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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규율이라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명령이 통제를 수

반한다는 위안을 주는 환상을 제공하였다. 즉, 단순히 지시를 집행함으로써 규율적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 말이다. 비록 지시(mandates)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났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지만, 지시를 집행하는 것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상당한 최근 몇십년 동안, 점점 더 분명해져왔

다. 법은 기업 내부와 기업이 기능하는 세계 양 쪽 모두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힘을 인정해

야만 한다. 노동시장, 상품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는 기업이 그 내에서 작동하게끔 되는 경

직된 수력학(stubborn hydraulics)이 존재하며, 경제 대부분을 구성하는 계약과 투자의 피

할 수 없는 자발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조직 내부에서 작동하는 문화

와 심리와 논리가 존재하며, 이것들이 외부에서는 침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 직접 접근할 수 없게끔 조직을 구성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통제 

전략으로서 명령과 통제로부터 나와 조절된 자기규제로 향하는 움직임 아래에 깔려 있는 기

본적인 통찰들이다. 불행하게도, (214) 이 동일한 기본적 통찰이, 공동 규제 구조가 사업장 

거버넌스의 옳은 미래라고 우리가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공동 규제의 구조의 채택을 단순히 

명할 수는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자기 규제(self-regulation)를 향한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상류로 거

슬러 올라가기보다는 흐름에 맞춰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 위하여는 어떤 숙련된 조타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용어에 관하여 언급하겠다. “공동 규제”(co-regulation) 및 “효과적인 자기 규

제”(effective self-regulation)이라는 용어 둘 다, 그 용어들이 사업장의 맥락에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이 책의 논제에 맞춰, 여기서 사용될 것이다. 근로자의 효과적인 자기 규

제와 노동 기준은, 효과적인 근로자 개입을 요구한다. 그것은 내가 공동 규제라고 부른 바

를 요구한다. 나는 원칙적으로 그 주장을 근거지웠기를 바란다. 이하의 내용에서, 나는 공동 

규제의 방향 내에서 자기 규제로 향하는 현존하는 추세 방향을 잡는 몇몇 잠재적인 개혁 전

략들을 개괄적으로 그려보겠다. 

  노동 기준을 개선하고 더 나은 근로자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결

정적인 하나의 요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케 하는 노조 대표성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것을 가능케 해주는 노동법 개혁이다. 노동법 개혁은 노동자들이 집단 교섭을 통하여 자신

의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며 사업장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줌

으로써 공동 규제라는 신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근로자들

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그 목적을 위하여 

위협과 강제를 활용할 수 없다 하여도, 그것들은 사용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과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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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거버넌스를 제공하게끔 할지도 모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조를 결성하는 근로자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채찍”이 아

니라 “당근”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끔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혁은 필요한 개혁의 전

부가 아니며, 여기서 내가 다룰 주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지건 이루어

지지 않건, 자기 규제를 향한 움직임(movement)은 거의 확실히 계속될 것이고, 은폐된 탈

규율로 퇴락하는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방향으로 조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 세계 중 최선의 세계에서, 즉 모든 일들이 잘 되어나가고(all of the stars 

aligned), 모든 핵심 정치 행위자들이 공동 규제 및 공유된 사업장 거버넌스의 미덕에 의해 

설득되는 세계에서는, 미국 사업장을 그 목적을 향해 조타하는 것을 돕는 연방법률을 제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최선의 세계에서도, 기업에 작동하는 내적인 힘과 외

적인 힘에 비추어 보면, 그 욕구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법률적 개입을 만드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업장의 공동 규제에 관한 이상적인 국가의 법 체제

를 상상하는 연습은 할 가치가 있다. 그 연습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직자들 및 개별 행위

자들 및 민간 행위자들 모두에게 현존하는 법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게끔 해주는 

교훈을 제시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215)

  우리는 물론, 차선의 세계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차선의 세계에서는 한정된 법률

적 개혁만이 가능하며 일부 규율 기관만이 활동할 것이다. 또는 최선의 세계보다는 심지어 

세번째로 좋은 세계(third-best world)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세계에서는 민간 행위

자들-특히 노동자들, 노동자 권익단체들과 노동자 조직,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민간 법률

가들-이 현재 존재하는 도구와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내버려진다. 규제되

는 자기 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의 준-계약적 체계 구성(architecture)의 장점은, 

그것이 여태까지 진화해온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자들에 의해 융통성이 있으며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 규제 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

으로 무장하는 경우, 공공 규제자와 노동자 권익단체들(worker advocates)는 기업으로 하

여금 공동 규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일 그 지지자들이 사업장의 공동 규제의 

장점(virtues)에 설득된다면, 문제는 그들이 필요한 법적 · 비법적 수단(leverage)을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공동 규제를 실시하게끔 하고 유

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다. 

아마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처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의 세계와 세 번째로 좋은 세계는, 포

괄적인 연방 입법이라는 겉보기에는 최선의 해결책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

가 노동법의 형해화(ossification of labor law)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포괄적

인 연방 법률 개혁이-적어도 주나 지역이나 민간의 실험을 선취하는 경우에는-구속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단번에(in one fell swoop) 장악당할 수 

있다. 태프트 하틀리 개정(Taft-Hartley amendments)1)에 의해 와그너 법이 부분적으로 수

1) 오하이오 주 출신의 로버트 A. 태프트 상원의원과 뉴저지 주 출신의 프레드 A. 하틀리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유지한 반면, 피고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으며(클로즈드 

숍의 철폐), 주법(州法)이 허용하고 대다수 노동자가 찬성하는 한에서만 유니언 숍을 허용했다. 또한 파업시에

는 60일 전에 파업예고를 하도록 했으며, 파업이 국가의 번영 또는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80일간의 파업금

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상의 금지명령(injunction)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의 범위가 축소된 반면 부당노

동조합행위가 명시되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간부는 공산당에 가입하

지 않을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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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또는 1950년대 이래로 노동법이 그랬듯이 그것은 의회 

내에서 필요한 성가신 압도적 다수 요건 때문에 필수적인 수정을 하지 못하고 처음 입안된 

상태로 갇혀버릴 수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규제되는 자기 규제의 최근 생겨난

(emerging) 준-계약적 체계 구성은 내재적으로 실험과 시간이 흐름에 따른 진화에 친화적

이다. 그러한 특성은 유동적이고 유연하며, 이동하는 조직들이 가득한 세계화된 경제에서 

강점이며 심지어 필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자기 규제의 추세 위에서 

구축되며 실험과 진화에 그 자체로 친화적인 포괄적인 연방 법률 체제를 고안하려는 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 규제의 연방적 뼈대(A Fedral Framework for Co-Regulation)

  규제되는 자기 규제의 현존하는 기본적인 체계 구성(architecture)은 준-계약적이다. 즉,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유인책(inducement)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부적인 자기 규제 기제

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조직에 관한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2)은, 현존하는 기업 준수 체계를 강력하게 형성하였다. 잠재적인 형사책임에 

직면하는 기업의 강한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침은, 기업이 적어도 서류상으로라도 

“효과적인 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축하게 하였다.(put in place) 적어도 근로

자에게 효과적으로 소통되며 평판이 좋은(reputable) 고위직 회사 간부에 의해 감시되도록 

하는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명하는 행위 지침(codes of conduct), 그리고 준수 여부를 감시

하는 체계(비밀보고 체계를 포함하여), 준수를 유도하는 적합한 인센티브와 제재, 그리고 위

반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의 실제 대응 같은 요소 말이다. 

  그 지침의 기본적인 접근-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권위있는 규정을 입안하고, 가치 있는 규

율적 양보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유망하다. 그 지침은 조정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조정기능이란, 기업이 큰 형사처벌과 기소가 드문 고용법 영역에서조차 스스로의 준수 

과정을 조작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견본(template) 기능이다. 그러나 그 지침이 형성한 

내부 준수 체계는, 겉치레에 불과한(cosmetic) 준수를 방지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적

절히 비판받았다. 더군다나, 고용법(employment law)의 맥락에서 효과적인 자기규제는 몇

몇 특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례실험과 기업 수준의 변이를 허용하면서도 외면간의 준수

를 견제하는 장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자기 규제-즉 공동규범-에 대한 규정을 제정(craft a 

definition)하는 것이다. 그 정의는, 고용법 하에서 집행체제, 벌칙, 보상을 재측정

(recalibrating)하는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당 이해관계 영역이 무엇이건 독립적인 이해관계자 대표가 효과적인 자기 규제

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즉, 이해관계자대표는 산업 전반에 걸쳐(across the 

board) 재검토되더야 하는, 지침 틀에서 빠져 있는 특성이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대표는, 그 

수혜자가 이미 기업 내부에 있는 고용법의 맥락에서 특히 중대하면서도 달성가능하다. 근로

자 대표의 가치는, 준수의 감시를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확장된다. 선출되는 근로자 

대표는-그것이 노동조합이건 내부 근로자위원회건- 행위규칙을 형성하고 그것을 근로자에

게 소통하며 유인과 징계(disciplinary) 절차를 고안하고 위반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일 역할

을 해야 한다. 

