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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사관계의 現況과 爭點*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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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최근의 영국노사관계가일종의 딜레마상태에 증여있다고판단하면서 1 대 

처의 노사관계 개혁파 블레어정권의 노동정책을 분석한다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일 

반적으로 경기호황은 노조의 교섭력 증대에 좋은 기회이지만， 영국에서는 역설적으로 

노조기피현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념 

파 반대로 실제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샘산성이 훨씬 높고， 사회적 파트녀쉽도 원활 

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기업규모， 끄용형태 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파점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영국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역설을 낳게 

된 노동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다 신노동당의 노 

돔정책은 대처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조금 풀어주는 부분적 복원에 그치고 있고， 노 

사관계보다는 노동시장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조는 이러한 

정책노선에 돌파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처정부의 유산 아래서 효과적인 망 

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의 경우는 블레어의 개혁드라이브를 신노동당의 최 

대치로 못박으려는 경항이 있으며， 블레어 역시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정부도. 기업도， 노조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노사관계의 번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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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는 ’불안한 새출발t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1. 하락하는 노동조합의 시장가격 

버밍햄 (Bimlingham)은 영국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 런던에서 기차 

로 약 한 시간 반 가량 떨어진 인구 백만의 도시 버밍햄에는 ‘항상 비가 내린다 ’ 1)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를 만나러 간 그 날에는 날씨가 맑았으며 , 산업도시 버밍햄 

은 어느새 우중충한 옷을 벗어버리고 말끔한 그린 타운으로 변해 있었다 몇 년 전 

만해도 쉽사리 눈에 띄었던 공장건물과 굴뚝은 사라지고 정원수와 꽃들과 주택들 

이 들어섰다 관공서로 쓰였던 빅토리아시대의 고색창연한 건물은 호텔로 개조될 

예정이며， 다운타운에는 컨퍼런스센터와 백화점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 버밍햄에 

는 이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날 비는 중북부에 위치한 전통적 산업도 

시인 리버풀(Live대∞1) 에서 내렸다 공공노조 수천명이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 

식이었는데， 분쟁조정국의 부국장인 리피애트(Lippiatt)씨는 곧 수습될 것으로 확신 

했다 2) 그의 말대로 리버풀 시위는 며칠 후 곧 잠잠해졌다 예전 같으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노조(UNISON)가 지부 파업을 지원하여 동맹파업 (2차 파업) 

을 감행했을 터 이 고 노동조합의 회 (πTra때d야eUn뼈1 

를 선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인기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처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경 

제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에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은 사회적 고 

립을 맛보아야 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오늘날처럼 낮아진 적은 일찍 

이 없었다. 

리버풀 시위가 매스콤에 보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부의 노동관계 

1)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노사분규로 도시 분위기가 항상 우울하다는 뜻이다 

2) 분쟁조정국(A바isory Conciliation 밍ld Arbitration Se띠ce， ACAS)은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기 

구로 노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 대처정부의 노동법 개정 이후 불법파업이 금지되자 

노사분쟁의 합법성 여부 심사와 중재신청이 많아져서 ACAS의 역할은 한층 증대되었다 ACAS는 

1974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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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시위 사실조차 모르는 듯한 인상이었다. 행정관료들에게 노사분규는 과 

거의 일로 기억되었으며， 노조지도자조차 잦은 노사분규로 노동조합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시인했다- 노동조합은 정권과의 정치적 타협에만 몰두하느라고 

노조원의 취업안정과 일상생활을 도외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버 

밍햄 지역에서 운송일반노조(Transpoπand General Workers Union, TGWU) 지부를 30 

년 넘게 맡아온 발리 (B따ley)씨는 노동조합이 작업현장에서 노조원을 돕고 보호하 

는 업무보다는 다른 일에 정신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다. 그 자신 로리운전 

사였던 그는 평생 작업장을 떠난 노동조합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항상 노조원들 

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TGWU 노조원이 1970년대 

80만명에서 현재 40만명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제조업체의 전반적 몰락과 금융， 서 

비스산업의 부상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노조원의 공장 

생활과 직무관련 지원업무를 무시하고 정치적 쟁점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관행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지기반은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었 

다. 노조원을 새롭게 모집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는 발리씨는 노동조합의 시 

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한탄했다. 영국인에게는 일종의 악몽이었던 1979년의 

‘불만의 겨 울’ (winter of discontent)은 노동조합의 부정 적 이 미지 와 함께 기 억 되 는 것 

이 보통이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1976년 IMF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이미 사회 

적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했으며， 그와 함께 노동조합의 시장가격도 하락일로에 들 

어섰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Mclloy， 199이 제조업 노동자의 격감과 조합성향이 

매우 낮은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의 급증 속에서 노동조합의 판매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도 노동조합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다. 축소되는 노동자 자 

원을 둘러싸고 나날이 격화되는 노동조합간의 과도한 경쟁이 노동조합의 시장가격 

을 떨어뜨린 것이다. 발리씨는 노조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만이 노조의 사회 

적 지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런데 ， 제조업 과학금융노련 (MSF)의 조직위원인 수라니 (Sourani)씨의 견해는 

달랐다. 개혁적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할 세계화시대에 노조에게 부 

과된 기대와 의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벌써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한 영국 노동조합의 전통적 이념과 그것의 정당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25년 

간 노조활동에 투신해온 수라니씨에게는 노조는 곧 사회적 공익을 위한 유일한 조 

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 이념적 투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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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 노련한 두 명의 노조활동가와 대처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했던 이념 사이에는 결코 메꿔지지 않을 커다란 간극이 놓여 있다. 대처수상 

은 집권 l년 뒤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시작하면서 “영국에는 이제 

사회라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3) 영국 노조가 사회주의와 케인즈적 국가 

를 지향했다면， 대처는 단기간에 그것을 개인주의와 시장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혁 

명적 선회라고 규정해도 좋을 대처리즘적 처방은 노동조합의 이념적 기반을 송두 

리째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부터 백년 동안 영국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혁명없는 사회주의 (또는， 개량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함께 노조 

의 이념적 자원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 사회적 , 이념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 

해 노조 자체도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가 문제 

였다. 영국 노조의 두 가지 특정인 집단주의와 자율주의가 개인주의와 법치주의로 

교체된 상황에서 노조의 변신은 생존을 좌우할 필수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변신의 

방향과 방법이 분명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조합주의적 전통과 대처리즘이 심어놓은 시장주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노조없는 기업이 늘 

어나고 고용주의 노조기피현상이 증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는지 모른다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영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사실이지 

만， 그 결과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영국 국민들의 관용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커 

졌다. 리버풀에서 시위가 있던 날 BBC방송은 영국의 고위경영자(CEOs) 연봉이 프 

랑스와 독일보다 높은 반면， 육체노동자들의 임금은 비교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 

그리하여 계층별 소득불평등이 악화일로에 있음을 보도했다 4) 그것은 분명히 대처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산물이자 세계화에 적응하려는 일련의 

구조조정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근 30년만에 찾아온 경제호황 앞에서 영국민들 

은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경기침체 속에서 지내왔던 탓인지 고실업과 평등한 궁핍보다는 파트타임일 

지라도 취업과 얼마간의 보수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5) 일반적 

3) ‘까lere is no such 야ung as soaety. 대처 의 이 말은 영 국사회 에 충격 을 가했다 

4) BBC방송 2001년 7월 26일자 저녁뉴스 불평등 악화에 관한 연구로는 Cregg and Machin (1994) , 

Blanchflower and F reeman (1994) 참조 

5) 1998년 영국의 실업율은 6.3 % 스워l 멘， 독일 ，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낮으며，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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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기호황은 노조에게는 교섭력 증대의 호기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경제 

