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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성피복 노동조합에서의 좌우갈등과 만주주의 

裵 치〈 洙
〈서 울大學校 西洋史學科〉

‘u1 국에 는 왜 사회 주의 가 없는가 ? ’ 라는 베 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의 문제 는 오 

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오도하기 

도 하였다. 좀바르트는 미 국에 서 사회 주의 운동이 상대 적 으로 미 약하던 1906년에 이 문제 를 

제기하면서， 노동자틀이 처한 정치적 o 경제적 @ 사회적 위치가 변하면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조섬스럽게 단서를 붙였다1) 사실 1912년 대통 

령 선거전에서 유진 웹스(Eugene V. Debs)는 미국 사회당(Socialist Party of America) 후보 

로 출마하여 90여만표를 얻었는데? 그것은 전체 유효투표 수의 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그리고 이즈음에 연방과 각 주의 의회와 지방관직에 진출한 사회주의자들까지 감안한다면， 

스웨덴 9 독일 등 몇몇 국가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비해서 미국을 하나의 예 

외로 취급하기는 어러워진다。 3) 더구나 제 엄스 와인스틴(James 찌Teinstein) 이 보여주듯이， 

마 국의 사회 주의 운동은 1910년대 말에 와해 딘 것 이 아니 라 1920년대 초까지 상당한 세 력 을 

유지하였다 4) 그러므로 션 휠렌츠(Sean Wilentz)는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이 좀바르트의 

의문을 미국사의 전시기에 걸치는 초역사적안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미국 

사회주의의 성쇠 과정을 노동운동의 역사와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해 r녕해야 한다고 강조한 

본문과 각주에서 쓰인 약어는 다음과 같다， 
ACW Amalgamated Clothing W orkers of America 
ACTWU A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 
CJB Chicago Joint Board 
cεSJB Chicago and Central States Joint Board 
GEB General Executive Board 
HSM Hart, Schaffner & Marx 
UGW United Garment Workers 

1) Werner Sombart, ￦hy Is There No Socialism η the United States? ed. C. T. Husbands 
(White 함lains ， Ne￦ York: M.E. Sharpe, 1976) , pp.23-24, 119. 

2) Nick Salγatore， Eμgene V. Debs: εitizen aηd SociaUst (Urbana, Illinois: Univ. of IIlinois 
Pr. , 1982) ‘ 

3) Sean Wilentz, “A Reply to Criticism," 1ηterηatioηal Labor and Workiηg εlass History 28 
(Fall 1985): 46-55. 

4) James Weinstein, The Decliηe 01 Socialism iη America, 1912~1925 (New Bruns￦ick ， New 
Jersey: Rutgers Univ. Pr. , 1984, 원본은 1967년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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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윌렌츠와 다른 엽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도 종래의 관점 

을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태도" (ahistoricism)로 규정한다 51 

좀바르트의 문제 제기가 후대의 학계에 끼친 영향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자 

들이 그 문제의 다른 한쪽을 경시해 왔다는 전이다. 1 치- 대전을 전후하여 10여년 동안 미국 

에서 사회주의가 상당한 세랙을 확보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유주의의 엠자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돗이다. 사실 이 시기에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회주의의 성장에 대 

해서 크게 우려하였고， 그패사 그들 중에서 진보적인 인사들은 자유주의의 기본 신조들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그라고 보수적인 인물둡은 적극적인 단압 및 선전 공세를 통해서 기존 

체제의 꼴격을 방어하라고 애썼다 61 불흔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여 1920년대 중엽에는 자유 

주의가 미국사회를 다시 확고하게 지배하게 되었지만3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합의사가틀(con

sensus historians) 처 럼 사회 주의 세 력 의 도전 자체 블 경 시 한디 면 그것 은 경 국 승자의 관점 

에 서서 역사를 결과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들어가는 셈이다. 합의사가플은 미국사를 움직 

이는 동략으로서 갈등을 경시하고 광법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왔기 때문에 71 

그들의 해석에서는 사회주의의 성장이 20세기 미국사의 변두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전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도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세력간 대결의 핵심에는 노동운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19세기 말이래 미국에서는 독점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전통적 자유주의의 기본 신조인 자유 

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대규모 노동쟁의 등 계급갈등을 격화시켰으며， 급격하게 팽창하는 

미국 경제가 끌아들언 이민은 도회지의 중심부에 칩중되어 설업 • 질벙 e 뱀죄 등 사회 문제 

를 심화시켰다. 또 정치판럭은 금권과 결탁한 소수의 정치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사 

회 • 경제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만에 의한 통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요원해졌다. 따 