2) 지침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의해 창설된 미국양형위원회의 산물이다. 이 지침은 

조직과 개인의 중범죄 및 중한 경범죄에 선고되는 양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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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고용의 맥락에서 “효과적인 준수 체계”는 연방노동법에 따르는(pursuant) 근로자

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이든지, 아니면 그런 대표성은 없지만 사업장 내의 근로

자 대표의 선출된 기구일 수도 있다. 후자의 대안이 항상 실행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217)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저임금 노동인구에 관하여는) (especially in low wage 

workforces with very high turn over) 사업장 기반 근로자 대표가 가능할 때조차도, 대표

의 수준, 범위, 형태와 같은 질문이 남아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은 장소에 널리 흩어져 있

는 복잡한 조직에서는 말이다. 나는 실행에 관한 그 문제를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남겨두겠

다. 그것은, 7장에서 다른, 그와 같은 위원회의 사용자 지배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NLRA 하의 법적 문제는, 아마도 “안전한 은신처(harbor)” 규정3)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

다. (우리가 최선의 세계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의회가 제정할 바를 결정하는 

것 뿐이라면 말이다.) 사용자 지배라는 실제적인 문제는 남을 것이다. 근로자 선출

(employee selection)이라는 요건 이외에는, 여기서 사용자 지배를 막는 주요한 안전장치

는, 외부의 감시 제도와 내부의 근로자위원회가 함게 짝을 이루어 운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 규제의 두 번째 요소다: 근로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에 의해 대표되지는 않고 기

업 내부 위원회에 의해서만 대표될 때에 사용자와 독립적이고 어떤 방식으로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는 외부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외부의 감시자(outside monitor)는 복수의 차원

을 통해 준수를 확보하고 기업은 정직하게 유지하는데 그 복수의 차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내부 자기규제 절차에 좌절하거나 그것에 의해 침묵할 수 있는 취약한 내부 근

로자에게 독립적인 outlet과 의사소통 수단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제재를 가할 권

한이 있는 외부자-규제자, 소비자, 노동자 권익단체(labor advocate)들-에게 그 절차들의 

창을 열어주는 것. 

  그러므로 포괄적인 공동 규제 개혁의 핵심 부분은, 고용법에 공동 규제의 기본적 요소를 

권위 있게 규정하는 것이다. (authoritative definition) 부담의 측면은 충분히 살펴보았으니

(So much for the quid)하였으니 이제 그 보상 측면(quo)는 어떠한가? (What about the 

quo?) 그와 같이 규정된 효과적인 공동 규제 프로그램을 유지하면 그 대가로 기업은 무엇

을 얻어야 하는가?

  질문을 그런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잡한 비용-편익 계산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그러한 계산을 참조함 없이, 기업 공적으로 표명된 “최선의 실천”을 준수하게끔 하거나 그 

실천을 개선하게끔 할지도 모르는 기업 책임이나 규범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give short 

shrift)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나는 그러한 미덕의 동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세

계 전반에 걸친 자기 규제에 대한 연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규율”(responsive 

regulation)에 관한 브레이스웨이트와 그의 공통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통찰을 확인해준다. 

현대 규율 체계는, 규율되는 조직들 내부의 그리고 사이의 더 나은 시민적 · 도덕적 동기를 

불어넣고 재강화함으로써 더 잘 작동한다. (또는 조금이라도 작동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연구는 브레이스웨이트(Braithewatie)의 또다른 기본적인 통찰 역시 확인시켜준

다. 기만적인 방식을 취하는(low road) 경쟁자에 의한 속임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제가 

꼭 있어야한다는 것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속임수(cheating)은 양심적인 자기규제자의 

사기를 꺾고(demoralize) 그들에게 경쟁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준수와 협력을 향한 추동력

(impulse)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218) 우리는 일부 기업들이 준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3) safe harvor 규정이란, 당사자가 신의성실로 행위하였거나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행위하였다는 요건을 충족

시키면 법에서 정한 책임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는 법령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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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corners on compliance) 경쟁에서의 이점을 추구할지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하며, 

규율상의 채찍과 당근 이외의 것에 반응하는 것에 기대서는 안된다. 이것이 독립적인 감시

와 근로자 대표 형태로 속임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

며, 효과적인 자기규제가 기업의 미덕으로 나오는 비가시적이고 내재적인 보상이 무엇이건 

유형적이고 외적인(extrinsic) 보상도 확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효과적인 공동 규제에 줄 수 있는 두 가지 잠재적인 보상이 있다. 전절차적인 보상과 후

절차적인 보상이다. (front-end, back-end) 전절차적 보상에서 공동 규제자들은 덜 부담이 

되거나(onerous) 적대적인(adversarial) 공적 집행 궤적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afford) (예를 들어 더 적은 점검inspection) 후절차적 보상에서, 공동규제자들은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책임이나 처분으로부터 어떤 면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보상들은, 

법령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될 것이다. 임금과 노동시간 기준의 집행(enforcement)은 직

업 안전과 보건 집행과는 다르고, 이 둘은 또 반차별법과도 다르다. 이 논의는 일반적 원리

의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다. 후절차적 보상부터 살펴도록 하자. 기업 준수에 관한 억

제 모델의 기본적인 교의(tenets; 敎義)는 공동규제 방벽의 존재가, 기업이 그런 방벽이 결

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거나 벌금을 물거나, 충분히 크고 피할 가치가 충분함직한 그

러한 전망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만, 미리 정해둔 예방조치(prescribed precaution)를 유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용법 (특히 노동기준법wage and hours law) 

하의 벌칙(penalties)과 구제가 집행되는 확률이 낮은 것을 반영하여 할인되었을 때는, 시장 

조건이 그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위반을 억제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같은 이유로(By the same token) 현재 존재하는 집행의 압력은 기업이 자기 규제 과업을 

착수하게끔 하기에는, 기업이 그런 과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약하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인 근로자 대표와 감시의 요건을 포함함으로써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비용을 높일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집행력을 높이는 증강

된(beefed up) 배경 위협이, 공동규제 체계의 필수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

다. 

  이상적인 재제 체제의 추가적인 상술은 제니퍼 알렌(Jennifer Arlen)과 라이너 크랙먼

(Reiner Krackman)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들의 복잡한 분석은 여기서 매우 단순화될 

것이다. (주석 2) 알렌과 크랙먼은 “합성 책임”(composite liability)의 어떤 형태-취해진 예

방조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업 책임과, 취해진 예방조치에 기반한 제재를 내리는

(deals out) 의무기반 체제를 합성한 책임-가 조직 내에서 자기 규제와 자기 정책 시행의 

최적 유인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주석 3) 그들은, 구성적 책임 체제가, 모든 기업들이 적발

된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는 “잔여적 제재”(residual sanction)에 더하여 (219), 스스로 적

합하게 규율하지 않는 기업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주석 4) 최소한의 

“잔여적 제재”는,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하여 불법행위(misconduct)의 사회적 비용 전

부를 포괄(cover)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 규제 방벽이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실제로 

가해진 해악에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특히 기업이 그로부터 이윤을 얻게 

되는 저임금지불underpayment-, 기업이 실내용 없이 자기 규제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는 것

이 기업에게 이윤상 매우 수지 맞는 일이 될 것이다. ) 그러나 자기규제자들은 더 높은 수

준의 “기본설정 제재”를 피해야 한다. 그 기본설정 제재 수준은 충분히 높아서, 기업이 자

기 정책 시행을 실시하고 범법행위(wrongdoing)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공개하게끔 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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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은,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법과 고용법 하에 존재하는 더 큰 기본설정 벌칙의 

채택을 권고(counsels)한다. 실제로, FLSA와 OSHA의 현재 금전적 제재는, 현존하는 집행 

수준에 비추어보아, 자기규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수준이라고 알렌과 

크랙먼이 보는 더 낮은 “잔여적 제재”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한다. 실제 세계에서, 금전적 

제재는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법위반자들이라고 딱지매겨짐으로써 겪게 되는 

평판 손상을 포함한 “시장 제재”에 의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보완이 된다. 알렌과 크랙먼

은 이 제재를 그들의 분석 목적을 위해서 제외하곤 논하였지만 우리는 그러한 제재가 일부 

기업에는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금전적 벌칙이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다는 