호황은 노조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한다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노동조 

합의 쇠퇴가 놓여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호황과 노동조합의 쇠퇴 사이에는 아 

무런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이 비조직기업보다 생산성이 훨 

씬 높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랜만에 찾아온 경제성장을 노조 쇠퇴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런 탓인지 , 노조에 대한 애증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현실이다-

상층계급과 경영자들로 구성된 보수진영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노조의 쇠퇴 

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믿고 싶어하는 반면， 중하층 임금생활자들로 구성된 진보 

진영은 영국사회의 윤리 - 평등주의와 복지국가 이념 - 가 붕괴되고 있음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한다. 노조지도부는 50%대에 머물던 노조조직율이 32%로(2000 

년) 급락하고 파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조항들이 노조의 집단이익 대변의 기능에 

족쇄를 채워 결국 ‘천박한 자본주의’ 로 전락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한다 

(Blanchflower and Freeman, 1994). 시장주의의 여러 가지 폐단이 속출하고 있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보수당으로부터 등을 돌려 마침내 

1997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노동당으로 돌아서기는 하였지만， 블레어의 노동당정 

권에게 반전의 기대를 걸기에는 대처리즘의 유산이 너무 강하고 시장주의를 향한 

제도적 정지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 것이다(Gregory， 1998; Bonoli et als. , 2000‘ 
Peirson, 2001) . 예를 들어， 대처정부가 국운을 걸고 추진했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 

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 영국기업협회 (Confederarion of Brirish Industries, CBI) 6)의 한 관계 

자는 대처정부의 개혁조치들이 노사를 막론하고 ’커다란 충격’ (great sh에()이었지 

만， 그것은 이제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조 

치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배적 추세였다. 영국기업협회는 대처의 노사관계 

개혁이 충분치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블레어의 노동당정 

부가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정치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진 노동조합의회 (πJC)는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은 전체 취업자 중 26%로 증가일로에 있다 

6)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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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회는 노사관계의 반전을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선택했다. 대처정권 

시절 와해된 조합주의적 기제를 복원시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AFL-CIO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조직기반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AFL-CIO는 노조원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편익사업을 활발하게 

실행하는 좋은 모델임을 주목하여 작업장 중심의 전통적인 노조주의(labourism) 7)를 

노동자의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함께 노동 

조합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된 이 정책전환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노동조합에게는 넘어야할 장애 

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축소되는 노동자 자원을 두고 여러 노조가 경쟁해야 

하는 현실， 노조를 탐탁하게 보지 않는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 고용주의 

노조기피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대처리즘의 유산 속에 가능하면 안주하려는 신노 

동당의 소극적 태도가 조합주의로의 회귀를 선언한 노동조합의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노조지도부는 노동조합을 대량 째일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자본과 다국적 기업， 서비스 중 

심의 산업구조 재편，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에 젖은 신세대 노동자의 

등장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판매전략을 바꾸도록 재촉한다. 부활을 꿈꾸는 영국 

의 노동조합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 분명하게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주의에의 쩨愁와 유연성이 위력을 떨치는 

노동시장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동안 노동조합의 시장가격은 점 

점 하락하고있다. 

2. 역 설 (Paradox) 

노사관계에서 영국은 ’역설’ 속에 던져져 있다 그것은 경기침체와 노사분규로 

얼룩진 1960년대와 70년대로부터 탈출한 대가로서 영국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낯선 

것이다 

7) 노조주의(labourism)은 영국 노동조합의 전통적 이념으로서 혁명보다는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선을 

지향한다 ‘공정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 (빼r pay for 뼈rwork)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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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기피현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 그럼에도 노조가 있는 기업의 생산성이 훨씬 높고 사회적 파트너쉽 (so디 al 

P따mership)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Cullyet짜， 200이，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증폭되면서， 특히 미숙련 서비스부문의 

근로환경과 고용불안정이 악화되었고. 

•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계급적 집단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영국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가 와해되고 있다 

영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반가워하면서도 증폭되는 사회적 전치현상 (social 

displacement )에 난색을 표명한다. 영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국민들은 신자유주의가 경제와 노동조합의 동시적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경제는 반전되었으나， 그것을 위해 치러야할 희생이 만만치 

않았다. 노사분규는 유럽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1997년 216건) , 실업율은 

유럽평균 이하로(1998년 6.3%) 급감했으며， 경제성장율， 생산성， 실질소득 증가율 

이 유럽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고용불안정이 급증해서 파트타임 노동자가 유럽국 

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1998년 취업자 전체의 26% , 여자 41.2%, 남자 8.2%) ,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과 금융부문이 부상했으며，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 경제성장 

지표 외에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여타의 지표들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 세부지표들도 모두 하향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 노조원수는 1979년 

1，300만명에서 1999년 720만명으로 떨어져 194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 

다. 노조승인(lll1.Íon recognition) 여부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 

요한 지표인데， 1998년에 시행한 ‘작업장노동관계조사’ (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JVey, WERS)에 의하면，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서 노조를 승인하는 기업 

은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에 비하여 8% , 1984년에 비하여 21%가 

하락한 수치이다. 노조승인율의 하락은 단체교섭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의 수가 작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997년 현재 영국 노동자의 3명 중 1명만 독립적인 단 

체교섭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dy， 1999) 또한， 45%의 노조승인기업 

중 3/4만 지부대표를 갖고 있으며 , 비노조기업 중에는 11%만 노동자대표를 보유하 

고 있다. 다시 말해， 노조나 다른 노동자대변기구로 보호받는 노동자의 수가 급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작업장노동관계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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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 “노조승인기업에서조차도 많은 경우 경영자는 (- .. ) 단체교섭이나 단체협 

약과 같은 노조의 역할을 지원하지 않고， 대신 개별노동자와 따로따로 상의하는 것 

을 선호한다 .. (WERS, 1998; Undy, 1999: 322) 8) 

전통적 노사관계의 해체가 경제회복과 어쨌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근 

거가 희박하지만 경영자들의 강한 노조기피증에 편승하여 영국 사회 전체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양자의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캐임브리 

지대학의 사회학교수인 윌킨슨(Frank wî뻐inson)은 최근의 경제회복세는 노조의 쇠 

퇴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른 요인들이란， 예를 들 

면， 첫째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제사정은 최악이어서 그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 

고， 둘째， 시장의 정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했으며， 셋째， 세계화의 추세 

를 타고 외국의 저렴한 상품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임금노동자의 실질소득 증 

대에 도움을 주었으며， 넷째，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터뷰에 응 

했던 학자들은 ‘그보다 더 나뿔 수는 없다’ 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노조의 

쇠퇴와 경제성장을 연결짓는 것은 보수당이 전파한 근거없는 이론이었다고 지적 

했다 9)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의 노사관계를 비교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한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영국에서 소득불평등의 악화는 노조조직율의 하락과 직결된다 적어도 입 

금분산(wage dispersion) 증가분의 20%는 탈노조화의 영향이다(lLO， 1996; Undy, 

1999에서 재인용) 

• 보수율을 시장임금에 맞게 재조정하는 능력에 있어 비노조기업이 노조승인기업보 

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다 고용조건이나 기능적 유연성의 측면에서도 비노조기업 

의 상대적 유리함은 발견되지 않는다(Bro뼈， 200 1) . 

·노조기업은 노통자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조의 참여는 경영의 합리성을 보강해주기 때문에 기업 

8) 지역지부에서 노조대표자의 역할이 축소된 반면， 정부기구인 분쟁조정국(AIαS)의 기능은 확대됐 

다 1997년 AαS는 106.912건에 달하는 개별적인 불만 사례들을 접수하고 조정을 해주었다. 