라서 20세기 초에 대부분의 마국인들은 반독점주의와 사회적 유대 그리고 효율성 및 합리화 

블 추구하는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을 통하여 사회를 재조정하려고 하였 

다 81 그러한 노력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묶어내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결국 전통적인 자 

유방입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적극적언 간섭을 통하여 기존체제의 ‘거치른’ 면만을 다듬는 

5) Sean Wilentz, “ Against Excep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γement， 1790"-'1920," Lηtcrnatioη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26 (Fa!l 1984): 
1-24; Mike Daγis， “Whγ the US Working Class is Different," Neψ Left Reψew 123 (Sept. 
Oct. 1980): 3-44; Mike Daγis， “ The Barren Marriage of American Labour and the Democratic 
Party," New Left Review 124CNov.-Dec. 1980): 43-84. 

6) James Weinstein, The εorporate Ideal η the Liberal State, 1900"-'1918 (Boston: Beacon Pr. , 
1968); David M. Kennedy, Oveγ Here: The First World War and Americaη Society (Oxford: 
Oxford Uniγ. Pr. , 1980). 

7) 대 표적 인 엽 척 으로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η Aηlerica: Aη Iηterpretatioη of 
Aηlerican Political Thought Siηce the Revolutioη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5)을 보라. 그리고 20세기 초에 관한 합의사가의 해석으로는 Richard Hofstadter, The Age 
of Reform: From Bryaπ to F.D.R. (Neπ York: Random House, 1955)을 참고하라. 

8) Daniel T. Rodgers, “ In Search of Progressivism," Reνiews η Americaη History 10:4 (Dec. 
1982):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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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치른’ 면 중에서 가장 크게 불거져 나와 있던 노사갈 

등은， 혁신주의자들의 구도에 따료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오로써 해소되어야 했 

우며 그리하여 노동운동은 재조정된 체제의 한 부분￡로 편입될 것이었다. 그에 반하여 사 

회주의자 등 좌익은， 간단히 말해서， 미국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기존체제의 내재적 모순 

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체제의 변혁을 위한 주요한 동력을 노동운동， 특허 노동조합에 

서 얻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세기 전환기의 좌익은 미국노동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이하 미노련] 산하의 보수적인 노조들을 장악하여 노동계급의식을 고취하거나， 세 

계 산업 노동자동맹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이 하 산노맹 ] 같은 전투적 인 헥 명 적 

노조운동올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숫적인 면에서 볼 때 노동운동 내부의 좌익은 무시할 

만하었으나， 이 시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사분규가 크고 많았을 뿐더러 대규모 노동 

쟁의에서는 흔히 좌익 노동운동가들이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무로 혁명적인 위기 

가 고조되고 있는 듯이 보었다 91 

노동운동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거기서 유래하는 좌우갈등은 비단 20세기 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때는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었으묘로， 이에 관련된 연구는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연 

군는 대 체 로 존 래 슐리 트(John Laslett) 나 윌 리 엄 댁 (William Dick)의 경 우처 럼 좀바르트 

듀의 관심에서 접근하여 사회주의 흑은 정당정치와 노동운동의 관계에 춧점을 맞줍으로써 

그러 한 갈등이 노동운동의 내 부에 어 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하는 둔제 는 소흘하게 취 급하고 

있다 101 실제로는 노동운동의 외적 위상이 그것의 내적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래의 연구는 노동운동을 둘러싼 좌우갈등에 대해서 일면적인 이해만을 

가능케 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20세기 초의 혁신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위상도 물콘이 

요 그 구조에 대해서도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로 그들의 관념이 뉴딜 (New 

Deal) 시대의 노동입법을 통해서 실현되어 현대 마국의 노동운동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자유주의자들의 관념이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 

그러으로 여기서는 혁신주의적안 노동운동 관념이 구체적으료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어 

떻게 좌익의 도전을 뿌리치고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노선으로 자리잡았는가， 그리고 그 과 

정이 노동운동의 내적 구조에 어떤 파장을 몰고 왔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야 운 

제들은 20셰기 미국 노동사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늘날에 이 

9) James R. Green, The World of the Worker: Laboγ iη Twentieth-Century Aηterica (New 
York: Hill and Wang, 1980), chs. 2-3, pp.32-99‘ 

10) John H. M. Laslett, Labor and the Left: A Study of Socialist aηd RadicalLηβuences in the 
Aηzerican Labor Movement , 1881 ~ 1924 (New York: Basic Books, 1970); William M. Dick, 
Labor aηd Socialisη1 iη America: The Gompers Era (Port Wushington, New York: Kennikut,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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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진행된 연구의 동향 뿐만 아니라 필자의 부족한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그 

