ILO에 파견할 경영자 대표들을 선출하고,
산하 조직체에 근로조건과 고용관행에 관한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春鬪 때가 되면
日經連은 단체협약 기간동안 각종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처하는 데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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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영자단체들은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Levine, 1984 : 318ff). 그러나 단체협약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이다.
근로자 자주관리 기업
일본 기업, 특히 대기업의 기본구조는 북미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조와
크게 다르다. 일본 대기업의 경영구조는 '주주 전권기업'이라는 특성을 종종 나타내는
서구국가들의 대기업과는 달리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의 모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경쟁에 대한 장애요소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영구조는 비록
서구의 기업구조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합법적이다.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경제적 문헌은 보통 이 기업이 명백히 구분되는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다른 기업과 구분하고 있다. 즉 자본가 기업은 총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
반면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혹은 일리리아(Illyria)기업은 지분 혹은 근로자 1인당 순소득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한다(Ward, 1958).
부연하면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은 경영참가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비록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이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이 직종이나 기술숙련도 혹은
자본 출연의 차이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산기업이라는 정의가
받아들여진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형적인 일본 기업은, 비록 엄격히 말해 진정으로 모든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근로자 자주관리'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비록
이사진이 공식적으로 종업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모기업과 같은 대주주들을 대표하는 외부이사가 때때로 이사진의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과 이의 실행은 기업내에서 승진한 이 사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 기업에서 이사진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전문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오랜기간을 그 기업에서 일한 상급 관리직에서 승진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일반종업원일 때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도자였었다. 사실 관리직 혹은
경영직으로 승진한 종업원들 중 많은 수가 이전에 노동조합원이었으며 심지어 몇몇은 노동조합
지도자이기도 하였다. 상급관리직에서 이사진으로 승진한 사람은 최고경영자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지만 이러한 적응은 신속히 이루어진다. 오랜 경력을
통해 내부적으로 승진한 이사들은 경영층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공동체의 관심을 주주들의
관심보다 더 중요시한다(그러나 외부이사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주주들의 관심을 무시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기업은 보통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은 지분을 증가시키는 일보다는 자본이득에 더 관심을 가진다).
내부승진이 통상적인 진급경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기업에 대해 강한 충성심을
가진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회사의 일원'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샤인'(社員) 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 단어는 동일한 서구 용어에는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고용된
근로자라는 뜻보다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혹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일본의 기업이 그 자체로서 사회의 한 개체를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은 자주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 참가하는데 품질관리서클(QCC)이나
종합품질관리(TQC)와 같은 소집단 활동들은 일본의 기업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명시적인
노동쟁의의 감소와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에 따라 단체협약과 노사협의 사이의 구분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직근로자들은 사무직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다. 일본기업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성과배분제도이다. 임금 혹은 봉급 이외에 일본근로자들은 1년에 약
4.2개월치 월급(1989년 산업평균)에 해당하는 많은 계절상여금을 받는다. 이 제도는 불교도가
여름에 지내는 조상숭배의식의 일종인 '본(盆) 축제'와 연말 및 신년 행사에 필요한 필요한
부가적인 지출을 고용주가 배려해 주는 데서 기원하였다. 상여금 액수는 기업이나 산업의 성과 및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그 변동의 폭은 크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을 연간
소득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한다. 이렇듯 상여금 액수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어떠한 작은 변동분이라도 자기 회사 이윤의 변동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경영과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상여금제도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서구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Weitzman, 1984).
■ 단체협약
임금협상은 다른 사항들의 협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매년 4월과 5월에
있는 春鬪때 임금협상을 행하는 반면, 좀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협상은 다른 시기에 행한다.
그렇지만 春鬪때 다른 사항들, 예를 들어 초과근로할증률의 인상, 수당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의 연장 그리고 기업연금의 확대등도 요구하는 노동조합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의 구조는 그 기업의 조직구조(즉 공장, 부서 혹은 부문별 집단)에 상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층은 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며,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영자는 종종 戰前의 온정주의적인 전통에 따라 노사간의 긴장과 분규를 완화시키고 일체감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노동쟁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광업과 주요 제조업에서 장기간의 대규모 분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몇
파업은 급진적 지도자가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분규들은 대부분은 노사관계에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분규의 경험은 노동조합과 경영자 모두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래서
1974년에도 많은 조업중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분규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분규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되지만 몇몇 경우에는 제3자가 중재한다. 민간
및 공공부문의 중재제도는 중앙 및 지방 노사관계위원회가 주관하며 공공부문 근로자와 선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다. 이들 위원회에 회부된 분규의 대부분은 알선이나 조정에 의해 해결되며
중재에까지 이르는 분규는 거의 없다.
현재 일본의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도 협조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좀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별 노조가 경영자에 대해 너무 의존적이며 그 관계가 공모 내지는
예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본 대기업의 경영구조가 종업원들의 이익을 잘 반영하는 '준근로자자주관리기업'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별 노조가 의사결정의 측면에서나 작업장의 민주화 또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직종별 노동조합보다 더 적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이윤의 추구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를 어느 정도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노동조합은 부분이익을 대표하며, 기업별 노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동일기업에서 일하는 임시근로자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정규근로자들이 시간제근로자나 임시근로자(이들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음)와 같은 비정규근로자가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준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의 불공정한 특성일 것이다.
1950년대 이후로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50년대보다 1980년대에는 기업간 경쟁이 증대되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사회여론이 더 보수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모든 상황에서 다 바람직한 것인가? 경영자와 근로자가 극심한 경제적 침체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관계가 오히려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불 필요한 잉여노동력을 초래할 수도 있다.
■ 현재 및 미래의 중요한 문제들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아직까지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인구의 고령화, 고학력
근로자비율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대, 외국인근로자의 이주 증대,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직업안정과 고용관행

1973년 이후에 불어닥친 경제불황기의 중반에는 많은 나라들이 실업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1964년에 1.1%였던 일본의 실업률은 1974년까지 1.5% 이하를 유지하였다. 그 후 실업률은
1980년에 2.0%로 상승하였고 1983년에는 1950년대 초반에 이 통계치가 처음으로 수집된 이래
가장 높은 2.6%가 되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특히 24세 이하 연령층과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75∼80년 사이에 총취업자수는
3,470만명에서 3,770만명으로 3백만명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증가한 취업자의 대부분을 흡수한
산업은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그리고 의료업이었고, 새로운 고기술산업역시
성장하였다. 그렇지만 방직, 조선, 철강 및 비철금속, 목재 그리고 기계산업을 포함한 중공업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양산업의 많은 노동조합들, 특히 산업수준의 연합체들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산업정책을 펴도록 요청함으로써(아마 사상 처음으로) 産業再建에
참여하였다.
석유파동에 이어진 경기침체는 경영자들에게 예를 들어 잉여근로자들을 해고시킬 때의 어려움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일본에는 미국의 일시해고제도와 비견될 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규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만약 기업이
종업원들을 해고시킨다면 경영자와 종업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높은 상호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정규근로자수를 최소화하면서 그대신 임시
및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년퇴직연령을 55세에서 60세나 심지어 65세까지 연장시키는 것도 그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이리라고 기대된다. 왜냐하면 퇴직금과 기업연금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근로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오래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좀더 유연한 인적자원관리(HRM)를 도입하기 위해 전통적인 고용 및 임금체계를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는 특정연령, 말하자면 45세이후에는 연령과 임금 사이의
'비례관계를 제거하는 것'(자동적인 年功給의 인상이 그 연령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선택적인 진급경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총
종업원수를 '자연적인 정년퇴직 이나 사직'등을 이용해 줄이고 있다.
노동력 부족

1986년 후반기 이후 노동시장이 수요-공급체계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엔화의 평가절상은 특히
수출산업들이 침체를 가져오는 위협이 되었다. 일본의 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국내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이 매달 더 많은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7년부터 일본 경제가 엔화의 평가절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다시 구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구인배율(구인자수를 구직자수로 나눈 것)은
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실업률도 1987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해 3%를 기록한 이후 1988년
1/4분기부터 다시 하락하였다. 1986∼87년의 기간 동안 일본경제에는 치솟는 엔화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실업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였으므로 단지 2개년 동안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1988년 6월의 구인배율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1.0을 초과하였다. 1989년 10월에는 이 구인배율이
1.03이 되었고 1991년 10월에는 1.4까지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부족 현상이 노동시장의 모든 부문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Ⅰ-10-3> 일본 신규 구인 및 구직 추이

1990년대 초반에 노동력부족 현상은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의 기계 및
금속뿐만 아니라 건설업, 소매업 및 여타 서비스부문의 산업들에서 심각하였다. 이러한 산업들
대부분은 젊은 근로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젊은
근로자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근로자 부족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경영자들이 사용한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기술혁신, 근로자의 유연한
이용,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기술혁신

195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술혁신이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취업기회의 감소 그리고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리라는(즉 노동절약적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발전은 이러한 걱정을 줄였다.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관점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서비스중심 경제로의 이행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일반적으로 취업기회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일본은 노동절약적 기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동화 및
사무자동화로 알려진 다양한 기술들을 많은 영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산업로봇생산자협회(Association of Industrial Robot Producers)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87년에
일본은 OECD에 있는 산업로봇 전체 중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을 앞섰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들, 특히 소형전자기술(micro-electronics)의 발전은 비디오, 워드프로세서 및 개인용
컴퓨터 등의 많은 새로운 생산물들을 창조하곤 했는데 이는 바로 취업기회의 엄청난 확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많은 노동절약적 기술들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내포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신규학졸자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나이든 근로자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구조변경에 적응하기는 더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젊은 근로자에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중년이나 노년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나이든 근로자들은 재훈련이나
배치전환을 통해 새로이 충전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이것이 쉽게
실행되지는 않았다.

노동력부족에 대처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과 임시직을 위한 직업소개소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수가
현저히 증가해 1990년의 경우 시간제근로자의 구인배율이 4.0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시간제근로자는 여성, 특히 중년의 주부들이다. 1주일에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1989년에 25%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들의 평균 기간도 점진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1988년에 그들은 평균적으로 4.1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으며 시간제근로자들의 노동이동률도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젊은 근로자들의 노동이동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노동이동률은
노동시장의 노동력부족 현상이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근로자들 중 거의 20%가 1년 이내에 첫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며 40%는 3년 이내에
사직한다. 한 기업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근로자들(일명 freeters)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위의 변화를 설명한다. 동시에 '핵심 근로자들'(정규근로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서 1987년의 경우 남성은 12.4년, 여성은 7.1년이었다(노동성 1987). 즉 일본의 소위
'평생'고용관행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문제
심각한 노동력부족에 직면하자 많은 경영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아시아나 기타 지역 개발도상국 출신의 '불법근로자'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엔화의 평가절상과 노동력부족 현상은 일본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임금격차를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만들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관한 느린 대응으로 인해 여행자나 학생용 비자로
일본에 들어왔다가 불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해 왔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기고서도 일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1년의 경우 건설업과 몇몇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수가 최소한 21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특히 더럽고 위험한 직업을 요하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자회사 사장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나
브로커와 불법단체(syndicates)를 포함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고용되며, 일용근로자 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외국인근로자의 본국을 직접 연결하는
불법단체나 브로커의 비밀조직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이주자들이
이러한 조직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무역'은 자주 전문적인 밀수꾼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위조서류(비자나 일본 여권)를 제공하거나 밀항시켜 주는 대가로 엄청나게
높은 요금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착취당하며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일하기를 강요받는다. 매년 불법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수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 정부는 이민관리법과 난민인정법(Immigration-Control and
Refugee-Recognition Act)을 개정하였고 이는 1990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주 및 고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불법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그러한
고용을 도운 브로커와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도입하였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비숙련근로자(혹은
'단순한'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위의 개정안 역시
이것을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만약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해지면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고기술산업과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산업구조조정과 합리화과정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된다. 만약 외국인른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조건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한동안은 비숙련근로자의 유입을 계속 금지하여야만 한다.
필요노동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압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렇지만
일본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한 정책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사회보장, 지역문제
및 정치적 권리와 같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만족스럽게 일본 사회에 합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일본의 고용관행(예를 들어 종신고용과 기업별 노조)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규모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위의 고용관행이 발견된다. 일본의 총근로자중 대략 94%가 종업원수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자본-노동비율과 다른
요소들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쇠퇴하는 부문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혁신적이거나 좀더 유연성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다양한
부문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사관계나 인적관리(HRM)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도급은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한 유형이다(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는 하도급의 비율이 낮음). 비록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업의 기업들 중
약 66%가 여러 형태의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업체가 많은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방직,
의류, 일반기계, 전자기계 그리고 금속산업. 1970년대의 이들 산업에서는 모두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中小企業廳, 1983)

<표 Ⅰ-10-2> 일본 민간사업체 규모별 현황(1986)

독립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또 다른 형태를 구성하며 이들은 시장에서 서로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는 고기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전형적으로
선진기술을 고도의 경영 및 기술적 능력과 결합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중소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극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생산물 및
노동시장에 대단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에서의 노조조직률은 낮기 때문에 고용조건과 근로조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매우 경쟁적인 하도급업체의 경우 이윤율이 낮으며, 비록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제 1차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1991년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약 29%가 시간제근로자였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행위에 있어서 좀더 유동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동기도 변화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라는 따분한 역할에서 탈출하기 위해, 또한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고자하는 경영자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 즉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역할과 일본의 시간제 혹은 임시 근로자군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한 이중노동시장 모형을 일본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복잡하며 세분화되어 있다. 제조업부문, 특히 철강․비철금속 및 화학 등
기초산업에서의 소위 제 1차 노동시장은 석유파동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흔히 제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한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좀더 역동적이고
이윤을 남기는 부문으로 등장하였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각 고용주 나름대로의 경영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상황을 더욱 다양하게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근로자들 중 60%가
서비스부문에서 종사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 노동조합주의의 미래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이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다.
■ 결론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戰前의 온정주의적 전통이 나이든 사람들의 행동과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이러한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몇몇
노조지도자들과 좌익 학자들은 일본식 모형의 주요 특징들(예를 들어 종신고용과 연공급 임금
그리고 기업별 노조)을 제거해야만 하는 봉건적 잔재로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전후 일본의 경제적 기적을 이끈 중요한 요소로 점점 인식되어지자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렸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이익단체들이 소멸해 버린 현상이, Olsen(1982)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인인데, 가져온 예기치 못한 결과였다. 석유 및 다른 천연자원의
공급에 대한 다양한 장애는 특히 1973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은 비록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더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였다.
일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인데, 이는 일본의
인적자원관리(HRM)와 노사관계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일본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에는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여러
특성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면서 다양한
직무분류와 조직체간의 유연한 노동력 분배;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엄격한
작업규칙의 부족; 상여금제도의 광범위한 이용;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장기적인 인사고과.
하지만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제약요인들은 점점 더 일본사회가 어느 정도
경직화되도록 만들고 있다. 경영진으로의 승진기회가 좁아지는 현상은 중년층(35∼45세의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사무직근로자의 지위 역시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들의 기업 및 사회에서의 지위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급진적인 사무직 노동조합주의자가 출현하리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일본식 산업화 모형의 미래는 다양한 개혁의 도움으로 경제성장의 장해물을 제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강력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여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은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노동시장과
광범위한 사회에서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자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경제는 특히 제 1차 석유파동 이후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약한' 또는
'불안정한'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일본이 석유파동과 엔화의 높은 평가절상 등을 포함한 전후의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경영방법은
유연하지만 강인한 특성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일본식 경영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세계시장에서의 격렬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에
적당한 모형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경영형태는 일본 기업들의 직접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외국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경영법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근로자들은
이 다국적기업에서 승진기회를 갖는다. 해외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종업원 중 약 10%는 관리직
내지 사무직 종사자들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해외기업의 상급 관리직으로
승진시키고 이를 위해 훈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을 현저히 변화시켜야만 한다.
현존하는 일본의 해외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의 혼합은 전형적인 문화간
상호적응이 시도이다. 이는 단순히 외국에서 적용할 새로운 경영전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현지사정에 대한 학습과정이 필요한 일이며 일방적인 기술이전이 아니라 수혜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일본식 경영전략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외국문화와 융합된 이
새로운 경영법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黃 秀 慶)
일본의 노사관계 연표