9) 예를 들어 , 워원대학의 Pa버 터wards교수， 캐임브리지대학의 W피iarn Brown교수가 그들이다 그 밖 

의 많은 사람들도 ‘더 나뿔 수는 없다 (not worse than it)를 자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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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갈둥비용을 줄인다(Brown， 2001). 

•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보다 사회적 협력 (social pa.rtnership)의 실행능력이 커서 대 

부분의 경우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WERS， 1998) . 

노조가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과 근무태도의 

진작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면， 왜 노조기피현상이 확산되고 노조조직율이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인가?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에도 이 부문에서 노조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계층별 소득격차가 커 

지고 사회적 전치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영국 국민들은 과거처 럼 TUC가 어떤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인가? 현재 영국의 노사관계가 처한 ‘역설’ 

에 해당하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1970년대에 반복되었던 협약정치의 실패와 경 

기침체， 그리고 1984년 탄광파업을 끝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호전적 노사분규를 

기 억 해 야 한다. 노사관계 를 전담하는 통상산업 부 (Deparnnent of Trade and Indusuy, 

DTI)의 관계자는 대처정부가 노조에 족쇄를 채웠지만 노동자의 개인적 권리는 향 

상되었다고 강조한다 l이 이 말은 노조지도부와 노조원을 분리시킨 대처정부의 노 

동개혁을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 

전히 노동조합의 고유한 역할인 집단이익 대변의 기능을 과소평가한 견해이다. 개 

인적 목소리는 커졌지만， 생산계급으로서의 집단적 권익을 보호할 중심조직이 약 

화된것이다 

캐임브리지대학의 브라운교수는 영국 노사관계의 전반적 추세를 ‘개별화’ 

(individualiza tion) 로 집약한다 개별화란 영국 노사관계의 핵심인 집단주의 

( collectivism)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취업계약의 세부사항과 근로조건 등을 개별노동 

자와 일대일로 결정하고 단체교섭 대신 개별노동자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를 관 

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브라운교수는 개별화 추세를 ‘실질적 개별화’ 와 ‘절차적 개 

별화’ 로 구분하는데， 실질적 개별화는 개별 노동자의 계약내용이 계약자마다 달라 

지는 것을， 절차적 개별화는 고용조건과 기간의 결정에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 

을 의미한다(Brown， 2001). 개별화는 노조의 기반을 침식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축소 

10) 통상산업부의 노사관계담당자인 Bemard Caner씨와의 인터뷰 영국은 무역과 산업이 노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노사관계업무가 통상산업부에 편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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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별화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유연한 기업조직을 위한 필 

수조치라는 것이 대처정부의 믿음이었다(Baπell， 1994). 개별화는 분리와 배제의 원 

리이다 노조지도부와 노조원을 분리하고， 단체교섭을 배제하며， 노동시장에서 노 

동자를 분리 경쟁시킨다 이런 조치가 보수당 집권 하에서 18년 동안 추진되었던 

것이다. 

1993년 TUC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멍크스QohnMonks)는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 

하기 위해 1996년 정치총회에서 신노조주의 (New Unionism)를 선언했다 그것은 조 

직지도부가 모든 중요한 정책사안과 행동강령의 결정을 독점해온 구노조주의와 결 

별한다는 의욕적 신호였다. 노조 내부에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노조이념 

에 별 관심이 없는 신세대 노동자를 충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멍크스는 AFL-CIO 모델을 본 따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조직아카데미를 신설했 

다. “지난 17년 동안 노조는 영국병의 한 요인으로 그려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 

로운 도전은 우리가 해결책의 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노조는 이제 기 

로에 서있다 공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쇠 

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 TUC의 신노조주의가 이 역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워워대학의 Edwards 교수는 ‘lUC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약해졌다”고 지적한다. 

영국기업협회와 경영자들은 이런 상황을 비교적 느긋하게 관망한다. 대처정부의 

노동개혁이 일단은 경영주도권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신노동당의 집권 

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도전은 아직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계는 기 

업과 친구임을 강조했던 블레어의 총선슬로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으며 앞으로 

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 1998년 신노동당정부가 제출한 ‘정 

보공개 와 협 의’ (Infom1arion and Cons버tarion) 법 안과 ‘노동의 공정 성’ (F빼않s at Work) 

법안이 경영계의 강한 반발 속에 통과되었지만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법안의 정신을 살려 사회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중이다 노조의 부활을 촉진하는 정치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한 경영계의 주도 

권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므로 쓸데없이 노조의 신경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이다 그래서 , 기업과 경영자들도 신노동당의 집권과 노조의 변신노력을 조심스럽 

11) 1996년 TUC 정기총회에서 Monks가 행한 연설 (Taylor.2αm ‘ 26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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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망하는중이다‘ 

‘신중한 관망’ 이야말로 ‘역설’ 을 바라보는 노조와 경영자의 공통된 태도일 것이 

다. 신노동당이 노조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않는 한. TUC가 조직충원전 

략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시장주의의 사회적 폐단이 영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해칠 정도로 커지지 않는 한. 이런 관망상태는 얼마 동안 지속될 가능성 

이 크다- 그렇다면， 이 역설을 만들어낸 대처정부의 노동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 노사관계의 ‘민주화’ : 역설의 진원지 

1979년 대처정부가 집권하게된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 

을 것이다 12) 다만 1976년 IMF차관이라는 영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위기를 맞았으 

면서도 공공지출의 삭감， 정리해고， 임금동결， 복지혜택의 삭감 등 IMF와 미국이 

요구했던 일련의 초긴축정책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70년대 후반 캘러한(James Callaghan)의 노동당정부를 기억하면 충분하다. TUC는 

적어도 1978년 중반까지 당과 노조간 1973년 2월에 체결한 ‘사회협약’ (50디al 

Conrract)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지만， 연평균 15%를 넘는 인플레 5%선에 근접한 

실업율， 만성적 저투자와 막대한 대외부채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급락한 상황 

에서 5% 임금억제선을 강요하는 캘러한 정권과의 동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13 ) 

그리하여 TUC는 5년 동안 노동당 사회정책의 골격을 유지해오던 사회협약을 파 

기했다. 1926년 총파업 이후 가장 치열하고 충격적인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산노동자와 자동차노조가 노동당정부의 무원칙과 무능을 공격했으며， 공공기관 

의 기능이 중지되었다- “곳곳에 방치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거리마다 악 

취가 진동하였고， 간호원 등 병원종사자들이 업무를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사체조 

12) 1970년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는 Goats (1980). Cronin (1984) ‘ 고세훈(1999) 등을 참조 

13) 1973년 노동당과 TUC간에 체결된 ‘사회협약’ 은 노동조합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 

로 수용하는 대신 작업장에서의 노조권한 회복과 노통자를 위한 복지혜택의 확대를 약속하는 것 

을 골자로 한다 이후 윌슨-캘러한 노동당정부(1974-1979)는 사회협약에 기대어 경제. 사회정책을 

실행했다(고세훈. 1999: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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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방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조차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무정부상태를 방 

불하는 상황이었다" (고세훈. 1999: 392) . 1979년 봄에는 150만명에 달하는 영국 최 

대 노조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감행했다. 이른바 ‘불 

만의 겨울’ 이 거의 20여년에 걸친 오랜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실정 (失政) 끝에 영국 

국민을 엄습했다. 캘러한 노동당정부는 노조설득에 나섰으나 이미 노조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의 힘은 쇠락해 있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세력균형은 자본 쪽 

으로 기울어진 뒤여서 TUC의 파업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염증과 

혐오감을 북돋았다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그것도 노동당의 정책기조를 전면 

적으로 해체하고 노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보수당이 등장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견되었다. 그러나， 대처는 영국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이념으로 무장한 보수당의 리더였다-