에 대한 뚜렷한 담융 제시하기는 어렴다. 다만 여러 노조들 중에서도 혁신주의의 영향과 

좌우갈등이 지배했던 남성피복 노동조합(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1975년에 방직노조와 결합하여 현재는 남성피복 및 방직 노동조합(Amalgamated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의 초기 역사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단서를 얻고 

자 한다. 왜 냐하면 이 노조는 보수적 인 미 노련 산하의 연 합 피 복 노동조합(United Garment 

Workers)에 대항해서 1914년에 이민 노동자들이 결성한 것인데， 초기에는 노조 내부에서 

사회주의자 등 좌익의 영향력이 강했으나 1920년대 중엽에 이르면 혁신주의블 신봉하는 노 

조 지도자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ll. 혁신주의와 낭성피복노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 독점단계에 진입하였다. 산업자본주 

의는 19세기를 통해서 발전을 거듭했으나 1870년대의 공황 이후 1890년대 중엽까지 오랬동 

안 낮은 성장율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 

으로 발달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빚어진 결과였고， 따라서 1870년대부터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기업가들이 취한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공급을 통제 함으로써 지 속적 으로 하락하던 물가를 안정 시 키 는 것 이 었고， 그래 서 

1880년대부터 트러스트 등의 형태로 기업들이 합병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한편 생산을집중화· 

합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11 1890년에 이르면 철도부문에서는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 던 기 엽 이 여 러 개 나타났고， 20세 기 초 석 유부문에 서 는 스댄 다드 오일 (Standard 

α1)이 자본금 1억 달러가 휠씬 념는 다국적 기업으로 등장하였&며， 철강부문에서는 14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끝에 유에스 스빌 (United States Steel)이 창설되었다 121 

독점자본은 그때까지 미국의 경제를 지배해왔던 자유경쟁 원리블 침해하였다. 19세기 말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엽은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관리해왔으며，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기엽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쟁적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조 

건에 따라 그 가격과 물량이 결정되었다. 그에 반해서 독점자본은 기업법인 (business 

corporation)의 형태를 취하여 경영을 소유에서 분리시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방볍으로 대량생산과 대량분배를 함께 통제케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 

11) James Liγingston， “ The Socia! Ana!ysis of Economic History and Theory: Conjectures on 
Late Nineteenth-Century American Deγe!opment，" Americaη Historical Reνiew 92 (1987): 
69-95. 

12) Alfred D. Chandler, J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η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ssachusetts: Harγard Uniγ. Pr. , 1977), chs. 9-11, pp.28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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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알프레드 챈들러 쟁11 (Alfred D. εhandler， Jr.)의 표현을 벌 

자연， 이제 독점자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징을 스스로 관리하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우로서 상품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13) 따라서 세기 전환기의 미국사회에서는 독점을 규탄하고 규재하려는 

움직임이 하나의 중요한 조류로 등장하였다. 물본 反獨러運動은 그 이전에도 활발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노동자 @ 중소농만 。 단일세 운동가 。 인민주의자 등 미국사회의 주류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의 공격이었다. 그러나 세기 전환기에 와서는 중산층도 거기에 참여하였고， 그 

래서 만독점운동은 광법위한 지지기반을 가진 개혁운동으로 말전한 것이었다 14) 

독점자본의 성장은 또한 노동자 세력의 전례없는 진출을 수만하었다。 독점자본은 시장을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비를 철강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오로써 이윤율을 향상시키려 

고 노력 했기 때 문에 이 마 1880년대 부터 체 계 적 관려 (systematic management)블 지 향하였 

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까지 노동자들， 튜히 숙련노동자들이 행사해왔던 생 

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제 자본가가 장악하여 생산과정을 재조직하려는 것이었다. 그려한 

노력은 구체적으로는 종래에 숙련노동자가 수행하던 작엽을 세분화하거나 기계화하고 나 

아가 작엽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결국 노동자들이 

보다 강력한 경영자의 통제 아래서 더 많은 작업부담을 떠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었다. 

그러으로 세기 전환기의 노사분규는 기업의 크기가 거대해짐에 따라 대규모화했을 뿐만 아 

니라 독점자본의 주도 하에 생산과정을 재펀성하던 여러 산업부문에서는 흔히 국지적인 총 

파업오로 나타나기도 하었다‘ 미국은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격렬한 파업의 물결 

에 맞닥도리게 된 것이었다。 15) 

미국의 노동자들은 또한 커다란 조직을 건설하고 부분적￡로는 급진화하는 경향을 보여 

「 주었다. 1886년에 출먼한 미국노동연맹은 며국 노동운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황(1893"-' 

96)을 극복하고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 라， 1890년대 말부터 10년 가까이 계 속된 미 국경 제 