문제가 준수를 향한 개인적 · 조직적 성향(proclivities), 즉 외부적 제재를 효과적으로 보완

하는 준수의 문화와 개인의 양심의 존재에 의해 완화되리라고 희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향들은 보편적인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며, 그러한 성향들을 공유하지 않는 기

업들을 억제하기에 활용가능한 제재가 충분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규율자들이, 가장 규칙에 

많이 저항하는(recalcitrant) 행위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포”(big gun)를 보유해야만 

한다는 반응적 규율에 관한(the injunction of Responsive Regulation) 법원 명령을 상기해

보라. “대포”는 현재 노동법 하에서는 다소간 부족하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의 최선의 세계

에서는 이 문제는 치유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공동규제의 정직한 길(high road)에서 달리게끔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일부는 위반자들(defectors)에 대한 공적으로 실시되는 처벌의 적합한 위협이다. 효과적인 

자기규제자에 대해서는 드물게만 활용되고 사려깊게(judiciously) 철회되는 그 위협은, 자기

규제 과업 배후의 주요 동력이다. 공공예산의 관점에서, 위반에 대한 잠재적 벌칙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덕 있는 자기규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준수와 효과적

인 자기 규제의 방향 또는 기업들을 향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론상으로는, 규제의 엄

격함(vigilance) 및 위반의 적발 확률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른

다.  불행하게도 가장 기회주의적인 사용자들은 여전히 도박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지

도 모른다. 즉, (220) 법 절차를 무시하여 (to cut legal corners) 근로자들을 위협하여 침

묵케하고는 더 높은 이윤을 추출하는 것이다. 평판상의 이득이나 자본상의 이득이 거의 걸

려 있지 않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low road) 가시성이 낮은 고용주들은, 처벌을 받

지 않고서(with impunity)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적발되었을 경우 파산(insolvency)이나 폐

업(disappearance)이라는 선택지를 믿고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세계 노동기준

과 고용기준을 자기규제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주어져 있는 세계에서도 우

리는 불법행위자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자원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그 목적은, 

덕스러운 자기 규제자들이 자기규제 프로그램에 전혀 투자하지 않거나 은밀히(covertly) 위

반을 하면서 자기규제하는 척만하는 경쟁자에 의해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사기가 꺾이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규제 기관을 우회해 

전진하거나 보완하여, 노동기준의 효과적인 자기 규율 체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

기서는 민사소송이 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에서의 노동과 임금관행에 초점을 맞춰

보자. 

  우리가 무제한의 자원이 있는 세계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제한된 공적 집행자원을 어떻게

게 최적화하여 사용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점검과 집행 자원이 위반이 가장 만연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과 행위자들을 겨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이

것을 다른 끝에서 바르게 맞췄다면-즉, 우리가 효과적인 자기 규제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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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파악했다면-효과적인 자기 규제는 덜 적대적이고 더 신뢰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가 되

어야 하며 반면에 다른 존재들-자기 규제를 하지 않거나 자기 규제 프로그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더 엄격하고 강도 높은 규제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인 자기 규제 기업들은 완화된 벌칙의 전망에 더하여 더 협조적이

고 덜 부담이 가는 점검 체제의 형태로 다른 종류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규제자와 법원이 정말로, 진정한 준수 프로그램과 겉치레의 준수 프로그램을 확

실하게(up front) 구분할 경우에, 또는 전절차적으로 잘못된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속임

수는 완화된 규제 심사에도 불구하고 후절차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야 이치에 닿는다.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이득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다. 자기 

규제 구조에 외부 심사를 위한 연결통로, 그리고 규제자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연결선을 구

축하는 것은, 속임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장책이다. 그것은, 침식의 지나치게 큰 위험

없이 더 협조적이고 덜 강도높은 집행 궤도 위에 양심적 기업을 규제자가 올려 놓을 수 있

게 해줄 것이다. 

  완화된 심사라는 전절차적 보상과 완화된 벌칙이라는 후절차적 보상 모두, 법적으로 연루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연루를 피하려는 희망에서-미리 그들의 준수 구조를 재형성하려

는 훌륭한 시민성을 고취하게끔 기업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법을 무

시하여 운영되며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초과

배상과 징벌적 제재를 처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제재가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거나 부과하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요소는, 정직한 길을 가고자 하는 훌륭한 기업 구성원을 위한 모델로 

기능할 뿐 아니라, 기만적인 길을 취하다가 적발된 나쁜 기업 구성원들을 시정할 견본으로

서도 기능한다. 

  이것이 DOL이 의류 하청업자들 중에서 고질적인(endemic)한 임금과 노동시간 위반을 발

견했을 때 (when it found endemic wage and hour violations among garment 

contractors) 따랐던 대략적인 모델이다. FLSA의 “장물”(hot goods) 규정들은 DOL에게, 

그 하청업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장물” 발설 금지에 묶여있을 수도 있는 제조업자들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leverage)을 주었다. 그리고 DOL은 그 지렛대를 

활용하여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하청업자(contractors)의 임금과 거래시간과 관행을 감시하

도록 유도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었던 개선을 이유로 극찬됨과 동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행(noncompliance) 때문에 비판받았다.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전

략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부적합한 감시 지침 때문에 실패하였다.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더 적확한 일련의 지침을 갖추면-진정으로 독립적이며, 영향받는 사업장 내의 

노동자 대표와 면밀히 연계하여(hand in hand) 일하는 감시자-노동부 (또는 주의 이와 유

사한 기관state analog)는, 더 부담되는(onerous) 벌칙을 피하기 위한 대가로, 자기규제적 

수단을 부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글에서 나는 이 글의 제안의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성 시정조치”(representation 

remedy)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사용자들이 독립적인 근로자 대표라면 어

느 것이나 단단히 혐오하는 태도를 보임에 비추어, 심각한 위반의 “대표성 시정조치”를 가

지고 타격될 전망은, 벌금이나 손해배상이라는 통상적인 위협 못지 않은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그것은 보너스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 규제를 북돋우기 위한 공공의 헌신은, 엄밀하게 규정되었을 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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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진지하게 억제 효과를 갖는 시정조치 반응(seriously deterrent remedial 

response)의 무기(arsenal)를 갖추면, 몇 가지 전략을 낳을 수 있다. 전절차적인 것으로는, 

효과적인 자기규제자를 위한 완화된 규제 심사, 더 협조적인 규제 관계가 제시될 수 있다. 

후절차적으로는, (at the back end)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효과적인 자기규제자에게는 

더 가벼운 제재를, 비자기규제자에게는 더 무거운 제재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또는 지렛대

로서 그와 같은 더 무거운 제재의 위협을 사용하여, 노동자 대표와 독립적인 감시를 포함한 

장래의(prosepective) 자기 규제 개혁을 제시할 수 있다. 

  온전히 실현된 연방 체제의 또다른 구성부분은 8장에서 미리 살펴보았듯이 “사용자” 정

의(definition)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하청업자의 고용법 위반에 대하여 원청 대기

업이(user firm)이 그 위반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그 위반을 알고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222) “사용자”의 정의가 현재처럼 특정 법률에만 남아 있건 아니면, 규율 체

제 전반에 걸쳐 정의되든 간에, 확장된 정의는 적어도 상품생산과 용역을 외주화

(contracting out) 하려는 점차 퍼지는(insidious)한 유인, 즉 불법적인 비용절약형 고용관행

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유인을 제거하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래도 남아 있는 

외주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 정의 확장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규제되지 않는 하부 · 하위 

연결망을 향하여 엄청난(prodigious) 규율적 자원 일부를 대기업 내부에서 쏟게(channel) 

만드는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명성에 투자하는 크고, 안정적이며 정

교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직접적인 이득으로 그 노동의 가치가 가게 되는 많은 저임

금노동자를 위한 노동기준 집행을 개선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일부 부문에서는 이 개혁은 그 하청업자들을 덜 규제되는 관할로 자리를 옮

기게 하는 일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예를 들어 국내 노동력착취 작업

장(domestic sweatshop)에서 생산된 상품을 파는 대기업 브랜드를 포함시키도록 미국 노

동기준법 하에서 “사용자”를 재정의할 수는 있지만, 영토권(territoriality)의 기본 원리는 중

국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임금 세계의 

덜 규제되는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상품과 용역에 관하여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생산되

고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여는) 추가적인 외주화의 가능성은 노동준에 관한 결정에 고려

되어야 할 요소다. 그러나 이 계산을 할 곳은, 노동기준이 포함해야 할 바를 결정할 때이다. 