집권에 성공하자 대처는 프리드만을 신봉하던 보수주의 정치가 케이트 조셉 (K 

Joseph)과 당산하 정책연구소(Cenrer for Policy Studies)에서 함께 갈고 닦았던 대안들 

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1970년 집권한 히스(Heath) 수상이 노동조합의 

반발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활성화 정책， 통화주의， 노조배제 정책이 

그것이었다 14)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정상화하고， 

국가정책의 기본원리를 케인즈주의로부터 자유시장이론으로 대체했다 부실기업 

매각， 금융개혁， 정리해고， 민영화， 노조의 탈정치화 등 신자유주의의 정통 메뉴들 

이 선을 보였다. 집권 10년전인 1968년 보수당 정치씬터에서 행한 그녀의 연설은 

대처의 이런 신념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입의 정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워졌 

고 오히려 더욱 많은 수의 관료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오늘날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공 

식 결정과정에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 .. ) 이러한 결과는 결국 권위주의의 

증대로 이어졌다‘ (- .. )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 책임과 결정기회의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 증대， 정부역할의 축소이다‘ 

그럼에도 당시 TUC의 위원장이었던 머레이 (Len Murray)는 대처가 평소에 힘주 

H) 영국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에 관하여는 임무송(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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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Taylor， 

200이- 그녀가 밀어부친다면 곧 후회할 것이며 결국 TUC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으 

로 믿었다는 것이다- 머레이는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 고 기억했다. 1979년 6 

월 15일，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보수당각료들과 노조지도부가 만났을 때 대처는 자 

유시장경제학을 그들에게 강의했다. 약간 조심스러운 어조로 서두를 펜 대처는 노 

동조합과 노조가 표방하는 집단주의적 가치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감을 서슴없이 

털어놨다. 그녀는 노조야말로 저생산성과 저이윤으로 얼룩진 영국문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노조를 공격했던 동료정치가 케이트 조셉을 한껏 치켜세웠다 .. (Taylor, 

2000: 246) 

대처는 1980년 고용법 (Employment Act)를 입안함으로써 노조 무력화 공세를 개시 

했다. 고용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면책권을 거두는 법안으로서 대처가 행한 

노동개혁 중 가장 위력적인 것이었다. TUC지도부는 전국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반 

대투쟁을 전개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 고용주가 냉담했음은 물론， 불법파업에 

동참하여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조원조차도 선뜻 나서기를 꺼렸 

다- 실지로 이 법안이 발효된 이후 발생했던 광산노동자 파업에서 재산 몰수선고를 

받은 노조원들이 속출했다 15 ) 

대처는 노동개혁의 명분을 노사관계의 ‘민주화’ 라고 공언하였는데， 그것은 영국 

의 전통적 노사관계의 전면적 재편을 의미했다 19세기 말 이후 약 백년 동안 발전 

되어온 영국의 전통적 노사관계는 거시적 수준에서 노조의 조직적 위계구조와 작 

업현장에서 노조의 활동구조로 나누어진다(McIlroy， 1990; Kelly와 Heery. 1994; Glegg, 

1976). 우선， 거시적 수준에서 정상조직인 TUC는 677ß 노조， 약 7백만명의 조합원 

을 거느린 거대조직이지만， 산하 개별노조들의 독립성이 강해 TUC의 영향력을 제 

15) 198+-85년 광산노동자 파업은 대처정부와 노조간 사활을 건 투쟁이었다 사회주의자로 이름난 광 

산노조위원장 스카길(Arthur ScagiU)은 13개월 동안 이 파업을 이끌었는데， TUC의 동맹파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지극히 낮았다 경찰은 그 동안 견지했던 중립적，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진압에 나섰으며‘ 매스콩도 점차 비난 일색으로 변해갔다 궁지에 몰린 스카길은 

결국 일방적으로 파업 승리와 함께 중단을 선언하고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옹 것은 파산선고와 같은 상처뿐인 승리였다 스카길은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노 

조기금을 외국은행에 유치하였는데‘ 그것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는 

1996년 노동당 당헌 4조(국유화 조항)가 개정된 직후 사회주의노동당을 창당하여 총선에 도전하 

였으나단한명의 당선자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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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다 UNISON(공공부문 연합노조)， TGWU(운수일반노조)， GMB(일반 통합노 

조)， AEEU(합동기계전기노조) 등 5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산하 거대 개별노조 

들은 전국에 수 백개의 지구를 두어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실행한다. 영국의 개별노 

조들은 20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특정 산업과 직종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비교적 

내부동질성이 강했으나， 직업분화와 더불어 미숙련， 반숙련노동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산업， 계층， 직종별 구분을 가리지 않는 혼합적 성격 (amalgamarion)을 띠 

게 되었다 영국의 노조조직은 개별노조의 중앙집행부를 정점으로 하고 각 지구조 

직 (regional offìce) 에 산재하는 지 부장이 해 당지 역 노조업 무를 관장하는 중앙집 중적 

형태로 되어 있다 16) 따라서 단체교섭도 고용주대표와 개별노조 중앙집행부가 주 

도하는 전국 수준의 교섭이었는데 영국의 자율주의의 전통에 따라 중앙단위의 단 

체교섭이 기업과 작업장에 미치는 구속력은 막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작업현 

장의 노사관계가 이중적이라는 점은 홍미롭다. 노조대표 (union representariv리라는 공 

식조직과 1968년 도노번보고서 (Donovan report)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현장위원 

(shop stewards) 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오건호， 1999: Bastone , 1988: Darlington , 

1994) ,17) 현장위원 (shop stewards)은 작업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의 독특한 존재 

로서 노조대표가 지구조직의 업무를 관장한다면 현장위원은 작업장의 노사관계를 

관할하는 그야말로 비공식조직인 셈이다 양자 사이에는 입장차이 때문에 많은 갈 

등도 발생하지만， 대체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현장위원 

들은 작업장의 크고 작은 노동관행에 개입하고 노동자의 불만을 수렴， 해결하는 고 

충처리의 창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근로면제 (rime-off)와 같은 경영자 

들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구조에서 대처가 주목한 것은 오랫동안 발전해옹 노조조직 

의 중앙집권화(centrali깅rion)와 관료제화(bureauc때zarion)가 조합원들의 개별적 견해 

를 체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었다 TUC와 개별노조 중앙위원회가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조합원들의 견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곧 노조민주주의 자체 

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독선적 관행이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조합원 규모로 

16) 버밍햄에서 인터뷰한 발리씨와 수라니씨가 바로 지구조직장이다 

17) 도노번보고서는 현장위원들의 활동이 영국 노사관계를 생산적， 상호협력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지 

적하면서 보다 민주적이고 원활한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현장위원들에 대한 경영자의 지 

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Donovan ， 1968: Batstone ,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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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들에게 투표권을 배정하는 블록투표를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에게 의사를 

물어， 그것도 우편투표라는 비밀투표 방식을 통하여 파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야말로 조합집행부의 전횡을 막는 가장 시급한 조치로 생각했다- 대처가 노동개혁 

의 최종 목표를 노사관계의 .민주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아닌 집행부의 독자 

적 권한을 조합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집행부와 조합원의 분리는 앞 

에서 지적하였듯이 노사관계의 ‘개별화’ 를 위한 서곡인 셈이다.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개별화 조치는 미시적 차원에도 강도높게 적용되었다. 미 

시 적 차원의 특정 을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노조승인 (union recognition) , 현장위 원 

의 경영참여 (partiαpation) 라고 한다면， 대처정부는 이 모든 미시적 관행에 법적 절 

차를 만들어 노조의 임의적 간섭과 감시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고， 노조대표의 자 