의 성장에 힘입어 1904년에는 노조원을 200여만명a로까지 확대하였다. 물콘 미노련에 가 

입하지 않은 노조원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조직노동자는 농업부문을 제외 

한 전체 임금노동자의 8% 정도에 불과했고， 그 지도자들은 대체로 기존체제를 문제삼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려 

고 하였다. 그렇지만 미노련 산하의 노조들 중에서 약 1/3은 1901년에 출법한 미국 사회 

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사회냥에 대한 지지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 

13) Ibid. 
14) Rodgers, “Progressiγism，" pp.123-124. 
15) David Montgomery, The Fall of the House of Lahor: The Workplαce ， the State and American 

Labor Activisη~ ， i865"-'1925 C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γ. Pr. , 1987), ch. 5, 
pp.2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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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 더구나 서부의 광산과 삼림에서는 좌익이 지도하는 세계산업노동자동맹이 1905년에 

결성된 후에 조금씩 세럭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댐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펜 

이후에 산노맹은 선리캘리즘의 노선에 따라 정치활동을 거부하고 파업 @ 태업 등 생산현 

장에서의 직접 행동을 통해서 산엽을 접수하고자 하였다. 산노맹은 최고 먼성기에 조차도 

7만명 정도의 노조원 밖에 거느리지 못했으나， 1910년대 초에는 동부의 방직공업 중심지 

등에서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였다. 산노맹이 미노련에서 배제된 미조직 이민 노동자들 사 

이에 뿐라내려고 애썼고， 또 많은 미국인들은 구대륙에서 갓 도착한 이면이 쉽게 급진사상 

에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다가 산노맹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노골적ξ로 조롱 

했기 때푼에， 산노맹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넓고 깊게 퍼졌던 듯하다。 17) 

그렇기 때문에 세기 전환기의 노동운동 격화에 대한 미국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보 

다도 적극적연 만격이었다，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 

는데 , 특히 중소기 업 단체 인 전 국 제 조업 자 협 회 (National Assocìation of Manufacturers)는 

노조운동을 사휘주의와 꼭 같은 것으로 보고 “노조운동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18) 그 

들 중소기업인들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몰아내기 위해 작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지 

위블 인정치 않는 개방작업장제도(open shop)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를 

변;영하듯이， 국가도 세기 전환기에 대두하던 노동운동에 대하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이었다. 이미 1840년에 매서추세츠(Massachusetts)주 법원은 노동자들이 명백하게 범죄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단체블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렀고3 최근까지 학자 

릎-은 이 판례에 따라 마국의 노동자들이 일찍부터 단결권을 향유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 

녀닥 크리스토퍼 탐린스(εhristopher L. Tomlins)는 이 판례 이후에 단결권에 관한 판결이 

거의 없었던 것은 단결권이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 노동운동이 대체로 침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세기 전환기에 급속하게 

성 장하던 노동조합에 대 하여 국가는 독점 금지 뱀 을 적 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주간통상C1H 

間通商)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꺼나， 법원이 발부하는 일시금지영장 

(injunction)을 이용하여 파업운동을 저지하였다 19) 그렇지 않 c 면 1894년의 전국적인 철도 

파업에서 보이듯이， 국가는 군대와 같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러묘로 미노련 의장 새뮤얼 꼼퍼스(Samuel Gompers)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항상 사용자의 펀이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16) Weinstein, Corporate ldeal, p.5. 
17) Melvyn Dubofsky, We Shall Be All: A History 01 the l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Chicago: Quadrangle Books, 1965) , chs. 7, 10-1 1, pp.146-170, 227-290. 
18) Weinstein, Corporate Ideal, pp.14-16 。

19) Christopher 1. Tomlins, The State aηd the Unioηs: Labor Relations, Laα1 ， aπd the Orgaπized 
Labor Movement η America, 1880"-'196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 Pr. , 1985) , 
p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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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당대 미국사회에 개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운동에 대하여 

다른 업장을 천멍하였다。 제임스 와인스틴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마커스 해나(Marcus 

Hanna) • 오거스트 벨먼투(August Belmont) 등 독점자본가들이 주도하던 전국시민연맹 

(National Civic Federation)은 노동조합운동을 체제 속오로 펀입시키고자 하었다. 세기 전 

환기에 계급갚등이 심화되어 가자， 그들은 마국의 정치적 。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

노동 관계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했다고 믿었고， 곰퍼스 등 온건한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대표적인 혁신주의 지식인들의 도움을 얻어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연맹의 판단으로는 중 