제 11장
결론 : 9개국 경험의 국제비교 종합

Oliver Clarke
지금까지 본서의 논의에서는 노사관계의 국제비교적 특성과 관련되고 9개 선진공업국의 상이한

경험을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가끔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노사관계
발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하고, 보다 중요한 추세를 규정하고 시도한다.
■ 전후 노사관계제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 다른 노사관계제도를 형성시킨 요인들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쟁 그 자체는 명백히 매우 중요하였다. 패전한 독일과 일본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였다. 전쟁중 자유노조가 지하조직으로 존재하였던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파시스트 이전, 즉 전쟁 이전 유형의 일부 요인들이 남아 있었으나 주목할 만한 새로운 특성이
있었다(제 6장 및 제 7장 참조). 미국에서는 戰時生産의 긴박성으로 와그너(Wagner)법이
정착되었고 또한 비록 1946년에 많은 파업이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보기에 억압적인
태프트-하틀리(Taft-Hartley)법이 1947년에 제정되었지만 뉴딜(New Deal)제도를 대체하려는 강한
움직임은 없었다(제 3장 참조). 캐나다는 미국 뉴딜모형에서 유래하는 제조들을 최근에
채택하였고 이 제도들에 의존하여 왔다(제 4장 참조). 노사관계제도가 현저히 유효하게 보였던
영국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필요가 없었다(제2장 참조). 호주에서 비록
1940년에 종종 노사관계에 동요가 있기는 하였지만 노사관계 당사자 어느 누구도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제 5장 참조). 한편 논의되는 9개국 중 유일한 비참전국이었고 1930년대 후반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한 스웨덴은 예외적으로 전쟁중과 직후에 노사관계가 전후 세계에
아주 적합하도록 유효한 일을 하였다(제 9장 참조). 그 당시 적극적인 노동시장 및 연대임금정책이
입안되었고, 중앙집중된 단체교섭이 발전되었으며 임금과 완전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후 노사관계제조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조합의 새로운 출현이었다. 만약
이러한 표현이 거의 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미 존재하였던 일부 노동조합단체에 적용될 수
있었다면 노동조합은 '성년'이 되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승전국에서는 전승에 기여했고, 점령된
국가에서는 저항운동의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패전국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민주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전후 정치권에서 지위를 보장받았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경제를 재건할 때 유럽대륙에서 노사관계 접근방법은 상당히 비슷하였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산업수준에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통된
이해사항은 근로자평의회 또는 공장위원회에 의해 협의되는 모형이 대체로 선택되었다. 이
기구들은 영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법적 또는 중앙의 단체협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분리로
노동쟁의는 비록 전부는 물론 아니지만 대체로 개별기업 밖에서 발생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유형의 제도화된 기구들은 1940년대 영국에서 매우 많은 관심을 끌었던 노사협의회 또는
공동생산위원회의 형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대의기관에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 전후 정형적 관행의 변화
1952년까지 전후 노사관계제도는 상당히 안정되었고 그 이후 이 형태는 어떤 경우에는 약 20년간,
또 다른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노사관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두
가지 요인, 즉 근로자의 의식성향 변화, 임금결정 과정의
결과와 정부가 인식하는 경제적 필요성간의 갈등 증대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첫째, 새로운 근로자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이들은 덜 보수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례 없이 낮은 실업률로 교섭력에 자신을 갖고 그리고 뚜렷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구세대의
특징인 종속적인 역할의 수용은 이제 점증하는 투쟁성, 즉 기업내의 의사결정에서 많은 발언의
요구 그리고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즉 불유쾌한 일을 기피하려는 성향으로 대체되었다.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았던 시위, 즉 프랑스의 1968년 '5월 사건', 이탈리아의
1969년 '더운 여름', 조용하던 독일, 벨기에, 스웨덴의 1969∼70년 비공인 파업, 미국의 1971년 GM
Lordstown 파업 등에서 힘을 과시하였다. 영국에서는 1969년에 노동조합이 노동당 내각으로

하여금 노사관계 법안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였고, 1974년 광산파업은 Heath 보수당 내각의 사퇴와
1971년 노사관계법의 폐지를 촉진시켰다.
둘째, 근로자의 의식과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적어도 평화시에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와 교역조건의 개선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새로운
경향이었다. 이 경향의 심각성은 국가간에 상당히 달랐다. 이는 독일과 일본에서는 거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문제도 아니었으나,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자주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종종 문제가 되었다. 문제를 다루기 힘든 경우 비록 정부는
금융재정정책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지만 일부 국가는 소위 소득정책에도 의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소득 정책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 또는 쌍방적이거나 일방적일 수 있었다.
임금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급박하고 명백했던 경우 일시적인 임금동결은 수용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상승억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보다 고려하는 다른 영역에 정부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교환되는 요인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소득정책의 장점은
만약 소득정책으로 지나친 임금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면 금융긴축정책에 의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실업증가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금융긴축정책이 덜 가혹할 것이라는 데 있다. 소득정책이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기간을 대체로 짧았다. 소득정책의 주요한 단점은 ①
오랫동안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② 노동조합의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큰 경향이
있고, ③ 정책이 상이한 근로자집단에 형평에 맞게 적용되기 어려우며, ④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정책이 종료되려는 시점에 일시에 상실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있다.
■ 불경기의 충격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근로자의 투쟁시기였으며 이 투쟁성은 적어도 논의되는 일부
국가에서 지속될 것 같았다. 특히 석유수출기구(OPEC)에 의한 원유가격의 엄청난 인상으로
1973∼74년의 급격히 악화된 경제여건 때문에 근로자의 투쟁에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이 유가인상은 비산유국가에서 사실상의 租稅였는데 만약 동일한 수준의
임금인상으로 다시 보전되었다면 오로지 물가상승을 유발하였을 것이다. 결국 단체교섭형태는
국가간에 상이하였다. 독일에서의 물가상승은 비교적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에서의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단지 1년간 지속되었다. 영국과 호주에서의 임금상승은 이치에 맞지 않게
대체로 높게 보였다. 캐나다는 1975∼78년에 소득정책을 채택하였다. 임금물가연동제가
임금인상방법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이탈리아와 가타 국가에서는 물가상승효과를 피할 수 없었다.
노사관계제도가 새롭고 보다 거친 경제여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OPEC가 두 번째로 원유가격을 크게 인상하였던 1970년대 말까지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교섭당사자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로 여전히 상이하였으나 여러 국가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금인상서 양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인
통화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 정책은 비록 1930년대 이후 최악기
불경기, 즉 1980∼82년 불경기로 이미 진행중이던 세계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영향도
미쳤지만 유효하게 판명되었다.
1980∼82년 불경기는 단지 경기순환형상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선진공업국의
장기적 경쟁우위는 전후에 쇠퇴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서의 낮은
노동비용을 이용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하였다. 일부 신흥공업국,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자국 경제를 예외적으로 잘 운용하여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을 능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생산의 국제화를 촉진하였다.
논의되는 9개국 중 일부 국가에서 이 불경기는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였다.
노동조합의 성장, 상대적 완전고용, 산업민주주의로의 이행, 임금 및 근로조건의 매년 정례적인
개선 등의 국면은 노동조합의 어려움, 매우 높은 실업수준, 양보교섭(특히 미국), 개선의 어려움
등의 국면으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불경기와 그 이후 노사관계 당사자와 요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 장의 다음 부분의 주제이다.
■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변화하는 위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조합원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거의 모든 경우에 노조조직률은 노동력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9개국에서 전개과정은

불균등하였다. 미국에서 비록 조합원수가 1979년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노조조직률은 1955년 이후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의 노조조직률은
적어도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일본에서의 노조조직률은 1975년 이후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호주에서의 노조조직률은 1976년의 51%에서 1990년의 41%로
감소하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대 크게 감소하였고 영국에서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의 51%에서 1990년의 38%로 감소하였다. 한편 스웨덴에서의 노조조직률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독일에서의 노조조직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부록 참조).
노동조합주의가 1980년대 경제여건으로 쇠퇴해야 하는 것은 놀랄 만할 일이 못된다. 실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고, 실직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탈퇴하는 것
같았다. 조합원수는 항상 제조업과 광업에서 특히 많았으나 이들 산업은 1980년대에 가장 심하게
위축되었다. 고용의 증가는 노동조합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부문에서 대체로 이루어졌다.
조직화는 대개 안정적 풀타임 남성근로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쉽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조직화 성향이 낮은 여성근로자와
비전형적인 근로자, 즉 파트타임, 임시,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불경기로 노동조합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여 조합원을 유인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조합원수가 과거처럼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국가간 노동조합 위상의 커다란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조합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욱 증가한 캐나다, 독일, 스웨덴(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인은 무엇인가? 비록 모든 북유럽인종
국가들이 이 범주에 속하지만 이들 국가에 공통된 어떤 요인도 추출하기 어려우나 적합할 것 같은
몇몇 요인들이 있다. 캐나다를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공공활동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비록 프랑스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합원수의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사회보장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험비교는 특히 흥미롭다. 이들 국가는 유사한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교섭은 기업수준이다. 더욱이 약간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1986년에 캐나다 조합원의
36%가 여전히 미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Lipsig-Mumme, 1989 : 251). 그러나 1965년에
노조조직률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약간 높았으나 1989년에 미국 노조조직률은 16%로서 캐나다
노조조직률 33%의 절반 이하였다. 이는 캐나다 노동법제의 보다 유리한 노동조합 승인절차,
어쨌든 갈 수 있는 남부의 '선벨트'가 없는 캐나다 사용자의 보다 노동조합 동반자적입지,
Lipsig-Mumme(1989 : 254)가 제시한 정치적 전략(제 3장 및 제 4장 참조)을 포함하는 캐나다
노동조합의 보다 활발한 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영국에서의 노조조직률의 매우 급격한 하락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1978∼79년 '불만의 겨울'에
절정에 이른 1970년대 노동조합의 공세적 행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쳐
가입성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철강, 기계, 석탄광업, 조선, 철도운송업 등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핵심업종의 쇠퇴로 많은 조합원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1979년 후반 보수당 내각에 의해 제정된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제한을 가한 일련의 법들 또한 조합원수를 감소시켰다(제 2장 참조).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여러 국가에서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조합원수가 감소한 경우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감소되었고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영향력은 국간간에 상이하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민주당 집권을
선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노동조합은 '동지에 보답하고 적을 처벌하라'는 선거지침을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상당한 노사협조프로그램을
주요한 예외로 하면 노동조합에 적대적으로 보였다. 뒤이은 부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식의 신호를 보였고 또한 노동조합은 비록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의 인상 이외에
노동법제에서 달성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민주당이 상원 및 하원에서 다수당이 됨으로써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편 1993년 클린턴 정부의 출범으로 노동조합의 희망은 증대되었다.
분석대상국인 영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였다. 1974∼79년 노동당

집권기에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이전 어느 때 보다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으나
1979년 대처 1차 내각의 출범으로 쇠퇴하였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와 이에 가맹한 대규모
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은 네 번의 연속된 총선에서
패배한 선거정책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비록 감소하였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영국의 다방면에 걸친 3자구성체에서 여전히 중요한 당사자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로 오랫동안 분열된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비록 모든 전국중앙조직이
공장위원회의 선거와 같은 지표에서 측정되듯이 기반이 상실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다. 노동총동맹(CGT)은 비록 여전히 가장 큰 전국중앙조직이지만 점차 인기를
상실하는 공산당과 밀접히 연관됨으로써 비중이 감소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총동맹(CFDT)은 정부가 긴축정책의 채택을 강요받았을 때 집권 사회당과 제휴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힘(FO)의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는 비록 FO가 보다
투쟁적으로 되었지만 대중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 조합원수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비록 그 이전 어느 시기보다 크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실제로 지속되었듯이 1989년 조세 및 의료보험 부과와 관련된
정부계획에 반대한 운동의 성공에서 입증되는 것처럼 지속되었다.
스웨덴에서, 비록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긴장이 전개되었지만, 생산직근로자의
전국중앙조직인 노동조합총연합(LO)은 1976~82년을 제외하고 1932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
집권한 사회민주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에 LO는 이 정당을 설득하여
선거에서 인기 없던 근로자투자기금 계획을 채택하게 하였고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노동조합은 정부의 안정호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물가안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임금인상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스웨덴의 경험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지속시켰던 한 사례라면 호주는 가장 현격한 변환을
보여준다. 호주에서의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정치적 역할을 갖고 있었으나 1983년에 그 당시,
예컨대 스웨덴과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전국중앙조직이었던
호주노동조합평의회(ACTU)는 호주 경제 및 사회정책의 폭넓은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미 언급한 조합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 사용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기간에서 1970년대 말까지 9개국 대부분에서 노사관계제도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주도권의 대부분을 가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압력이 있었다. 사용자와
그 단체들은 기업수준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주장을,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항하기 어렵다고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제도를 개혁하려는 데 우선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파업시 양보와 대항 중 선택에 직면하였을 때 지속된 경제성장기간 동안에는 시장적 요인 때문에
종종 양보하게 되었다. 사용자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는 그 당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게 되었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비용의 물가상승적 인상은
사용자측에서는 물가상승적 양보였다. 또한 사용자는 雇傭稅와 강화된 법적 요건의 형태로
사회보장과 근로자보호가 다양하게 진전함으로써 증가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1980∼82년 불경기로 선진공업국가의 사용자는 새로운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였다. 많은 산업이
개편되어야 했고 또한 경쟁이 점차 격화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노동을 확보하고 노동비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생존을 위한 기업경쟁이 비용부담증가를 억제하고
실제 부담경감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증가하는 실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경영 및 작업관행의 효율성 증가에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주위를 위축시키는
인적자원관리(HRM)기법을 과거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정책은 국가간에
흥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서 번영기간중 노동조합의 성장과 널리 보급된 생계비물가연동조항으로 상당수의
사용자는 현행 노동비용을 감소시키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한편으로
사용자에 유리한 정치적 여건으로 노동조합 승인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은 강화되었다. 이 공세는
임금삭감, 유급휴가 축소, 부가급여 삭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신규근로자가 기존근로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고용되는 '이중'구조 등을 포함하는 양보교섭의 형태였다. 상당수의 미국 사용자는
노동조합주의가 덜한 남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제3장 참조). 흥미롭게도 캐나다 사용자는 미국
소유 기업의 광범위한 존재 그리고 이들 국가간의 노사관계제도의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용자보다 훨씬 덜 공세적이었다. 분석대상국가 중 상당수의 사용자가 반노동조합적
자세를 취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보다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 고용수준 감소, 생산유연성 제고로 비용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 사용자의 공세적 자세를 유발한 주요 요인은 특히 조직부문에서 노동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산업 및 기술우위성이 도전받지
않았을 때 지지될 수 있었으나 다른 선진공업국이 미국의 효율성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높은
노동비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분석중인 다른 어느 국가보다 높았고 또한 비록 조선, 석탄, 철강 등과 같은
부문은 극심한 불경기를 경험하였지만 대체로 1980년대 초반 및 1990년대 초반의 불경기에 약간
영향을 덜 받았다. 극심한 불경기를 경험한 산업에서도 일본 사용자가 공세적인 반노동조합적
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일부 일본 사용자는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에 공장을
이전하여 변화된 시장여건에 대응하였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노사협조와 연계되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실업률은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어느 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호주에서의 일부 사용자는 새로운 권리에 동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주된 관심사항은
노사관계위원회의 중재재정서에 순응하고 또한 비록 1990년대까지 덜 중앙집중된 기업별 교섭을
장려한 연속적 단계의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데 있었다.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강력한
연대에 직면함으로써 불리해졌다. 사용자의 불리한 상황은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는
호주상공회의소(ACCI), 호주경영협의회(BCA), 사용자단체 중 중요하고 독자적인
금속산업연합(MTIA) 등 사용자단체의 복잡성에 의해 확대되었다 (제5장 참조).
유럽대륙에서의 많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대항과 효율적 노동의 강요를 확실히
강화하였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는 거의 없었다. 즉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여전히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용자단체의 역할이나 정부에 대한
영항력에 중요한 변화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추구한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민간부문 사용자의 중앙단체인 스웨덴경영자협회(SAF)는 새로운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노사관계를 규정한 중앙집중된 3자체제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제9장 참조)
유럽대륙에서의 전개과정은 영국의 그것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였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근로자집단은 여기서 논의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제조업 작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입지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의 노동조합은 특히 1974∼76년 유리한 노동법의 제정 이후
매우 많은 교섭력과 강력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1980년대 초반의 불경기는
보수당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일어났다. 보수당 내각은 노동조합을 국가산업의 주요한 독소로
보았고 또한 비록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높은 임금상승률로 노동조합이 상당한 교섭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련의 법을 통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힘을 효과적으로
약화시켰다. 1980년대 영국의 사용자는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더 많은 다른
무엇보다도 작업장 관행의 개선을 실행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노동조합의 승인을 철회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 파업을 분쇄한 많은 결정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반노동조합적 활동은 없었다. 노동조합에 불리한 새로운 노동법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관심을 입법취지에 맞게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영국 사용자단체의 입장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영국에서도
유럽대륙처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임금 및 근로조건은 대체로 산업별 단체교섭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비록 몇몇 유럽국가에서 산업별 단체교섭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기업별 또는 작업장 교섭으로 크게 대체되었다. 이는 사용자단체의 교섭역할을 분명히