율적 권한을 조합원들의 개별적 승낙여부와 결부시켜 노조승인의 조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노조의 임의적 권한행사의 차단， 노조에 대한 고용주의 권한 

강화， 노조대표성의 개별적 근거도입 등이 대처정부가 꾀한 노동개혁의 최대의 목 

표였던 것이다(Batstone ， 1988: Te띠， 1995: vì잃er， Ruysseveldt, 1996: Gregory , 1998: 오건 

호， 1996). 달리 말하면， 대처는 영국 노사관계의 두 축인 집단주의와 자율주의를 

개인주의와 법치주의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전국조직은 정치적 영역에서 배 

제되었으며， 노조지도부와 조합원들은 상호분리되었고， 조합의 고유업무가 정부의 

법적 기능으로 이전되었다. 분쟁조정국의 업무가 폭등한 것은 이런 조치의 결과이 

며 ， 통상산업국의 관리가 개별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었다고 말했던 것도 이와 관 

련된다- 대처는 개별화를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판단했던 셈인데， 그것은 중앙집중 

화와 관료제화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리와 배제의 원리’를 강도높게 적용 

하였던 것이다. 보수당집권기간 동안 모두 여닮 차례 개정된 노사관계법을 간략히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닮 차례의 개정법을 통하여 노조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노조가 권한을 행사하 

려면 조합원의 우편투표로 승낙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심 

사받아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불법이라는 철퇴가 내려진다. 클 

로즈드 숍의 폐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분이 없어졌고. 단체교섭 의무조항도 

삭제되었다. 단체교섭은 노조 승인을 전제로 하는데， 무조건적 승인으로부터 조건 

부 승인으로 전환되었다. 고용주는 정리해고의 짐을 덜었으며， 청소년과 여성노동 

자를 최저임금 이하로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1993년 고용법에서 근로자 권리 



72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1) 

개정법 

1980 고용법 

1982 고용법 

주요내용 

• 클로즈드 숍의 불법화， 단 80%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찬성할 경우 예외 

.피켓팅을 6개로제한 

• 노조승인과 관련한 강제조정의무를 해제 

• 부당해고시 고용주의 증거제시의무 경감과 노동자권한 축소 

• 불법파업시 노조의 손해배상 영시， 통조파업 불법화 

• 클로드즈숍 제한， 85% 찬성 조건을 부가 

1884 노동조합법 • 노조집행부 선출은 비밀투표에 의해 5년마다 행함 투표없이 감행된 파업에서 

1986 임금법 

1988 고용법 

1989 고용법 

1990 고용볍 

1993 고용볍 

노조의 연책권 박탈 정치기금 납부노조는 10년마다 투표로 조합원의 숭낙을 

얻을것 

• 최저임금자격의 제한 21세 이하 노동자는 임금위원회 관리대상 제외 

• 합법파업에서도 피켓라인을 넘는 노동자는 모든 권리를 박탈함 

· 중소기업부문의 노동시장규제를 철회， 청년 및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규제 

철회， 훈련위원회 해체， 어떤 유형의 직업훈련에서 노조개입 금지 

• 기인정된 클로드즈숍 권한 철회， 비노조원 고용차별 불법화 

• 고용주의 불법파업 노동자 해고권한 강화， 현장위원의 지원활동 금지 

. 3년마다 서변동의없는 조합비일팔공제는 불법화， 고용주는 노조탈퇴자에게 격 

려금을지원할수있음 

• 파업 7일전에 고용주에게 통고 의무화， 모든 결정 사항을 공고하고 심사의무 

화， 불법파업에 대한 절차 심사 

• 단체교섭 지원 철회(조정위원회 조항 삭제) 

• 최저임금 규제 잔여조항 삭제 

• 피용자에게 근로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서면계약서 발부 의무화， 고충처리의 내 

용을 확대， 출산휴가 확대 및 임산부의 부당해고 금지‘ 산재노동자의 보호강화 

출처 :Vì않r와 Ruyssev리dt (1 996 : 53-54). 

에 대한 약간의 보호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개정은 노조의 무력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 버밍햄에서 만난 MSF노조의 지국장인 수라니 

씨는 “이제는 파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내민 파업찬반투표 

용지에는 이렇게 써있었다"만일 당신이 파업이나 여타의 단체행동에 참여한다 

면， 당신은 당신의 고용계약을 스스로 파기할 지도 모른다(in breach of your contract of 

employment)." 18) 파업이 가결되어 단체행동에 들어간다면， 고용주에게 투표결과를 

18) 수라니씨가 보여준 파업 찬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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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고 적어도 7일 전에 구체적 행동양식， 장소. 날짜를 통보해야 함은 물론， 참 

가자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불법 파업인 경우 참가자는 고용주가 청구하는 손해 

배상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파업가담자는 주택， 자동차， 가재도구， 기타 

재산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파업은지극히 위험한 모험， 그것도 일생 

일대의 운명을 결정할 엄청난 모험인 것이다- 앞 장에서 조명했듯， 영국이 직면한 

노사관계의 ‘역설’ 은 그렇게 배태되었다. 

4. 노동조합 달래기 : 신노동당의 등장과 부분적 회복 

“신노동당은 진정 해낼 수 있는가7" 19) 1997년 총선을 앞두고 토니 블레어 (Tony 

Blair) 라는 젊은 지도자를 맞은 노동당은 구노동당과 선을 긋고 신노동당으로 거듭 

날 것임을 천명했다 국가경쟁력을 내세웠던 보수당의 개혁정치가 경기침체와 실 

업율을 제어하지 못하고 복지혜택과 연금수혜의 삭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 

되자 사회적 담론의 비중은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 로 옮겨갔다- 민영화， 근로연계 

복지，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회복 일정을 앞당긴다는 보수 

당의 약속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 

은 보수당 집권에 서서히 염증을 느끼 기 시작했다 과연 시 장경쟁의 심화가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식 통계를 내세운 보수당의 언약은 신뢰성을 잃었으며， 경쟁력과 관련된 

어떤 담론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1997년 총선은 노동당에 

게는 18년간의 보수당 집권을 끝낼 호기였다. 예상대로 노동당은 압승했다(45% 득 

표 ， 의석수 64% 차지)‘ 그러나， 그것은 노동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열렬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수당에 지쳤던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그냥 노동당이었을 뿐이 

다(오건호. 1997). 

신노동당의 슬로건은 ‘열망’ (뼈bition) 이었다. 그것은 보수당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적절한 단어였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줄 

19) “ C1l1 A New Labour Deliver'" - 이것은 총선을 대비해서 신노동당의 이론적 기반을 집약한 만델슨 

과 리들의 저술 제목이다 Mandelson과 Liddle(신정현 역)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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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블레어는 총선기간 내내 신노동당이 친기업적， 친노동자적， 친시장적 정 

책을 펼 것임을 천명했으며， 이를 입증하려는 듯이 옥스퍼드대학 시절 친구였던 성 

공한 기업가를 연설자로 세우기도 했다. 보수당의 친자본 정책을 가능한 한 바꾸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권리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상충적 목표가 거침없이 공표되었다. 

“신노동당은 시장과 능률 그리고 경쟁의 필요성을 믿는다. 우리는 새로운 지구촌 

경제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신정현， 1998: 57) 그 

래서， 블레어는 민영화를 인정하고， 긴축재정을 유지하며，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 

고， 세금인상을 자제힌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보수당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었다. 그것이 과연 노동당인가? 라고 반문하면서도 국민들 

은 노동당에 표를 던졌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다. “노동당에 표를 주고， 노 

동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면서도 노동당의 신노선을 언급할 때마다 종종 

앞에 ‘bloody(염병 할)’ 라고 형용사를 붙인다 .. (오건호， 1997 ‘ 93) . 