소기 업 인들의 반노조운동과 국가의 탄압때 문에 오히 려 노동운동이 사회 딩 과 같은 제 3 당으 

로 경도될 우려가 높아졌으며， 그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사회주의의 

거대한 불결에 대항하는 강력한 망파제 "20)로 만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무로 우엇보 

다도 긴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자본과 노동이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단 

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勞쩔關係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이었다。 사실 전국시먼연맹은 

1904년에 노사협약부(τrade Agreement Department)를 설치하여 단체협약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고9 혁신주의 시대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대부분 연맹에 참여한 사용자와 노조들-특히 

피복， 탄광， 금속 등의 엽계-의 사이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이들 20세기 초 개혁 자유주의자듭은 중소가업인들의 적대적인 태도 아래에 깔려 있는 

전통적 자유주의의 노동운동 관념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 자유주의 

는 개인의 주도권과 시장의 조정기능을 기본신조로 삼고 있었던 만큼， 노사관계란 사용자 

와 노동자 개개인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구성되는 것이었S며 또 그 관계는 양자가 각 

기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 

러묘로 전통적 자유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자연발생적인 화합의 관계가 상정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은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주도권을 침해하고 노사간의 화 

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전국시민연맹에 참여한 노동경제학자 존 코먼즈CJohn 

Commons)와 볍률가 루이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등 혁신주의자들은 노사갈등이 

걱심하게 진행되고 있던 현실을 달리 설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의 노사관계 

는 원래 화함을 로대로 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변화때문에 그것은 갈등을 수만하게 되었다 

고 한다。 19세기 초이래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였고， 그 

결과로 수공업 단계의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났던 노사간의 융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 거대한 기업은 수많은 개안들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그러 

한 기업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무로， 노사간 화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집단적안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1) 

20) Weinstein, Corþorate ldeal, p.17에서 재 인용， 
21) Ibid. , pp. 16-18; TornJins, State and the Unions , pp. 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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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집단적 징치를 헥신주의자들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에서 찾았다. 코먼즈는 단체 

협약이란 바치 헌법과 같아서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입법 및 집행 기능을 

배분하며 그들의 행위플 지배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단 

체협약은 “업헌정부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들〔과 피고용안을〕을 평등하게 조직하고 대표 

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기준과 노동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윤 의미”하였다 22) 이러한 견 

해의 연장선 위에서 브랜다이스는 노사분규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자유와 산업계의 

절대주의” 사이의 갈등이므로 그것은 법률적인 조정을 흥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 

았다. 그의 이돈으로는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체결함무로써 더 많은 것윤 얻기 위해서 파 

엽에 호소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대신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권리， 즉- 분쟁조정기구에 문 

제플 제기하는 방볍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물돈 파고 

용인들도 강력 한 조직 을 가져 야 했는데 , 현실적 으로는 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조기→ 아예 

없거나 매우 취약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브랜다이스는 우선작업장제도 

(preferential shop) , 즉 사용자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지보다는 노조원에게 우선적 

으로 취업의 기회플 제공하는 제도를 제창하였다。 23) 

혁신주의자들이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궁극적오로 달성하고자 한 것 

은 산업민주주의 (industrial democracy) 었다. 이 개념은 물론 다양한 의마로 쓰이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생산시섣과 생산방법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경영상의 득권a로 남 

겨두고 임금， 노동시간， 작업규칙 등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만을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공동 

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24) 브랜다이스는 뉴욕의 여성피복산엽계에서 노사분규 조 

정자로서 활동하면서 1915년에 쓴 어느 분쟁 판정문에서 혁신주의자들의 산업민주주의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910년에 작성된 뉴욕 여성파복엽계의 노사간 화해〕 합의서의 목적은 사용자-펴고용인 관계에 

매우 새로운 요소릎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요소는 산업만주주의로서， 산엽의 관리에 대한 공동통제 

와 또한 공동책염이 최소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흘로 결정하고 또 사용자가 엽제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홀로 책임을 지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대신에 엽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즉 피고용인은 물폰 사용자도 모 

든 기엽활동의 목표인 만족스려운 생환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조건들이자 불만의 근원아 되는 

조건틀을 건섣적인 노력으로써 제거하는 의무플 져야 한다는 것이다 25) 

22) Tomlins, State and the Unions , p.79에서 재 인용. 
23) George Soule, Sidney Hillηzan: Labor Statesman (New York: Macmillan, 1939) , pp.45, 56-57; 

Matthew Josephson, Sid:ηey Hillmaη Statesmaη of American Labor (Garden City, Ne￦ 
York: Doubleday, 1952) , pp.62, 75-76, 86-87; Milton Derber, “ The Idea of Industrial 
Democracy in America, 1898""'1915η’ Labor History 7: 3 (Summer 1966): 259-286. 

