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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노동법의 형해화와 산업적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의 쇠락”

번역: 이한 

이 책은, 21세기 작업장에서 자기 관리를 향한 경로를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경로는 급

조해서 구성될 수는 없다. 뉴딜과 연방노동관계법(NLRA-National Labor Relations 

Act=Wagner Act)의 유산은, 산업민주주의의 특정한 형태를 받아들여, 그대로 놓쳐서는 안

될 자원과 수단들을 제공하며, 그것을 무시하면 위험하게 되는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며, 

또한 주의해야할 교훈을 가르쳐준다. 이 장은, 학자, 교사, 그리고 노동법 실무가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풍경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특별

한 중요성을 갖는 그 특징들 중 일부를 강조하고자 한다. (주석 1) 

미국 노동법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935년 원래의 연방노동관계법 또는 와그너법-부상하는 강력한 노동자 집단과 뉴딜에 친화

적인 압도적이 된 선출직들의 등장을 맞아 공황의 극심한 고통(throes) 속에서 제정된-은, 

집단적 교섭에 우호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을 선언하였다. (28) 법 제7조는, “자기 조직

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조력하고, 그들 스스로 고른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상호 부조 또는 상호 보호의 목

적에서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금은 8조(a)항이 된 제8조는, 사용자의 

다섯가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제7조의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 강

제, 제약을 하는 것; 노동자 조직의 지배 및 원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기초한 차별, 이 

법 하의 절차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신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 법은, 노동자 대표의 선출과 자격 확인을 위한 

기제 또는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조직에 관한 기제를 확립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의 사법 심

사를 받을 가능성 하에서 대표 절차를 지시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 연방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 Board) (NLRB 또는 위원회 Board)를 창설하였다. 연방대법원이 

1937년 그 법을 의회의 통상조항 권한의 적절한 행사로 보아 합헌으로 본 놀라운 판결은, 

미국 노동법의 현대를 열었다 (주석2) 

  연방노동관계법은 민간 부문 작업장의 “헌법”을 효과적으로 확립하였다. 즉, 일련의 개인

의 권리 및 집단 권리 그리고 행정적 집행 제도로 뒷받침되는, 자기관리의 틀을 확립하였

다. (주석 3) 그 틀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과 법적인 자조(self-help)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운영을 통해 행위하려 단체교섭 합의의 형태로 “입법”하게끔 허용하며, 분

규 중재(grievance arbitration)을 통하여 판정 및 해석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촉구하였다. 

뉴딜 노동제도는 대부분의 노동 분쟁과 투쟁을, 노동조건을 위하여 법원과 의회 바깥에서 

계약에 기반한 자기관리의 재구성된 영역으로 옮겨 다루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한 영역에

서 노동자들은, 결사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유한 시민이었으며 작업장은 자기결정의 장

소였다. (주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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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헌법과 비교해보면, 뉴딜의 작업장 헌법에는 몇몇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 있다. 그것

은 “통치의 공화적 형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산업적 형태를 “(...)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에 그 법은, 노동자들이 대표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수결 및 불안정한(precarious) 조직 

절차에 맡겨두었다. 그것은 인종 및 다른 속승을 나타내는(ascriptive) 특질들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보호조항”을 결여하고 있다. 또 빠진 것은 적정절차를 명하는 조항이

었다. 노동조합은 전형적으로 분규 중재(grievance arbitration)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보

호와 “산업적 적정절차”를 따내기 위하여 교섭하긴 하였지만, 비노조원인 근로자들(29)은, 

이유를 고지받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처지로 남아 있었

다. 작업장에서 뉴딜 헌법의 국지성 그 자체가-특히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의 

기회를 허용하였다는 점 때문에-그 이후 이어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쇠락의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 헌법은, 작업장을 민주주의 및 시민권과 시민적 자유가 적

용되는 적합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그 법은 근로자의 자유와 자기 결정을 촉진하기 위하

여 민간 기업의 내적 운영에 입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확립하였으며 작업장에 대

해 갖는 사용자의 주권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가 1947년 와그너법을 개정하였을 때, 의회가 취한 완성되지 않은 의

제였다. 그 해에 이르자, 노동운동은 1935년 이래로 그 규모에서 다섯 배가 되었으며

(quin·tu·pled)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새로이 발견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였다. (주석 5) 태프트-하틀리 법으로 의회는, 단체교섭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에서 등

을 돌리고, 와그너법의 기본적 정책을 개조하여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근로자의 “자유 선

택”에 찬성하여 행동하였다. 의회는 7절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공동 활동(concerted 

activity)에 참여할 권리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확인하였으며 8조(b)항을 부가

하였다. (section 8(b)) 8조(b)항은 노동조합이  동조 피켓팅이나 보이코트 및 (secondary 

picketing and boycotts) 다른 “불공정한” 관행을 금지하였다. (주석 6) 그래도 1947년 개

정은, 법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추가를 통해 대체가 이루어졌다. 그 개정법은 원래의 뉴딜 

문언의 핵심 조항-그리고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조항-를 본질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남겨두었따. 

  1947년 이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다. 1959년 랜드럼-그리핀 법

(Landrum-Griffin Act of 19591))은 조합 내부의 일에 대한 규제 체계를 부과하였다. 여기

에는 노동조합 구성원을 위한 중대한 권리와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러

나 그것은 주로 동조 보이코트 금지 및 인정 피켓팅 규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연방노동관계

법의 노동자 규제 규정만을 손댔을 뿐이다. 주 (prohibition of secondary boycotts and 

regulationg recognitional picketing) (주석 8) 그 몇 안되는 예외를 제외하면, 오늘날 노동

자들이 자기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규율하는 

연방노동관계법의 문언은 본질적으로 1947년에 의회가 남겨둔 바대로이다. 

  그 이래로, 민간 부문 노동인구에서 조직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퍼센트로 쪼그라들

었다. 그 노동법이 고용의 조건을 결정하며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주된 기제로 되기를 의도

하였던 단체교섭 체계는 오늘날 민간 부문 미국 노동자들의 대다수(vast majority)와는 거

의 무관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현대 노동자의 삶의 성격과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사잉의 

1) 1959년에 제정된 법령; 제2차적인 보이콧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조합 경리의 공표(公表)를 의무화하며, 조합 

선거의 무기명 투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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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이라는 기본 개념이 근본적으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30) 작업장 거버넌스에서 집단 대표를 향한 욕구를 표현한다. (주석 10) 더군다나, 

그 정수(essence)에서 단체교섭은, 시장, 지역적 여건,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자는 현재의 요

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탈중앙집권화되어 있으며, 유연하고, 민

주적이다. (주석 11) 현실은 그 이상에 훨씬 못미치긴 하였지만 단체교섭은 잠재적으로는, 

개별 계약의 가혹한 체제와 “명령 및 통제”라는 중앙집권화된 규제 사이의 유명한 “제3의 

길”을 그것이 뉴딜 자체에서 하였던 정도만큼 보여준다. (주석 12) 

  그렇다면 노동조합 대표 및 단체교섭의 체계는 왜 그토록 소멸 직전(moribund)이 되었는

가? (주석 13) 학자들은 몇 가지 답안을 내어놓았다. 그 답안들은 상호배타적이지는 않지만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다. 탈산업화 및 점점 더 세계적이고 경쟁적이 되어가는 상품시장을 

포함한 경제구조적 변화(주석 14),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이해관계 모두와 들어맞지 않은 

전통적인 적대적 노동조합주의(unionism)(주석 15), 노동조합 자신의 안주(complacency)와 

중요했던 몇십년 동안 조직화에 대한 헌신이 없었던 것(주석 16), 노동조합의 대중적 이미

지와 호소력을 손상시켜온(tarnished) 폭력 행위로 얻은 돈과 부패. 그리고 점점 더 뻔뻔해

져(brazen)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반발. (주석 18) 우리는 7장에서 노동조합 쇠락

의 원인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경

제 여건의 변화나 사용자 및 노동자의 변한 필요 등-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다. 노사

관계를 지도하는 법은 왜 세계의 그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스스로 변하지 않았는가?

  미국 노동법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민주적 개정이나 갱신 그리고 지역적 실험이나 혁신으

로부터 본질적으로 봉쇄되어(sealed off) 왔다. 기본적으로 법문언들, 그리고 자기 조직화와 

단체교섭의 실행 근거가 된 중간적 수준의 원칙과 절차들은 거의 50년 넘게 얼어붙은 상태

로, 또는 형해화된 상태로 있었다. 다양한 정치적 법적 기제에 의하여, 노동법은 놀랍도록 

긴 시간 동안 중요한 변화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다. 미국 노동법은 부분적으

로 그 형해화로 인해 불구가 된 것이다. 