감소시켰다. 중요하게도 1990년 초에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산업협회로 간주되어 왔던
기계사용자연맹은 향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전국교섭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따라서
산업수준에서 92년 교섭의 역사는 종결된다고 발표하였다. 명백히 기계산업에서 전국교섭은 20년
이상 중요성이 감소하여 왔다.
■ 단체교섭
분석대상국가 중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단체교섭은 오랫동안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행태는 특히 많은 사무직과
공무원 그리고 이전에는 경영사항으로 간주되었던 고용관계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확대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경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교섭범위의 최근의 변화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조합원수가 현저히 감소한 국가에서는
단체교섭의 범위가 아마 약간 축소되어 왔을 것이다.
현재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의 수준에 대해 일치된 것은 없다. 북미에서
다수사용자교섭은 매우 드물고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교섭이 일반적이다. (제 3장 및 제4장 참조).
일본에서도 교섭은 대개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제 10장 참조) 전국수준에서의 춘투는
노동조합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섭전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섭결과는 기업내에서 결정된다.
독일에서의 단체교섭은 비록 사업장교섭이 오랫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산업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여러 측면이 사업장에서
결정되도록 요구한 1984년의 주요 금속산업협약은 하나의 자극제였다. 더욱이 근로자평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 8장 참조).
전통적으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 산업별 수준인 프랑스의 단체교섭은 1982년 11월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이 법은 비록 협약체결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조직 기업에 매년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분명히 단체교섭을 기업수준으로
이행시켰지만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스웨덴에서의 단체교섭 수준은 오랫동안 논쟁사항이었다. 1950년대 각각 민간부문 사용자 및
생산근로자 노동조합의 최대 전국중앙조직인 SAF 와 LO 간의 단체교섭은, 비록 개별산업과
기업에 중앙협약의 적용에 제한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였지만, 모든 산업에 대해 중앙차원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유연성은 중요한 금속산업부문에서 충분하다고 간주되지 않았고
또한 1983년 에 이 부문은 중앙교섭에서 이탈하였다. 1984년에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일반화되었고 또한 비록 지속적으로 중앙협약이 있었지만 어느 교섭수준이 우세할 것인지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기업별 교섭으로 명백히 이동하고 있다. (제9장 참조).
단체교섭을 어느 정도 구체화한 중재제도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는 직접적 협상도 있었다.
(제5장 참조). 이 직접적 협상은 1974년과 1981∼82년 처럼 노사관계위원회가 임금결정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경우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83년 후반 사회적 합의하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적 협상은 위원회가 제정한 조정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는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력이 있었고
또한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의 위원회의 재정이 기업내에서 생산성과 다른 사항들에
대해 효력을 나타내도록 중요한 조정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은 ' 관리된 분권화'로 표현되었다.
임금이 결정되는 가장 분명하게 정의되는 수준은 명백히 산업에서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향이동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비록 교섭은 아니지만 정부를 포함한 전국적
중앙협의로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호주는 노동당 내각과 ACTU 간 의 중요한 협의로 이러한
변화의 분명한 사례가 된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던 스웨덴에서
1980년대 정부는 단체교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차 개입하게 되었다. 실제 지나칠
정도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1990년 2월에 칼손 수상이
사임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정부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다투게 되었다. 일본에서 잦은 논의가 비록 교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특정한
협상이기보다는 이해증진의 지속적 과정이지만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그리고 노사간담회의
형태로 각 주체간에 진행되었다.
대개 교섭형태의 모든 변화는 좀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작업관행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증가된 경쟁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협상을 가져온다.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노동비용의 증가율 수준이 국민경제에 우려를 낳는 지속된 경향성으로
정부의 관심과 종종 개입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Bamber & Cor'dova, 1993 참조).
■ 노동쟁의행위
단체교섭이 확립된 모든 국가에서 파업 및 직장폐쇄는 교섭이 실패할 경우 분쟁의 필연적인
지속으로 인정된다. 이 책에서 논의된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파업의 실행 또는 대처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영국에서는 1980년 이후 입법으로 1906년 노동쟁의 법에 의해 노동조합에
부여된 광범위한 면책범위를 크게 제한하였다. (제2장 참조). 이탈리아 정부는 파업을 규제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1990년 초반에 스웨덴 정부는 1991년 말까지 파업을 금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의 강력한 파업금지
입법과 같은 일부 지역 사례도 있었다. (제 4장 및 제 5장 참조).
비록 파업성향이 높은 국가가 반드시 '나쁜 ' 노사관계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쟁의를 더욱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비록 파업은 절차상으로
불법이지만 노동쟁의는 조업중단 없이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파업성향은 비록 198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였고 종래보다 휠씬 낮지만 실제로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다. (부록 참조).
노동쟁의 행위에 의한 노동손실일수는 1980년에 스웨덴 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1960년 후반에 시작된 노사대립기보다 휠씬 낮았다. 이는 불경기에 예상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부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개별국가의 경험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
1980∼89년 평균수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독일․일본․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노동손실일수가
적은 반면 캐나다․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파업성향이 높고, 호주․프랑스․영국․미국은 중간
수준이었다. ([부도 1] 참조).
파업성향의 상대적 위치는 매년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8년의 프랑스, 1980년의 스웨덴,
1984년의 독일 (금속산업근로자 파업)및 영국(광업근로자 파업)에서 이례적으로 노동손실일수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평균수치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상대적 위치는 안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위치가 변화되었다. 1950년대 피용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이 영국보다
많았다. 또한 1950년대 초반에 프랑스는 호주보다 파업성향이 높았고, 스웨덴은 1930년대에
시작된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 이전에 파업성향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만약 분석이 모든 선진공업국을 포함한다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파업성향이 항상 가장 낮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87년 전체 노동일수는 스위스가 72일, 오스트리아가 4,822일이었다. 한편
분명히 이들보다 휠씬 큰 국가인 캐나다의 1987년 의 노동손실일수는 거의 400만 일이었다.
부록에 격차 및 추세에 대한 상세한 지표가 나타나 있다.
■ 노사협조와 산업민주주의
모든 노사관계는 대립과 협조의 양측면을 갖고 있다. 비록 협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새로운 입법과 보고된 전개과정으로부터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재건기에 높은 수준의 협조가 나타났고, 이는 적어도 서유럽대륙에서 근로자평의회와
유사기구로 제도화되었다. 일본은 협의적 또는 참가적 경영형태를 통하여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화 없이 비숫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0년 대 중반에 근로자참가와 산업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대개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참가시키는냐 또는
근로자평의회를 강화하는냐 에 관한 것으로 보였다. 이 움직임은 스웨덴의 1972년
이사회참가법과 1976년 직장공동결정법, 독일의 1972년 경영조직회법과 1976년 공동결정법
그리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공공부문, 네델란드, 노르웨이의 입법 등 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영국에서 1977년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Bullock 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제안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강한 반대를 받았다. 따라서 1979년 Callaghan 노동당 내각이 사임한 이후 이
주제는 적어도 제도변화의 측면에서 정책입안자에 의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호주에서
1973∼75년 Whitlam 노동당 내각은 산업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Don Dunstan 남주호주 지방정부는 중요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하려고 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이 창의성도 거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비록 1970년대 이후 몇몇 입법(예를 들면 이사회의 참가기회를 확대한 1987년 스웨덴법 개정,
1988년 12월 독일 경영협의회법 개정, 더욱 중요한 1982년 프랑스의 Auroux 법 제정)이 있었지만
강제적 수단에 의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근로자참가를 증대시키려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인적자원관리계획의 일부로서 사용자는 적어도 핵심근로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근로자헌신을
이끌어 내는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뚜렷한 성공은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일본적 합의
형태와 많이 연관되어 왔다. 일본 경제의 뚜렷한 성공은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일본적 합의행태와
많이 연과되어 왔다. 이는 경쟁적으로 많은 모방을 초래하였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Saturn 과
NUMMI 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에서도 1960년 대 후반과 1970년대에 유럽의 경험에
대한 많은 토의와 더불어 협조증진에 관심이 있었으나 커다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1986년
이후 호주에서는 제도변화보다는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산업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정부와
노사의 공동선언이 있었다. 단체교섭처럼 협조의 형태에서도 기업수준은 9개국 모두에서 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기업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또한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중단
없는 조업을 보장하는 데 노사의 협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기인한다.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종종 노동력부족 때문에 일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증가하여 작업조직을 새로이 살펴보게 되었다. 이는 많은 직무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만족을
주도록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따라서 조업 효율이 증대될 수 도 있다는 데서 확인되었다.
스웨덴의 Volvo 와 Saab-Scania, 이탈리아의 Olivetti, 영국과 호주의 ICI 와 같은 일련의 대기업은
작업을 재설계하였고 또한 1970년대 여러 국가에서 시작된 공공 또는 민간기구와 프로그램의
확산에 의하여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
프랑스의 국립근로조건개선기구, 스웨덴의 근로생애센터, 영국의 직업연구소, 미국의
직업연구소, 호주의 연방고용 및 노사관계부 근로환경국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영국의 Tavistock
연구소와 노르웨이의 직업연구소의 초기 연구는 일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촉진했다는 데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정부의 역할과 법률구조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거의 모든 지역의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전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① 보호적 기준의 유지, ② 당사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규칙의 설정, ③ 상호작용의 결과가 경제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보장, ④ 노사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⑤ 주요한 사용자 등 다섯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성장기의 정부의 모든 역할은 확대되었다. 보호적 노동법제는 더욱 상세해져서 생산비용을
다소 증가시켰다. 산업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 관계와 관련된 노동법제의 양은 비록 보호적
노동법제보다 작지만 개별국가에서 상이한 방법과 시기에 증가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특히 1970년대에 작업조직과 근로생활의 질의 영역에서 증대하였다. 단체교섭은
평화시에 물가안정에 압력을 초래하는 새로운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경제정책 입안자에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소득정책은 예를 들면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 종종 처방책으로
시도되었으나 성공이 거의 지속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종종 단체교섭권과의 유사한
권리의 광범위한 확대가 있었다.
1980년대에 이러한 기능들에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 각국 정부는 현행 보호제도에 신중해졌고
일부국가에서는 의무사항이 여전히 비용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를 검토하기
시작까지 하였다. 프랑스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허가요건을 폐지하였고, 또한 여러 국가는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규정과 야간 여성근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80년데에 정부의
노사관계 규칙설정과 관련하여 입법을 통하여 그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두 가지 중요한 시도가
있었다. 첫째, 영국에서 보수당 내각은 일련의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비공인 파업을 감소시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일부 사람은 이법이 영국의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법으로 분명히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진행중인 파업에 더욱 주저하게 되었다. (제2장 참조). 둘째, 프랑스에서 1982년 Auroux 개혁은

작업장에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법제정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나 작업장의 노사관계를 전화시키는 데 예측되었던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제
7장 참조). 셋째, 사례는 Hancock 보고서에 따른 1988년 호주의 노사관계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급진적 변화로서의 시도보다는 기존 노동법제의 정리를 포함하였다.(제 5장 참조).
1980년대 알선․조정․중재 서비스 또는 작업조직에 관한 보다 새로운 조언서비스 규정에 명백한
변화는 없었다. 단체교섭의 결과는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의 경제정책 입안자에게 계속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호주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정책, 즉 1983년 후반 사회적 합의추세에 역행하였다. 다른 국가에서 임금의 물가에 대한
압력은 부분적으로 높은 실업률은 통화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의 추진 때문에 덜 심각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에 여러 국가는 일시적 임금동결에 호소하거나
임금물가연동규정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탈리아는 1992년에 오래
지속된 임금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다.
인정된 '우량' 민간기업의 관행을 비슷하게 계속 따라온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급격한 비용상승과
예산제약에 직면하여 불경기가 강타함에 따라 근로자를 줄이고 임금상승을 억제 하여 노동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임금동결이 약간 있었고,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정부는
공무원 임금에 적용될 수 있는 조정사항에 대한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또
다른 전개과정은 근로자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몇몇 공공소유산업과 기업의
민영화였다.
■ 노사관계의 국제적 측면 2)
여러 국가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노사관계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노사관계에서 국제적 활동은 일상적인 노사관계에 가시적으로 그리고 개별국가의 입법
또는 단체교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기준설정 작업이
있었으나 정부,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기업, 노동조합단체에서 국제적 관계는 항상 주요한
활동영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논의한 국제적 요인은 다른 측면보다
일부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다국적 기업
여러 요인들이 노사관계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국경의
중요성과 개별국가의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해외로부터 받는 영향을 단절시키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다국적기업은 특히 본국에서 여러 진출국에 인적자원관리정책 및 관행을 '수출', 즉
이전하는 데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owling & Schuler, 1990).
특히 낮은 노동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하는 일부 국가에서 노동법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 비록 다국적 기업이 저개발국과 신흥공업국의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한다고 종종 주장되지만 다국적기업 중 일부는 본국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생산기지를
이용하였다. 물론 다국적기업이 진출국에 그 의지를 강요하는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Blanpain(1993)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국가에 입지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진출국의 법률에
종속되고 또한 진출국의 법, 규정 그리고 '기존 노사관계, 고용관행 구조내에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과 진출국 간의 영향은 쌍방적이다. 다국적 기업은 진출국의 법과 관행을
채택하여야 하나 자국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전후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단지 부분적으로 노동조합에 강요하는 형태로, 정부로
하여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76)와 국제노동기구(ILO, 1977) 를 통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게 하였다. 3)이 지침은
임의적이었고 또한 가능한 개별적 위반에대하여 판정할 규정이 없었다. 협의장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국제조직에 의해 제공되었다. 국제기준의 공포 이후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지침이 더욱
강제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희망사항을 제출하였다. 사용자단체는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침의 확대에는 반대하였다. 최근에 각국 정부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확대하는데 열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제노동조합조직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영향력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국경을 초월하여
연대활동을 하였다. 현재 세 개의 주요 노동조합 국제총연합단체,즉 국제자유노련(ICFTU),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노동조합연합(WCL) 이 있다. 이 단체들의 차이는 주로 정치적
이념에 있다.
ICFTU 은 반공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노동총동맹 - 산업별노조회의 (AFL - CIO)는 12년간의
탈퇴 이후 1981년 재가입하였고 이 책에서 논의되는 9개국의 주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들이
대부분은 ICFTU 에 가입해 있다. ICFTU은 ILO 에서 근로자대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CFTU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대의적 활동으로 정부 또는
사용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서비스 특히 조직적 활동은
노동조합주의가 약한 저개발국과 신흥공업국에 대해 크게 집중된다. 셋째, ICFTU은 아시아와
북미․남미지역에 상당히 독립적인 지역조직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 지역조직은
그 이전보다 휠씬 강해졌다. 유럽 지역조직은 보다 다수를 포함하는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이하 참조) 을 위하여 해체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식적인 노동조합운동과 일부 자본주의 국가 프랑스 CGT 와 같은
사회주의 지향적 노동조합을 포함한 WFTU 는 사회주의의 광범위한 몰락 이후 혼란에빠져
있었다. WCL 은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보합에 적지 않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나 앞의
두 개의 노동단체에 비하여 휠씬 작다. WCL 은 이전에는 기독교 성향을 가졌으나 현재는 종교적
색채가 없는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제2의 전국중앙조직인 CFDT 는
WCL 의 주요한 가맹단체였으나 현재는 탈퇴해 있다. 유럽에는 또 다른 작은 총연합단체, 즉
국제상급직원연합(CIC) 이 있는데, 이는 노사간에 '제 3의 세력'으로 관리직과 전문직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mber, 1986).
1889년 이후 특정 직업, 직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국제연합단체들 (ITSs )이
있었다. (Narthrup & Rawan, 1979). 이 ITSs 은 특정 산업부문의 개별국가의 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산업 또는 직종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특정부문 또는 주요
기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종종 산업별 센터로 지칭된다. 예를 들면 이들은 가맹부분의
안전위생 및 기술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특정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근로자의 이해가 다른 국가의 그것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연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ITSs은 독립적 기관이나 대부분 많은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ICFTU를 따른다.
최근에 합병 및 신규 충원으로 주요한 ITSs 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또한 특히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생산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 활동이 증대되었다. 가장 큰 ITS 는 70개국에 168개
노동조합이 가맹한 국제금속노련(IMF)이다. IMF 는 특정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서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대표들에게 회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
대규모 ITSs로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직노련(FIET), 국제공무노력, 국제화학에너지일반노련,
국제섬유의복피복노련, 국제운수노련 등이 있다. ITSs 의 총회는 공통의 문제와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1년에 대개 1회 개최된다.
동유럽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노동조합 국제총연합단체간의 구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특히 WFTU 은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심각한 긴장하에 있었다. 그러나 ICFTU, ETUC , 여러 ITSs
은 이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왔다.
이들 단체들과 다른 국제노동단체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으로 다국적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단체들은 다국적기업의 증대하는
힘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국제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제적 정부기관

ILO 는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적 활동을 위한 주요한 기관이다. ILO 는
1919년 제 1 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에 의해 창설되었고 국제연맹에 가입하였다. 국제연맹과는
달리 ILO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존손하여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1992년까지 ILO 의
회원국은 159개국이며 그 조직은 [그림 I-11-1]에 나타나 있다.
ILO 는 국제적 근로기준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다. 국제노동법과 국제비교노사관계
자료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ILO 는 170개 이상의 협약과 약 180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 5,500개
이상의 비준을 받았다.
이들 협약은 ① 결사의 자유, 대우의 균등, 강제근로의 금지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 ② 산업안전
및 보건, ③ 근로조건, ④ 사회보장 및 근로자 보상급여, ⑤ 노동행정, ⑥ 이주근로자. ⑦ 특정
직종의 특수한 요건이나 여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기준은 '국제노동 법전'으로 지칭된다. (Creighton, 1992 : 37).