24) 혁신주의 시대의 다양한 산엽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Derber, “ Industrial Democracy"를 참고 
하라. 

25) Louis D. Brandeis, “Purpose of the Protocol," Out of thc Sweatshop: The Struggle for 
Industrial Deη1Ocracy， ed. Leon Stein (New York: Quadrangle, 1977)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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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산업민주주의 관념을 시드니 힐먼 (Sidney Hillman) 등 대부분의 남성피복 

노조[ACW] 지도자들이 수용하였다. 힐먼은 1887년 라투아니 아에서 출생한 유태인으로서 

율법학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밟다가 려시아의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분투(Bund)로 알려 져 있는 사회 주의 노동단체 인 러 시 아 @ 폴란드 유태 인 노동 

자 총연맹 (General Jewish Workers’ League in Russia and 없land)에 가담하었고， 두 차례 

에 결쳐 체포 。 투옥당한 다음인 1906년에 영국으로 탈출하여 다음 해에 시카고에 정착하었 

다. 이 시기에 이주한 많은 유태인들처럼 힐먼도 피복업계에서 일자리블 얻었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회주의자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운동에 투신하거로 결심하 

였다. 사실 1910년 9월에 시작되어 1911년 2월까지 계속된 시카고 남성피복 노동자들의 총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은 물본 보수적인 마노련 산하의 파업지도부와 대렴하게 되 

자 힐먼은 온건파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아 파엽의 결실로 나타난 상의직꽁 지부노조에서 

그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지부노조의 집회를 사회복지관 헐 하우스(Hull House)에 

서 가졌오무로 제인 애먼스CJ ane Addams) 등 혁신주의 사회개혁가들과 빈변하게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애덤스는 여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힐먼에게 조언을 하였고3 이 과 

정에서 힐먼은 브랜다이스의 노동운동흔에 접하게 되었다 26) 

남성피복노조의 지도자들은 대개 시카고에 정착한 유태인￡로서 정서적부로나 이념적￡ 

로 힐먼에 가까웠고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인불들이었다. 표랭크로젠블럼 (Frank 

Rosenblum)은 1887년 러 시 아 출신 유태 계 이 민 가정 에 서 태 어 났는데 , 10대 에 이 미 사회 당 

원a로서 활통하였다. 그러한 경력과 바다협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때문에 로젠블럼은 시카 

고 등 중서부의 피복산업 중심지에서 조직운통에 전념하는 급진파로 통했다。 그러나 1917 

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가할 즈음에 ACW 사무총장 조셉 쉴로스버그(Joseph Schlossberg) 

가 노조 기관지에 격렬한 반전 논설을 펴나가자， 로젠블렴은 힐먼과 함께 압력을 가하여 

쉴로스버그로 하여금 기관지에서 손을 떼게 하였다 27) 새뮤얼 레빈 (Samuel Levin)도 1905년 

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혁명운동에 가담했던 유태인이었다. 그렇지만 1910 

"'11년 총파엽에서 유태계 이만 노동자의 지도자로 부각펀 푸 그는 여러 간부직을 맡으면 

서 노조를 관리 하고 사용자와 협 상하는 데 뛰 어 난 능력 융 발휘 하는 온건파로 변모하었 

다 28) 그 밖에 나중에 힐먼과 결흔한 베시 아브라모비츠(Bessie Abrannovitz)나 이태라 출 

26) Josephson, Hillman , pp.22-41 , 67-71; Nora Leγin ， Jewish Socialist Movements , 1871"-'1917: 
While Messiah Tarri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chs. 1-4, 16-20, pp.3-62, 
250-341. 

27) Inter떠ew with Frank Rosenblum by Elizabeth Ealanoff, 14 Aug. 1970, transcript of Oral 
History Project on lmmigration and Labor History, Rooseτlet Uniγersity ， Chicago, IIlinois, 
book 4; Intcndew "γith 801 Brandzel by the author, 13 Aug. 1987, Chicago, Illinois; 
Biography of Frank Rosenblum, ACW Pa뿜rs， 1910"'1975, Labor-Managcment Documentation 
Center, Catherwood Library,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box 243 folder 6 。

28) 8amuel Leτin to Gladγs Dickson, 5 8ept. 1946, ACW Papers, box 242 folder 17; Joh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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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한 경력이 없는 

온건파로서 칠먼의 노선을 추종하였다 29) 

남성피복노조의 여러 지도자들이 겪은 이념상의 변화는 1946년에 힐먼오로부터 ACW 위 

원장직을 숭계한 재이좁 포타표스키 CJacob Potofsky)에게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는 1894년 

우크라이냐에서 출생한 유태인으로서 11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907년에는 세계 최대의 