신노동당은 구노동당과의 결별을 위해 몇 가지 변신을 시도했다 1970년대의 사 

회협약과 같은 조합주의적 정치 흥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기업의 효율적 파트너로 배양하고 블록투표를 폐지하여 노동당을 명실 

공히 노동자의 정당으로 만들며， 공공지출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유럽연합과 

보조를 같이 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여 스테이크홀더 이코노미( stakeholder 

economy)를 지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Rhode， 2001; Huher and Srephens, 2001) 블레어 

는 이미 1994년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면서 1960년대 초반 휴 게츠켈 (Hugh 

Gautskoll) 이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었던 당헌 4조(생산수단， 분배 및 교환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데에 성공했던 것이다. 스테이크홀더 이코노미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공동책임과 혜택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로서 개인주의로 분열된 영국경 

제에 공동체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도를 갖는다 20) 

노동당은 이런 일련의 과제를 ‘현대화’ (modenúzation)로 집약했다. 노동당 이념 

과 정책의 현대화， 당 노조관계의 현대화， 영국사회의 현대화가 신노동당이 설정했 

던 세 개의 핵심과제였다. 블레어는 현대화의 주도자로서 비쳐졌으며 노동당은 영 

국사회를 ‘제 3의 길’ 로 안내하기 위해 신(新)자를 붙여 거륨났다 

제 3의 길은 좌우파의 중간에 서서 양진영의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신축성과 적응 

20) 만델슨과 리들(신정현 역. 1998).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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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구조적 외압 앞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고 천명하자마자， 시장과 능률과 자유경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하자마자 신노동당의 노선은 우파와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 

면한다. 노동당이 아무리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중도좌파라고 규정해도 비툴거리 

는 복지국가와 서로 영키기만 했던 조합주의정치를 새롭게 복원시키지 못하는 한 

노동당이 갈 길은 우파가 만들어놓은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개인 앞에 

‘공동체.를 내세우고 시장경제를 스테이크홀더 이코노미로 대체하고 게이트웨이 

(Gateway)로 명명된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도 21 ) 통화주의， 긴축재정， 

민영화， 조세감면， 복지축소， 규제완화 등 보수당의 정책메뉴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 노동당은 여전히 우파의 정책공간에서 샘물을 파고 있는 셈이다 보수당이 자신 

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며. 보수당의 노조무력화 

를 의식 하여 사회 적 파트너쉽 (social paπnership)을 강조했을 때 에 경 영자와 노조가 

모두 ‘모호하고 느슨한 개념’ 이라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의 

4대 노조인 합동기계전기노조 (AEEU) 의 집행부를 오랫동안 맡았던 캐리건 

(Carrigan)씨도 사회적 파트너쉽이 무언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는 옥 

스퍼드대학과 중상층 출신의 엘리트인 블레어가 노동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신뢰 

가 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히려 재무상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의 

말에 더 호감이 가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고 브라운 재무상이 쓰는 

언어가 노동자들에게 더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노동조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노동당의 입장표명에 노조는 적지 않이 

당황했다 1992년 보수당이 노동조합법을 마지 막으로 개정 할 당시 블레어는 그들 

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복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은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동일한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하여， 블레 

어는 대처정권이 노조에게 내린 법적 철퇴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그는 “집회와 피 

켓 시위， 동조파업에 관한 규제는 정당하며 계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 

다 .. (신정현， 1998: 75). 그는 노동조합이 정치적 특혜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좌파적 

21) 교육인적자원부의 gateway프로그램 담당관(지금은 NewDeal로 발전함)은 노동시장프로그램이 상 

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한다 98년 이후 2001년 여름까지 약 30만명을 훈련시켰 

으며 , 그 중 40%가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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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아직 정신 못 차린 낡은 아이디어’ 로 규정했기 때문에 클로즈드 숍과 같은 

20세기적 관행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자유주의와도 맥이 닿는 

블레어의 이런 사고방식은 노조지도부와 자주 충돌했으며 당내의 전통 좌파로부터 

의 구심 을 샀다(Marqusee， 1997) . 

사실， 블레어와 신노동당의 정책초점은 노사관계를 노동당식으로 복원시키는 것 

에 놓여 있지 않다 신노동당은 노사관계보다 노동시장의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독일과 스워1 벤처럼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 

를 구제하고 직업창출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붕괴하는 가족의 복원， 교육경쟁력의 증진， 범죄와 질병 

의 퇴치， 주택문제， 건강과 사회봉사， 소득불평등과 빈곤， 지방분권화， 유럽연합과 

의 보조맞추기 등이 신노동당이 주목하는 관심거리이다. “마가렛 대처가 한 일은 

노동조합법 .국유화산업지방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파괴적이었다 그녀 

는 적을 찾기 위해 맴돌았던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문제들과 대결함에 있어 신노 

동당은 본질적으로 건설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 .. (신정현 .1998: 37). 신노동당의 급 

선무는 극단적 보수주의로 쏠려있는 국가 전체의 무게중심을 중도 쪽으로 약간 이 

전시키는 일이며， 노사관계는 그런 총체적 작업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의 복원이 아니라 보복적 입법으로 깨진 균형을 약간 수정하는 일이 그것이다. 

TUC는 그런 노동당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면서， 블레어가 개혁 행보를 조금 

더 좌파 쪽으로 이동시켜 주기를 바랬다 2000년 3월에 열린 21차 총회에서 벙크스 

는 그런 기대를 토로했다 “질서있는 변화， 시장과잉의 순치， 불평등 축소， 노동자 

보호， 강한 복지국가 구축， 이 모든 일은 중도좌파에게 튼튼한 기반을 제공한다. 

( ... ) 고삐풀린 시장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강요하고， 작업장과 가정의 

건강한 균형감각을 깨뜨리고， 주식시장 변덕으로 거대회사의 합병이 일어날 때 사 

람들을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내모는 주범이다 .. (Taylor, 2000: 263) 그것은 모두 대처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신노동당의 일차 과제는 고삐풀린 시장을 제 

어하는 일이다 TUC는 막후에서 블레어정부를 압박했다 블레어는 겉으로는 기업 

가들과 훨씬 더 많은 회합을 가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압력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1997-98년에 TUC와 신노동당간에는 모종의 교감 

이 오고갔으며， 그 결과 TUC가 환영할만한 개혁입법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것 

은 깨진 불균형을 약간 수정하는 ‘부분적 복원’ 이었다 개혁입법은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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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y, 1999‘ 326-331 ) 

• 최저임금법의 복원 1998년 6월에 제출된 법안으로서 2000년 6월부터 시간당 

3 .70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규정하였다(단 18-21세의 노동자는 시간당 3 ， 00파운드)， 

경과기간인 1999년에는 전산업 최저임금을 360파운드로 정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규정했다 

• 유럽연합의 사회헌장 서명 보수당정부가 거부했던 EU의 사회헌장에 서명했 

다 이는 사회헌장이 제정한 제반 규정 (Directiv<않)을 준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 

에는 정보공개와 협력 (inforrnation 때d consuJtation) 조항도 들어있다. 두 개의 규정이 

논쟁사항이다 (i) 근로시간규정 (Working Tirne Directives) :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인데 ， 이에 대하여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투표로 초과근로를 원할 

때에는 예외로 하자는 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니) 유럽노동위원회 규정 (European 

Works Council Dπectives) 유럽 전역을 근거지로 하는 다국적기업이 지켜야할 노동규 

칙을 영국에도 적용한다는 것 1999년까지 모두 239개 다국적 기업이 이 규정에 서명 

한것으로집계되었다. 