  이 주로 미래를 계획하는 기획이 (mostly forward looking project) 많은 측면에서 형해

화되는 현상이 함의하는 중요한 점은, 예견가능한 앞으로의 시기 동안, 작업장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은 전통적인 “노동법” 영역에서 발판(toehold)을 찾을 것 같지는 않다

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적 영역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개혁을 위한 제안은, 노

동법이 창출한 상당히(rather) 거대하고, 지속되고 있는 장애물을 비켜갈 필요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steer clear of) 더군다나, 노동법의 형해화된 과정은 개혁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

는 이야기로 기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개혁가들이, 정치적 흐름(currents)이 옮겨짐에 따라  

획득한 승리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유혹적인 일이며 때때로 심

지어 현명한 일이고 하다. (31) 그러나 이 목적에서 지나치게 성공할 수도 있다. 가장 거대

한 개혁조차도 개혁되고, 수정되며,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말이다. 

 

노동법 개혁에 대한 의회의 교착상태(impasse)

미국 노동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의 기본적인 주요 문언이 속한 시대다. 

현대의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obr Regulation Act) (NLRA 또는 법)은 거의 전적으로 

1935년의 원래 와그너법과, 1947년 태프트 하틀리 개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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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럼-그리핀 법의 상대적으로 사소한 변화를 담고 있다. 그 법문언은, 1959년 이래로 사

실상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것은 그 법문언들이 그 목적에 그토록 잘 기능했

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좌절(stymied)되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1950년대 이래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여성이 작업장으로 밀려 들

어옴에 따라 그리고 인종적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넘쳐남에 따라 노동자의 인구 구성은 변해

왔다. 제조업이 서비스 부문 및 “정보” 부문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운송과 통신기술은 상품

시장 및 생산의 지역성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점점 더 많이 침식하여왔다. 노동의 조직은 

대량 생산 및 안정적인 작업장 위계가 더 유연하고 고객 중심적인 생산방식 및 반자동화된 

팀 기반 조직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풍경은, 고용의 실질적인 조건을 

규율하고, 개인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들이 증식함에 따라 변화해왔다. 그러는 동안

에 연방노동관계법의 집단주의적 전제는 역사적인 유물(relic)의 고색창연함(patina)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1959년 이래로 법전에 아무런 중요한 개혁이 왜 없었는가?

  그 법이 계속 유지된 이유 중 일부는 그 기본 조항들의 지속력 및 개방적으로 기술된 문

언이 가진 성격 때문이었다. 그 법에는 “차별적인”. “간섭”, 그리고 “강제” 같은 용어들이 

산재해 있다. (studded with) 이러한 용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많은 중대한 해석적 결정이 그 법이 존재하였던 초기 시절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의회에 의해서만 수정된 채- 적어도 1950년대 이래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

어왔다. 그 초기 연방대법원 판결들은, 와그너법을 “탈급진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법에 그 법이 절연하고자(repudiate) 했던 보통법의 많은 법리들을 재도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왔다. (주석 19) 그러나 법원이 그 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모든 일

이 의회에 의해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 의회의 교착상태는 그리하여 문언 그 자체 뿐만 아

니라 연방대법원의 초기 판결들도 견고하게 자리잡게 만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계속해서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받아오기는 하였지만, 중간 수준의 원칙

과 절차들 중 많은 부분-그들 중 일부는 법문언에 그리고 일부는 오래된(long standing) 법

원의 선례에 배태되어 있다-은 많은 비판을 끌어들였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끔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그 동맹자들은 노동조합 조직화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들을 그 활동에 대한 사

용자들의 전형적인 완강한(tenacious) 반대를 특히 비판해왔으며 (주석 20) 2012년 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 결성(노동조합 결성·가입)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표명할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를 작업장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면서 “갇힌 청중” 상태

에서 근로자들이 그 말을 듣게 만들 권리도 인정하였다. (주석 21) 더군다나, 사용자들에게, 

다수의 지지를 확인하는 더 비공식적인 방법에 상치되게, NLRB 선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

함으로써, 그들은 노동조합 대표에 반대하는 선전을 할 시간을 주고 강압적이고 지연책을 

활용할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므로, 그 법은, 사용자 반대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를 효

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처벌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그러한 실패는 1970년대 이래로 상당한 정

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석 23) 특히 그 법은 그 보잘것 없는(paltry) 구제 방법, 그

리고 반노동조합적 비난에 대한 구제가 쉽게 연기되었기 때문에 결함을 보여왔다. 그 구제

들-기본적으로는 복직(reinstatement)와 그 기간 동안 번 (또는 벌었어야 할) 임금을 뺀 미

불급여 지급(backpay)-는 노동조합 결성·가입(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전심전력으로 피하고

자 하는 사용자의 사업비용으로 사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의 구제방법을 강화(fortify)

하고 진정 절차(representation process)의 속도를 높이려는 입법적 노력은 실패하였다. 



- 5 -

  빈번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법이 조직화 활동을 하러 작업장에 물리적으로 접

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점이었다. (주석 24) 1950년대 이래로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노조 사무실(union halls)에서 근로자들과 접촉하는 (작업장에서의 접촉과-역자) 동등한 것

이라고 추정되었던 기회는, 노동자들이 교외에 흩어져 살며, 과도하게 일하는 맞벌이 부모

(overextended working parents)의 시대에 점점 더 실용적이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고객, 또는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사유지에서 다른 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사

용자의 권리는, 1950년대 이래 시행된 차별금지법 및 규제 체제에서 침식되어왔다. (주석 

25)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현재의 법률 하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장의 비업무구역에 제한적으

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위원회의 결정조차 거부하였으며, 접근권을 입법하려는 노력도 

실패하였다. 

  연방노동관계법의 많이 비판받은 또다른 측면은, “마카이 라디오 법리(Mackay Radio 

doctrine)”이었다. 그 원칙 하에서 제7조에 의해 “보호되는” 경제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용자에 의해 영원히 대체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다. (주석 

26) [파업근로자의-역자] 영구적 대체(premanent replacement)를 할 사용자의 권리-이것

은 1938년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것이나 1980년대가 되기 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공

격적인 노조 무력화 운동(de-노동조합 결성·가입 campaigns)의 열쇠가 되었다. (33) 그것

은, 많은 근로자들에 파업을 사실상 자살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

직화 활동에서 써먹는 제일의 방법(Exhibit Number One)이 되었다. (주석 27) 그 원칙은 

학자들 및 공직자들에 의해 맹비난을 받았다.(excoriated) 그것은 아직 의회에 의해 폐기되

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들이, 노동과 그 동맹자들에 의해 추구되었다. 태프트-하틀리 이래로 사용자

들은 불평할 거리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자 주도의 “근로자 대표” 계획에 대

한 그 법의 거의 70년 낡은 금지를 입법적으로 오나화(relief)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사용자

들은 최근 몇십년 간 집단적 창의성 및 집단적 지식을 이용하고 그들의 노동자들과의 공유

된 이익에 반응하기를 촉구받아왔으며 추구해왔다. 그러나 연방노동관계법의 제8조(a)항(2)

문(section8(a)(2))은 그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상하는”(deals with) 모든 

근로자 조직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금지는 학계의 상당히 많은 비판 및 개혁안 

제안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의회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 (주석 28) 

  의회로부터 기대할 법 했던 또다른 종류의 노동법 개혁은, 1964년 이래로 제정된 수많은 

연방고용법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주석 29) 그 제정법들은 근로자

들이 작업장 권리와 규제의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며, 흔히 자신의 권리 

집행 및 근로자 개인에게 구제를 위한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주석 30) 그러나 노

동조합은 새로운 법률 하에서 특히, 차별금지 법률에서 잠재적 범법자로 주로 다루어진다. 

(주석 31) 몇몇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면, 위반을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구체적

인 사업장에 맞춰 규제 명령을 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대표에게 아무런 역할도 의

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간과점(oversight)이다. 

  사회 · 경제적 · 법적 변화와 계속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유를 무엇이 설명해주는가? 간단하게 말해, 조직 노동과 특히 사용자들은 어느 한 쪽 집단

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어떠한 상당한 개정도 막는, 의회에서의 충분한 지지를 보유해왔다. 

“충분한 지지”란 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충분히 크고, 충분히 잘 조직되어 있으

며,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와 같은 상원의 과반수를 넘는 다수(supermajority)가 필요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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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활용해 법안을 묶어둘 수 있는, 또는 대통령의 거부를 유지할 수 있는 소수를 의미

한다. 