남성피복업체 하투 쉐프너 앤드 마르크스(Hart， Schaffner & Marx)의 하의 공장에 취직하 

급진운동에 마럼 피 에 투리 (Anzuino D. Marimpietri)는 ù~ξ휴ùl t~ 
ι I~ 신의 

었다. 포다표스키는 1910"'-' 11년 총파업에 적극적￡로 참여했으나 겨우 공장동료들 사이에서 

만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곧 하의직 

공으로 구성된 지부노조에서 서기나 회계직을 맡았고， 1913년에는 지부노조를 대표해서 사 

용자와의 일상적인 교섭을 전담하는 집행위원 (business agent) 이 되었다. 그 직후에 포타프 

스키는 자신이 소속한 지부와 젤먼의 지부가 공동우로 사용하던 사무실의 책임자로 임명되 

었는데， 거기서 그는 합먼의 춤실한 추좀자가 되었다。 30) 이 때의 그는 뛰어난 관리 능력과 

함께 사회주의플 향한 정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15년 1월에 어떤 노조집회가 

포타투흐스키 는 미 노련 산하 노조들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많은 간부들이 노동운동 

을 일종의 “사업" (business) ~로 여기고 자신의 직책을 돈으로 사들인 가구처럼 생각한다고 

동단하었다. 그는 1910'"'-' 11년 파업 때와는 달리 노조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원칙”을 저버린 

끌난뒤， 

ú J.-::7 
1효」」， 자신의 견해를 말해주지 하더라도 친구라고 ‘아무리 가까운 실망해서 장래에는 데 

자신의 일만 조용하고 충실하게 해 나가리라”고 다접하었다。 31) 

포타표스커의 정열은 수년 안에 퇴색하였다. 뉴욕에 있는 그
 

1916년 10월에 그러냐 

이 즈음에 힐만은 미국의 1차대전 

개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쉴로스벼그에게 기관지에 반전논설을 싣지 못하도 

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A냐， 포타표스키는 여전히 힐먼을 추종하였다. 1917년 9월 러시아 

있었을때， 

결청하였다， 얻하기로 함께 가셔 헐먼과 ACW 본부로 

포타프스키 

볼셰비키의 

이미 성취된 

철폐하려는 

일으키고 

도전하고 

아직도 사유재산제도를 

“그것이 러시아에 홉란을 

볼셰비키가 대해서 

는 사회주의에서 더욱 면어져 갔다. 그는 

계획이 “숭고한 이념”이라고 인정했지만， 

임시정부에 에서 케렌스키가 이끌던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는 그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케 

Williams, “ CThe Immigrant in IndustryJ ," Johη E. Williams: An Appreciation with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 ed. Jacob S. Potofsky (Chicago: CJB, ACW, no date) , ACW 
Papers, box 38 folder 16, pp.45-48. 

29) Neα} York Tiη!es ， 24 Dec. 1970, p. 24; “ Anzuino D. Marimpietri: Biographical Data," ACW 
Papers, box 242 folder 18. 

30) Jacob S. Potofsky, “ The Reminiscences of Jacob Samuel Potof냥y，" transcript of Interγiews 
Conducted by N. N. Gold for the Oral History Research Office of Columbia Uniγersity in 
1963 and 1964, New York Tiη!es Oral History Program: Columbia Uniγersity Collection; 
microfìlm ed. , Harγard Uniγersity Library, Pt. 2, No. 151, pp.34-40. 

31) Potofsky’s memorandum dated 29 Jan. 1915, ACW Papers, box 172 folder 2.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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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스키를 믿는다。”고 썼다 32) 

1920년대에 오면， 포타투스키는 자본주의의 ‘거치른 면’만을 다듬으려던 1차대전 이전 

의 혁신주의자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폐단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으껴， 노조는 파업이라는 극한적인 투쟁을 피하고 사용자 

와의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었다， 연설문 초안으로 보이는 메모에서 포다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냐는 여러 계급과 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접근방법이다。 계급의 존재블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마로 그것이 이폰가플의 잘 

못이다. 우리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보다 설제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조란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파엽을 말판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주도면밀한 

협상에 입해서 파엽을 피하는 노조다g 파엽은 불확성한 우기이므로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 33) 

1II. 샤용:q와 밟훌져뿔멸 묘라파 펼노a:;뭘 

혁신주의적인 노사관계， 특히 루이 브랜다이스와 존 코먼즈가 생각한 산엽민주주의는 실 

제로는 주도면밀한 협상을 통해서가 아녀라 무엇보다도 노사 양측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남성펴복엽계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조는 평노조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구축하였다。 이런 점을은 ACW의 확고한 기반으로서 1910년대 및 20년대에 남성 