• ‘노동과 공정성’ 백서12) 악화된 노사관계를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조항으 

로서 , 사회적 파트너쉽 , 단체교섭과 노동자의 새로운 권리 , 근로조건의 개선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과 노동자의 새로운 권리‘ 인데 노조승인 절차 

를 완화하고 단체행동의 위험부담을 경감해줌으로서 노조에게 숨통을 퇴워주었다. 구 

체적으로살펴보면， 

(i) 노동자가 경영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임을 인정. 가급적 단 

체교섭을권장 

(ü) 조합비 일팔공제 ( check-off)의 복원 

(ω) 종업원 50%가 조합원이연 노조승인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 

밀투표에서 종업원 40%가 찬성하면 노조 승인(노조숭인이란 단체교섭을 의무적으로 

행해야함을뜻한다) 

(iv) 합법적 노사분규에 참여 한 노동자의 보호조항을 신설 , 조합활동가에 대한 차별 

금지 

(v) 조합활동가를 대상으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회람 금지 

22) 이 백서 의 원제 목은 깨e Road to the 뼈nifesto‘ BuiI마19 Prosperil)η Flexib피ty， Efficiency, and F:뻐ness at 

Wo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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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그 밖에 고충처리시에 동료나 노조책임자를 대통하는 것을 허용‘ 

영국기업협회 (CBI)는 신노동당의 이런 친노조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활동 

을 비롯하여 여론호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그러나， 유럽연 

합의 사회헌장에 서명이 일단락된 뒤여서 신노동당의 이런 행보를 저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블레어도 이 정도의 입법으로는 유럽대륙에서 가장 규제가 낮은 

( ‘most lightly regulated’ ) 영국의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CBI를 설득 

했다(Towers， 1999). 설득은 주효했고 입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렇다고 TUC가 만족 

한 것은 아니다.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TUC에게는 이 정도의 개혁이라도 전진 

의 발판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되었다 TUC위원장 멍크스는 블레어의 개혁입법을 

가리켜 ‘부드러운 위로’ (kid glove) 라고 치켜세웠지만， 곧 자신이 주창했던 신현실주 

의 (new realism)의 적응력과 인내심으로 돌아왔다 노조에게 블레어의 입법은 대처 

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조금 풀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부분적 복원’ 을 선사한 

‘노동과 공정성’ 백서는 대처리즘 속에 공감의 여지를 자주 발견하는 블레어에게 

는 노동계에 줄 수 있는 최대치일지도 모른다. 

5. 결론: ‘신중한관망’과변신의진통 

버밍햄의 중심부에는 두 개의 조각이 행인들의 눈길을 끈다 하나는 청동으로 만 

든 고색창연한 작품으로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증기기관의 발명자 제엄스 와트 

(James Watt)의 인물상이다. 다른 하나는 버밍햄의 산업발전사를 상정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규모의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에는 다양한 직종 

을 가진 수 천명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산업화 초기부터 

현대까지 버밍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직업발전의 궤적을 집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오른 쪽에는 수 백명의 광산노동자들이 운집해 있고 가운데는 운송노동자와 각 

종다양한직업군들이 출현하고， 왼쪽으로는정보화시대의 금융전문가， 사무직， 서 

비스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버밍햄은 ‘검은 지방’ (black 

coumy)로 불릴 만큼 영국 탄광산업의 중심부였는데， 그래서인지 프로레타리아 계 

급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가다듬고 재확인하는 사회주의노조의 본고장이었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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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장이 철거된 자리에 주택과 백화점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운집장소에 

단아한 현대식 컨퍼런스건물이 세워진 이 시대에 사회주의노조의 미래를 예측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이념을 평생 실천해온 노련한 노조지부장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서로 엇갈릴 뿐이다. MSF의 수라니씨는 노조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 

로 사회개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조의 참여-정치참여든 경영참여든-를 활성화하 

는 것이 ‘20년의 상실’ 을 만회하는 탈출구라고 역설했다. 운송일반노조의 발리씨 

는 영국 노동조합의 전반적 쇠퇴는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조합원들의 고충과 일상 

생활의 고난을 도외시한 대가라고 못박았다 그런데， 그 직업군 조각상에서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현저하게 밝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이념이 결실을 맺 

은 때문인지， 아니면 쇠락한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무튼， 홍미롭게도 TUC의 국제부장인 리드(Reed)씨는 현재 TUC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언급했다 조합주의적 정치기제를 되살 

려 노조가 국가와 자본의 정책파트너로 거둡나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 

진 신세대노동자들을 충원하려면 조합원들에게 무엇인가 실제 혜택을 주는 실용주 

의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국가 및 자본과 사회적 파 

트너쉽을 결성한 호주를 모델로 하고 후자는 미국의 AFL-CIO를 벤치마킹한다고 

털어놨다 이는 TUC의 재출발을 선언했던 1994년 총회에서 멍크스가 제안한 전략 

이었다. 이후 TUC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있어 상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Heery， 1998‘ 355). 조합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조직화전략은 

거대노조에게도 자극을 주어 적어도 조직율 하락세를 정지시키고 미약한 반등의 

조짐까지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사회적 파트너로 거듭난다 

는 전략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신노동당정 

권 하에서도 별반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도 지적하 

였듯이 , 블레어는 구노동당의 발목을 잡은 ‘정치적 홍정’ 과 이미 결별을 선언하였 

고 노조가 정치권에 어떤 특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낡은 아이디어임을 못박았기 때 

문에 사회주의노조의 개혁이념이 노동당집권 하에서 어떤 정치적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한，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 이 두 개의 전략 -사회적 파트 

너쉽과 조직확대사업-은 고용주에게는 종종 상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23) 제조업 과학금융노조(MSF)의 수라니씨가 필자에게 기념으로 선물한 책은 〈버밍햄의 사회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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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Heery. 위 논문 356). 결국. 21세기 영국의 TUC 

는 유럽모텔과 미국모델의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혼합노선을 버리고 양자 택일의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기가 

꺾인 노조의 사회주의적 성향도 양자간 전략적 선택에 좌우될 전망이다 

두 전략의 엇갈리는 성과는 영국 노사관계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데에서도 그대 

로 드러난다. 서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처정권 이래 하향세를 거듭해온 노사관 

계의 거시적 지표들이 ‘노조의 위기’ 를 확신해주고는 있지만， 작업현장을 들여다 

보면 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노조숭인율의 감소， 조직 

율의 하락， 단체교섭 적용 노동자 규모의 축소， 노사분규건수의 급감 등이 노조의 

위기를 입증해주기는 하지만， 정작 작업현장에서 현장위원들의 활동은 예나 지금 

이나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교섭이 기업교섭과 작업장교섭으로 

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위원들은 노조대표나 다른 작업장의 현장위원들과 합 

동위원회(J oint COIlll1uttee)를 만들어 단체교섭 활동을 그런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영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대처리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 

남은 작업장 노조주의( workplace unionism)의 부활여부에 거는 사람들도 있다(오건호， 

1996: Batstone. 1988: Penn and Rose. 1996). 