  예를 들어, 1977년 개정노동법안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향유했던 압도적인 

우위의 일부를 누그러뜨리고, 사용자의 불법행위(misconduct)에 대한 구제를 보강(beef up)

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주석 32)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은 (34) 5

주에 걸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와 토론을 끝내려는 여섯 번의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 끝에 

죽었다. (주석 33) 이와 유사하게 파업노동자의 영구적인 대체를 금지하려는 법안은 1992

년 양원 모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으나, 필리버스터에 굴복하였다.(succumbed to). 조

직 노동 역시 최근 몇십년 동안 한 번, 사용자들이 연방노동관계법에 상당한 정도의 개정을 

압박했을 때 의회의 과반수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근로자와 경영자의 팀워크를 위한 법률

(TEAM ACT)(The Teamwork for Employees and Managers Act)는 사용자가 지원하는 

근로자 대표 제도(plan)에 대한 연방노동관계법의 금지를 완화할 뻔 하였다. (주석 35) 사용

자들은 이 제도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능력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직 노

동은, 사용자의 이미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반노동조합 전술의 무기고(arsenal)에 추가적인 

무기를 더하려는 제도로 바라보는 견해를 확고히 견지하였다. (주석 36) TEAM 법안은 

1997년에 양원을 가까스로 통과하였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되었다. 

(주석 37) 

  가장 최근의, 노동조합이 지원한 노동법 개정 노력으로는, 근로자 지원 선택법 

(Employee Free Choice Act)(EFCA)이 있는데, 2007년에 이는 과반수 지지를 획득했으나 

초과다수(supermajority)에 필요한 거부권 방어에 필요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백악

관의 친노동적인 민주당원이 있어도, 틀림없이 발생하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상원에서 60개의 표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도 지지

를 얻어야 함을 뜻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일은 친노동적인 노동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점점 더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된 것이다. 

  노동법 개혁은 여태까지, 현재의 제도 질서가 전력을 다하는 잘 조직된 의회의 소수가, 

그들이 반대하는 법제정을 저지하거나 탈취(hijack)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패

하였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이 특히 그렇게 전력을 다하고(committed) 응집력 있는 반대를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의 일부-특히 “공공 선택”의 분야에서 나오는 답-은 어떤 대

칭성을 시사한다. 양측 모두 잘 조직되어 있고 많은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안다. 사용자

들은, 그들이 기업의 경제적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유연성과 경영 특권(managerial 

prerogatives)를 얻어내기 위해 싸운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공격적인 경영자들의 저항과 장

기적인 소모(attrition)에 직면하여 그들의 존속 그 자체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주석 38). 

산업관계의 심각한 위기는 엄청난 규모(epic proportions)의 정치적 재배치만이 이로부터 

결과하는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것 같다. (주석 39)

  그러나 겉보기의 대칭성은 오도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민간 부문 조직화 운동에서 시행된 

기울어진(pitched) 전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혁 전투는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다. 의회에서 노동법 개혁에 저항하는 사용자의 정치력은 우리의 경제적 복지에 자본이 필

수불가결하다는 점과 자본이 국가의 경계 내 그리고 경계 밖으로까지 갖는 이동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가입을 촉진할 개혁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이례적인 만장일치를 

이루어 그것을 강화(fortify)한다. 기업은, 크고 작은 규모의 사용자들 및 상이한 부문의 사

용자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다른 형태의 규제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보다-심지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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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규제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보다-친노동조합적 노동법 개혁에 대한 반대에서 훨씬 더 

단결하였다. (주석 41) 더 심층적인 비대칭성은 입법절차에도 그리고 전형적인 노동 분쟁에

도 반영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그들의 “숙주”를 죽이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들은 사용자가 

번성하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없이 다 번성할 수 있다. 실

제로 많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그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몫을 할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분쟁에서는 공통된 토대를 

찾기가 힘들다. 

  조직 노동은 현재의 낡은 체제 하에서 심하게 흔들리고(faltering) 있다. 조직 노동은, 사

용자보다 노동법 개혁에 대한 필요가 훨씬 큰데다, 그것을 확보할 정치적 능력은 사용자보

다 작다. 그러므로 조직 노동이지만 35년 동안 노동법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조직의 정치적 우위, 내적 단결, 접근성, 그리고 부로 무장한-사용자

들은 1959년 이래로 그러한 노력을 거의 쏟은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반대하는 사용자들은 정치적 과정에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노동조합에게 저

울을 유리하게 기울게 하려는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개혁안을 패퇴시키고 노동조합의 힘이 

ebb away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할 것이다. 

택하지 않은 경로: 사용자, 법원 및 소송, 그리고 주 지역 실험으로부터 나오는 혁신

물론 연방 입법(National legislation)만이 법 변화의 가능한 통로(channel)는 아니다. 그러

나 와그너법을 제정한 뉴딜 의회는 어렵게 얻는 그들의 승리가 쉽게 뒤집하게 할 의도가 없

었다. 뉴딜 의회는 변화에 대한 몇몇 장벽들을 구축해내었다. 의회는 새로운 노동관계 체제

를 변화와 변이를 일으킬 고도의 의심스러운 원천-사용자와 법원-으로부터 차단(insulate)

하는 것, 그리고 법의 집행을 새로운 연방기관인 NLRB에게 맡기는 것을 추구하였다. 과거 

70년 동안, 그와 같이 구축된 변화에 대한 장애물들은 변칙적인 것이 되었으며, 주위의 법

적 ․ 경제적 발전과 조화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남아 있다.

  

사용자가 지원하는 근로자 대표의 대안적인 형태

법 밖의(extralegal) 쇄신(renewal)과 실험의 한 잠재적인 길은 1935년에 의회가 닫아버렸

으며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생산성 및 이윤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도 그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또는 방향을 바꾸고

자) 하는 사용자들은 근로자 대표의 다양한 대안적 기제를 고안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35년 이전에는 실제로 고안하기도 하였다. 그 기제들은 근로자들의 충성을 두고 독립적

인 노동조합과 경쟁하였을지도 모르며 아마도 노동운동 내에서의 혁신을 촉진하였을지도 모

른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의 “시장”기제로 생각할 수 있다. 와그너법의 가장 논란이 많은 

단일 조항이 그 잠재적인 변화의 길을 닫았다. 

  어용조합(Company unions)-경영자가 설립하고 통제하는 근로자 조직-은, 독립적인 노동

조합 대표에 대한 주요한 장벽들을 기화로 떠오르고 있었다. (주석 42) 그 법의 8조(2)항-

지금은 8조(a)항(2)문[section8(a)(2)]-은 그리하여 사용자가 “여하한 노동조직의 형성 및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 다음, 2조(5)항은은 “노동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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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정의하여, “고충(grievances)이나 노사분규, 급여율, 노동시간, 또는 작업조건에 관

하여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을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러

한 종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기구 또는 근로자 대표위원회나 제도(plan)”

를 포함시켰다. 그 금지는 그리하여 단체교섭할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이나 노동조합으로 

위장한 조직(masqueraded) 또는 근로자를 강압하기 위하여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를 차별

하기 위하여 또는 다수가 선택한 노동조직과 교섭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조직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자가 찬성하였으며 어느 모로 보나(by all accounts) 구체적인 조

직 내에서 잘 작동하던 일부 근로자 대표 제도 또한 금지하였다. (주석 43) 폭넓은 의미의 

문구로 규정된 금지는, 근로자 대표 제도가 엉터리(sham)였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독립적 

대표에 대한 근로자 요구에 대해 반발하는 구실(pretext)이며, 그러한 독립적 대표를 찬성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강압의 도구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회가 본 광범위한 증거들

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자격을 제대로 갖춘(full-fledged) 독립적인 대표와 노동 조건에 관하여 전혀 

집단 대표가 없는 것 사이의 선택-사용자의 저항에 비추어 비록 자유로운 선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긴 하였지만-이었다. 그 이후로 굳어지게 된 의회의 교착상태(교착상태)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

두 section 8(a)(2)의 폭넓은 금지에 대한 계속적인 정당화를 질문할 이유를 갖고 있다. 사

용자에 의해 착수될 (intiated by)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목소리(employee voice)의 희석되

고 길들여진 형태조차도, 조직되지 않은 90퍼센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집단적인 근

로자 목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더 나을지 모른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은 근로자가 작업장

의 의사결정에 관여(involvement)하는 것이 생산성상의 이득이 있다는 점을 납득하게 되었

다. (주석 45)

  확실히 그 법은 근로자 참여의 모든 형태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근로자 보상, 스케줄, job 

descriptions, 승진 정책 (31) 그리고 더 효과적인 생산조직에서 불가분적으로 연루되는 많

은 쟁점들의 근로조건을 정기적으로 협상하지 않는 한, “질”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허용한다. (주석 46) 그 법은 또한,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상호 

거래(give-and-take)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일방향의 의사소통 및 제안제도도 허용한다. 그

리고 그것은 고용, 근무일정 관리(scheduling), 승진, 징계, 그리고 다른 고용상의 쟁점에 대

한 온전한 운영상의 권위를 근로자 집단에게 위임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제도까지 허용한

다. (주석 48) 간단히 말해,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deal with) 이상을 하거나 

이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위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은 대가 주고 

받기, 즉 자문 또는 일터의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협상하기의 제도화된 형

태의 사용자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업장의 의사결정에서 근로자 참여의 잠재적

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광범위한 길(swath)을 배제한다. 