일단 그 기준을 설정하고 나면, 사회는 그 기준을 국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단단하게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법을 준수하는 사용자들에 비해 법을 무시하는 상습

위반자(scofflaws)들이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고 외주 계약 같은 규제 우회 전략

(circumvention)을 취하여 규제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증강된 벌칙과 집행자원, 그리고 자기 규제 방벽과 특권의 조합은, 합리적인 이윤 극대화 

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다르도록 유도하는 채찍과 당근을 더 많이 쌓는 것 이상의 의미는 거

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그 목적의 일부는, 비용 편익의 사적인 회계균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업과 기업 내부의 행위자들이 공공 목적 규제를 준수하게끔 하는 최저

기준을 보게 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 조합의 목표는,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

업들이 지지하고 실제로 준수코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범을 증진하고 재강화

하는 것이다. 시민성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헌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기업들은, 규제자가 

지키고 서 있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서나 규제를 무시하는 경쟁자들에 비해 다르게 대우받아

야 한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규제를 침식하는 경쟁(corrosive competition)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집행 위반 및 속임수에 대한 벌칙의 강한 체계로 뒷받침된 규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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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규제의 공적 체제는 (223) 극악무도한(cutthroat) 경쟁자를 억지(deter)하고, 그러한 

기만적인 길의 경쟁 전략에 비해 정직한 길을 가는 기업들을 설득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사업장 관행을 증진하는 일에 있어 근로자들의 취약성 뿐만 아

니라 근로자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훌륭한 시민성과 효

과적인 자기 규제를 정의함으로써, 이 공동 규제 체제는, 이와 동시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와 영향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수 있다. 

  우리는 실험에 친화적이었으며, 항상적인 입법적 땜질(tinkering) 없이 진화할 수 있는 규

제된 자기 규제 체계를 고안하는 일을 하려 한다. 이것은, 규율자와 이해관계자 조직 모두 

자기 규제 체계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최선의 관행”을 파악하며 그 교훈들을 다음 번 혁신

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제를 요청한다.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기제

는 “민주적 실험주의”(democratic experimentalism)과, 크리스틴 파커(Christine Parker)

와 존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가 “메타 규제”(metaregulation)이라고 부른 것에 

중심적이다. (주석 6) 최소한의 기준에서, 그것은 자기규제적인 혁신과 그 결과를 보고(예를 

들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실제 개선에 관한 보고)하여 규제자와 이해관계자가 최선으로 

작동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더군다나, 연방체제는 기업이 규제자와 이해관

계자에에게, 그 기업 자체의 내부 준수체계가 적어도 법적으로 규정된 체계만큼은 효과적이

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기업이 자기 규제 특권의 이득을 얻는 것을 허용하여야만 한다. 그

리고 연방 체제는 그 자체의 규제된 자기 규제 체계를 기업이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개선은 실험(experimentation)을 요구하며, 실험은 자기 

규제의 다양한 접근에 대한 유연성과 수용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는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실현하면 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다. 이해관계자 참여-특히 근로

자 참여-는 주의 규제 권위를 이양할 때(ceding) 진정한 위험인 규제 포획 뿐만 아니라 속

임수와 외양만 준수하는 일을 방지하는 주된 안전장치이다. (주석 7) 노동자 권익단체들

(Worker advocates) 노동친화적인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 체계의 중심에 

있는 잘 규제된 자기 규제 체계-공동 규제의 체계-를 시작하는 연방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의 자기 규제를 향한 추세, 기업 자기 규제에 사회가 의존하는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더 노동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타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된 자기 규제의 법적 제도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달성하는 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때, 당분간 활동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대

두된다. (224)

점진적이고 개별적인 진행: 공적 규제 전략 

  점진적 규제의 한 방식은, 요소별로 시행하는 것이다. 규제된 자기 규제의 포괄적 연방제

도가 갖는 여러 요소는, 서술된 안전장치(safeguards)를 포함하는 “자기 규제” 방벽의 정교

화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자기 규제를 하지 않는 기업과 겉치레(phony)의 자기 규제 기업

에 대한 더 강력한 시정조치(remedies)와 벌칙, 그리고 더 많은 규제적 심사, 더 많은 공급 

계열에 이르는 사용자 책임, 그리고 독립적인 집단 대표를 선택하는 것을 더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혁이 있다. 이 요소들은, 서로의 효과를 강화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전적으로 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기업이 내부 준수 체계를 취하게

끔 압력을 가하고 있는 힘이 존재할 때, 이 방금 말한(foregoing) 개혁들 중 어느 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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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해져도 올바른 방향으로 그 체계를 조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효과적인 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현재의 법적 정의(definition)을 변경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일부 기업이 공동 규제의 방향으로 기업 내부 프로그램을 조정하

게끔 향도(nudge)할 수 있다. 사용자 책임을 확장해서 정의하는 것은, 그 추가되는 노출을 

완화하는 감시의 시선과 함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청업체의 관행 뿐만 아니라 원청 자신의 

거래 관행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an eye to reducing that added 

exposure) 불이행(noncompliance)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를 개선한다고 믿는 내부 체계의 개선을 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집단 대표는, 개입을 가장 집요하게(insistently) 요청하는 요소다. 이론상

으로는, 위반의 비용이 충분히 크고, 집단 대표가 준수를 개선한다면, 사용자는 그러한 대표

를 환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증강된 집행과 벌칙은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이 준수 · 

감시에 참여하도록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사용자들에게서 보이는 노동조합 결

성에 대한 강한 반발(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의 도입은 의도적

인 개입 없이는 일어날 법하지 않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근로자 대표 제도를 증진하고자 

고안된 개혁은, 효과적인 자기 규제를 증진하는 점진적인 접근을 시작할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한 개혁은,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재정의, 또는 근로자 대표를 자기 규제 특권이나 양

보를 얻기 위한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할 능력

을 더 잘 갖추게끔 하는 노동법의 변화와, 일정한 내부 근로자 위원회를 위한 법적 피난처

(safe harbor)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다른 점진적 진행 방식은 기관별 접근이다. (225) 주제-특수적 법률-예를 들어 OSHA 

개혁법-은 분명히도 규제된 자기규제 전략을, 위에서 개관된 요소들 중 일부 또는 모두와 

함게 채택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입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규제자가 현재의 자원과 법문언의 

한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 규제자들은 어느 기업과 사업장을 점검과 심사

의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위반을 탐색할지 하지 않을지, 어느 벌칙을 적용할지 결정함에 

있어 집행절차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 그 대상과 시정조치의 선택에 있어서 공동 

규제라는 발상을 받아들인 규제 정책은, 현조하는 벌칙 구조와 집행 자원의 제약 내에서 작

동한다 할지라도 기업을 올바른 경로로 향도(nudge)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훌륭한 시민

성을 구현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좋은 기업 행위를 정의하고 보상하고, 기만

적인 길을 가는 기업이 직면하는 억제에 관한 비용 편익의 계산을 조정할 것이다. 

  또다른 점진적 진행 방법은 관할별 접근이다. 연방이 선취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주 수준

에서는 포괄적인 주법에 의한 접근을 추구할 수도 있고, 요소별 접근 또는 기관별 접근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둘 다를 추구할 수도 있다. 대체(permutations)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서 중첩된다.(multiplying). 그러나, 공동 규제를 추구하는 만화경처럼 변화무쌍한

(Kaleidoscopic) 가능성은 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연방적 접근에서도 진정으로 보

호받아야 한다. 정책 결정자와 규제자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포괄적인 주법

상의 개혁을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다. 개혁은 단계별로 복수의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4

장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직업 안전과 보건 규제에서 더 협동적이고 재귀적인(reflexive) 규

제 제도를 증진하는 일에서 선구자에 속하였다. 그리고 뉴욕 주는 임금과 노동시간 분야에

서 실험을 촉진하였다. 자기 규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의 기반 위에서 현존하는 개혁들은 개선될 수 있고, 새로운 개혁들은 더 성공적으로 착

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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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행위를 통한 공동 규제의 증진 

  공공기관에 의핸 개혁과 실험에는 많은 잠재적-법적, 정치적 관료적- 장애물들이 존재한

다. 그러므로, 정부 조직(machinery)을 포획하고 재측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공동 규제가 아니라, 민사 소송 및 민간 주주(shareholder)의 적극주의의 엄청난

(prodigious) 잠재력을 가진 개혁에 자원을 쏟는데 기초한 공동 규제를 낳는 다른 점증적인 

전략을 탐색할 가치가 있다. (226) 

민사 소송을 통한 개혁(Refrom through Private Litigation[and Litigation Avoidance])

나는 고용법의 성장하는 분야를 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근로자 권리와, 규제 당국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장 기준으로 나누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그 구분은 다소간 인위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그 중 일부가 민사소송 권리로 뒷받침되는 근로자 권리는 노동 