[그림 I-11-1] 국제노동기구 조직현황

또한 ILO 는 전셰계에 걸친 인사정책 및 관행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천이다. (Johnston, 1970 ;
Galenson, 1981). 비록 ILO 는 '엄청난 이전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Kahn-Freund, 1976) 대부분의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는 조심스럽게 작성된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촉직하기 위한 회원국에 대한 의무사항은 '각국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라는 용어로 완하된다. ILO 의 많은 협약과 권고가 노동, 자본,
국가간의 세력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항목, 예를 들면 보호기준,
고용차별, 일반적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ILO 는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회원국에 강요할 수 없으며 기준의 비준여부는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더욱이 ILO 협약의 비준은
정부가 협약을 시행할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정부는 후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예 :
4)
영국 제2장 참조). 한 관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ILO 가 많은 주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은 척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ILO 의 통제를 크게 벗어난 사태와 관련된다. 분명히 ILO 는 수 십년 동안 심각한 재정 압박하에
운영이 강제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고 비탄력적인 행정조직, 그리고
기준설정 및 기존 절차와 구조의 개혁에 보수적이고 특히 각 집단의 입장에서의 이기적인 태도
등과 같이 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ILO 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착취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만한 풍부한 증가가 있다.
예를 들면 ILO 는 폴란드 정부가 연대노동조합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1980년대에 폴란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ILO 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른 노동법과 노동행정제도를 채택하려는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주화를 돕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Creighton, 1992 : 39).
또한 ILO 는 , 예를 들면 결사의 자유라는 기준으로 특히 단체행동과 자율적 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단지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할 수 없는
기준들이 있다. 결사의 자유라는 원칙은 모든 실제적 목적에서 결사의 자유협약과 동일한데, 이
원칙의 준수는 ILO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이다.
어느 국가의 고용관행의 변화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초래하는 데 노동조합이 유사한
개혁을 요구하는 데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는 유럽공동체(EC)와 같은 교역권내에서 특히 그럴 것
같다. 비록 유럽경제공동체 를 창설하는 문서, 즉 1957년 로마조약에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생활수준의 개선에 대한 일반화된 기준은 있지만노사관계에 관한 특이한 세부조항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구속력이 있는 규정 중 근로자이동의 자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고용과
노동이동을 증대시키는 유럽사회기금의 설립등과 관련된 일부사항과 법을 일치시키려는
일반화된 기준이 있었다. EC는 당면과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경제사회평의회를 가지고 있고 또한
ETUC 와 민간부문 사용자총연합단체인 유럽산업연맹(UNICE) 및 유럽 공기업 센터(CEEP) 와의
협의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회원국의 다른 영역에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이행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을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EC 는 노사관계 규정 및 과정의 이전에 또 다른 한계를 보여준다.
EC 의 행정부인 EC 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을 항상 감시해 왔으며 또한 오랫동안 많은 명령 예를
들면 잉여인원의 해고(1975), 기업소유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1977), 파산에 따른 근로자보호
등과 관련된 많은 명력을 발의하였다. 또한 EC 위원회는 아직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국제적
단체교섭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① 유럽 기업의 설립, ②
기업법의 통일, ③ 대규모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에서의 정보공개 및 협의 장치 와 관련된
제안들이 기안되었다. 이들 중 앞의 두가지는 주로 기업조직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공동결정 및 협의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의 몇 개 법안에 대한 EC 위원회의 주장 때문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세 가지 모든 제안은 사용자와 일부정부로부터 확고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보다 적절한 시기가 되기 까지 실제로 방치되었다. EC 위원회는 1988년에 유럽회사에 대한
수정된 제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제 3차 제안의 일부 개념이 사회헌장 행동계획의 초안 명령에
다시 나타났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는 1992년 말까지 '재화,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보다

밀접하게 통합된 유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단일유럽시장은 국가별 노동시장의 장벽을
붕괴시키고 있으나 더욱 중요하게도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보다 증대시키고 있다.
양자의 전개과정은 노동조합의 커다란 관심사항이다. 또한 새로운 유럽은 ' 사회적 측면'을
과거에도 고려하였지만 가져야 한다. 유럽회사안은 1988년에 휠씬 더 유연한 형태로
다시제출되었고 또한 EC 위원회는 1989년에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에 관한 헌장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헌장 초안은 12개 회원국 중 영국의 반대로 11개국에 의해서 1989년 12월
Strasbourg 정상회담에서 '신성선언'의 주제가 되었다. 이 헌장은 그때까지 많은 비판의 결과 매우
취약하고 허용적이었는데 이 취약성은 노동조합과 유럽 의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헌장은 여러 문서들과 다른 수단을 구상하고 또한 다른 것 중에서 회원국의 균등임금 도입,
근로시간 규제, 공공계약에서 노동조항,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역할, 유럽 '
규모기업의 근로자에대한 정보공개, 협의 및 경영참가, 근로자를 위한 주식배당 및 금융참가 (Free
Laboru World, 1992, 9, p. 3 참조) 등을 언급한 47개 항목의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
EC 위원회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가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명백히 결정하였기 때문에 UNICE 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사업장 문제는
국제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부분의 사용자의 오래 지속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유럽법
제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UNICE 에
도움이 될 것이다. EC 위원회는 유럽수준에서의 그러한 노사대화를 오랫동안 지원하였고. 또한
노사대화는 EC 조약에 삽입된 새로운 조항 (118B)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고려되었다. 상황은 1991년 Maastricht 협약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전례없는
정부간 합의로 더욱 복잡해졌다. 보다 강력한 EC 사회정책에 대한 영국의 비준 거부로 영국이
참가하지 않은 각료이사회에서 특정 다수결투표의 이용에 대한 확대된 규정으로 특정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은 EC 의 제도와 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영국은 이 절차에 의해 채택된 문서에 구속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비록
영국에서는 다른 규정이 유효하겠지만 일부 동일한 규정이 11개 회원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전개과정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유럽에서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발전이 진행될
것이다. 비록 완전하게 초국가적인 교섭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일부 기업은 다른 국가의
노동조합대표와 만나는 공동협의장치를 이미 설립하였다. (Gold & Hall, 1992). 1990년 9월 에
유럽공공부문 경영자총연합단체인 CEEP 는 ETUC 와 훈련사항, 의료, 안전, 노동이동, 철도수송
및 에너지공급에 대하여 협의 하기로 합의하였다. 더욱이 항공조종사와 같은 일부 국가의
노동조합은 유럽 차원에서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C 와 OECD 의 설립으로 노동조합은 각 기관에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할 항구적인 기구를
조직하게 되었다. ETUC 와 특히 OECD 내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AUC)의 뚜렷한 활동으로
여러 정상회담에서 주제가 되는 국제적 사회․경제정책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화하여 왔다. 이 작업에 관련된 노동조합 간부들은 여러 국가 및 국제단체 출신들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노동조합총연합단체의 간부는 북유럽노동조합연맹, ICFTU, ETUC, TAUC, ILO 의
근로자대표 등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제적 노동조합단체는 앞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직의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용자 단체
국제적 노동조합단체의 본부 및 지역조직에 대응하는 국제사용자단체는 주로 제네바의
국제사용자기구(IOC), 브뤼셀의 UNICE 그리고 파리의 OECD 내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등이 있는데 최근에 점차 활동이 증대하여 왔다. 개별국가수준의 많은 사용자단체와는 달리
국제적 수준의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대항으로서보다는 국제적 정부기관의
발전에 대응으로서 창설되었다(Oechsilin, 1985). 따라서국제사용자단체는 국제노동조합단체보다
일반적으로 역사가 짧고 역할이 미미하다. 가장 유명한 국제사용자단체인 IOE 의 기원은 1919년
ILO 제 1차 총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IOE 의 역할은 비록 주요 활동이 ILO 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후 증대하였다(Windmuller & Gladstone 1984 ;
Upham, 1990).

많은 개별국가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용자단체, 즉 국제상공회의소 (ICC)는 교역 및
경제문제에 보다 중점을 둔다. IOE 와 ICC 간에 업무의 전반적인 분담이 있어 IOE 는 노사관계
문제에 중점을 두지만 이 업무분담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IOE 와 ICC 는 모두
노동조합, 정부, 국제기관에 의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시도하는 데 관심을 자기고
있다. 사용자는 정치적 이념에서 노동조합보다 덜 분열되어 있으나 1945년 이후 IOE 는
동유럽국가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동과 자본의 국제이동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이 책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이민을 환영하는 국가였으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주로 대영제국과 아일랜드 이민이 대부분인 영국에서 이민자수가 증가함으로써 현재
각국에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터키와 동남부 유럽 그리고 최근의 동유럽 출신인 독일의
이민자의 지위는 동독지역 산업의 문제로 복잡해졌다. 이전에 노동력을 수출하던 이탈리아에는
현재 아프리카 및 알바니아 출신의 많은 이민자가 있다. 세계에서 확실한 동일민족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일본에서도 비록 서구 기준으로 보면 적지만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어 공공연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EC 내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1957년
로마조약에서 규정되었지만, 12개 회원국간의 이동은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보다 낮았다. 이민은
비록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키지만 노사관계에 급격한 충격은 주지
않았다.
또한 자본이동은 EC역의 기업이 1992년 후반 단일유럽을 예상하여 유럽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특히 EC 국가로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유럽에만 한정되지 않은 일본 자본의
유입은 특히 현저하였고 또한 일본 기업은 유럽 및 북미 현지공장에 양호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데 약간의 드러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동유럽
노사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적 요인은 1989년 이후 동유럽 중앙계획경제의 갑작스런
몰락이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분석대상 국가, 특히 유럽국가에서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의 통일로 노동조합조직을 포함한 서독의 노사관계제도가 대부분
실용적 목적 때문에 단지 통일독일에 확산되었다(제 89장 참조). 통일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지 않지만, 상이한 생산성 및 임금수준을 일치시키고 근로자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량유출을 대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3년까지 이들 문제는 과거
서독지역에 심각한 실업을 초래하였다.
다른 동 유럽 국가가 어떠한 노사관계제도를 계획하더라도 이들 국가가 서유럽 제도의 어떠한
구조변화도 유발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만약 동유럽․국가가 산업을 현대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시장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대해서도 경쟁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동유럽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서유럽의 그것들과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 향후 과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선진공업국의 노사관계제도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변화하는 데 경제
및 산업여건 그리고 기술변화의 새롭고 광범위한 흐름에 적용하려는 필요성에서 발생하였다.
물론 이 두가지는 서로 연과되어 있었다. 기술변화는 자연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쉽게 수용되었다.
(Bamber & Lansbury, 1989). 심각한 반대사례는 단지 몇 건에 불과하였다. 근로자는 그들을 고용한
기업이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최신의 기술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기술진보의 선두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어쨌든 원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약화되어 기술변화에 대항하는 역량은 약화되었다.
새로운 결제 및 산업여건은 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세계 생산 및 교역의

재분배, 이에 수반된 철강․조선․섬유 등과 같은 엄청난 위축, 기술변화, 서비스경제화 등은
취업기회의 커다란 감소와 숙련요구수준의 변화를 추가시켰다. 비록 새로운 취업기회의 창출이
상당하였지만 달리 취업기회가 생기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취업기회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존 노사관계의 커다란 붕괴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일부 프랑스
철강 및 조선업체5)가 폐업되었을 때의 소요 그리고 1984∼85년 영국 탄광노조의 장기파업과 같은
몇몇 주요한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 폐업과 취업기회의 감소는 심각한 노동쟁의를 초래하지
않았다. (제2장 참조). 물론 부분적으로 근로자와 특히 노동조합간부들은 그러한 폐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법, 사회정책, 단체협약은 잉여인력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각국은 상이한 방법으로 직업안정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오랫동안 '자발적 취업'원칙을 준수했던
미국은 1988년 마지못해 상당히 효력이 낮은 고용조정 및 재훈련공지법(WARN)을 제정하였다.
미국에서 해고의 용이성은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 노동력의 높은
이동성에 결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제공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근로자를 돕는 데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근로자의 대규모 감축이 있는 경우 사회계획이 작성되어
해직근로자를 돕는 데 대비하도록 법은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사한 장치를 갖고 있는 데
이는 해고예고기간의 연장, 해고수당의 증액, 조기퇴직의 유도, 훈련 및 재훈련장치,
배치전환수당 등을 포함한다. 영국에서 1960년대에 제정된 법은 해고예고기간의 연장 및
해고수당의 증액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시해고자는 해고기간중 임금의 80%까지
보장해 주는 임금보전기금(CI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은 적극적 인력정책과
노동시장위원회 의 도움으로 위축되는 조선소에서 주목할 만하게도 거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 (Strath, 1987). 그리고 캐나다에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공동계획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연구방법은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공동계획위원회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시도한다.
이 절에서 논의된 변화는 단지 서서히 감지되는 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작업장은 전형적으로 1990년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보다 조그마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대개 보다 안정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는 경영자, 감독자, 기술자,
사무․행정관리직, 숙련공, 반숙련공, 소위 미숙련생산직근로자가 있었고 거의 모두
폴타임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의 다양한 구분은 적어도 생산직과
비생산직근로자의 구분조차도 애매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급격한 상품변화와 주문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기업노동력이 높은 임금 ,
규칙적인 근로조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안정성을 향유하는, 기능적으로 유연하고 숙련된 핵심
집단과 숙련수준이 낮고 해택이 작은 파트타임․계약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인 부차적 노동력으로
점차 분절이 증대하고 있다.
■결론
전례없던 전후 경제성장기간이 경과한 이후 캐인지언의 일치된 견해는 사라졌고 또한 주요한
경제변화가 선진공업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안정한 수년간의 적응기간 동안에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의 불경기로 세계는 대충 1950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호경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 이 인식은 1990년 대 초반의 불경기로
강화되었다. 한편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의한 거의 모든 물질적 혜택과 제도개선은 보존되었다.
놀랍게도 1970년대 이후 분석대상 국가에서 노사관계제도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없었고 또한
변화의 대부분도 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초반에, 예를 들면 노사관계위원회의 역할이 감소되기 시작한 호주와 1991년에 중도우파 정당이
집권하고 새로운 정책이 사용자총연합단체에 의해 채택된 스웨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다.
1970년대 이후 노사관계에 작용하는 유력하고 일반적인 외적요인은 세계교역, 투자, 생산의
재분배와 유력한 이념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견해의 변화, 즉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국가소유에서 민영화, 규제에서 해제로의 당연한 결과였다. 이들 요인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개별국가에 유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노사관계제도의 수렴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노사관계제도가 위기국면을 통과하고 있다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오랫동안의 예외적인 상황
이후에 Baglioni(1989:248)가 명명한 '정상상태로 복귀' 한다고 보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가 불변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노사관계는 계속적으로 적응할 것이고 불완전할 것이다. 즉 작업장에서 대립과 적응의 필요성이
항상 일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초반의 지배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재 외적
여건에 가장 잘 적응하지 못한 한두개를 예외로 가까운 장래에 노사관계제도에 중요한
구조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의 발전은 아마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커다란 변화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도 요구할 것이다.

(鄭 進 浩)
주석 1) 부록 참조. 그리고 이 절은 Vissor(1989)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그의 연구는 OECD(1991)에
요약되어 있다.
주석 2) 이 절의 대부분은 Greg Bamber 가 집필한 제 1 판에 기초하였다.
주석 3) OECD 에 대해서는 부록 주2 참조
주석 4) ILO 협약은 단지 '최초 발효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된 수 1년 내에 ' 그리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폐기할 수 있다. 비준은 해당연도에 폐기되지 않는 한 ILO 탈퇴이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비록 1960년대 초반에 ILO 에서 탈퇴하였지만 비준한 협약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였다.).
주석 5) 각국 조선산업 합리화에 대한 흥미있는 비교는 Strath(1987)에 나타나 있다.
주석 6)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Clarke & Niland(1991) 참조.

부록
노동통계의 국제비교 1)
Greg J, Bamber & Gillian Whitehouse
이 부록에 나타난 국제비교통계의 집계는 이 책에 포함된 주제들에 내용을 부여한다.이는
노사관계 영역의 연구자와 당사자들의 통계의 국제비교에 대한 점증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부록의 목적은 이책에서 논의되는 9개국에 대한 선택된 자료들을 나열하고
검토함으로써 자료의 연속성과 변화유형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자료수집방법과 정의가 국가간에 크게 다를 수
있다. 비록 일부 통계는 지금까지 공표되지 않았던 자료에 근거하지만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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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유럽공동체통계국(EUROSTA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노동성
노동통계국(BLS) 등과 같은 기관에서 공표한 표준화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
어느 정도 개별국가의 자료를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ILO 는 노동통계에 대한
국제회의를 통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국제비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개별국가 원자료보다 신뢰성이 높다.
이 부표의 자료들이 개별국가의 원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대개 표준화된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원자료의 질은 국가수준에서의 자료수집과
처리과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국가수준에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예를 들면 실업률,
물가상승률 또는 노동쟁의가 보고되는 경우 이 과정에 개입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의 통계청은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성을 가지므로
정치인이 통계의 정의나 발표시기를 변경시키는 데 개입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부표들이 오랜 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자료의 시계열적
불연속성에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시계열적으로
불연속적이다. 이러한 시계열적 불연속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부표에서 시계열 자료는 한
국가내에서 비료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국제비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덜 유용하다. 이는
표준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의 및 계산방법이 국가간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계열 자료에 독일 통일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동독은 1990년에 서독에 흡수되었지만 독일의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는 아직 동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노동통계의 국제비교에서는 어떠한 연구도 시의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자료는 가장 최근
통계의 비교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시계열적 국제비교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자료출처를
상세히 표기하므로 독자는 이러한 자료를 갱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책에서
논의되는 9개국 각각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 즉 인구, 경제구조, 실업 등을 시기순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와 같은 보다 특수한 노사관계 주제들을 살펴보자.
■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미간인취업자
이제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부표 1> 의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부표 4> 의 민간인 취업자에 대한
자료로 살펴보자.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 민간인 취업자 + 실업자 + 군인
민간인취업자는 일정연령 이상의 임금취업자인 피용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질병․ 휴가․악천후 또는 노동쟁의 등에 기인한 일시적 휴직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
고용통계는 조사주간 중 15시간 미만 취업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다. 따라서 많은
파트타임취업자는 민간인취업자에 포함되지만 폴타임취업자로 환산되어 계산되지는 않는다. 이
부록을 단손화하기 위하여 완전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의는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여타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ILO, OECD, BLS 의 공식간행물 (예 : ILO, 1984:
OECD b & e ; BLS, 1985) 을 참고하기 바란다.
■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이 <부표 2> 에 각국별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일부 국가에서는 상한연령이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5∼64세 인구) 로 나눈
수치이다.
9개국 모두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확대 그리고 조기퇴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금과 소득수준의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데 일본만은 예외적이다. 일본에서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근로자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일본 농업부문에서 여성 가족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다. (ILO, 1984;55).