  어떤 이는 그러한 혁신을 좌절시키는 8조(a)항(2)문의 영향(impact)을 의문시할지도 모른

다. 왜냐하면 8조는 대략 그 법의 나머지 부분만큼이나 이빨이 빠져 있기(toothless) 때문이

다. 적어도 현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불공정한 노동관행 고

발(charges)은 드물다. 구제방법은 미약하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Board는 그 법 위반을 처벌하는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 (주석 49)

  그러므로, 예를 들어 폴라로이드 회사(Polaroid Corp)의 근로자 위원회 (Employees' 

Committee)(EC)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근로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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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면서, 그 위원회의 “논쟁의 여지 없는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8조(a)항(2)문[Section 

8(a)(2)]상의 기소(charges)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주석 50) 법적 이의를 받

을 적고 제한된 비용만이 있어, 일부 사용자들은 그 금지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합법성의 한

계까지 가는 근로자 대표의 대안적인 형태를 실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석 51) 그것들은 

제도설계상으로 “협조적이고” 아마도 회사에 의해 임명된(co-opted)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리처드 프리먼(Richard Freeman) 및 조엘 로저스 (Joel Rogers)의 발견에 따르면 

대체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사된 모든 노동자의 70퍼센트

가 넘는 수가, 경영진의 협조를 받아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었으며, 비경영직 근로자의 

80퍼센트가 넘는 수가 근로자 및 경영진이 “함께 운영하는”(run jointly) 근로자 조직을 선

호하였다. 실제로 거의 60퍼센트가 Section8(a)(2) 하에서는 노동조합 없는 작업장에서 명

백히 불법인 “근로자-경영자 공동위원회”를 선호하였다. 물론 그 근로자는 선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38) 독립적인 근로자 대표에 대한 경영진의 저항, 그리고 근로자가 그 저항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를 감안한 결과이다. (주석 55) 노동조합 결성 · 가입에 대한 근로

자의 양가성은 보복(reprisals)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 가입에 뒤따르리라고 예측하는-그리고 확실히 뒤따르게끔 할- 적대와 갈등에 대한 

걱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주석 56) 그러나 “협조적”이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근로자가 영

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기제에 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감성은, 현행

법의 옹호자들을 잠시 멈추게 생각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아마도 노동조합이 옳을지도 모른다. 사용자가 지배하는 노동조직에 대한 금지를 없애거

나 금지 범위를 상당히 좁히는 것은 노동조합 없는 작업장으로 남으려는 싸움에서 경영진에

게 추가적인 으뜸패를 안겨주며 진정으로 독립적인 근로자 대표의 쇠락을 가속화하는 것에 

그칠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사용자가 주도한 제도는 그것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할 뿐일 것이다. 그 조직들은 변화를 불러올 어떠한 진정한 힘도 없는 영향력의 외관만

을 부여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의 대체제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대표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실

제로 노동조합은 사용자 주도의 대표 제도의 실패와 실망으로 경각된 데서 조직화의 풍부한 

기회를 찾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근로자 대표 실험이 거의 없는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사용자들은 경영진이 기꺼이 충족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근로자들이 권한(entitlement)

의 감각과 함께 영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연방노동관계법 이전 시

대의 근로자 대표 제도의 역사를 상기할 가치가 있다. 그 중 일부는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

나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진화하였다. (주석 57) 어쨌거나, 어떤 집단적 발언권(collective 

voice)이 있는 것이 현재의 전부 아니면 전부 체제 하에서 민간 부문의 90퍼센트가 넘는 

노동인구가 처해 있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는 상태보다는 선호할 만하다. 

  8조(a)항(2)문 개혁의 쟁점은 복잡하며, 제한적이고 상충하는 경험적 증거로 오염되어 있

고 상징적인 의미(import)를 지니고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1935년 의회가 한 선택은 

사용자 주도 형태의 근로자 참여의 번성을 설사 아예 막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방해하였

다.(clogged) 그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작업장 의사결정에서의 존속가능한 근로자 

대표 형태 요구에 대한 시장 반응(market respons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저해하였다. 

물론 그것이 원래의 와그너법이 하려고 했던 바다. 그리고 그 선택은 70년이 지난 지금 우

리에게 도움이 되건 안되건 효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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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송과 법 실무(Lawyering)로부터의 차단(insulation) 

작업장 관련 법률에 대한 현대의 관찰자에게, 법 개혁의 한 분명한 통로는 민사소송이다. 

비록 그것은 비용이 들며(costly)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소송은 법 변화의 강력한 가마솥

(cauldron)이다.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aggrieved) 개인들은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호사와 

힘을 합쳐 때때로 수용적인 법원에 새로운 법 이론들을 시험해 본다.(test out) 폭넓은 의미

의 문구로 규정된 연방법원 및 개방적인(hospitable) 보통법 법리 하에서 민사소송의 총 영

향(aggregate impact)은 “고용법”(employment law)의 풍경을 궁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으

며, 그 올가미(snares)를 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우려 섞인 주의를 끌었다. 그러나 고용법이 

사용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동안, 노동법은 다소 충격이 낮은 (low-voltage) 도구임이 

드러났다. 왜?

  연방노동관계법이 반조합적 차별을 금지한 것은 미국의 첫번째 주요 부당해고(“부당해

고”)법이었다. 행정부 상태에 대한 확신이 부풀어오른(swelling) 시대에 제정되어, 그것은 

민사 소송의 권리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 대신 피해를 입은 사람은 NLRB의 기소 기구

에 고발(file a charge)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부당노동행위의 고발을 위원회(Board)에 상정

(file)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는 이의할 수 없다. (주석 58) 사법 판결이 아니라 행정

심판을 고른 뉴딜의 선택은 일련의 구제방법을 명하였다.(dictated) 복직, 미불급여 지급, 그

리고 다른 형평법상의 구제(remedies). 그러나 배심원만이 부여할 수 있는 종류의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는 전혀 명하지 않았다. 

(주석 59) 역사적 문제로서, 행정적 집행이라는 원래의 선택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1935

년 법원은 뉴딜주의자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권(labor rights)의 집행을 위해 가장 기

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주석 60) - 이와는 반대로, 그 법의 많은 부분은, 법원의 역할-

특히 노동가처분(labor injunction)의 역사에 의해 너무나 오염되었던 하급 법원들의 역할을

-헌법적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주석 61) 이 역사를 별론으로 하

더라도 근로자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민사소송은, 연방 기구에 의한 구제 집행이라는 선택

된 길에 비해 상당히 무익하고 확실히 잠재력이 덜한 (less potent)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

이다. 

  뉴딜 이래로 부당해고법(부당해고법)은 자립하게 되었다.(has come into its own) (주석 

62) 민사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 모두를 포함했던 1964년 민권법은 늘어나는 고용 관련 입

법과 소송의 시대에 선도자되었다. 특히 차별금지 원리의 방패(aegis-역자: 제우스가 딸 아

테나에게 주었다는 방패)하에서. 증가하는 연방법 및 주법의 질서 하에서 변호사 비용과 실

질적 손해배상(substantial damages-역자: 원고의 손해를 전보해주는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에서 소규모지만 정력적인 원고들의 소송의 성장을 

낳았다.(spawned) 민권 혁명의 각성 속에서 주 법원들은 공공 정책 위반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보통법의 불법행위 법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차별 소송과 주의 부당해고 소송 

둘 다 모두 사용자의 주의를 끌었던 여섯자리 또는 일곱자리 수 배상금 평결을 이따금씩 낳

곤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자기 조직의 자유를 찬성하면서 그 자유 행사

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오래된 연방정책은, 여전히 행정적 진정(administrative 

complaint) 절차 및 비교적 보잘것 없는(paltry) 금전적 위협을 통해서만 뒷받침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 조직화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의 인식된 가치는 경영진에게 

그 흐름이 모멘텀을 얻기 전에 한 두 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를 해고함으로써 막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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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pient) 노동조합 조직화의 동력(drive)을 진압하려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그 

법의 구제가 사용자의 저항에 허약하다는 점은, 근로자 권리의 아킬레스건임이 판명되었다. 