기준 체제의 다수에 묻혀들어가 있어서 민간 부문 노동자 권익단체들에게 잠재적인 지렛대

를 제공한다. 민사소송은, 잠재적으로 공적 자원의 투여 미달로 남겨진 집행의 간극을 메우

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실제로, 민사소송들은, 공공 기관이 그들의 무기로는 지나치게 적게 

보유하고 있는 “대포”를 때때로 공급해줄 수 있다. 민사 소송 권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권리”(destabilization rights)로 기능할 수 있다. 포획되고 방해가 되며(hamstrung) 꽉 막혀 

있으며(sclerotic)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법률상 권리 및 노동기준을 집행하지 않으려 하는 

규제자를 움직이거나 규제자를 우회하는 것(bypass)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주석 8)

  민간 당사자에 의한 소송은 미국 사업장 개혁에, 특히 민권법(civil right laws) 하에서, 

잠재적인 자극이 됨이 입증되었다. 사용자의 관행 및 사업장 문화에 대하여 제기된 차별 소

송 및 성희롱 소송의 충격을 상기해보라. 많은 사업장에 만연하였던(endemic) 분리 및 차별

의 패턴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을 낳기 시작하였다. 사용자의 반응은, 공공연한

(overtly) 차별관행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내부적인 평등 고용 정책, 적극적 평등실현 조

치, 다양성과 포괄성(inclusion)의 증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진보

하였다.)　 일부 고용 프로그램은 법원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또는 합의나 화해조서

(consent decrees)에 따라 채택되었다.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들이 책임 및 소송의 많은 

비용-재정적, 조직상의 그리고 평판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그와 나란히

(along the way) Faragher4), Ellerth5) 그리고 Kolstad 같은 사건의 내부 준수 프로그램을 

4)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524 U.S. 775 (1998), was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in 

which the Court identifie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employer may be held liable under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for the acts of a supervisory employee whose sexual 

harassment of subordinates has created a hostile work environment amounting to employment 

discrimination. The court held that "an employer is vicariously liable for actionable discrimination 

caused by a supervisor, but subject to an affirmative defense looking to the reasonableness of the 

employer's conduct as well as that of a plaintiff victim."

5) Respondent Kimberly Ellerth quit her job after 15 months as a salesperson in one of petitioner 

Burlington Industries’ many divisions, allegedly because she had been subjected to constant sexual 

harassment by one of her supervisors, Ted Slowik. Slowik was a mid-level manager who had 

authority to hire and promote employees, subject to higher approval, but was not consider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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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성장케 하는 추가적인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다양성과 포괄성(inclusion)을 추구하는 현대 기업의 이니셔티브(initiatives)는 점차 준수

의 견본보다 더 크게 성장하긴 하였지만 그것들은 준수의 견본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

(progeny)이다.  다양성 및 포괄성에 대한 미국 기업의 열변을 토하는(voluble) 헌신은, 많

은 기업들이 장점으로 내세웠던(touted) “안전의 문화”가 OSHA6)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준수를 넘어서서” 성취하

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그 프로그램들은 책임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확장되는 내적인 기반

(constituency)과 이유(rationale)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의 기원은 부분적으로 

배상책임을 피하는 것 및 기업 준수에 있다. 차별금지법 하의 민사소송(private litigation)

은, 규제된 자기 규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왔다. (227)

  나는 여기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자(sanguine)하는 의도는 없다. 차별은 소멸되었다고는 

보기 매우 어렵다. 일부 다양성 프로그램은 분명히 보여주기용이다. 이것은 포스트 준수

(post-compliance) 맥락에서 “겉치레적 준수”(cosmetic compliance)와 같은 것이다. 사용

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법적 양보의 기초로 제안하는(put forward) 정도까지는, 적어도 

Faragher, Ellerth 및 Kolstad 하의 책임에 대한 부분적인 방어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들은 

근로자 대표 및 외부 감시의 형태로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 직원인 

모든 노동자들을 폭넓게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 (Workforce-wide employee 

representation)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적 · 중재적 분쟁해결 제도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

하여 그렇다. 그러나 그들의 특수화된 이익이 그러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게 되버리고 말게

될(being submerged)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기본적인 형식은 추가적인 정체성 

하위 집단에 의해 유용하게 보완될 수 있다. 

  현재의 논점은, 차별금지관련 소송의 위협과 실재성이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많은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해, 특히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기업들에서 고용의 지형 및 노동 환경을 

개선시킨 것으로 보이는 제도 개혁의 과정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법이 손

을 들어주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혁들의 형태를 분명히 표명(articulate)하기 시작해옴에 따

policy-maker. Against a background of repeated boorish and offensive remarks and gestures 

allegedly made by Slowik, Ellerth places particular emphasis on three incidents where Slowik’s 

comments could be construed as threats to deny her tangible job benefits. Ellerth refused all of 

Slowik’s advances, yet suffered no tangible retaliation and was, in fact, promoted once. Moreover, 

she never informed anyone in authority about Slowik’s conduct, despite knowing Burlington had a 

policy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filing this lawsuit, Ellerth alleged Burlington engaged in sexual 

harassment and forced her constructive discharge, in violation of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 2000e et seq. The District Court granted Burlington summary judgment. The 

Seventh Circuit en banc reversed in a decision that produced eight separate opinions and no 

consensus for a controlling rationale. Among other things, those opinions focused on whether 

Ellerth’s claim could be categorized as one of quid pro quo harassment, and on whether the 

standard for an employer’s liability on such a claim should be vicarious liability or negligence. 

Held: Under Title VII, an employee who refuses the unwelcome and threatening sexual advances of a 

supervisor, yet suffers no adverse, tangible job consequences, may recover against the employer 

without showing the employer i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for the supervisor’s actions, but the 

employer may interpose an affirmative defense. Pp. 6—21.

6)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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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사 법원이 그렇게 함에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피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

은 그들 기업 내부 구조를 그에 따라 재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사업장 관련법의 다른 분야에서 자기 규제적인 제도를 어떻게 확장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검

토할 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주석 9) 특히,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고, 소극적인 규제기관

을 우회해서 전진하거나 보완하여 노동 기준의 효과적인 자기 규제 체계를 증진하기 위하

여, 민간 행위자가 현행법 하에서 소송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민사소송이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에서의 노동과 임금 관행에 초

점을 맞춰보자. 

  그 질문은, 그러한 주장이 강제적 중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지 모르며 그래서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의해 복잡하게 된다. (주석 10) 4장에서 논의

하였듯이, 고용법학자들 사이에는, 중재가 고용상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적

합한 포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과거에

는 강제적 중재 합의(mandatory arbitration agreements)는 임금과 노동시간 소송에서 많

이 등장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하여 위협을 가함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몇몇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권리 주장은, 특히 법원에서건 중재에서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활용

가능하지 않으며, 집단적 기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vindicated) (주석 11) 사용자가 근

로자로부터 그들의 권리주장을 집단화하는 권리의 포기를 받아내도록 강제적 중재 합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큼 (exact from employees a waiver of the right to aggregate 

their claims) (228) 사용자들은 일부 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권리주장들을 배제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것은 고용법 집행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며, 어떤 규제 모델 하에서도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집행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분야에서 소

송의 민사적 권리의 확대는, 공동 규제를 증진하는 추가적인 경로를 열어젖힐 것이다. 캘리

포니아는 (아놀드슈왈츠제네거 주지사 취임 전날에 제정된 2004년 제정법으로 그 방향으로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은 노동법에 관한 사적 법무장법(Labor Code Private 

Attorney General Act)7) (PAGA)로, 사용자들은 그 법에 “현상금 사냥꾼 법(bounty 

hunter law)”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tagged) (주석 12) PAGA는 피해를 입은(aggrieved) 

근로자가 주가 노동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집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하는 것을 - 

그 기준을 정한 해당법이 민사적 집행을 허용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허용하고,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평가된 민사제재벌금(civil fines)8)의 일부를 징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7) 연방부정청구법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을 Qui Tam 소송이라고 부른다. Qui Tam 소송은 연방정부에 행한 사

기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

든 소송제도이다. 이 규정은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Qui Tam 소송은 실제로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내부고발자 

소송(whistleblower lawsuit)”이라고도 불린다. Qui Tam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는 정부 예산집행분야, 보

건위생분야, 방위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부정청구의 성립요건으로 금전지금

등의 청구가 존재해야 하며, 당해 청구가 부정 또는 허위의 청구로써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부정청구임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A Civil penalty is a monetary fine that is designed to compensate for harm. It is distinct from a 

criminal penalty, since its purpose is not designed to punish the person who the penalty is imposed 

on. Instead, it is designed to make the other party, who was damaged or injured in some way, 

whole. Civil penalties, also referred to as civil fines, are exclusively monetary. They are issued by 

either a judge or a jury, who determines the appropriate amount of the fine that will be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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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collect part of civil fines that were assessed) 놀란 사용자들은 그 법을 폐지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다만 수정하는 데에만 성공하였고, PAGA의 적용 범위를 “심각한 위반”