<부표 1> 주요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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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주요국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또한 교육연수의 증가 그리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소득과 연금수준의 상승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 영향은 임금근로에서 점증하는 여성의 역할에
의하여 상쇄되어 왔다. 출산력 저하, 사회적 태도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유발하는 요인들이다.
<부표 2> 에 의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단지 프랑스의 75%에서 영국의 89% 사이로
9개국에서 상당히 비슷하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를 주로 반영한다. 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이탈리아의 44%에서 스웨덴의 84%의 범위에
걸쳐 국가간에 매우 현저하게 다르다. 북유럽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데
이는 부분적으로 광범위한 육아시설의 이용으로 여성이 보다 많이 파트타임 취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부표 3 참조). 이탈리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은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실망'하기때문에 통계당국이 특히 남부유럽 국가의 대규모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즉 1966년에 호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54세
연령계층에서 96%였으나 60∼64세 연령계층에서는 79%였다. 이러한 격차는 불경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1979년에는 이 경제활동참가율이 45∼54세 연령계층에서 92%였으나 60∼64세
연령계층에서는 54%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들 고령노동력이 특히 취업기회가 부족해지면
'잠재실업화'하거나 조기퇴직을 선택하게 됨을 시사한다. (Carter & Gregory, 1981, 표 A.1,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ILO a 및 OECD b, 그리고
고령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하여 1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는 OECD a, 1992 참조).
■ 파트타임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는 최근의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해 왔다. 파트타임 취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므로 국가간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표 3> 으로부터 파트타임 취업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스웨덴와 영국에서 휠씬 보편화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파트타임 취업자가 비공식부문에 존재하는 것같다.
모든 국가에서 파트타임 취업자의 대부부은 거의 여성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파트타임 취업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몰두하는 생애단계와 연관된다. 또한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파트타임
취업자가 폴타임 취업자보다 연령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공부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단신취업자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 이외에 수요측 요인의 변화가 있었다. 매주 및 매일 단위로 최대수요를 갖는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수요의 이동으로 파트타임 취업자의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사용자는 폴 타임 취업자를 임시 또는 파트타임 취업자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파트타임 취업자는 종종 노동시장 보호정책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많은
부가급여의 혜택도 부여받지 못하므로 쉽게해고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노동비용이 폴타임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Thurman & Trah, 1989: 5). 한편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따르는 추가적 고정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폴타임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 취업 구조
취업구조 변화는 <부표 4> 에 나타나 있는 데 취업구조는 관례적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수렵업․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농업부문, 공어부문 그리고 서비스업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공업부문은 광업과 건설업 등을 포함하므로 제조업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세 가지 부문의
분류는 국제연합 (UN, 1971)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특히 9개국 모두에서 농업과
공업부문이 축소되고 서비서업부문이 확대되어 점차 시의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서비스업부문은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행정,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오락,
개인서비스업 등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날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예 : Jones, 1982) 은 서비스업부문을 유형의 경제용역을 생산하는 제 3 부문, 정보를 처리하는
제4부문 그리고 비임금 취업, 임금이 부차적인 가내노동, 그리고 가내노동에 준하는 전문적 용역
등을 포함하는 제5부문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당국은 이러한 세분된

분류에 근거한 매우 광범위한

<부표 3> 주요국의 파트타임취업자 구성비 추이

통계자료를 아직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를 수집하고 분석할 매우 잘 정의된 개념틀 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 복잡하게도 범부구분은 분류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일부 근로자의 여러

<부표 4> 주요국의 민간인취업자 부문별 구성비 추이

부문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더욱이 하청의 증가추세와 인력용역업체의
증가는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비스업의 성장을 과대평가하였다.
■실업
실업자는 조사주간 중 ① 취업하지 못한, 즉 임금취업자이거나 자영업자가 아닌, ② 현재 노동할
능력이 있는 , 즉 임금취업이나 자영업을 할 능력이 있는 , ③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즉
임금취업이나 자영업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OECDb). 실업통계의 국제비교와 관련하여 실업집계방식은 실업자를 국제적 개념과
기준을 사용한 매월 노동력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추계하느냐 (예 : 호주) 또는 법규정과
자격요건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이나 직업안정제도의 행정

부산물로 집계하느냐 (예 : 독일과 영국) 로 크게 양분된다.
실업수준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대적 세력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부표 5> 에
의하면 일본과 스웨덴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에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불경기하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1970년대 이전에는 호주와 독일의
실업률도 상당히 낮아졌다. 1973년 석유위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을 증가시켰던
전환점이었다. 실업률은 1980년대 중반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50∼60년대의 매우 낮았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각국간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부표 5> 에서 최근 자료의 일부는 OECD 추정치이다. 이 추정치는
항상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이는 비록 최근 자료의 마지막 행의 정의가 OECD 의 그것과 다를 수
있는 있지만 마지막 행에 의해 설명된다.
■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GDP) 은 경제에 의해 생산된 최종 재화와 용역의 총액을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추계치이다. 국내총생산은 대체목적의 자본재의 비용, 즉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중간생산물은
그 가치가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기

<부표 5> 주요국의 의 실업률 추이

때문에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해외순수치 요소소득은 제외되므로 국내총생산은
총국내생산이다. 국민총생산(GNP) 은 국내총생산에 해외순수취 요소소득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의 추계에는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어느
국가의 경제적 복지수준의 지표로소 이러한 산출과 소득추계치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 (예 :
Waring 1988; Clark ,1989: 36 참조)를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비공식부문인 '지하경제'로부터의 국내총생산 추계치를 포함하는 데 이 추계치는
필연적으로 어림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당국은 「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포함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사용하고 국내총생산을 한정된 경제적 의미로 정의한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으나 국내총생산은 추계가능하고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제적
번영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OECD 와 UN
개발프로그램(또한 Anderson, 1991 참조) 에 의해 발전된 다른 보조적 지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표 6> 의 제 3∼4열에 의하면 일본은 1980년대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시현하였다. 그리고
제5열에의하면 스웨덴, 독일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추월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대미환율이 평가절하에 기인한다. 그라나 이것이 즉 일본 국미이 미국 국민보다 더 부유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성이나 생활수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물가수준의 격차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환율의 가변성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구매력지수 (PPPs)를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구매력 지수는 다른 국가 통화의 구매력을 일치시키는 , 즉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또 다른 환율이다. 구매력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개별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자세한 가격비교가 이루어진다. 이 목적을 위해 물가조사가 OECD 나
EUROSTAT 에 의해 특별히 수행되었다. 일부 초기 결과치는 <부표 7>의 제6열 에 나타나 있다.
(또한 부표 6 및 부표 11 참조).
<부표 6> 의 제 6열과 같이 구매력지수로 국내총생산을 변환하면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은 가장 높고, 캐나다는 미국의 약 90%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높다.
유사한 국가간에 구매력지수에 의한 비교는 보다 타당하나 구매력지수는 생활수준을 비교하는데
잘못된 지료가 될 수 있다. 만약 세율이 높으면 구매력은 낮은 데 이는 높은 세율에 상응하여
거래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 즉 공공재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과 스웨덴의 소비는 명목활율이나 구매력지수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는냐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한다. 즉 명목환율을 사용하면 스웨덴이, 그리고
구매력지수를 사용하면 미국이 더 부유하게 나타난다.

<부표 6> 주요국의 국민계정 내역 추이

■ 환율 및 구매력 지수
공식적 연평균 시장환율이 <부표 7> 에 요약되어 있다. 다른 부표들과 달리 스위스가 참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스위스프랑이 국제비교의 기초로 종종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 : 부표 11).
환율은 연평균하더라도 크게 변동하고 매일단위로는 휠신 더 가변적이다. 비록 유럽공동체
환율제도(ERM)는 1992년에 커다란 동요를 경험하였지만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환율이
높은 안정성이 지속되어 왔다.

구매력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환율과는 현격하게 다를 수 있다. <부표 7> 의 제
6열에 구매력에 기초한 노동소득의 비교를 위한 공식적인 환율의 조정률이 나타나 있다. 이
조정은 독일 통계청에 의해 수행된 각국 소비행태의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분석은 약 350개의
재화와 용역을 포함하며 직접세와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분담금을 제외한 단지 소비자의
지출만을 반영하고 있다. (IMF, 1991 : 62).

<부표 7> 주요국의 대미환율 추이

■ 시간당 노동(급여/보수)비용
시간당 노동비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부표 8〉에는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시간당
노동비용의 미국에 대비한 상대지수가 나타나 있다. 이 보수비용(Compensation Cost)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기타 직접적 급여, 법정보험․기업연금․협약 등에 의한 사용자 분담금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세를 포함한다. 이지수를 살펴보면 호주, 영국 그리고 일본의
노동비용이 1991년에 미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국가간 임금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부표 8〉과
〈부표 9〉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명목환율의 가변성 때문에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 임금은 미국보다 1985년에는 낮았으나 1991년에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지수의 변화는 1985년 이후 캐나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보다 오히려 환율의
평가절하에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인한다.
시간당 노동비용은 크게 두 가지 구성요소, 즉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앞에서 언급한 기타
노동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타 노동비용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가장 큰 노동비용의 구조변화를 경험한 스웨덴에서는 기타
노동비용의 비중이 1975년의 31%에서 1986년의 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추세에 예외적인
이탈리아에서는 1977년 이후 법정 사회보험 분담금에 보조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비록 〈부표
8〉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90년에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신흥공업국가의 시간당
보수비용은 미국의 20∼30% 수준이었다.
■ 노동비용의 변화

노동비용의 변화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피용자 1인당 보수(부표 9의
제1∼6열)는 단위노동비용(제7∼12열)보다 덜 중요하다. 단위노동비용은 시간당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부표 9〉에 미국 통화를 기준으로 한
단위노동비용의 증감률이 나타나 있다. 단위노동비용은 1977∼87년 동안에 이탈리아가 가장
높게, 그리고 일본이 가장 낮게 증가하였다.
노동비용의 증가는 낮거나 감소하는 실업률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제기구가
경기예측을 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1990년 하반기 이후의

〈부표 8〉주요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지수 추이

〈부표 9〉주요국의 공업부문 노동비용변화 추이

경기부진과 실업률의 상승으로 OECD는 물가상승이 둔화되는 것처럼 향후 2년간 임금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는 1991∼92년에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미국에서는 확대되나 다른 국가에서는 둔화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취업자 증가가 급격히 둔화된다면 노동생산성은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만하게 둔화되고 특히 실업증가가
높은 국가에서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OECDa, 1991, 5ff).
■ 생산성
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또는 취업시간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될 수 있다. 비록 생산성은
산출량을 취업자수 또는 취업시간수와 연관시키나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에 한정된 기여분을
측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성은 신기술의 이용, 자본투자, 설비가동률, 에너지효율성 그리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숙련 및 노력정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은 산출물의 형태, 양 그리고 질이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간에 크게 다르므로 단지 근사치에 불과하다(Smith 등, 19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수준은 1987년에 상대적으로 북미 국가에서 높았고 일본과 영국에서 낮았음을 〈부표
10〉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공표 되지 않는
BLS자료와 일치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자료에는 호주가 제외되어 있다.
■ 구매력
비교구매력의 계산은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의 일부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계산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구매력지수에 관한 논의와 같이(부표 6과 부표 7 참조)
다른 국가 임금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금속노련(IMF)은 금속산업근로자의 구매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구매력은
시간당 가처분임금(즉 임금에서 근로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부표 10〉주요국의 생산성수준 비교(1987)

공제)으로 선정된 소비품목의 구매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측정된다. 비교가능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주요 공업도시에서의 중급상품에 대한 물가수준을 이용하고 있다. 〈부표 11〉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부표는 흥미있는 접근방식을 예시하기 위해 재생산되고 있다. IMF자료가 신뢰할 만하다고
항상 보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대부분의 자료가 여러 국가의 생활수준과 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하는 독일 통계청에서 수집된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특히 어렵고 현실을 항상
정확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간에 생활비,
노동소득 그리고 조세수준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
IMF가 정기적으로 가처분임금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동일한 양과 질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 사이의 생활수준의 격차, 즉 소득의 구매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측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매력지수의 방법을 이용하면 공식적인 환율에 기초한 단순한 비교보다 현실에서 보다
근접된 임금의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된다"(IMF, 1991 : 62).
〈부표 11〉주요국의 근로시간의 구매력비교(1989)

■ 소비자 물가
물가상승은 임금교섭, 노동조합의 활동, 그리고 인적자원관리(HRM)와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부표 12〉에 의하면 1980년대 전반기에 이탈리아는 '두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3% 미만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전반기보다 1987∼88년 동안에 더 낮았다. 제5열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기에 호주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하였으나 1993년 초기에 물가상승률은 거의 0%로 하락하였다.
■ 노동시간
근로시간도 자료가 불일치하고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므로 국제
〈부표 1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비교는 어렵다. 즉 일부 국가는 실제근로시간 그리고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지불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집계한다. 실제근로시간은 정상 및 초과근로시간, 작업장에서의 대기시간 그리고 차나
커피를 마시는 짧은 휴게시간 등을 포한한다. 지불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비록
국가의 관행에 따라 다르다 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유급병가, 식사 및 출퇴근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표 13〉의 주에 나타나 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년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정상근로시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휴일부여일수의 증가에도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표 13〉에 의하면 주간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전반적인 장기추세는
1980년대 제조업부문에서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다른 부문에서의 추세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주간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남성의 경우 정상근로시간의 감소추세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근로시간은 일부 국가에서 감소하였으나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는 성별 자료가
집계되는 모든 국가에서 현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1980년대 호주와 일본에서는 증가하였다.
상당히 비교가능한 제조업 전체 자료로 1990년을 살펴보면 주간 근로시간은 호주가 가장
짧았으나 일본․미국 그리고 영국은 상당히 길었다. 비록 일본과 미국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연간
휴일수가 부여되나(제7열) 일본 근로자는 미국과 영국 근로자보다 휴일 사용을 쉽게 포기하므로
연간근로시간은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로시간을 주간단위보다 연간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표 13〉의 제8열에 의하면 일본과 미국 제조업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의한 연간 근로시간은
유럽보다 상당히 길다. 예를 들면 주간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면 일본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은 독일 근로자보다 연간 11.5주 길다(Blyton, 1989 : 134). 만약 유급병가가
포함된다면(제9열) 일본과 유럽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일본의 근로시간은 유럽보다 연간 약
500시간 길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 근로시간 단축요구의 근거가 된다.
제8∼9열의 자료는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을
과소평가한다. 결근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로시간은 국가, 산업 그리고 직종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1980년대 중반 제조업에서 전체 근로시간 중 초과근로시간의 비중은 스웨덴 2.9%, 이탈리아 3.3%,
독일 4.1%, 일본 7∼8%, 미국 8% 그리고 영국 8.8%이었다.
동일한 수준의 연간근로시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상대적으로
많은 연간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근수준과 더불어 유럽보다 거의 3주 짧은 연차휴가에
주로 기인한다(lLO, 1987 : 29).