그것의 확정적인 표현과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실질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7조의 근로

자권리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로 악명이 높다. (주석 65) 노동조합 조직이 아닌 다른 집단

적인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강압과 번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사용자들에 의해 광범위

하게 공공연히 무시(flouted)되었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이야기가 웅성웅성 오가는 것

(rumbling)은 지나치게 큰 경제적 위협을 주는 반면에, 노동조합 지지자(union adherents)

의 해고는 아주 쉽고 비용이 작은 대응이라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연방법원 부적합한 

구제와 부적합한 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반노동조합적 

해고(anti-union discharge)에 대한 주의 손해 피해 구제(states damage remedies)에 대

한 방어막을 제공해준다. 현 상태로는(As things stand),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

위로 고발당할 작고 한정된 위험을 사업수행의 사소한 비용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노동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법이 이미 비난하고 있는 반조합 차별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권리를 부가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다른 부당해고 법리들과 함께 경계를 가

로질러 풍부해진 반노동조합 차별의 “보통법”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사용

자의 차별에 대한 Title IV의 금지가 성희롱법을 낳은 것처럼, 노동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차별의 금지가 “반조합 괴롭힘”(anti-union harassment)에 대한 금지나 반노동조합적 적대

적 환경 창설에 대한 금지를 낳았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만일 그로부터 결과하는 법리와 

주제가 타격을 줄만큼 충분한 것들이 되었다면, 그것들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조직화(노동

조합 결성·가입)에 대해 싸우면서 채찍 대신에 당근(carrots over sticks)을 고르도록, 또는 

심지어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결정하게끔 내버려두도록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바꾸

어 말하면, 그것은 그 법이 이미 의도하였던 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노

사관계(labor relations)를 상당히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주 및 지역 개혁으로부터의 차단(Insulation from States and Local Reforms)

그러므로 기본적인 노동관련 연방 제도는, 적어도 1950년대 이래로는 의회의 정치적 정체

(logjam)에 의해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혁신에 대한 몇몇 장애물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

리의 통치 체계는, 연방주의 원리를 통하여 다른 하위 주권체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와 권

력 분립을 통하여 다른 정부 부문에도 법적 변화를 가져올 힘과 잠재력을 분배하고 분산시

킨다. 더군다나, 국내법은, 국제법의 명령의 잠재적인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 원천

(quarters)으로부터는 극소수의 혁신만이 있거나 아예 혁신이 없었다. (41) 연방노동관계법

의 노동관계 제도는 (scheme of labor relation) 한계점에서 주와 지역 입법에 의해 대체로 

영향받지 않는다고(impervious)하다고 여겨졌으며, 또한 헌법과 국제법에 근거한 “위로부터

의” 도전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여겨져왔다. 우리는 여기서 닫힌 이 문들 중 첫 번

째 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수십년 동안, 노동법 개혁은 의회에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주와 지역 수준에서의 적응은 

어떠한가? 연방체계에서는 주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 보통 예상되며, 연방 제도의 가장자리 

(edges) 주변에서 일종의 실험을 허용할지도 모른다.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Justice 

Louis Brandeis)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나의 용감한 주가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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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할지도 모르며 국가의 나머지 지역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참신한 사회 · 경제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주석66) 성공적인 지역 실험은 다른 지역에도 퍼질 수 있으며, 

전국적 개혁을 위한 신뢰할 만한 모델을 제시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주와 지역의 법제정은, 

현행 노동법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도 연방 수준에서의 아무런 효과적인 배출구(outlet)

를 갖지 않은 목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의회에서 좌절된(stymied) 민주적 개혁 노

력을 위한 지역 수준에서의 여지를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주 수준의 개혁의 가능한 형성에 대한 실마리(clue)로서 우리는 공공 부문-특히 북동부, 

중서부 위쪽, 그리고 서부해안- 근로자들의, 연방노동관계법 하의 민간부문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노조조직율을 낳은 공공부문 노동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공공부문 관련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사용자 중립성 및 최초 계약 중재 같은 (arbitration 

of first contract?), 민간 부문 노동 측의 소원 목록(wish list) 같은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법들은 민간 부문 노동법에서 주 수준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일부분 시사한다.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즉 주와 지역 개혁 노력이 연방노동법이 선점

하여 세운 장벽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에나 말이다. (주석 67) 연방노동관계법은 명시적인 

선점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주석 68) 그러나 연방법의 헌법이 정한 법률상 최고성은, 연

방법과 주법이 “상충”하는 경우 연방법의 선점을 명한다. 문제는 얼마나 폭넓은 정도까지 

연방법이 주법과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소한 주법은, 

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지되는 것을 명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러므로 주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거나 연방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피켓팅을 금

지할 수 없다. 또한 주는 사용자가 연방노동관계법의 8조(a)항(2)문을 위반하게 되는 근로

자 대표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명할 수도 없다. 그러한 주법은 연방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저촉되는”(repugnant) 것이 된다. (주석 69) 그것이 1950년대까지 주노동법에 대한 연방

법 선점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일단 태프트-하틀리법이 연방규제의 범위를 사용자의 행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행위로

까지 확장하자, 의회는 주법에 훨씬 더 폭넓은 범위를 암묵적으로 선점함으로써, “그 분야

를 차지한”(occupied the field)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현대노동법의 선점은 본질적으로 

주와 지방당국(municipalities)을 노동조합조직, 단체교섭, 노사 분쟁 관련 기제를 건드리는 

것(tinkering with)으로부터 쫓아버리게 된다. (주석 70) “가몬 선점(Garmon preemption)”

이라고 알려진 것 하에서, 대체적으로 주는, 그 법에 의해 보호되었다고 보이는 것이나 금

지되었다고 보이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 (주석 72) “머쉬니스트 선점(Machinists 

preemption)”이라고 알려진 것에 따라 주와 지방당국은, 그 법이 명백히는 규제하고 있지 

않은(unregulated)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편에 무게를 실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주석 73) 머쉬니스트 선점(Machinists preemption)은 사실상, 그 

무기에 대한 주의 규제에 대항하여 규제되지 않은 경제적 무기를 활용할 사용자의 “권리”를 

창설한다. 예를 들어 파업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권리 같은 것 말이다. (permanently 

replace strikers) 가몬(Garmon)과 머쉬니스트(Machinist) 이 둘은 함께, 노동 관계(labor 

relations)의 분야에서 주와 지역을 사실상 쓸어버렸다. (banish)

  예를 들어, 그 폭넓은 선점법리 하에서는, 주는 그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를 줄 수 없다. 또한 주는 노동법 위반자에게 추가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도 없고 주 계

약의 대가면에서 그들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도 없다. (주석 74) 그러므로 주는, 전액 배상

권을 갖춘(make-whole remedies) 민사소송의 권리를 전액 노동조합 대표를 추구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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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확장할 수 없다. (주석 75) 불법행위 구제방법(tort remedy)은 많은 

주에서 공공정책 위반에서의 부당해고의 경계 내에서 수월하게(comfortably) 들어맞을 것이

다. (주석 76) 그러나 노동법 선점 법리는 주가 자신의 공공 정책을 반노동조합 차별에 대

항하여 집행하는 것을, 연방법과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조차 막는다. 

  노동법 선점에 예외들은 존재한다. 주는 노동 쟁의(labor disputes)의 맥락에서의 폭력, 

협박(intimidation) 그리고 무단침입(trespass)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을 대체로(largely) 자

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비록 그러지 아니하면 단체교섭, 산업계 분쟁(industrial conflict) 

또는 노동의 조직화(labor organizing)를 규제할 수 없지만 말이다. (though they may not 

otherwise regulate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conflict, or labor organizing) (주석 

77) 이 예외들의 순 효과는, 외관상 “중립적인” 선점 법리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 프로젝트(public project)의 한정된 맥락에서 노동관계(labor 

relation)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체로 재산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일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그렇게 보호되는 재산을 소유한 반면에, 조직노동은 전통적으로 수의 

힘, 그리고 다소간 피켓팅 같은 업무를 저해하는 집단적(disruptive concerted) 활동에 의

존하였다. 그러므로 주와 지역 정부(localities)가 실제로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민간 부문의 

노동분쟁에 개입할 때, 그들은 통상 노동조합 활동에 반대하여 개입한다. 