에만 한정시키고, 규제와 사용자 양자 모두에게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고안된 소송

전 절차를 부과하였다. (주석 13) 수정된 상태로도, 그 법은 집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근로

자와 그 지지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며, 공동규제를 추구하는 전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민사 원고와 그들을 대변하는 권익단체들에게 (private plaintiff and their advocates) 활

용가능한 전략들은 대체로 보아 공공 규제자들에게 활용가능한 전략과 병행한다. (parallel) 

고도로 집중화된 소송 및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배상 책임의 압력 때문에 내부 개혁이 한 기

업에서 추구될 수도 있고 그들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prophylactically) 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침을 확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진될 수도 

있다, 

시정조치 전략(The Remedial Strategy) 

현재의 논의의 목적 및 중재를 둘러싼 논란은 제쳐두고, 사용자가 광범위한 임금 기준 위반

에 연루되어 있고 법원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라. 과거 위반에 대한 배상

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근로자와 근로자 권익단체들(their advocates)들이 장래의 효과적

인 자기 규제 체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bring about) 일부 민간 

행위주체들(private actors)은 이미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GGCC와 5장에서 서술된 

MCTF를 갖춘 글로벌 빌딩 서비스 (Global Building Service)의 감시 제도는, 조사 업무 

(investigatory footwork) 및 노동조합 및 다른 노동자 권익단체들의 아래로부터의 공개적

인 지지(advocacy)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came about) 적어도 MCTF의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노동자 이익에 대한 헌신을, 감시 제도 자체 내에서 계속하

여 제공하였다. 확실히 두 경우 모두, 감시제도에의 사용자 참여 배후의 추동력 중 많은 부

분을 공적 집행의 위협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규제 당국(regulatory authorities)이 (229) 

감시와 자기 규제 제도의 확립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노동 기

준 체제가 민사소송의 권리를 포함할 때, 그것은 개인과 그들의 변호사들에게(advocates) 

그들의 권리 주장을 지지하는 사법분야의 조력 및 궁극적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을 허

용하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이 기업을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방향으로 조타하는 한 가지 방식은 성

공적인 소송에서 장래에 대한 시정조치를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시정조치 전략”(remedial strategy)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고

In all cases, civil penalties are imposed by the state. They are distict from civil law suits, or torts, 

because they are not the result of a private suit between two private parties. If one individual 

person sues another person in a civil suit and is awarded monetrary damages, that money is 

referred to as civil damages, not penalties. 

For example, a civil fine may be in the form of a traffic ticket in which a fine is imposed. Others 

include parking tickets or tickets for littering. A larger penalty may be assessed if a private person 

damages government property and the government sues the person. If a person drives into a 

government building in a car accident, for example, the government may sue the individual for the 

damage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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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차별 맥락에서 선구적인 예를 보여왔다. (주석 14) 시정조치 전략은 한 번에 한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자원집약적인 접근이다. 동시에, 거대한 배상 책임의 즉각적인 전망은, 기

업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데 초점

이 맞춰진 수단과 능력을 제공해준다.

  한 기업이 광범위한 노동 시간 기록하지 않기(off the clock work)나 “시간 깎아내

기”(time-shaving)에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여보자. 시간 깎아내기는, 근로자의 급여

를 감액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매시간 근로내역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doctoring of hourly 

employee's time sheets to reduce their pay)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가 전형적으로 주장

하듯이 근무내역 기록(rogue) 관리자(supervisor)가 승인하지 않은 행위인지, 아니면 많은 

소송 제기자들이 혐의를 제기하듯이 만연해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격려되는 비용절감 전략인

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행위는 여하한 구제나 합의의 일부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배상 

뿐만 아니라 장래의 구제(prospective relief)도 요청한다. 장래의 구제는 기업 준수 체제

(corporate compliance regime) 내에서 조직상, 기술상의 개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개혁들은 근로자 대표 및 독립적인 준수 여부 감시 형태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만 한다. 

소송 계류(pendency)와 엄청난 액수의 법적 책임의 위협(megabucks liability)은 근로자 권

익단체(employee advocates)에게, 정부 규제자가 의류 산업(apparel industry)와 청과물산

업(greengrocer)의 경우 감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종류의 수단(leverage)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전 배상(compensation)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소송들의 주된 목적이기

는 하지만-특히 성공보수금을 걸고 수임한(on a contingency basis) 민간 변호사에게 소를 

제기 당했을 때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잠재적 배상책임 중 일부, 특히 초과배상책임의 

일부(supercompensatory liabilities)는, 그 기업이 장래의 위반을 막아주는 감시 체계를 받

아들이는 대가로 잠정적으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빌딩 서비스(Global Building Services)와  MCTF의 감시 합의-비록 지금은 

lapsed되었지만-는 소송에서의 시정조치 전략을 보여주었다. 비록 그 합의는 DOL의 집행 

소송과 나란히, 그리고 실제 민사 소송 없이 탄생하게 되었찌만, 그 합의를 낳게 한 추동력

은 MCTF가 글로벌의 당시 남아 있던 큰 책임에 대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MCTF에 의해 제공된 합의 하에서의 감시와,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이

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는(accountable to) 노동자 센터가 건물 경비 및 관리 사업의 노

동조합이 결성된 부문에서 단체 교섭을 통하여 확립되었다.(230) MCTF는, 비영리 감시 조

직으로서, 사용자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래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변

호사보다 잠재적인 손해배상금을 포기하려는(forego) 경향이 더 컸다. 그리고 MCTF는 기

업이 추구할지 모르는 비밀유지(secrecy)나 점검에 제한을 두는 조건에 관하여 합의려는 

경향은 아마도 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집단 소송이, 노동활동가 단체 및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비영리 노동자 권익단체 단체(nonprofit worker advocacy groups)와 결합되었을 

때 발휘하는 가치를 시사한다. 글로벌 합의는, 민사적인 집행 활동을 통하여 감시되는 자기 

규제의 모델을 확장하는 유용한 견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소송이라는 곤봉이 동원되어도(Even under the club of litigation) 그리고 노동조합을 포

함한 노동자 권익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장래적 조치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사용자들은 그들이 집단적인 근로자 대표의 기미라도 보이는 것(that 

smacks of collective employee representation) 특히 노동조합의 개입에 저항하기 위해

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지도 모른다. 이 역학은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GGCC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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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드러났다. 뉴욕 주 법무부장관실의 손에 달려 있는는 파멸적인 배상책임의 위협 하에서

조차, 청과물 사업자(greengrocer)들은 단호하고도(adamantly) 성공적으로, 노동자 대표 규

정에 저항하였다. 열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드문 가게에서 상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준수와 더 높은 임금, 그리고 그들의 작고 주변적

인 사업장에서 외부의 심사와 조력으로 연결되는 더 나은 전달통로를 받아내었지만, 집단적 

대표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는 어느 것도 얻어내지 못하였다. (아마도 준수 여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아마도 확장하였을 그러한 기구를) 

  민사 소송의 전망과 한계는, Thomas v. Total Health Home Care Corp 사건이라는 최

근 소송에서 잘 분별된다. 그 사건에서 일군의 가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성공적으로 불법

적인 임금 관행에 도전하였다. 이동시간에 대한 미지급, 징계를 통한 임금 삭감, 초과근무를 

틀리게 계싼하는 것 등등. 체불 임금(back wages) 220만 달러를 지급함에 더하여, 사용자

는 원고의 대리인 로펌 중 하나인 “감시단”(Monitoring Cousel)에 의해 그 회사의 급여지

불 관행을 감시받도록 하는 데 동의하였다. 감시단은, 임금대장(payroll)과 인사 기록에 접

근이 허용되었으며,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되었다. 주목

할 점은, SEIU와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양자 모두를 

위한 변호사들이, 집단 자문단으로서 민간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였지만, 원고의 민간 로펌

만이 감시단으로 이름붙여졌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감시단은 “어떤 노동조합이나 조직가들 

에게, 감시 업무로부터 얻은 어떠한 그러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자 

접촉 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유지 규정을 지속하는 데 동의하였다. (Cousel agreed to 

maintain strict confidentiality of employee'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not 

sharing any such information with ... any labor or trade union or organizer thereof." 