그러나. TUC의 죄퇴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원래 영국의 TUC는 

역사적 발전과정과 조직구조상 독일의 DGB나 스웨멘의 LO와 비교하여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인데 (Clegg， 1976). 대처정권의 개혁조치가 TUC를 더 

욱 약체로 만들었던 것이다. 불법파업에 철퇴가 가해지고 노조승인의 의무화가 폐 

기된 상태에서 대처정권이 추진했던 민영화과정에 TUC가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극단적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국 

민정서 때문에 대처를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은 TUC는 호전적 저항에 

서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것은 곧 민영화 대상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 

는 일이었다 24) TUC는 매각되는 공기업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경제적 보상에 초 

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노조승인과 연금수혜자격을 유지하고， 노동관행의 급격한 

조정과 정리해고를 금지할 것과， 매수기업은 종업원에게 주식무료배당， 할인배당， 

우선주할당을 시행할 것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AEEU의 캐리건씨는 민영화는 

24) 캐리건씨가준 AEEU의 민영화대책 문건 제목은 "Employees’View ofPrivitisation in the U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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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하지 못했지만 경제적 보상과 권리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영화는 TUC와 산하노조들， 특히 공공부문노조에게는 일대의 충격이었다 25) 

전력산업의 고용인원은 1989년 14만명에서 1998년에는 8만명으로 줄었으며， 영국 

철강은 1988년 민영화가 시작된 이래 80%가 정리해고되었다. 영국통신은 1984년 

이래 10만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영국가스는 9만 1명에서 3만 5천명으로 축소되 

었으며， 탄광산업은 14만명에서 l만명으로 줄어 거의 와해되었다. 민영화를 수용 

한 TUC는 조기정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해고수당(1년 근속에 1.5주분의 임금)과 퇴직수당(1년 근속에 4주분 임 

금)을 지급하고 50세부터 연금지급과 일부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혜택을 부가 

했다. 그리하여，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25년 근속 50세 이상의 종업원은 4 

만 파운드의 퇴직수당과 연 8천파운드의 평생연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공기업을 떠 

났다는 것이다. 캐리건씨는 정부와 매수기업이 민영화 대상기업 노동자들에게 이 

런 혜택을 제공하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데에 만족감과 함께 자부심 

을 표현했다. 다만， 재무성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식할당 지분을 매각액수의 

5%를 넘지 못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조기정년 노동자들이 ‘살씬 고양이’ (fat cats)로 

변신할 수 없었다는 데에 아쉬움을 나타냈을 뿐이다 26) 그 정도로도 TUC와 거대 

노조들의 역할은 충분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 노조는 조직기반의 심각한 훼손 

과 영향력의 쇠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노조원들은 묻는다- 그 막대한 재정을 써가면서 민영화를 추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공기업은 나쁘고， 민간기업은 좋다(pub!ic-bad ， private-good)'’는 단순한 이분 

법에 기초한 민영화조치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일부 매수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살찌웠다면 그냥 공기업을 지원한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국민들은 민영 

화 기업의 서비스 질과 비용에 대하여 더러는 만족스럽고 더러는 이런저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철도는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주범이 되었는데， 영국의 자존심 

이었던 것이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불평이 만연하게끔 되었다. 그래서， 민영 

화로 결국 득을 본 것은 재정부담을 벗어던진 정부이며， 헐값에 공기업을 매수한 

25) 영국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하여는 Beesl야(1992)를 참조 

26) 위 문건 노조원들은 고용주를 ‘살젠 고양이’ 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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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본과 다국적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었다 이런 상황은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고 변신을 시도하는 TUC에게는 그런대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 

나， 자본가의 시각은 다르다 민영화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정부가 보증하는 여신행 

위를 통해 상당한 재미를 보았는데， 수도산업 민영화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 홍콩 

상하이은행의 그레이 (Grey)씨는 영국이 민영화의 선두주자이며 에너지 , 철강， 그 

밖의 공공재 상품의 생산에 있어 영국의 경쟁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영화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영국에 필수적인 조처였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이 

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민영화 테크닉을 배우 

기 위해 영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반면， 영국의 통신비와 가스 

요금은 급증했으며 , 철도는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27) 그럼 에도， 런던지 하철과 

국민건강서비스(NHS)의 민영화가 신노동당에 의하여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28) 

대처 시절 노조의 저항이 시대착오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 정서 

의 반전이 TUC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지형을 제공한다 더욱이 ， 영국 국민들에게 

는 낯설고 참기 어려운 사회적 병폐들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시장경쟁과 경제성 

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담론의 설득력을 훼손한다 그러나， 오랜 침체 끝에 찾아 

옹 경제회복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영계는 경제회복이 노조의 죄퇴와 노 

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한 덕분으로 믿고 노조기피증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CBI 

는 1998년의 블레어의 개혁드라이브를 신노동당의 최대치로 못박으려는 경향이 있 

으며， 여기로부터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에 대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시 

27) 교육인적자원부 청사에서 New Dea1 정책의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동안 I초간 정전사태가 발생했 

다.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정전사고로 정지된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색하는 소동 

이 한 동안 벌어졌다 캠브리지대학과 런던을 잇는 기차는 역무원이 없었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 

구하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운행되었다 그 기차의 시발역인 런던의 킹 

스 크로스역(Kings Cross Srntion)은 고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덮여 있었는데. 청소원이나 역무원은 

역시 보이지 않았다 

28) 런던의 지하철은 원성의 대상이다 한편. 영국방문 기간 동안 좌파일간지인 가디안(Guardian)지는 

NHS가 파산위기에 처해있음을 두 면에 걸쳐 기획보도했다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면 약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던 NHS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다 가디안지는 위기에 처한 종합병원들이 비싼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경향 

이 높아짐을 특집기사로 다루었다 Guardian지‘ 2001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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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의 행적으로 보건대 , 현대화의 기수로 자처하는 

블레어가 TUC를 정치적 파트너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는 듯하다 블레어의 시선은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퍼져 있으며 시민사회의 회복으로부터 영국의 고유한 활력 

을 지피려는 생각에 골몰해 있다. 노조는 그 중의 일부이며. 그의 정치적 지지를 지 

탱하고 있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노조를 파트너로 생각하려는 눈치 

이다 블레어가 유럽연합 사회헌장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파트너쉽’을 노동정치 

의 기본원리로 원용한 배경에는 노조를 경제회복의 파트너로 동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그는 노조의 약진보다 노동시장 정책을 더 선호하며， 노조를 싫 

어하는 다국적 자본의 진출을 환영한다. TUC는 노동운동의 낡은 모델과 결별을 

강조한 블레어의 전략과 일단 제휴했다. 노조에게도 사회적 파트너쉽은 대처 시절 

에 막힌 통로를 뚫는 작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블레어의 개 

인적 신념도 그러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공감대를 넓힌 신노동당에게도 정책변화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이미 죄락한 TUC가 별로 해 낼 것같지 않다”는 에드워 

드교수와 브라운교수의 비관적 진단은 TUC가 처한 정치적 환경과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위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TUC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과 미국모델로부터 어떻게 위기관리의 지혜를 구하여 신노조주의에 

실질적인 옷을 입힐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요한 것은 

정부도， 경영계도， 노조도 노사관계의 변화를 촉발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도 서로 신중하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신의 진통을 서로 공 

유하려는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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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but Unstable Start 
- Issues and Dilemma ofBritish Industrial Relations-

Song , Ho- Keu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egacy ofThatcherian labor reform and its continuity 

in the Blair’s government, focusing on the current dilemma trade unions faced. 

Dilemma can be described in many respects. Recent economic recovery does not 

weaken employers' union avoidance strategy in spite of the rising argument that 

unionized firms shows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social 

partnership. Major research contends that economic inequality accompanied by 

economic recovery rapidly undermines British democratic tradition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cial justice. This paper highlights why the New Labor Party 

intends to adopt the Thatcherian legacy only with slight modification and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active inteπentJ on 1I1 버e labor market. The Blair government 

lays the policy focus on accelerating market competition by excluding 바le political 

exchange with trade unions. Al though trade unions attempted to consolidate 

organizational foundation and solidarity among rank-&-files, they fail in breaking 

through the nation-wide anti-Iabor atJnosphere and p이i디cal pressure of employers 

against p이icies for reactiva디ng unions. It seems that Prime Minister Blair takes 

advantage of the unstable balance between unions and employers. Trade unions σy 

to recover the wound under the Thatcher rule but how soon and how far it would 

succeed i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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