근로시간은 주간이나 연간단위 이외에 생애단위로도 측정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형적인 연령은 다르다. 또한 정규노동시장의 취업에서 이탈하는 시기도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퇴직연령은 9개국 모두에서 55∼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건강 악화를
경험한 많은 근로자는 조기에 퇴직한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대체적으로 남성근로자보다 더욱
조기에 퇴직한다. 조기퇴직은 불경기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호주와 유럽의 최근
추세는 매우 높은 실업수준과 결부되어 퇴직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퇴직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에서는 형식적인 퇴직연령이 폐지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연령은 보다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부표 13〉주요국 제조업 근로시간 추이

■ 여성임금
여성임금은 9개국 모두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이다. 여성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은
1919년과1946년에 채택된 ILO헌장과 100개국 이상이 비준한 1951년 동일임금 협약(제100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일임금의 원칙은 EC의 로마조약을 포함한 많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다. 〈부표 14〉에 의하면
제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하다. 이 격차는 1975년에 스웨덴에서 가장 작았고 일본에서 가장
컸다. 그 이후 이 격차는 비록 1980년대 후반기에 모든 국가에서 미미하게 변화하였지만
스웨덴에서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일본에서는 확대되었다. '동일임금'을 촉진시키는 공공정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종종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재평가'하는 방법을 여성이
집중된 직무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명백히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동등가치의 노동'의 개념으로 이행하였으며 많은 국가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무평가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부표 14〉에 시간당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격차는 많은 남성근로자가 초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을 받을 가능성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다. 더욱이 임금격차의 주요한 이유는 여성이
저임금 직종 그리고 저임금 직종 내에서도 낮은 직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종분리는
여성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여전히 부담하고 따라서 남성보다 더욱 단절된 직장경력행태를 갖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종종 설명된다. 그러나 노동시장내의 여러 요인들도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데 기여한다(Walby, 1988 참조).
주석 1) 이 부록은 이 분야의 시발점으로서 독자는 개선을 위해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비교적
최근의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Bean(1989)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1판의 대부분의 부표들은
Bamber and Whitehouse (1992: 347∼70) International Journal of Haman Resource Management 에
발표된 데 감사하고 향후 이 자료를 갱신․확장하려고 한다.
주석 2) EC와 OECD 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모두 선진공업국인 회원국에 관련된 노사관계
주제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ECD 는 노사관계 연구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9개국 중 4개국은 EC 회원국이고 스웨덴은 가입을 신청하였다. 9개국 각각은
24개 선진공업국이 회원국인 OECD 의 회원국이다. OECD는 유용한 자료, 예측 그리고 평가를
발표한다. OECD 는 1960년에 창설되었으며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원조의 분배를
조정하기 위하여 1948년에 개최된 18개 유럽국가의 최초 모임에 근거를 두었다. OECD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통화안정을 유지하면서 회원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하고
따라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OECD a, ii).
국제연합 , ILO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대규모 국제조직과 비교하여 EC와 OECD 는 회원국들이
보다 동질적인 경제 및 유사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EC 와는
달리 OECD 은 회원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OECD 는 국제조직이 아니라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문제와 논의하는 장소이다. OECD 는 정책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권한은 오히려 사고방식을 확산시키는 능력에 있다.
OECD 의 노사관계에대한 연구는 양은 적지만 경제 및 고용정책과 같은 조직의 주요 관심사항에
가장 연관되는 주제에 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ILO 와는 달리 OECD는 회원국이 따르도록
기대되는 노동권과 관련된 규칙이나 협약을 제정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 는
주로 정부가 공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처방하는 정책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다. (Clarke,
1987).
주석 3) 부표에서 특정연도와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이는 대개 해당연도의 평균수치이다.

■ 여성의 직종분리와 실업
직종과 산업 내외의 성별 분리현상을 국제비교를 위해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가장 유용한
자료는 OECD에 의해 보고된 '분리지수 (자세한 방법론은 OECDa 1988 :208 참조)이다. 〈부표
15〉에 9개국의 주요 직종의 성별 취업분표에 대한 분리지수가 나타나 있다. 이 지수는 주요
직종을 걸쳐 성별 취업분포가 완전히 다르면 최대치 100, 그리고 동일하면(즉
개별취업범주내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비중이 전체 취업자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중과 동일)
0의 값을 갖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분리지수의 수치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이 지수는 매우 집계된 자료에
기초한다. 이 지수는 국가간 직종분류의 차이 때문에 매우 알기 어려우며 정의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표 15〉에 의하면
〈부표 14〉 주요국의 제조업 성별 임금격차 추이

〈부표 15〉 주요국의 성별 직종분리지수 및 실업률 추이

9개국 모두에서 직종간 분리현상이 크게 존재하며 최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연관하여
취업분포가 수렴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국가수준에서의 면밀한 연구는 이러한 결론을
강화시키고 좀더 세분된 직종을 사용하면 성별 취업분포가 보다 크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예: Jonung, 1984 참조).
비록 〈부표 15〉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간에 격차가 크나 이를 근거로 확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된 유의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직종분리지수가
상당히 낮은데, 여성근로자가 직종내에서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여성근로자는 경영자로 거의 충원되지 않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므로 직장경력이 일반적으로 짧다(OECDa, 1988 : 214).
또한 〈부표 15〉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높다. 이 자료는 남성에
비해 보다 많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실업자로 등록하는 데 일반적으로 '방해'를
받으므로 현실을 고소평가한다. 1982년 미국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약 1백만
명의 여성이 이러한 실망실업자였다. 또한 여성실업자가 파트타임 근로자로 '은폐'되어 있다. 비록
많은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지만 일부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 근무를 선호할 것이다.
1983년 미국 비농전산업에서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적어도 650만 명이었다.(ILO, 1985 :
216 및 부표 3 참조).
한편 여성실업률은 많은 여성이 실업자로 집계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실업정의의 변경을
경험한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는데 이 격차는 최근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두 가지요인이 중요하다. 우선 불경기의 충격으로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남성취업이 전통적인 영역,
특히 중공업부문에서 보다 많은 취업기회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 직업훈련
직업훈련, 경력계발 그리고 숙련형성은 적어도 국제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주제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는 직업훈련의 비용과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제기구들은 직업훈련에 점차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체계적인 국제비교자료는 드물고 신뢰하기 어렵다(US GAO, 1990 참조). 이러한 사실은
생산과정의 유연성 및 직업훈련이 개인별 임금과 노동시장 경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OECDa, 1991 : 141ff 참조) 비교분석을 통하여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능력과 숙련 등에 관한 산출자료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숙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며 직업훈련기관은 국가간에 크게 다르다. 더욱이 대부분의
가용한 자료는 직업훈련 투입자료, 예를 들면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한 지출액 또는 근로자의
현장이나 현장 이외, 취업전이나 취업중 그리고 조직화되거나 비조직화된 투입시간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OECD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나타내는 직업훈련에 대한
국제비교자료(부표 16 참조)를 집계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부표 16〉으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은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Dore & Sako, 1989 ; JIL, 1991 : 65)에 의하면 일본의
사용자는 현장과 현장 이외에서 직업훈련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부표 16〉은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측정된 공공지출 비중은 다른 국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전체 지출비중은
클 수 있다. 일본에서의 현장훈련은 특히 채용, 작업조직, 공동작업 그리고 감독과정 등에서 잘
정비된 부문이다.
■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추세 중의 하나로 거의 모든 현대사회에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취업자수와 공공지출액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표 17〉에
의하면 국가간에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취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비중은 일본의
6.3%에서 스웨덴의 32%의 범위에 걸쳐 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일반정부지출의 비중도 일본의
27%에서 스웨덴의 57%에 걸쳐 있어 지출수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확연히 나타난다.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도 스웨덴이 역시 가장 높다. 그러나 〈부표 17〉은 일부 국가에서 기업연금
및 보험과 같은 민간제도가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지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의 일부만을 보여준다. 〈부표 17〉의 제3열 정
〈부표 16〉주요국의 직업훈련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비교(1990)

〈부표 17〉주요국의 공공부문의 비중비교(1990)

부의 전체 최종소비지출은 의료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 이 수치도 국가간에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포괄적인 공공의료보호제도가(비록 노령 및 극빈계층에 있으나) 없으나
호주는 1984년에 '의료보호'제도를 재도입하였고 영국은 194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가간 격차는 〈부표 17〉의 다른 지표만큼 현저하지 않다.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공공교육지출 비중은 9개국 중 스웨덴이 5.3%로 가장 높으나 영국은 3.6%로
가장 낮다. 여전히 이 자료는 정부지출에만 한정되어 있고 기업과 같은 다른 민간부문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공공지출과 조세
공공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는 조세수입의 다른 수준을 반영한다. 의료, 교육, 복지 그리고 퇴직
이후의 소득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서비스 공급량의 상대적 배분상태는
조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다. 한편 조세가 징수되는 다양한 방법 때문에 세율의
국제비교는 어려운데 〈부표 18〉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에 대한 전체 조세수입의 비중은 호주와
미국의 30%에서 스웨덴의 56%까지 차이가 있다. 이 부표에 의하면 세율은 1980년대에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은 9개국 중 지속적으로 매우 낮았다. 전체 조세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호주에서 가장 높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낮았으나 소비세는 영국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과 미국에서 가장 낮았다.
■ 국제교역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행태는 매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없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특히 신흥공업국가의 출현과 점증하는 원유교역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영국은 1975년 이후 주요한 원유 생산국이 되어 그 이후 원유는
'수입대체품'으로 되었다. 영국의 원유 수입의 감소는 공산품 수입의 증가를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3년까지 크게 회복되었으나 절대적으로 미국은 1953년에

가장 큰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미국은 더 이상 주도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수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1953년에 상위 20위 수출국가 중 14개국만이 여전히 1984년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는 탈락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및 한국이 새로이 포함되었다(The
Economist, 1986. 1. 18 : 19 ; Economist 1991 : 28 참조).
국제교역은 다른 국가보다 일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이를 〈부표 19〉의
9개국에 대한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입과 수출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이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다. 이러한 차이는 스웨덴의 협소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시장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역은 9개국 모두에서 중요하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은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정책 및 행태에 반영될 것이다.
국제교역은 재화와 용역, 즉 상품으로 이루어진다. 관광여행이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제관광여행에 의한 수입은 제6열에 의하면 일본이 가장 낮았으나
호주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더욱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었다. 호주에서의 관광 수입은 양모와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수출상품의 외화 수취액을 능가하여 가장 큰 외화 획득원이 되었다.
따라서 호주 관광여행업에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등에 대한 공공정책이 점차 증대하였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수는 노사관계 당사자와 연구자에게 중요한 변수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중재재정의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대부분의 다른 국제비교
통계보다 아마 훨씬 많은 한계는 있으나 노조조직률을 국제비교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노조조직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노동조합조직률 = 노동조합원수 / 조직가능 노동조합원수 × 100
노동조합원수는 설문조사 자료로 집계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노동조합원
수치에 근거한다. 많은 노동조합은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원수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추정치를 보고한다. 일부 노동조합은 실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원을 포함시킨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부표 18〉주요국 조세수준 및 구조비교

〈부표 19〉주요국 교역 및 관광여행 추이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보고하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원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에도
의존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일부 갖는 피용자협회(미국), 관리자협회(영국),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협회가 노동조합에 포함될 것인가?
조직가능 조합원수는 잠재적인 노동조합원수에 대한 정의에 의존한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여러 국가들은 노조조직률에 대한 하나 이상의 자료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취업자에 한정될 수 있는 인구센서스에 근거하나 이 센서스자료도
노동조합이 보고한 자료와 비교하면 노조조직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일부 자료는
노동조합에 거의 가입하지 않는 다른 집단, 즉 고용주, 자영업자, 퇴직자, 실직자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등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1990년 호주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
보고자료(ABS, 1990a)에 의하면 54%였으나 가구조사자료(ABS,1990b)에 의하면 40%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노조조직률은 자료에 따라 다르나 장기추세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개별국가내에서 전체 노조조직률은 성별, 직종별 그리고 부문간 노조조직률의 엄청난 격차를
은폐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Bain & Price, 1980 ; Visser, 1988 ; ABS, 1990b ; OECDa, 1991 :
98ff 참조).
〈부표 20〉에는 Visser가 수행한 OECD 최초의 연구결과(OECDd 1991, 제4장)가 나타나 있다. 이
부표에 의하면 노조조직률은 프랑스와 미국이 매우 낮은 데 반해 스웨덴은 가장 높다. 1980년대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노조조직률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87년 동안에 OECD내에서 각국의 순위는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노조조직률의 감소는 비록 다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대개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높은 부문의
취업자 감소에 기인한다. 그리고 일부 학자(예 : Bain & Elsheik, 1976)는 노동조합원수의 증감을
경기순환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노조조직률의 전반적인 감소 또는 정체현상은
이러한 앞의 논의에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영국의 노조조직률을 '마르크스 노사관계학파'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Rurciman(1991 : 697∼712)을
참고하기 바란다. Bain & Price(1980)의 연구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난 이 연구는 본서에서
분석되는 9개국 중 6개국을 포함하여 1976년 이후 자료는 거의 없다. Walsh(1985)의 연구는
본서에서 분석되는 EC 4개국에 대한 양호한 자료이다. 유용한 논의를 위해서는 ILO(1985 : 5ff) 및
Chang & Sorrentino(1991)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표 20〉 주요국의 노동조합조직률 추이

■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포함한다. 본서에서 분석되는 9개국에서 노동쟁의(파업성향)의
상대적인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쟁의에 대한 연구가 노사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보다는 이 자료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국제비교를
하는 경우 많은 특수한 국가별 정의의 차이를 회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떠한 2개국에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부표 21 및 Fisher, 1973 참조).
예를 들면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스웨덴은 노동쟁의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동손실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노동쟁의만을
집계하나 다른 국가들은 '정치적'이유에 의한 노동쟁의도 집계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는 주의하지 않으면 더욱 문제가 된다. 이탈리아는 1975년 이전에 정치적 사유에
의한 노동쟁의를 집계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노동쟁의 통계에서 특정산업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노동손실일수가 10일 이상이기만 하면 몇 시간 지속된 노동쟁의라도 포함한다. 즉 호주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동쟁의를 집계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Shalev(1978)는 '노동쟁의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1981년에 노동쟁의
통계에 포함되는 최저기준을 1교대 이상 및 참가자 5인에서 1,000인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어
캐나다도 미국보다 파업성향이 높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국의 선례를 따랐다. 그러므로
국제비교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Edwards, 1983 : 392). 그러나 캐나다는 그 이후 1987년

기준(노동손실 일수 10일 이상)에 의한 자료 공표를 다시 계속하고 있으며 〈부표 22〉에는 이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노동쟁의의 행태에 대한 국제비교는 매우 어렵게 된다(제11장
참조).
물론 노동쟁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제재행위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준법투쟁, 무성의한
근로, 초과근로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많은 제재행위가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집단적인
제재행위에 대한 가용한 국제비교 자료는 없다. 또한 무성의, 태업 그리고 사직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제재행위에 대한 비교 가능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파업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부도 1] 참조), 피용자 10만인당
노동쟁의건수, 피용자 1,000인당 참가근로자수 그리고 쟁의지속기간 등이 있다(Creigh, 등 1982).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지표들은 비록 광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많은 국가에서 노동손실일수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모든 산업에 대하여 집계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산업에서의 노동쟁의가 전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ILO도 이 4개 산업에 대한 국제비교 자료를 가지고 있
〈부표 21〉 주요국의 노동쟁의행위의 통계비교

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국별 격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한다. 이 4개 산업의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는 파업성형에 대한 유용한 국제지표이다. 이는 아마도 파업성형에 대한 다소

의심스러운 지표 중 최상일 것이며 〈부표 22〉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일부 국가의 다른 산업, 예를 들면 보험, 금융, 교육 그리고 의료업 등에서 점차
증가하는 파업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업부문에서 파업성향이 상대적으로
보다 현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을 포함한 [부도 1]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표 22〉주요국의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추이

1)

파업성향은 국가간에 상당히 다른 것 같다. Shale(1980)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즉
1)
제도적․경제구조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도 1] 주요국의 피용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비농전산업)

제도적 요인에 의한 설명은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과 단체협약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Ross와 Hartman(1960 : 68)은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노동당의 존재가 노동쟁의를 가장 감소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1900∼56년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노동쟁의는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은 그 이후 계속 비판을 받았다.
호주와 영국에는 노동당이 있으나 파업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업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때 다른 5개국에 비하여 무엇 때문에 파업성향이 높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Clegg(1976)는 교섭수준, 노동쟁의 절차의 존재 그리고 분권화된 교섭단위가 교섭수준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등의 세 가지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는 미국형의 분권화된 공장별 교섭구조가
노동조합내의 분파주의를 조장하고 따라서 국내정치적 이유로 비합법적인 파업에 호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미국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지역별 교섭을 하는 국가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훨씬 낮은 비용으로 특정 공장에 파업을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구조는 그 구조가 생성되는 시기의 노동운동세력, 즉 노동조합과 정당, 사용자 및
국가간의 세력관계와 갈등의 결과를 반영한다(Shalev, 1980 : 29). Shalev는 이러한 제도는 점차
어느 정도의 '기능적 자율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은 비교이론에 있어서 매개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구조적 요인
일부 마르크스 이론은 제도적 요인 이외에 경제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들면
Ingham(1974)은 스웨덴과 영국의 파업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노사관계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산업집중도, 기술의 복잡성 그리고 상품의 차별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의 연구는
경제구조적 요인이 사용자조직의 구조와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는 스웨덴에서는 강력하고 결속력이 강한 사용자연합이 비슷하게 강력한 세력을 지닌
노동조합연합과 중앙에서 규제하는 절차들을 협상하였고 이는 노동쟁의의 해결수단과 노사

양측을 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ngham의 분석은 노사관계제도의 형성에 있어 사용자에게 중요성을 너무 부여하고 있다.
'도전과 반응이라는 진행과정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조직의 발전을 변증법적으로
고찰'하는(Shalev, 1980 : 3)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경제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여러 국가의
파업성향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며 193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의 노동쟁의의 급격한
변화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적 요인

'사회적 조합주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학자들은 정치적 교환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193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 사용자는 정치적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세력에 직면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세력과 화해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Korpi,
1980).
앞의 '제도적' 접근방법과 이 '정치적'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치적 접근방법에서는 파업은
노동계급의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며 정치적 행동은 별개라고 강조하는 데 있다. 즉
정치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역할과 근로자의 정치적 행동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간주한다.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은 정치권에서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다양한 행동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설명은 노동손실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노르웨이에 적용될 것이다. 이 설명은 파업성향은 높고 또한 비록 노동조합이 이탈리아와
캐나다에서 정부에 약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제11장 참조) 노동조합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손실일수가 적은 일본과 프랑스는 이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다.
요컨대 파업성향의 국가별 격차를 설명하는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은 노동쟁의의 복잡성를
강조하고, 하나의 인과론적 설명은 위험하므로 다양한 이론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파업성향의 비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노동쟁의의 지속기간과 유형의 격차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쟁의지속기간
비록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쟁의지속기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평균 쟁의지속기간은 참가근로자당 노동손실일수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부표
23〉에 1980년과 1990년의 이 책에서 분석되는 9개국에 대한 이 수치가 나타나 있다. 이는
'파업성향'과 비교해 보면 쟁의 지소기간은 국가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예를
들면 호주는 파업성향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나(부표 22) 쟁의지속기간은 짧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가능한 요인은 노동쟁의를 다루는 개별국가의 제도적 장치의 차이에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호주에서는 '법이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프랑스에서 지역협약, 호주에서
중재재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이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Clegg, 1976 : 74).
더욱이 프랑스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규약에 파업기금을 규정한 노동조합은 거의
없다.
〈부표 23〉주요국의 노동쟁의 지속일수 추이1)

■ 결론적 논평
어느 국가에서도 현행 제도, 경제구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근로자계층의 영향력은 경제․사회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Crigh 등 (1982 : 2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2∼3개의 변수로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비록 앞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이론이 비판될 수 있으나 비교분석을 하려는 시도는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유형의 복잡한 국가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
많은 사람에게 특히 수렴이론은 매혹적이었다(제1장 참조). 그러나 각국에서의 노동쟁의 행태를
살펴보면 수렴이론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렴이론은
국가간의 지속적인 수렴을 내포하고 있는데 파업성향이 그 예이다. 전반적으로 이 부록에는 이
책에서 분석되는 9개국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나타나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국가간의
격차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鄭 進 浩)
주석 1) 다른 논의에 대해서는 Batstone(1985) 및 Jackson(1987) 참조.