그럼에도, 토털 헬스(Total Health) 합의는, 공식적인 독립적 감시를 임금 및 노동시간에 고

나한 민사소송의 합의에 포함시킨 돌파구(breakthrough)를 보여준다. (231) 노동자 조직이 

공식적인 감시 역할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감시는 공유된 사업장의 불만

(grievances)을 소통할 새로운 채널을 열어주며, 기준에 못미치는 노동조건을 불평할 안전

한 장치를 제공해준다. 노동자들은, 함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노동조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협소한 범위의 사업장 쟁점

에 관해서라도 그들의 이익에 헌신하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직들에 대한 연결통로(conduit)

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폭넓은 쟁점에 관하여 대표의 맛도 보게 해줄 수 있으며, 

대표를 원하게 해줄 수도 있다. (a taste of, a taste for) 

원칙적 접근 (The Doctrinal Strategy) 

그러므로 민간 권익단체들은 (private advocates) 시정조치 전략을 통하여 효과적인 자기 

규제를 증진할 수 있다. 소송이라는 곤봉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였더라면 

피했을 자기 규제 조치를 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러나 만일 그것이 민사 소송이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경로라면, 한 번에 한 명의 피고 (또는 보이코트 대상)만을 상대할 수 있따

면, 변화는 정말로 느릴 것이다. 다행히도, 법은 그보다는 넓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the 

law casts a longer shadow than that) 차별금지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기준법(the 

wage and hour laws) 하의 민사소송은 “법의 그림자”를 공적 집행의 부적합한 체계에 의

해 닿은 범위보다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기업이 그 안에서 운영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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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법적 영향력에 더 분명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소송을 당하는 모든 기업들에 더하

여 소송을 당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도 소송, 배상책임,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평판상

의 손상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어한다. 만일 그것이 자기 규제 사전조치를 요구한다

면, 자기 규제적 사전조치(self-regulatory precautions)가 (만일 그것들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뒤따를 것이다. 이 개혁을 위한 “원칙적 접근”에서 핵심이 되는 것

(linchpin)은, Faragher-Ellerth-Kolstad 흐름의 사건들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자기 규제를 위한 부분적 옹호이다. 그것들의 경계는 책임있는 기업의 행위를 인도하여 그

들의 법적 노출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원칙적 전략은 잠재적으로, 몇몇 완전히 소송화된 사

건을 활용하여 많은 곳의 사업장 개혁으로 이어지게 한다. 

  원칙적 전략은,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민사 소송권리의 존재에 무엇보다 의

존한다. 노동기준법은 몇몇 경우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 위반들은 쉽게 입증가능하고, 그로

부터 결과하는 책임은 심각하다. 특히 불법적인 관행이 수년동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다면. 변호사 비용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liquidated damages)9)를 감안하면 말이다. 

(주석 16) 민간 변호사들(private bar)은 집단적인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권리 주장이-저

임금 노동자를 대변하여 이루어진 권리주장들 중 일부를 포함하여- 수익이 좋을 수

(lucrative)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로부터 결과하는 소송의 해

(surge)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begun to take notice of) (주석 17) 이러한 소송들에 그들

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챈 기업들에게, (232) 민사소송의 위협은 공적 집행의 위협이 대체

로 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던 것을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즉, 위반을 억제하고 내부적인 예

방 조치들을 증진하는 일 말이다. 

  신망있는 주식회사 월 마트(Wal Mart, Inc)다시금 그 논점에 부합하는 사건을 제공해준

다. 비판과 소송이 있은 후 수년 뒤인 2005년, 월 마트는 “기업 법준시 팀”을 제도화하여 

9) Liquidated damages (also referred to as liquidated and ascertained damages) are damages whose 

amount the parties designate during the formation of a contract[1] for the injured party to collect as 

compensation upon a specific breach (e.g., late performance).[1]

When damages are not predetermined/assessed in advance, then the amount recoverable is said to be 

'at large' (to be agreed or determined by a court or tribunal in the event of breach).

At common law, a liquidated damages clause will not be enforced if its purpose is to punish the 

wrongdoer/party in breach rather than to compensate the injured party (in which case it is referred 

to as a penal or penalty clause).[2]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term would, 

in effect, require an equitable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However, courts sitting in equity will 

seek to achieve a fair result and will not enforce a term that will lead to the unjust enrichment of 

the enforcing party.[3]

In order for a liquidated damages clause to be upheld, two conditions must be met.

First, the amount of the damages identified must roughly approximate the damages likely to fall upon 

the party seeking the benefit of the term.[2] 

Second, the damages must be sufficiently uncertain at the time the contract is made that such a clause 

will likely save both parties the future difficulty of estimating damages. 

Damages that are sufficiently uncertain may be referred to as unliquidated damages, and may be so 

categorized because they are not mathematically calculable or are subject to a contingency which 

makes the amount of damage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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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 노동시간, 그리고 휴게시간과 관련한 월마트의 책무를 포함한 몇몇 분야에서 

월마트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였다.”(주석 18) 월마트는 스스로 장점으로 많이 내

세웠던 바 있는 정보 기술 체계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이 법이 허용한  것 이상으로 일하거나 

노동한 것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주석 19) 이 새 체계가 여전히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압력 하에 놓여 있는 점포 관리자들이 노동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일할 것을 

명하는 짓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억제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긴 하지

만, 월마트의 새로운 정책과 절차는 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위반의 사례를 감소시켜왔던 것 

같다. (주석 20) 어느 경우건, 그 새로운 정책은 거의 확실히, 기업에 대한 장래의 소송에서 

등장할 것이다. 월마트는 판에 박힌 듯이, 노동시간 기록 관리자들(supervisors)이 회사의 

표명된 정책을 위반하여 행동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노동시간 미기록 주장에 대

하여 스스로를 변호해왔다. 이제 회사 정책이 강력한 준수 절차로 증강되고(beefed up) 뒷

받침되었으므로, 장래의 소송은 Kolstad 사건의 논변과 같은 것에 의해 대처될 것이다. 일

부 월마트 관리자가 미기록 노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절차를 회사가 운영하고 있

기 때문에 배상책임으로부터 항변을 구성한다는 것 말이다. 법원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가? (주석 21)

  그 논변으로부터 도출되는 답은, 요건이 부가된 수용이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 (The 

answer that follows form the argument here should be one of qualified acceptance) 

법원은 부분적인 항변(partial defense)은 허용하여야 한다. 즉, 그 기업의 내부 준수 프로

그램이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리고 대표가 노동조합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 관심가 있을 경우 오직 그 경

우에만, FLSA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 다른 경우라면 가능할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liquidated damages) 같은 초과배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제받는 항변으로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제안된 자기 규제 항변은, Faragher-Ellerth-Kolstad 하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움(exacting)은 분명하다. 현존하는 모든 준수 프로그램은 이 기준에 못미친다. 만일 

제안된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인다면, 그것이 여기서 이미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

업에,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과 노동시간 위반 사건에서 더 낮은 임금 비용을 통해 그들 대

리인의 법 위반을 통해 이윤을 얻어왔던 기업에 적용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들이 운영한 내

부 준수프로그램이 무엇이건, 그것은 해당 위반을 피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제안된 공동 

규제 항변은 결코 강제로 적용되는 구속복이 아니다. (no straitjacket) (233) 기업들은 기

술된 요소 모두를 갖춘 준수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이 요청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위반

을 방지하리라 믿는 다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기업의 절차는 효과적인 자기 규제에 관한 법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의 제재 전체로부터 아무런 면제도 받지 못하

게 될 것이다.

  물론, 효과적인 자기 규제를 증진하는 시정조치 전략도, 원칙적 전략도 성공을 보장해주

지는 않는다. 특히, 그 중 어느 것도, 근로자 대표의 여하한 형태를 확보해줄 것을 보장하지

는 않는다.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다른 요소들이, 조직에 대한 연방양형지침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그리고 자기 규제를 유도하는 다른 법에 힘입어, 시대정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와 스캔들이 개혁자들과 규제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취할 지렛대를 부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감시조차도 점점 더 흔하게 의지하는 수단(recourse)이 되어가고 있다. 그

러나 근로자들에게 제도화된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사용자들의 저항이라는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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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고 있다. 강력한 초과배상 구제조치는 그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렇지 않으면, 독립적인 근로자 조직들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권익단체들은 경

제적 압력-ROC-NY가 과녁이 된 레스토랑에 대하여 수행했던 것과 같은 기업에 손상을 가

하는 (damaging) 공익 운동 또는 심지어 이모칼리 노동자들(Immokalee Workers)이 선도 

패스트푸드 체인들에 대하여 벌였던 보이코트와 같은 것들-의 조직된 운동과 함께 소송의 

위협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비소송 전략들을 다시 살펴보겠다. 