  노동의 관점에서 더 유망한 것은 그들의 “소유자로서의(proprietary)” 능력을 갖고 행동

할 때 주가 조직 노동에 유리하게, 그리고 공적 사업에서(on public project) 노동불안

(labor unrest)과 연관된 비용을 피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주가 보유한 재량이다. (주석 

78) (43) 그러나 주의 돈과 관련된 권한도(states' power of the purse)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다. 주는 노동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

업의 노동관계 관행과 일반적인 주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결부시킴으로써 그 재정지

출 권한을 사용할 수는 없다. (주석 79) 선점의 장벽에 연방대법원이 최근 더한 벽돌(brick)

은, 특정한 노동관련 목적을 위하여 계약자가 주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주의 노

력조차 제한한다. 캘리포니아는 노동조합 조직화(노동조합 결성·가입)을 반대(하거나 지지)

하기 위하여 주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제정했었다. 그러나 2008년의 

Chamber of Commerce v. Brow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그 주법을 선점을 근거로 들어 

무효로 폐지하였다. (주석 80) 연방대법원은, 주 재정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금지

의 준수를 입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기업이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억

제하게 된다고 하여 그 법 은 노동관계를 규제하려는 허용되지 않는 법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브라운 판결은, 준수하기에 덜 부담이 되는 유사한 입법에는 여지를 남겨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관계에 대한 주의 규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작은 여지만이 남아

있는지를 강조해준다. 선점 법리는 연방노동관계법의 문언 그 자체와 거의 같은 정도로 단

단히 자리잡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권한의 한계, 의회의 명시적인(express) 행사에

만 연방 우선주의가 적용된다는 한계를 되살려냈음에도 말이다. (주석 81) 

  노동자 또는 경영진이 더 협소한 선점 법리로부터 이득을 어었을지 아닐지를 확실하게 말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노동 관계에 대한 그들의 더 폭넓은 권위

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석 82) 다음과 같은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즉, 조직된 노동은 노동이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주와 지역

에서는, 특히 중서부, 북동부, 그리고 서해안부에서는- 법적 근거(legal ground)를 얻었을 

것이며, 조직 노동이 약한 주-특히 남부-에서는 법적 근거(legal ground)를 잃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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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83) 그것은 무승부(draw)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노동의 줄어드는[waning] 세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현실보다 더 나쁜 사태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이

유는, 노동의 기본권이 연방노동관계법 그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우선성 

조항의 최소한의 요구에 더 가깝게 깎인(hewed) 더 협소한 선점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도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연방노동관계법

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주의 재산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소유지

(property)에서 배제할 권리 같은 것 말이다. 더 협소한 선점 법리는 그러므로 아마도 근로

자 및 노동조합 행위에 관한 규제보다는 사용자 행위에 관한 주의 규제에 더 많은 여지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석 84) 

  예를 들어, 그 법의 노동의 자기 조직화에 대한 기본권과 조직된 작업장 참여 규칙 사이

에서 구별되는 노동법 선점 법리를 살펴보라. 후자에 관하여는 의회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

이의 경제적 다툼(economic contest)에서 양측 모두의 몇몇 전술은 허용하고 몇몇은 금지

함으로써 균형을 잡았다고 아마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관하여는-특히, 

조직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작업장 이슈 및 노동조합 결성의 이점을 논의할 권리에 관하여는

- 참여(engagement)에 대한 주의깊게 조정된(calibrated) 규칙을 갖춘 “공정한 분쟁”(fair 

contest) 또는 전투의 은유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out of place) 조직되지 않은 노

동자들의 기본권과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해 창설된 구제방법(remedies)은 주가 연방제도나 

헌법과 직접 충돌하게 되지 않는 한 보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으로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는 조직가가 작업장에 접근할 수 있는 더 폭넓은 권리를 창설할 수 있으며, 노동조

합 활동가의 해고에 대한 더 강력한 구제 및 벌칙을 창설할 수 있다. 그 접근법은 주별로 

이루어지는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결사에 관한 연방이 정한 기본권을, 노동자의 연방법상 

반차별 권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았을 것이다. 주는 연방법의 보호에 자유롭게 추

가적 보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형

량”(balancing)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더라도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방법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할 기본적 “시민권”(civil rights)에 천정이 아니라 

바닥을 배치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그 대신 갖고 있는 더 폭넓은 선점 법리 하에서는-그것은 의회의 아

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확고히 단단한 자리를 잡고 있다-이러한 변이의 여지가 없다. 

이는 주가 가질 수도 있었던, 연방법과 일관되면서도 그들 고유의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부분적으로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방 수준에서 좌절된 대중적 추동력이, 주

와 지역 수준에서도 아무런 배출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관계의 중간 수준 

원칙에 관한, 주별 실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한 채로 지나갔음

을 의미한다. 

 헌법상 심사 및 국제법상 심사로부터의 차단 

(Insulation from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scrutiny)

노동법 개혁 잠재력이 있는 두 가능한 길은 법률 제도 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상

위”에서 나오는 길이다. 연방 헌법과 국제법 모두, 미국 노동법의 여러 측면들에 비판적인 

심사를 하게 해줬을, 심지어 법적 도전을 뒷받침해줬을 시민적 권리와 인권의 진화하는 근

본 규범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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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년 이전에, 미국 노동법은 헌법과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었다. “계약의 자유”라는 자

유 방임주의 구성물(construct)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시장이 허용한 조건에서 한 쪽에

는 노동을 팔 헌법적 권리를 다른 한 쪽에는 노동을 살 헌법적 권리를 상정(posit)하였다. 

이것은 헌법상 노동권에 대한 미국의 독특한 판본이었다. 보호적인 노동 입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는. 그러나(45) 연방노동관계법이 헌법상 유효하다는 인정이 실질적 적정절

차의 시대의 문을 다든 데 일조한 이래로, 연방 법원은, 연방 노동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심사의 원천으로서 헌법에 거의 전혀 (주석 86) 기댄 적이 없었다. 특히,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 및 표현 보호를 확대하거나 그것에 대한 억압에 도전하는 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사태는 이와 달리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다. 강제노동(involuntary servitude)을 금지한 수

정헌법 제13조,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와 특권 및 면제 조항, 그리고 수정헌법 제

1조 이 모두가 작업장 권리의 발전을 뒷받침했을 수도 있었다. (주석 87) 그러나 미국 노동

자들의 기본권은 입법적 최고성을 찬성하며 사법심사라는 법원의 헌법적 권한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얻어진 것이다. 몇 년 동안은, 연방대법원의 개인의 자유 및 정치적 토론과 의견 

교환의 통로를 보호하는 포스트-뉴딜 헌법 프로젝트 내에서 노동권이 자기 자리를 갖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주석 88) 예를 들어,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

화로운 피켓팅을 금지한 주법을 위헌 무효로 판결했을 때, 법원은 노동분쟁이 “공적 관심사

의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조직된 노동을 경제적 정의와 평등을 위한 

운동에서 강력한(energetic)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였

다. 그러나 노동이 헌법의 태양을 쬐었던 짧은 시절은, 의회가 1947년에 그 규제를 노동조

합에가지 미치도록 확장하게 되자, 그리고 아마도 1950년대 조직 노동 자신의 변환과 보조

를 맞춰 끝나버렸다. 노동조합이 점점 더, 경제적 파이의 보다 더 큰 몫을 위해 겨루는

(jostling) 시장행위자처럼 보이게 되자, 노동 시위(labor protest)는 의회에 대한 존중이 지

배하는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대체로 격하되었다.(relegated to) (주석 90) 

  노동 영역에서 입법부 존중(deference)은 1960년대까지 피켓팅과 보이코트가 민권 활동

가들이 활용하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저항의 형태로 인정되고 난 이후에도 지배적이었다. 

(주석 91) 조직 노동이 탄압받은(downtrodden) 1940년대 동안 조직된 노동의 역할은 헌법

적 시위권에 대한 (constitutional protest right) 최초의 인정에 박차를 가하는데(spur) 도

움을 주었다. 당시에 그 권리는 인권 시대 속에서 확장되었다. (주석 92) 그러나 노동은 그 

확장된 권리를 근거로, 적어도 노동 측의 표현의 독특한 형태인(signature form) 피켓팅에 

관하여는 거의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 의회는 “정교한 형량”을 하였으며, 법원은 그 

형량을 뒤집기를 매우 꺼려하였다. (주석 94) 평화로운 피켓팅 및 보이콧 활동에 관한 시민

적 권리에 대한 법원의 강건한 보호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

회가 금지한 것에 대한 존중 사이의 대조는 노동법의 탈헌법화(deconstitutionalization-헌

법상으로 보호받는 사안에 대해 보호 권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에서 무엇이 상실되었는

가를 약간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법을 흔들어 깨울 헌법의 잠재력을 낭만적으

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을 상기해야 한다. 심

각한 관심을 모았던 (garnered serious attention) 연방노동관계법에 대한 몇 안되는 헌법

적 도전의 (46)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반대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연

방대법원은 강제된 결사와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강건

한 원리를 정교화하여왔다. (주석 95) 이러한 근거에서 연방대법원은 노동조합 로비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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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조직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게 될 비용을 강제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주석 

96) 준헌법적인 “하지 않을 권리”와 수년에 걸친 그 권리의 확정은 노동법에 변화-더 큰 

개인적 권리와 더 약한 집단적 제도의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해왔다. 그것은 “형해화”의 과

정이 질적이고 복잡하며 불균등하게 진행된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이 

노동법 영역에서 여전히 양날의 검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 검을 더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이 노동법을 어떻게 형성해왔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활용은 적어

도, 그렇지 아니하고 닫힌 채로 남았던 법적 도전과 변화의 경로는 열었을 것이다. 