第2部
제1장
한국의 노사관계
박영범
한국은 짧은 산업화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1987년 현재 총GNP, 총대외무역거래가 각각 세계 18위,
15위를 차지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소위 모범적인 아시아 신흥공업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에 바탕(산업화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 6․25 발발 등으로 본격적인 산업화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둔 정부주도 수출지향적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빠른 산업화과정(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하여)
중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은 탄압되었고,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67년 142달러에서 1991년 6,498달러로 45배 넘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느끼는
피해의식 내지 소외의식은 매우크다. 근로계층의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불만은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후 발생한 폭발적인 노사분규에 잘 나타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과정 속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는 변화의 내용과 정도가 심한 분야의 하나이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조원수는 1987년 6월 현재 100만 명에서 1991년 말 현재 18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단위노조수도 같은 기간에 2,735개에서 1991년 7,656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제
단체교섭은 한국에 있어서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의 주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불황국면에 놓여 있으며 199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4.7%(이 책에 수록된
산업국가 기준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로서 10년내 최저수준이었다. 노사분규건수가
1990년 이후 급속히 줄어들어 노사관계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안정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은 한국이 향후 지속적인
고동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본고는 1987년 6․29선언 이후 변화하는 노사관계 속에서 각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여 가고 있는 노사관계 주요 당사자의 역할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노사관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19세기 말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 美蘇에 의한 국토의 분할, 6․25 전쟁, 30년 가까이 유지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 정치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본다.
■ 정치발전과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은 외세에 의한 조선의 문호개방, 일본의 식민지 통치, 미군정 6․25전쟁 그리고
4․19의거, 5․16혁명, 12․12 사태 등 일련의 근대한국의 정치발전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정치상황이 노동운동의 성격이나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의 노동운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나 본절에서는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민주화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7년까지의

정치발전과정 중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형성과정 중 정치발전이 거시차원의
노․사․정간 관계설정이나 사업장단위 노․사 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시대
한국의 산업화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산업화 자체가 외세에 의한 문호개방에 의한
것이므로 국내 자본보다는 외국 자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특히 일본은 1910년 朝鮮을 강제로
합병한 후 36년간 한반도를 식민통치하였으므로 20세기 전반기까지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의
산업화를 보조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최초로의 노동조합은 1989년 원산에서 결성된 부두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 수는 1920년
33개,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2,900여 개로 늘어났으며 최초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조직은 1920년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였다. 日帝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1925년 제정하면서
전국단위의 노조활동-노조운동도 독립운동으로 간주하였다 -을 금지시켰으며,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1928년에는 사업장단위의 노조활동도 금지시켰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초기 형성과정을 포함하여 20세기 전반까지 그 성격이나 방향이 한국의
산업화에 일제에 의하여 일본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강제되면서 추진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 왔다.
우선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수단이었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일제는
192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을 불법화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단위의 노동운동 지도자는 대부분 당시의 지식층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지도노선이나 운동방향은 생산현장의 근로자와는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많았는데,
혹자는 이를 당시의 노동운동이 1920년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김익진, 1985). 그 당시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은 일본인 소유였는바 192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 내부에서 전세계 근로대중의 구성원으로 조선인 근로자와 일제 식민지하의
조선민족전체(조선인 자본가 등 기득계층을 포함하여) 중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 하는
문제로 조직노선에 대한 의견이 생기면서 강경파들은 일제에 의해 규정된 법이나 제도인 합법적
노동운동권으로부터 이탈하여 1930년대 지하노동운동의 주도세력 역할을 하였다.
일제하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1930년대 47%의 한국인 근로자는
하루 12시간씩 일하였으며 모든 공장의 28%가 연중무휴로 가동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본인 근로자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노동조합은 상당히
전투적이었으며,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노동분규는 1888년 초산금광 노동쟁의였다.
노사분규건수는 1910∼17년 사이 매년 6∼7건, 1918∼27년간은 연간 60여 건, 그리고
1928∼38년간은 연간 140여 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건수는 연간 1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이영희, 1989). 최초의 전국적 파업은 1929년 원산 총파업인데, 혹자는 일부
노동운동권이 원산 총파업을 통하여 합법적 노동운동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30년대
지하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김익진, 1985). 한편 이 당시 대부분의
노동쟁의는 전국단위 노조의 지도력에 의하여 사전계획되었다기보다는 개별사업장별로
해당사업장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독립, 대한민국 수립 및 6․25전쟁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한반도는 독립이 되었으나 미국․소련에 의해
양분되었으며 전후 상당기간 지속된 냉전구조하에서 남․북한은 동․서 양진영의 전위대 역할을
하도록 강요되었고, 이는 최근까지도 한국(남한)에서의 노․사․정 관계 및 노동운동의 성격이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남한내 공산당에 의해 주도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全評)가
결성되어 미군정 당국에 의해 불법화된 1947년 3월까지 연인원 6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참여한
2,000여 건의 노동쟁의를 주도하였다. 한편 1946년 3월 전평에 대한 대항조직으로 大韓勞總이
결성되어 미군정의 지원하에 그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1947년 3월 기준으로 대한노총산하 노조의
노조원수는 각각 211개에 39,786명이었다(이영희, 1989).

그러나 전평이나 대한노총 모두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들의 이익보다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독립
후 남한 정치상황에서 각 진영의 전위조직의 역할에 대부분의 활동을 주력하였다. 全評은 북한내
소련당국과 연결된 공산당 조직의 지시에 의해 그 활동방향이 결정되었고 大韓勞總도 1952년
공식적으로 그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산하조직으로 흡수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노총은 유일한 합법적 전국노동단체였으나 사업장단위
근로자의 이익증진보다는 조직내 주도권 분규로 일관하였다. 1950년대 초반 3년간의 한국전쟁
결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당히 열악하였고(그 당시는 취업기회 자체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1) 사업장단위 근로자들은 그들의 이익대변기구를 필요로 하였고, 1959년 대한노총의
대응조직으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는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
한편 1953년에는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노동관계법을 대부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진웅, 1970 ; 김치선, 1973).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당시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노동관계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지켜질 수 없는 측면이 많았다.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가 강한
노동관계법은 노사로 하여금 지킬 필요가 없는 법규정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왔다(김수곤, 1989).
개발독재의 시대

4․19의거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그 영향으로 1960년에는 노조원수가 약 4만명 증가하는 등
노조운동이 신장되었으나 1961년 5․16혁명으로 인하여 모든 노조활동이 정지되고 준산별구조로
노동조합이 재정비되었다. 군사정부의 개편작업으로 196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전국연맹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는 그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1963년 노동관계법을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는 제한하면서 근로자의 개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김진웅, 1970).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였으며 직업안정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67년에는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1963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나 실제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별기업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개입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은 노동쟁의로 이어져서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1964년 1,824일, 1968년 65,405일, 1969년 163,352일로 급증하였다.
1970년대 노동관계법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70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활동이
금지되었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의 제정으로 강제중재가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그리고 1973년 유류파동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경찰이나 중앙정보부가 노사관계에 종종
개입하였다.
1970년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당시 집권세력으로서는 권력 유지의 필요조건이었는바
집권기반이 되는 경제성장에 산업평화는 필수조건이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권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권력 유지의 위협적인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노동3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75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였지만 한국노총(산업화 진전과 함께
1963년 224천 명이었던 노조원수(유일 합법조직인 한국노총 소속)도 1965년 302천 명, 1970년
473천 명, 1975년 750천 명, 1979년 100만 88천 명으로 급증하였음)으로 대변되는 제도권
노동운동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대학생 등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는 지하노동운동이 자생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노동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분규건수는 매년 100건씩 발생하였다. 1979년 발생한
YH 분규는 1979∼80년 일련의 정치적 위기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 시대

1979년 10․26사태 이후 1980년에는 407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데 신군부세력이 주도하는
5․17로 인하여 「서울의 봄」은 끝나고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상당수의 노조지도자의 노조활동이 금지되었다. 제5공화국시대에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이 폐지되는 등 법적으로는 노조활동이 신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권이 더욱 탄압되었다. 1979년 제2차 유류파동, 국내 정치혼란 등으로 인하여 1980년 富의
성장을 실현한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하여는 임금안정이 필수적이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는 집권세력의 위험집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81년에는 노조기능을 대체하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제3공화국 시대와 같은 맥락에서-개별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체도 확대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는 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의 탄압으로 노조원수는 1백만 명 선이
유지되었고 지하노동운동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다. 소위위장취업자로 불려지는
대학생들이 직접 생산현장에 취업하여 노조조직을 결성하였는데 이들 위장취업자들은 6․29선업
이후 폭발적으로 발생한 1987∼88년 노사분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약하면, 외세에 의하여 시작되어 일본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성격이 규정된 20세기 전반기의
산업화과정, 독립 후의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후 대부분의 기간 지속된 정치독재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권력구조가 변화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개편되었다. 대부분의
집권세력은 노동운동을 그들의 권력유지에 대한 위험집단으로 인식하여 탄압하였고, 노동운동도
근로자들의 권익신장 차원을 넘어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제도권의 비제도권으로 나뉘어졌으며 제도권 노동운동은 집권세력 유지를 위한 어용단체의
역할을 강요받은 반면, 비제도권 노동운동은 집권세력으로부터 불법적 단체로 규정되어
탄압되었으며, 노동운동을 독립운동 혹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한 상당수의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한국의 근로자들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고용이 안정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권
노동운동은 근로대중의 권익보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반면, 비제도권 노조는
조직기반 자체가 근로계층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권익신장에 대한 단위노조의
요구를 그들의 운동노선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한 지식인에 의해
주도된 비제도권 노동운동은 정치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 노동통제와 경제발전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노동권의 통제로 가능하였던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이 성장의 주요요인의 하나이다.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의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경제발전의 과실을 논함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과정중 노동권이 보장되었다면 경제발전의 과실이 보다 많이 근로계층에게
귀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노동운동권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Chio,
j., 1983 ; Deyo, 1987).
본 절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국가의 노동에 대한 통제의 성격과 함께 급속한 경제발전의 노동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이 戰後 대부분의 기간을
집권하였으므로 그 영향이 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제정,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새로운
제도의 설립 등으로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의 전과정과 그 기능을 상당히 통제하여 왔다.
부존자원이 희소한 한국으로서는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 두었다.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완전고용, 높은 국제경쟁력 그리고 물가안정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안정적인 노동력의 공급에 있었다.
집권세력에서는 노동권의 탄압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계층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수출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산업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에게는 노동운동세력은 그들의 권력유지에
위험집단으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노동권내지 노조활동은 더욱 통제되었다.
<표 Ⅱ-1-1>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주요 사회지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산업화 초기단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잉여노동력을 근대산업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업률은 1963년
8.2%로부터 1970년 4.4%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1차산업종사
취업인구도 1970년 50.4%에서 1992년 16.7%로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임산업에 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가 취업하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실질임금은 연평균 7.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일본을 비롯한 모든
산업국가의 고성장시대의 임금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되어서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1970년 0.042, 1980년 0.3687, 1990년 0.2886으로 감소하였고 노동시장의 각
계층간 임금격차도 축소되어 왔다.
1989년 현재 비농전산업 취업자의 68.2%가 산업재해보상법의 혜택을 받고 있고 총인구의
68.9%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1991년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elds(1990)교수가 언급한 대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근로계층의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시간과 높은 산재율로 정부가 종종 비난을 받아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있지만 ILO(자료수집이 가능한 나라 중에서)에 의하면 한국의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율도 가장 높다(Yoo, 1990).
한편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결과 노사 그리고 사회 전체가 노사관계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보호받아 온 경영층은 노사관계에 관한
합리적인 시각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중 노사관계에 관한 경영층의 역할은 취약할 뿐 아니라
수동적이었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영층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韓國經營者協會가 1971년에 설립되었지만 20년 가까이 자율적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고, 全國經濟人聯合會와 같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의 영향력이 보다 컸다. 1987년 이후에야 비로소 경총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고, 최근에야
사업장단위에서도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경험이나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제도권 노조가 그들의 권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데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점점 급진적 노동운동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노사간의 갈등은 국가에 의해 규정된 법이나 절차로써는 해결될 수 없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노사분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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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7년 3,749건, 1988년 1,873건, 그리고 1989년 1,616건으로 폭발적이었다는 데서 확인되었다.
어느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은 과거 노동통제의 반작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6년 이후 흑자구조로 돌아선 국제수지는 1989년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 적자로 돌아섰고
1991년에는 75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급격한 임금상승과 함께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적 성취도는 집권세력이 의도하였던 대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반면에 산업화의 진전으로
근로계층의 기반이 확대되었으므로 그들의 잠재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은 그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발전은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시켜 주는데도 기여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입의 제1차적 목적인
그들의 집권기반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반면 부수적 목적이자 노동시장
개입의 제1차 목표의 주요 수단인 근로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은 상당 정도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었다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다 많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경제발전론자들 간에는 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Fields(1984)나 J. Kim(1989)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의 결과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권이 국가에 의하여 상당히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규제의 장점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Deyo(1987)나 Marshall(1988) 같은 신제도학파 학자들은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권이 탄압받지 않았다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다 많이 근로계층에게 돌아갔으리라 보고
있다.
■ 노사관계 주요 당사자
한국의 노사관계는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1987년 주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으나 노동관계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현재(1993년 5월 기준)
활동중인 등 아직도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앞 절에서 언급된
역사․정치․경제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절에서는 1987년 이후 변화과정 속에서의 노사관계
주요 당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1987년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된 후 노동조합의 활동은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었다. 예컨대
노조수는 1987년 6월 말 2,725개에서 1989년 7,883개로 급증하였고 노조원수도 80만 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1991년 말 현재노조원수는 180만 3,000명이며, 비농가상시고 기준 노조조직률은
19.8%인데 1991년을 기점으로 노조조직률은 그 신장세가 주춤하여진 상태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보통 사업장 내지 기업단위로 조직된다. 따라서 같은 직장 소속근로자는 직종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노조에 소속된다. 각 기업별 노조는 상급단체의 인준증 없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산별노조는-기업노조가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단체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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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되지 못하므로 산별노조라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노조(사업장노조, 산업별 혹은 직종별 노련, 그리고 전국조직)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산업별․직종별 노련은 사업장노조로 구성되고 전국조직은 산업별 노조로 구성된다. 산업장
노조는 해당산업장 근로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사업장단위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므로 거시경제적 현안보다는 사업장단위 현안에 보다 관심이 많다. 산업별 노련이나
전국조직은 사업장 노조의 자문에 응하고, 대언론 홍보활동 및 정책 개발 등에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은 1962년 그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전국조직이다. 노동부가-대법원 판결로 그 예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무금융노련과 언론노련은
예외로 하면-한국노총소속 상급단체의 인준증없이는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대부분의 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위노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1990년 1월 결성된 법외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연합회(全勞協)은 한국노총에 대응하는 전국조직인데 설립 당시 소속노조원수는
317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91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 조합원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노총이나 전노협에 속하지 않은 전국조직으로는 사무금융노련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단체
사용자단체는 지역별․산업별로 조직되는데 이들도 교섭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71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독립되어 노사문제전담
사용자단체로서 설립되었다. 1987년 이전에는 그 역할이 크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밖의 사용자단체로는 대기업 위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는데 이들 4개 기관과 한국무역협회는 1990년 경제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노사문제에
관한 사용자단체간의 의견 조정을 해오고 있다.