직업 안전과 보건법의 불운한 사건들 (The Unfortunate Ca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사업장 보건과 안전의 중요한 분야에서는 민사소송의 발판이 사실상 전무하다. FLSA와는 

달리, OSHA 그 자체는, 안전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결과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민사소

송의 권리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안전에 관한 우려사항을 보고한 이유로 해고된 내보

고발 근로자들을 위한 민사 소송 권리(private rights of action)조차도 드물과 위험에 처해 

있다. OSHA의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아무런 민사소송 권리나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이나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damages)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비효과적이

라는 점에서 악명이 높다. (주석 22)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불법행위에 기대어 간접적으로 

보건과 안전 개혁을 증진할 수도 없다. 현대 불법행위법은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소

(hazards)에 의해 야기된 재해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내부화하거나 사고 예방조치를 촉진하

도록 기업에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주석 23) 그러나 주 노동자 손해배상법(state worker 

compensation laws)는 사업장 재해에 관한 권리주장을 불법행위에서 뽑아내어 주변적이며 

과소보상되는 행정 체계로 옮긴다. (주석 24)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에 대

한 손해배상 보험료는 경험에 근거하여 매겨진 것이 아니다.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are not experience-rated) 보험료는 (234) 사용자의 안전 기록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 (주석 25) 그 결과, 그 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와 사회에 

발생하는 직업상 재해와 질병의 비용 전체와 유사한 어떠한 것도 사용자가 내부화하게 하지 

못한다. 

  확실히, 사용자들은 사업장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비법적 유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는 

하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작업손실, 숙련된 노동자의 상실, 그리고 뚜렷하게 위험한 직업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프리미엄을 그 수준이 무엇이건 지불하는 것. 그러나 그

러한 유인들은 단지 불충분한 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유인들은 민사 책임이 

제공할 수 있는 종류의 개혁의 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현재의 직업 안전과 보건법의 지

형에서, 정부 밖의 근로자 및 근로자 권익 단체는 시정조치 전략에 의해서도, 원칙적 전략

에 의해서도 자기 규제 개혁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사업장 사고에 대한 엄청난 액

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위협이 풀어놓았을 창조적인 개혁주의 열정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었던 간에, 그것은 현재 우리에 잘 가두어놓은 상태에 있다. 

  작업장 보건과 안전의 분야에서는, 민사소송의 길은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첫째로, 노동

자의 손해배상 배제(exclusivity)에 대한 협소한 예외에 따라, 주는 일반적으로 일부 고의적

인 해악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소송을 허용한다. 둘째, 일부 주 법원은, 안전 위반을 불평하

다가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대신한(on behalf of) 불법행위 구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일부 

법원은 OSHA가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적합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근거에서 보통법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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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foreclose했지만 말이다.) (주석 27) 

  보건과 안전 내부고발을 해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

제하는 것(workers' compensation exclusivity) 및 보통법이 활용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더 나은 

방식을 제공하려는 더 큰 전투의 작은 접전(skirmishes)들이다. 주와 연방 당국들이 계속하

여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수백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에는 쓰라릴 정도로 수

단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지속시킨다면-그리고 그러한 사태는 사업장 안전에 전적으로 헌

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공중은 민사적인 규제 자원에 의존하

게 될 것이다. 활용하게 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민사적 해결 자원은, 그 기업들 자체의 

내부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경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있으며, 경제적 압력에 따

른 형량은 때때로 보건과 안전 규제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 내부의 엄청난 규제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보

건 ‧ 안전법의 주된 수혜자들을-노동자들을-그들 자신의 규제적 무기로 무장시키는 것을 요

한다. 사업장 재해와 질병에 대한,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그리고 안전법의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 권리는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효과적인 자기 규제의 이

해는 그럴 경우, 그 수단이 활용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효과적인 자기 규제 원칙에 대한 

이해는 그럴 경우, 사업장 조직을 효과적인 개혁의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어

줄 것이다. (235)

주주 적극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민간 개혁 (Private Reform through 

Shareholder Activism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장은, 최근 몇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규범의 보상을 탐구한다. 그것에 의해서 기

업들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기업의 운영에 의해 영향받는 공동체 및 환경의 복지를 위해 

법이 부과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수용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운동은, 비록 확

실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외부의 압력의 산물이었다. -대부분은 기업의 활동범위

(orbit) 내에서 추문이 되는(scandalous) 불법적인 관행을 겨냥한 보이코트, 그리고 공개적

으로 알리기운동으로부터 나왔지만 또한 “공정무역”, “노동착취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교부(certifications), “최선의 기업들” 보고 등등의 형태의 적극적 압력으로부터도 나왔다. 

그러나 그 바깥의 압력들이 “내부자 게임(insider game)을 기업 주주들이 추구할 수 있게 

해주고 노동자는 환경주의자들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휏불(torch)을 기업 이사회실

(boardrooms)로 이전할 수 있게 해준다. 외부의 압력과 주주 적극주의의 결합은, 처음에는 

상당히 피상적일 수도 있었던 헌신에 실제로 부응해서(actually living up to) 운영할 수 있

는 내적 구조의 창설 및 내적인 구성(constituency)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주주 권익옹호(shareholder advocacy)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기준

은, 선한 기업 의도의 일반적 진술로 끝날 필요도 없고 끝나지도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공급 사슬을 감시하는 관행은, 주주 활동가(shareholder activists) 및 바깥

의 권익 단체들의 조정된 노력을 통해 개선되어 왔다. 앞서 논의된 “시정조치 전략”이 실제 

소송의 압력과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되는 제재의 위협을 활용하여, 그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

었더라면 장래를 향한 개혁을 채택하게끔 유도하듯이, 권익 옹호단체는, 기업에 대한 부정

적인 알리기의 가혹한 시선(glare)을 활용하여 그들의 공급 사슬 내의 추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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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alously) 나쁜 관행을 없애고, 기업 내외부로부터 주요 개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

른다. 그것이 대체로 나아키(Nike)의 경우 발생한 일이며, 그것은 데이비드 보겔(David 

Vogel)의 말을 빌리자면 “천민 자본가에서 선두 주자from pariah to pacesetter”로의 변환

에 이르게 하였다. (주석 28) 그리고 그것은, 회의주의자의 마음을 바꾸고 그 내부 고용관

행 및 공급 사슬 관리 양자 모두에 있어서, 굼벵이(laggard)가 되기보다는, 선도자가 되기 

위하여 월마트가 계속하여 노력하는 일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거대한 부정적인 

홍보 운동 (massive negative publicity campaign)에 의하여, 한 기업이 천민 자본가

(pariah)로 낙인찍혀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마다 (또는 외관상 굴복할 수 밖에 없

었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그 운명을 피하기를 희망하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원칙적 전략”이 Faragher와 Ellerth의 경우에서서처럼 기업이 소송에 의한 억제

를 실제로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앞서가기 위해 채택하게 되는(stay ahead of the litigation) 

효과적인 준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권익 단체들(outside 

advocates)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채택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는 “최선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시민사회의 행위자들-노동조합, 노동자 센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공

동체 내의 그들의 동맹자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고용 권리와 기준에 헌신

하도록, 그리고 그 권리 및 기준을 실현하는 공동규제적 구조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을-정부의 조치나 민사 소송이 없는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다. 만일 권익단체들이, 그

들의 노동자(그리고 공급자들의 노동자) 스스로의 헌신(commitment)의 실행이 공동 규제의 

교의(tenets)를 좇으며 노동자의 집단적 대표 및 외부의 준수 여부 감시를 포함한다는 점을 

납득하게 되면, 그들은 외부 전술과 내부 전술의 조합을 통하여 그러한 관행들을 증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공급자 공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기준이 세계적인 노동 착

취 반대 운동에 의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노동자 권리 운동은 공동 규제의 방향

으로 공동 기준을 갖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한 기준-법이 명한 기준과 기업이 스스로 채택

한 더 높은 기준 모두-를 설정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공동 규제를 향한 가능한 많은 경로들이 있다. 즉, 공적인 것, 사적인 것, 행정적인 것, 사

법적인 것, 연방적인 것, 국가적인 것, 지역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추구함에 

있어 가능한 많은 주역들(protagonists)이 존재한다. 즉, 노동조합 및 다른 노동자 권익단

체, 입법자, 규제자, 그리고 다른 정부 공직자, 법률가, 학자, 그리고 전문가(pundits). 이 모

든 노력들 및 행위자들을 묶어주는 단순한 메시지는, 일터에서의(at work)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인 기제를 필요로 한다. 사용자들이 그 원리를 인정하고,

ㅡ 그 기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한, 노동자의 권리 집행을 수탁받아서는 아니되며, 자기 규

제로 얻는 특권이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 대표 없이 자기 규제는 없다. 

<9장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