  “상위법”의 또하나의 잠재적 원천-국제인권법-은 미국 노동법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차

이를 가져오는 족적(marj)을 남기지 않았다. 확실히 미국은 자유롭게 결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의 국제법상 지위를 오래 전부터 인정해오고 

있다. (주석 97)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결사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억압하지 않는 

것 이상을 명한다. 국제인권법은 노동자가 결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국가가 보호할 것을 명한다. (주석 98) 미국 정부는 국제노동법의 적극

적 차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미국 정부가 그 적극적 측면을 창설한 기구들에 구속되

어 있었음에도). 그리고 미국법이 부족한 부분은 주로 그 적극적 측면 부분이다. (주석 99) 

국제법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critical bite)은, 바꾸어 말하면, 미국 노동법을 효력있는 법전

이나 법에 근거하여 검토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인권법 활동가들은 그리하여, 심지어 연방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것까지

도 기본권에 대한 악명 높을 정도로 드문드문한(patchy) 집행을 비판하여왔다. 그 비판은 

익숙하다. 보잘것 없는(paltry) 구제방법과 긴 기간의 지연(delays)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용자들은 [법적 제재]를 사업 운영에 수반하여 으레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조직화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derail)이 할 만한 일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거의 형사면책(mpunity)에 가까운 문화가 미국 노동법과 

노동 관행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석 100) 인권 감시자들(human rights 

observers)에 따르면 “합법성과 적정절차의 외관을 모두 갖춘 체계에서 (in a system 

replete with all the appearance of) 조직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를 노동자가 행사하는 

일은, 그들이 미약한 구제 권한만을 갖춘 무겁고(ponderous) 지연되기 쉽상인

(delay-ridden) 법 체계에서 두려워할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달은 많은 사용자

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주석 101) (47)

  미국 법기관과 의사결정자들은 그리하여, 국제노동법이 미국 노동법을 위한 잠재적 모델

을 제시한다는 주장에, 심지어 미국 노동법을 바라볼 준거점을 제시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차도 오랫동안 귀가 먹어왔다. 물론 미국 노동법이 초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법 심사로부터 

차단된 것은 노동법의 영역에 특유한 점은 아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국제인권법 기준의 적

용에 대한 동일한 공식적 저항이, 사형이나 경찰의 만행(police brutality)에 대한 국제적 비

판을 받는다. (주석 102) 현상태로는(As things stand) 노동법 영역은, 초국가적 법

(transnational law-국경을 초월한 활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의 비판적, 변환을 가할 

잠재력이 미국 국내법 제도에 의해 활용되지 못한 채로(untapped) 남아 있는 많은 분야 가

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친노동 개혁의 수단으로서 국제인권법의 잠재력은 국제 공동체가 민간 행위자과

는 반대되는 견인력(traction)을 가진 법적 인권관(haman rights that has traction against 

private actors)을 위해 싸워옴에 따라, 그리고 비정부기구와 계약적 수단(contra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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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들이 점점 더 인권 원리의 중요한 제도적 행위자가 됨에 따라 커지고 있다. 아

래에서 다시 살펴볼 이 발전은,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 작업장 권리를 재형성할 풍부한 잠

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은 미국 노동법의 내용과 집행에 아직 아무런 영향도 미

치지 않았다. 

형해화냐 축소(Retrenchment)냐 - 부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관한 소고(Note)

부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2)가 운영된지 8년이 지나고 난 후, 노동법의 형해화를 매

도(decry)하는 일은 삐걱거리는(jarring) 것으로 보인다. 그 법은, 반노동적 결정을 방대하게

(voluminous) 낳았다는 이유로 노동측의 지지자들(labor's allies)에 의해 광범위하게 비판

받았다. 그 결정들 중 많은 수가 이전에 있던 선례를 뒤집었던 것이다. 57명의 노동법 교수

들이 서명하여 (그리고 내가 작성을 도왔던) 의회에 제출한 편지를 인용하자면, “빽빽이 분

열된 고도로 당파적인 결정의 주기적인 파동에서(In periodic waves of closely divided) 

현재 위원회 다수(current Board majority)는 그 법의 적용범위로부터 노동자의 범주들 전

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그 법이 약속한 보호를 없애버렸으며, 이미 부적합한 구제방

법의 힘을 더욱 더 희석하였다.”(주석 103) 형해화가 약간 더 이루어지는 것은 부시 집권 

시기 동안 조직 노동에 의해 환영되었을지도 모른다. (A little more ossification might 

have been welcomed by organized labor during the Bush years) 

  다른 한편으로, 혁신적인 구제방법을 거부하고, 기본적인 미불급여 배상에까지도 장애물

을 세우는 결정들, 또는 노동자들의 집단들을 그 법의 보호로부터 전적으로 배제하는 결정

은 혁신이나 개혁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이 결정들 중 몇몇은 노동을 조

직하는 변화하는 양식에 직면하여, 그 법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거나 적어도 강조하였다.  덜 

위계적인 근무질서에 참여하는 데 기초한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에 대한 Oakwood 

trilogy의 대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브라운 대학에서 그 법에 근거하여 대학원생 조교

(graduate teaching assistants)를 배제한 것은, 그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벌어

지게 된, 현대 대학과 억압된 조직 활동의 낡은 판본으로 dissenters에 의해 traced to 되

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서로 소통할 권리를 근로자의 제7조 권리

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Register-Guard 결정은 이 결정들 중 하나다. (주석 106)　이와 유

사하게, Dana Corp 사건에서 위원회의 결정은 오래된 선례를 폐기하면서 카드 체크(card 

check)3)에 기초한 자발적인 인정(voluntary recognition)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였는데, 

2)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별기업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종별노조(trade union) 또는 산업

별노조(industrial union)가 존재하여, 개별 기업의 근로자들이 집단적 결정으로 각 노조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또 우리나라는 개별기업의 사업장에서 2명이상만 전국적인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지부로 승인받아서 

곧바로 사업주를 상대로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통제아래 선거(election)을 통해 노조측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

거나 또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노조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부여받게 된다. 

3) Card check (also called majority sign-up) is a method for American employees to organize into a 

labor union in which a majority of employees in a bargaining unit sign authorization forms, or 

"cards," stating they wish to be represented by the union. Since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became law in 1935, majority sign-up has been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NLRB) election process. Majority sign-up and election are both overseen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he difference is that with card sign-up, employees sign 

authorization cards stating they want a union, the cards are submitted to the NLRB and if more than 

50% of the employees submitted cards, the NLRB requires the employer to recognize the un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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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의 선거제도 바깥에서 조직하려는 혁신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노동조합 전략에 제동

을 걸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다시 살펴볼 것이다.) (주석 107) 

  만일 이것이 혁신이라면, 그것은 형해화에 기여하는 혁신이다. 그러므로 부시 행정부의 

위원회가 안착된 법리를 폐끼하는 몇몇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작

업장에서 변화하는 여건에 반응하는 일이나, 노동조합 조직과 협상에 관한 그 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가해진 비판을 다루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결정들 중 일부가 그 법에

서 찾을 수 있는 적응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더 강하게 가진 미래의 위원회에 의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만이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노동법의 형해화가 미래에 가져온 귀결과 교훈

미국 노동법은 혁신의 내부적 원천으로부터도, 외부적 원천으로부터도 대부분(largely) 차단

되어왔다. 그것은 연방 수준에서 의회가 개혁하는 일로부터 차단되어왔다. 사용자에 의한 

“시장” 추동되는 경쟁으로부터도 차단되었다. 원고 개인 및 원고의 변호사의 기업가적인 에

너지는 그리고 그들이 법원으로부터 끌어내는(coax) 창조성으로부터도 차단되었다. 선출된 

기구나 사법기구에 의한 주도 또는 지역 수준 내의 다양함으로부터도 차단되었다. 변화하는 

헌법 법리 및 부상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법규범의 영향으로부터도 차단되었다. 이 

잠재적인 변화의 경로 어느 것이라도 어디에 이르게 되었을지를 모른다 하여도, 이 통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통하여 변화와 실험이 이루어졌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오늘날 노동자

와 사용자가 직면하는 바로 그 상이한 경제 · 사회적 여건에 더 반응적인 일련의 노동법들

(a body of labor law)을 낳았으리라는 점은 추측(surmise)할 수 있다. 

  아마도 노동자의 동맹을 향한 구조상의(tectonic) 정치적 이동은 노동법의 입법적 개혁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치워버릴 것이며, 근로자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같은 

것을 낳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은, 민간 부문 노동 인구의 더 큰 부분을 조직화

할 그들의 목표를 세울지도 모른다. (set their sights on organizing) (49)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반세기 동안의 형해화는 그 흔적을 남겼고, 작업장 거버

넌스를 개선하고 거버넌스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격상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나는 여기서 주된 교훈만을 짚고(flag) 그에 대한 상술은 이후의 장으로 넘기고자 한

다. 