정부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정부는 한국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였으며 민주화가 진행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도 노사관계의 법․제도 집행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운영 전반에 걸쳐 개발시대의 유산으로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크므로
임금교섭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선진국에서 보이는 단순한 조정자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1987년 6․29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정부는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 대하여 과거와는 달리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으나 1990년 한국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자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한자리숫자정책', '총액임금제' 등을 통하여
자율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므로 노동운동권과의 마찰을 가져왔다. 정부의 민간부문
임금교섭에 대한 개입은 민주화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노사협의회

1981년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상시고용인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고충처리 등이 주요 협의사항이다.
1990년 말 현재 14,762개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정 협의체
한국에서 공식적인 노․사․정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1990년 노․사․공익 대표로 결성된
경제사회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섭구조가 사업장 중심이고 노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입지도 취약하므로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1989년 정부는 임금안정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는데 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단체교섭구조 및 절차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대표나 단위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만이
사용자대표들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가진다.
기업별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기업별(1990년 현재 57.2%) 혹은
사업장(15.0%)별로 이루어지나 운수나 섬유 등은 업종별(27.8%)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이후 단체교섭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결성된 곳이 3% 미만(1990년 현재)에 불과하고 7%
정도에만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90% 이상의 사업장에는 아직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임금협약은 매번, 다른 근로조건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노동쟁의는 노동쟁이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 양측 구체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10일 전(공익사업장은 15일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공익산업의 경우 강제중재의 대상이 된다.
■ 주요 현안
한국 사회 자체가 아직도 전환기적 상황에 있고 특히 노사관계는 아직도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형성하여 가고 있는데, 주요 현안은 정부의 역할 및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정책과 임금체계 개선

1987년 이후 한국의 임금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제조업 명목(실질)임금은 1987∼90년
기간 동안 103.7(71.5%)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임금상승은 노동조합의 신장과 8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인력난에 기인하는데,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이후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에 관여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임금교섭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들로 하여금 저율로 빠른 시일내에 임금교섭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들 선도기업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도기업권은 민간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는데, 자율적 교섭시대의 정부소득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교섭 당시 보고된 선도기업의 임금교섭타결률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1991년, 1992년 임금인상률은 각각 20.3%, 17.5%, 15.2%였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반면 대부분 민간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소득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1992년 「총액임금제」(총액기준 10% 인상)를 실시하면서 성과배분 문제의 도입을
권장하였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총액임금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산업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은
노사자율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시차원의
임금안정과 노․사의 자율교섭관행이 고려되는 임금교섭관행을 장차 도입하는 것이
노․사․정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이다(Y. Park, 1992). 정부의 개별기업 임금교섭에 의해 더욱
왜곡되어 있기도 하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개별근로자 임금과 성과와의 관계가 미흡한 것이
생산성 저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개별근로자 임금은 일반적으로 입직시 교육수준, 근속연수 및 연령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개별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임금체계가
근로자에 대한 성취의욕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안적교․안춘식, 1991 ; 정연앙, 1992 ; 박영법, 1993).
외국인근로자 수입,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한계기업의 고용불안

198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임금상승 및 노조활동의 신장 등 환경변화 속에서 지불능력이
취약한(특히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재무부에 의하면 1992년
총해외투자(건수기준)의 73.6%가 중소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30.5%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규모가 100만 미국달러 미만인 소액투자가 81.7%, 제조업 관련이 68.8%,
동남아지역 72%로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노동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현
한국법상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불법인데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작업환경이 좋지 않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제조업체 및 호황인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2년 6∼7월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을 받은바 자진신고한 불법취업자수는 6만 6천명이 넘어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Y. Park, 1993b).
정부는 자진신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1992년 말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중소기업의 요구로 그 시한을 1993년 6월 말로 1차 연장하였고 현 시점(1993년 5월 말)에도 그
처리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외국인력 수입은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일 것이라는 측면은 차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외국이력 수입은 경기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으나 구조조정기인 현 시점에서도 외국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일부 업종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력 수입은 향후 상당기간 현안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권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 도산에 따른 실직 위험을 받고 있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입장은 이와 다른 측면이 있다. 최근 부산지역의 주요 신발업체의 폐업에

따라 대량실업문제가 사회 현안화되는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 수입문제에 대한 노동권의
시각정리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일부 업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향후에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조조정 산업이나 한계기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주요
사회문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1995년도에 실업보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

1987년 여야 합의로 노동관계법이 수정되어 집단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1989년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에서 대부분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법률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92년 정부 단독으로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노동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노동관계법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시안을 마련중이다.
따라서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는데 그 이후 全勞協등 재야단체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피소되었으며, 1993년 4월 ILO는 그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시정권고한 바 있다.
<표 Ⅱ-1-2>는 1992년 6월 1일 현재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총과 경총의 입장을
대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경총은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각종 수당기준의 하향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노총은
해고예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조항의 신설과 퇴직금 보전장치 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을 보면 경총의 경우 종종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3조 4의 단서조항 삭제, 교섭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교섭권자에게 체결된 부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의 삭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총은
대부분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정치활동의 금지조항 삭제, 산별체제로의 전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통일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하여는 경총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명시, 냉각기간의 연장등을 주장한
반면, 노총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공익사업 범위의 축소, 방위산업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냉각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지위 격상에는
노사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법에 대하여 경총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에
관해 근로자대표 위촉권을 부여하고자 제안하고 있는데, 노총은 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으나 산별체제로 전환되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한다면 굳이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노동관계법 중 노총과 경총의 이해가 일치하여 개정을 건의하지 않는 사항 중 가장 주요한
현안은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이다. 전노협 등 재야단체는 오래 전부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고 대법원도 상급단체의 경우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판결을 해왔을 뿐 아니라
ILO도 이 조항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가장 주요한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현안 중의
하나이다.
노동관계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노동관계법위원회의 시안 등을 고려하여 1993년중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 주요 현안들이 1993년 개정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상당기간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한국의 공공부문에는 1991년 말 현재 125만 3,00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데 총취업자의
6.75%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이들의 임금이 민간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987년 이후 노동권이 허용된 공공부문의 경우 노조가 급속히 조직되어 그 조직률이 1991년 말
현재 92.3%이다. 반면에 공공부문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노동3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아직도 상당히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분규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과의 노동3권 보장 측면에서의 괴리, 공공기관내 직종간 동일
직종내 부문간 임금․근로조건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공부문 역할의 재정립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편방안도 향후 주요 현안의 하나가 되리라
전망된다(Y. Park, 1993):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교원노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정책당국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정책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각주 1) 1958년 취업자수는 146,779명으로 비로소 한국전쟁 이전의 수준(1947년 취업자수는
133,979명이었음)으로 회복되었다.
각주 2) 통신노련이나 택시노련 등 일부 상급단체가 직종별로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업장단위 노사현안과 노동부 행정지침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라 사업장단위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범위 등 여러 현안이 쟁점화되고
있다. 1987년 이후 사업장단위 노사간에 현안화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 '무노동무임금', '단체협약 기간중의 교섭재개 여부' 등이다. 예를 들어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는 노조가 특히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장단위 노사간의
가장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다.
여러 현안에 대한 법규정이 상당부분 확실치 않으므로 쟁의로 연결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시비가 가려진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길게는 수 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동부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정지침을 통하여 지도함으로써 노사간에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항에 대하여도 그 판결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집행함으로써 노사, 특히 노조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다.
1993년 초 소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부의 이러한 자세가 변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표
Ⅱ-1-3>은 노동부 행정지침 정비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노조 설립신고시 상급단체가입 불필요'등 현재까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향후
노사관계 변화와 고려할 때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표 Ⅱ-1-2>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 대비표(1992년 6월 1일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표 Ⅱ-1-3〉 노동부 행정지침 정비대상

■ 결론 :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노동권이 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많은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근로계층의 소외의식 내지 경제성장의
과실분배에 대한 불만은 -노동권의 탄압으로 과실의 분배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므로-크다.
80년대 중반 이후 노사관계의 불안정은 과거 노동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없이는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사․정이 사회적 동반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사업장단위의 노사가 해당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아직도 어는 정도 시일이 소요되리라 전망된다.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는-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와 같이-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는 노사간 이해다툼의 조정자 내지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단위의 임금결정과정에 아직도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현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정책대안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사간에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Kochan(1991)은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근로자대표집단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1993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과정을 고려하면 국가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보다는
노․사․정이 동반자적 관계로서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의논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Kochan(1993)은 오히려 국가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You(1990)는 장차 한국의 노사관계 ① 일본식 모델 ② 다원적 모델 ③ 사회조합주의 모델 중의
하나로 발전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러 갈래로 분열된 노동운동권을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노조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는 특히 사회조합주의 모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Kochan(1991)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는 현재 기업별 교섭구조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곧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식 모델의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식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미
심화되고 있다. 앞에 언급한 대로 강력한 노조의 힘과 사용자의 우월한 지불능력으로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근로조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일본의 노사간에 보여지는 '운명공동체'적 신념(제 1편 제10장
참조)이 생성되어 사업장단위 노사간에 생산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지난 몇 년간의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장단위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후 미군정 사령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본의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개혁이 아직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본원인의 하나이다. 즉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내지
개혁의 결과는 한국이 일본식 모델의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한국적 모델을 형성․발정시킬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600만 명 이상의
영세기업종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993년 노동관계법 개정
때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용종업원 1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계기업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당부문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한국의 노사관계 연표

제2장
한국의 고용, 경제 및 노사관계지표
-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박영범

■ 인구 및 노동력
한국의 경우 軍인원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노동력은 민간인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로 정의된다. 1990년 현재 전체 인구는 4,280만 명으로서 비교 국가 중 프랑스(5,600만
명)보다는 작고 캐나다 (2,700만 명)보다는 크다. 노동력은 1,850만 명으로서 프랑스와 캐나다의
중간에 있다.
■ 경제활동참가율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계층 : 1987년 하한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함)를 민간인 노동력으로 나눈 수치이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와 하락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24세 이하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 특히 대학교육 확대에 따른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1970년 77.3%, 1980년 76.5%, 1989년 59.9%로 하락하였다. 15∼19세
연령층의 참가율 하락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남성의 참가율 하락의 큰 요인의 하나이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47.0%로서 비교국가 중
이탈리아(44%)보다 높다. 1980년대 말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가
제안되었으나 탁아시설의 미비 등 취약한 사회기반시설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1992년 초반 이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여성노동력이 핵심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도 1980년 53.5%에서 1989년 63.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아직 여성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가 남자보다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시간제 고용
시간제 고용에 관한 통계는 한국의 경우 없다.
■ 취업구조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취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농업(어업,
임업 포함)의 비중은 1963년 63.2%, 1973년 49.8%, 1983년 29.7%, 1990년 18.0%로 줄어들었다.
농업부문에서 근대부문으로의 무제한적 노동력의 공급은 1970년대 초반 중단되었다. 즉 루이스적
전환점을 한국은 1970년대 초반에 경험하였다(M. Bai, 1981). 농촌인구의 급속한 이동으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현재 50세 이상 연령층의
농업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인 반면 전산업 평균은 22.1%이다.
1990년 현재 공업(광업, 건설업 포함)의 비중은 34.7%로 비교국가 중 독일(40%) 다음으로 높아져
한국 경제의 기반이 제조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취업기피, 노동운동 활성화에 따른 제조업 투자기피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실업
실업통계는 ILO 기준에 의해 통계청이 경활인구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비교대상 어느 국가보다 낮으며 1970년대 두 번의 유류파동에도 전반적인 실업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실험보험 등이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혹자는 가장적 실업자의 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경기호황으로 실업률은 2.5%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1992년 실질GNP성장률
4.7%의 저성장 여파로 실업률이 1993년 1/4분기 3.2%로 전년동기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고용구조의 이중성이 심각하여지고 있는데 1993년 1/4분기 현재 중졸 이하 실업률은 1.6%로
단순인력의 인력난은 심각한 반면, 대졸 이상 실업률은 4.2%로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공급구조를 고려하면 고학력 실업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국내총생산

1990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411억 달러로 비교국가 중 스웨덴만이 한국보다 낮다. 그러나
1980년대에 연평균 14.8%로 성장하여 비교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도(같은 기간중 GN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일본도 4.1%임)높다.
1인당 GDP는 비교국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GDP에 대한 공업의 기여도가
1990년 현재 44.6%로 비교국가 중 제일 높다.
■ 시간당 노동비용
한국의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노동비율은(미국 대비) 1975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하여
비교국가(일본이 2배 정도로 가장 높음)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비용 중
간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현재 9.5%이다.
■ 노동비용 변화

1980년대 후반 경기호황에 따른 인력부족,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으로 한국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1989년 25.7%, 1990년 21.2%, 1990년 18.2%, 1992년 16.1%로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비교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높다.
생산성증가가 임금상승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위노동비용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198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43.3%였다. 단위노동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국제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1986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한국의 국제수지가 1989년 90억
달러 정도 대폭 감소하고 1990년 이후 적자로 반전된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산출

1987년 현재 한국의 취업자당 GDP는 8,059달러, 시간당 GDP는 3.12달러로서 비교국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한국 근로자의 장기간 노동으로 시간당 GDP 수준이 더욱 낮다.
■ 소비자 물가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5년 대비 1991년 현재 42.8% 상승하였다.
■ 근로시간
한국의 근로시간은 노동부의「매월노통계조사」에 의하여 파악되는데 1990년 현재주당
49.8시간으로서 제조업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비교국가는 물론 ILO 통계집에 수록된 어는
국가보다도 길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근로시간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어졌었으나 198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임금상승에 기인한다. 198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정 기본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으로
축소되었다.
■ 여성임금과 실업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990년 현재 남성근로자 대비 50.9%로서 비교국가 중 일본(49%
: 1986년 기준)과 비슷하다. 실업률도 1989년 현재 여자 3.0%로서 남자 1.8%보다 높다.
총임금격차 중 1988년 현재 임금차별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1988년 51.5%인데 이는 한국의
경우도 남녀간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이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박영범, 1991).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는데 아직은 선언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 근년에 들어
정부는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여행원제도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금융기관의 인사관리제도의 대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훈련

훈련에 대한 정부지출통계는 없으나 한국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직업훈련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이후 공공부문에 의한 직업훈련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인력(주로 입직훈련)을 공급하여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사업내훈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지 않는 경우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1967년 직업훈련법제정 이후 이 제도를 통하여 양성된 인력은 150만 명이 넘는다.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주도의 직업훈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수곤, 1989).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의
직업안정사업, 직업훈련제도와 새로운 실업급부제도를 포괄하는 제도이므로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이 예상된다.
■ 공공부문
한국의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은 1.8%로서 비교국가 중 제일 낮은 일본(6.0% :
1987년 기준)의 수준이다. GDP대비 정부지출은 24.4%로 비교국가 중 제일 낮은 일본(26% :1987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GDP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도 교육 2.7%, 사회보장 및 복지 0.5%로
역시 비교국가 중 제일 낮은 일본(각각 3.2%, 0.5% : 1987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 공공지출과 조세
한국의 1989년 현재 GDP 대비 총조세수입의 비중은 19.3%로서 비교국가 중 어느 나라(호주가
30%로 제일 낮음)보다도 낮다. 그러나 비교국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구조를 보면 한국도 비교국가 중 일본과 같이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다른 비교국가의 경우 크게는 스웨덴의 10배에 달하며
보통 3∼4배이다.
■ 대외교역

1987년 현재 한국의 대외무역거래는 세계 15위이다. 이를 반영하여 GDP 대비 수입과 수출비중은
각각 33.5%, 41.5%로서 비교국가 중(스웨덴이 수출․수입과 각 26%, 28%로 가장 높음)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1982∼87년간 수입과 수출증가율도 두자리 숫자였다. 수입 대비
관광지출(1990년 기준) 4.0%로서 비교국가 중 낮은 편이나 수출 대비 관광수입(1989년 기준)은
5.3%로서 높은 편에 속한다.
■ 노동조합원
한국은 1991년 현재 조직가능대상 근로자 중 19.8%(비농가상시고 기준)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조직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 노조원수는 큰 문제가 없으나 조직가능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직률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조직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을 기준으로 하여 1991년 17.2%로 잡고 있다.
비료국가들의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직률이 신장되었다. 다만 1980년대 말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991년 들어 조직률이
약간 감소하였다.
■ 노사분규
한국은 1근무시간 이상의 조업중단 상태가 1일을 초과할 경우 노사분규로 간주된다. 1987∼89년
노사분규가 급증한 기간 동안 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매우 높았으나 1989년을 고비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분규지속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분규참가근로자 1인당
노동손실일수는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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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손실일수(부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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