  첫째, 형해화된 노동법은, 특히 노동조합 및 다른 노동자 권익 단체(worker advocacy 

organizations)가 민간 질서와 준 민간질서의 형태를 통하여 (법에 반대하여서는 아닐지라

도) 법을 우외하여 그리고 법 밖에서 작업하려는 노력을 증가시켰고 아마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논점인, 노동자 센터의 민간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4)5)의 부

NLRA election process is an additional step with the NLRB conducting a secret ballot election after 

authorization cards are submitted. In both cases the employer never sees the authorization cards or 

any information that would disclose how individual employees voted.

4) In its 2007 International Good Practice Guidance, "Defining and Developing an Effective Code of 

Conduct for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1] provided the following 

working definition:

"Principles, values, standards, or rules of behavior that guide the decisions, procedures and systems of 

an organization in a way that (a) contributes to the welfare of its key stakeholders, and (b) respects 

the rights of all constituents affected by it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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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그러한 노력들 중 하나다. 민간 질서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전략에도 역시 중대하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most importantly) 노동조합들은, 근로자가 덜 격하고 덜 적대적인 환

경에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대표 선거 운동을 위한 기초 규칙을 확립하는 “중

립성 합의”(neutrality agreement)6)나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을 체결하고 사용

자들을 설득하고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왔다. (주석 108) 

  자발적인 인정 합의(A Voluntary recognition agreement)는 전형적으로, 제정법이 노동

조합에 확보해주지 못한 개혁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작업장에 

대한 조직가의 접근권, 그리고 반노동조합 선전과 “갇힌 청중” 직원회의에 대한 제한이 포

함된다. 많은 합의들이 선거 대신에(in lieu of election) 에서 카드 체크에 의한 대표 인정

(card check recognition)을 제공해준다. (비록 일부는 실제로 결국 합의 선거[consent 

election]로 귀결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합의에 분쟁 중재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합의는 사용자에게, 그들이 거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참여 규칙을 확장 적

용케 하고 있다. (commit the employers to extend) 아마도, 지난 6년 내지 8년 동안 민

간 부문에서 조직된 노동자의 반수 이상은 전통적인 NLRB의 절차가 아니라, 중립성 합의 

하에서 조직되었을 것이다. (주석 109) 중립성과 카드 체크(card-check) 합의는 조직화 운

5) 행동강령의 예

 UNION MEMBERS SHALL NOT...

1. Participate in disciplinary action against bargaining unit members

2. Complain about union members in front of management

3. Circumvent the contract

4. Circumvent the grievance procedure

5. Support or encourage job elimination

6. Discuss union business in front of our with management

7. Negotiate contract changes individually with management

8. Engage in sexual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against any group

...UNION MEMBERS SHALL

1. Insist on Union Representation in all meetings that could result in discipline

2. Document any information that may be used against a member by management (Who, What, When, 

Where, Why, etc.)

3. Display, if possible, loyalty and solidarity with other union members at all times

4. If necessary, have a meeting without management present to resolve conflict involving union 

members (consider using a Union Representative to facilitate the meeting)

6) 이 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간에 이루어진 신사협정과 유사한 것으로 election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권을 승인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와같은 협약이 체결되면 노조는 더 이상 노사간 대립적인 캠페인이나 소

모적인 election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에 임하게 된다.



- 20 -

동과 대표 선거 운동 행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조(前兆; harbingers)로 자리매김

하여왔다. (hailed) 노동조합 대표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더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분위기의 

토대 작업(groundwork)을 하는 그러한 작업 말이다. 

  중립성 합의의 성공은, 그 합의를 무수한 반노동조합 결정에 공격을 받았던 NLRB에서 

심사되게끔 한, 몇 가지 법적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provoked a number of legal 

objection that brouhgt them before an NLRB majority that has been assailed for its 

barrage of anti-union decisions)(주석 111) 그것은 형해화의 두 번째 교훈으로 데려가준

다. 비록 형해화되기는 하였어도, 연방 노동법 체제는 여전히, 노동관계에서 민간의 실험을 

진압할(squelch)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혁신적인 민간 주도 움직임(private initiatives)은 노

동법의 역장(力場)에 갇힐 것이라는 위험은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영역을 넘어선

다. 우리가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몇몇 노동자 센터는, “노동 조직”이라는 딱지가 붙어 연

방노동법의 형해화된 체제로 끌려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NLRA가 노동의 자발적인 인

정 전략을 어떻게 위태롭게(imperil) 만들지 모르는가를 살펴보자. (8조(2)항의 적용이 노동

자-경영진 협조와 근로자 참여의 떠오르던 일부 형태에 찬물을 끼얹은 것[threw a wet 

blanket]과 마찬가지로)

  중립성 합의에 대한 몇몇 반대 견해들은, 그것의 자발성을 의문시하고 노동조합들이 이 

합의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압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전술(tactics)을 겨냥한다. 

(주석 113) 그러나 중립성 합의에 대한 가장 골치 아픈(troubling) 도전은, 아무리 자발적이

라고 하여도 사용자가 그 합의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lawful)를 의문시한다. 노동조합 가

입 · 결성에 반대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대표 선거 

운동(vigorously contested representation campaign)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인가?(주석 114)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단체 교섭 합의에서 제안된 조건의 일부

를 포함하는 중립성 합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조합에 대

한 더 숙지된 선택을 하게 해줌으로써, 제8조(a)항(2)을 위반하여 조인한(signatory) 노동조

합을 불법적으로 편애하거나(favor) 원조하게 되는 것인가? (주석 115) 

  여태껏 (thus far) NLRB는 하나의 주요 질문을 다루어왔다: 중립성 합의에 의하여

(pursuant to) 노동조합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은, 자발적인 승인 취소(decertification)에 관

한 표준적인 1년 유예(standard one-year moratorium)나 경쟁적인 선거 소청(competing 

election petitions)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117) 오래된 선례에 다르면 그 답은 “그렇

다”이다. 그러나 Dana 사건에서 위원회의 새로운 답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게”(not so 

fast)였다. 카드 체크(card chek)에 기반한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사용자는 

NLRB에 그 인정을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45일 이내에 그 노동조합을 몰아낼

(dislodge)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고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Dana I하에

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그 대표권 선택을 그 노동조합을 통해 이미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proclaimed) - 교섭단위의 30 퍼센트면 되는- 소수 근로자는 NLRB 대표 선거를 

요구함으로써 그 결정을 뒤집을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자발적인 인정에 대하여 규제 권위를 

공격적으로 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현대 노동관계 현장의 역동성의 단일 원천으로는 가장 

큰 것을(single greatest source of) 무력화하기 위하여 그 법을 활용하는 첫 발걸음이다. 

그 시나리오는 2008년 선거 이후에는 덜 일어날 법한 일이 된 것 같다. 

  노동법 형해화의 세 번째 교훈은, 법 개혁 노력은, 다른 통로들을 통해, 특히 “고용법”이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통해 추구될 때 결실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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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이래로 성장해온 고용법의 제멋대로 퍼져나가는(sprawling) 더미(collection)를 이

미 일별(glimpsed)하였다. 그리고 그 법들이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집단적 노동관계법 

보다는 진화와 변이에 훨씬 더 열려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51) 

  특히, 연방고용법은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것 같다. 그 법들은 일반적

으로 연방 최소 기준 이상의 주별 편차를 허용한다. 그리고 그 법들 중 많은 수는 법원, 변

호사, 그리고 고도로 탈중심화되고 다양하게 배열된 원고들을 입법 절차로 묶어주는 민사적 

소송권을 포함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그 결과로 나온 법과 추가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세계 바깥에서 “고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grounded) 일부 개혁 노력들 조차도 의회가 그 제약들을 제거하려고 행동하지 않을 때에

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형해화된 노동법 체제에 의해 제약될 것이다. 특히 노동법

과, 그것의 가장 낡고 비판을 많이 받아온 규정들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참여를 증진함으

로써 (임금이나 직업 안전 같은) 근로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를 들어 차별에 대항할) 근로자

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작업장 보건 · 안

전을 집단적 근로자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하려는 주 수준의 노력은, 주 규제의 선점과 

함께, 사용자 지배 “노동조직”에 대한 8조(a)항(2)문의 금지라는 형태로 잠재적인 장애물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형해화는 노동법의 전통적인 경계 밖에서 작업장 정책과 관행에서의 

혁신의 추동력(spur)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방해물(impediment)이다. 이 방해물들을 적정하

게 참작하면(with due regard), 우리가 개혁의 좋은 기회를 찾는 곳은 주로 그 경계 바깥이 

된다. <2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