피복업계의 노사관계를 주도했던 시카고 지역의 지부노조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1910"-' 11년의 파엽으로 시카고 남성피복엽계의 노사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았 

다. 1910년 9월에 시작된 이 파엽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노조 인정 e 입금 인상 。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들의 완강한 비다협적 태도와 파엽 지도부의 패배주의적 자 

세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얻지 풋한 채 다음 해 2월에는 직장으로 되돌아 갔다. 파업의 결 

실로서 연합피복노조[UG댐TJ의 지부 하나가 하듣 쉐표바 앤드 마르크스[HS없〕의 상의직 

공들 사이에서 결성되었고， 헐먼은 그 지부장g로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 

색하였다。 그러나 HSM은 힐먼의 생각과는 다른 노사관계를 원하었다 34) 

HSM은 7， 5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대기엽으로서 생산기술 및 조직 등 여러 

면에서 남성피복산엽을 선도해왔는데， 대부분의 기업과는 달리 1910"-'11년 파업 이후에는 

종전의 무관섬과 권위주의흘 버리고 가부장제도적인 노사관계플 추구하였다. 희사는 피고 

용인플에게 약속한 대로 임시 분쟁 조정위원회를 섣치하고 사용자측 대표로 회사의 범플 

32) Potofsky’ s memorandum dated 22 Sept. 1917, ACW Papers, box 172 folder 2. 
33) Potofsky, “Class Struggle"(no date) , ACW Papers, box 172 folder 4。

34) 이 파엽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N. Sue Weiler, “Walkout: The Chicago Men’s Garment 
Workers' Strike, 1910""1911," Chicago History 8: 14(1979'"'-'1980): 238-249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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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캉 마이어 (Carl Meyer)블 지명했고， 노봉자들은 피고용인측 대표로 사회주의자인 

변호사 클래런스 대로우(Clarence Darrow)를 택하였다. 두 사람은 윈래의 의도대로 중립 

적인 제 3 의 조정자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파업 중에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만사항 

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틀은 임금 인상 e 초과수당 지급 @ 노동조건 개선 등을 결정한 것 

은 물론이요 분쟁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속성 있는 제도로 정착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령지만 회사의 경영진은 조정위원회를 영구적인 장치로 만옮으로 

써 노조가 펴고용인측 대표로서 자리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마이어와 대로우가 합 

의한 문서에 의하연， 피고용인은 불만사항이 있을 때 노조 대신에 “직접 흑은 똥료 노동자 

개인을 통해서” 그것을 회사측에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불만사항을 조정위원회에 재기할 수 있었다 35) HS뼈은 노조와 관계를 맺게 되면 희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충성섬이 손상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연방의회가 수립한 미국 

산업 관계 위 원단(U.S. εommission on lndustrial Relations)의 문의 에 HSM은 이 령 게 밝혔 

다. “우리는 노동자의 호의를 얻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오며 양측 

이 그것을 공유할 수 없다고 믿었다. 우리는 회사가 양보하거나 허용한 혜태을 노동자들이 

노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회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하 

였다‘ "36) 

그러므로 HSM은 노조와 관계를 맺지 않고 노무관리만 개혁하려고 하였다. 회사는 표랭 

크로젠블렴과 같이 피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힐먼의 공장 출업을 막는 등 노조원을 차별하였다. 다른 한편 노무부를 

신섣하고 노스웨스턴 (Northwestern)대학의 경제학 교수 열 단 하워투(Earl Dean Howard) 

릅 그 책임자로 임명하여 3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일은 물콘 볼만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던 십장 @ 감독 등의 억 압적이고 자의적인 관행을 규제하는 업무도 그에게 맡겼다. 그 

렇게 함￡로써 HSM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불만사항을 

노무부나 조정 위 원회 륜 통해 서 처 리 함으로써 조업 중단이 나 파엽 을 예 방하고자 하였다 37) 

그러나 그러한 가부장적 정책온 HSMo] 의도힌- 효과블 가져오지는 않았다e 파업에서 패 

배하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플 참고 지내려하지 않았다. 그플은 

35) The Decisioll of the Arbitrators in the Matter of the Arbitration between HSM and their 
Employees, “Arrangemellts for Adjusting Relations bet￦een HSM and their Employees 
Represellted by the Joint Board of Garment Workers" (1914) , ACW Papers, box 215 folder 
16(아 하 “HSM Arrangements"로 축약J ， pp.4-6. 

36) The Experience of HSM with Collective Bargaining, “The HSM Labor Agreement: Industrial 
La￦ in the Clothing Illdustry" (Chicago: no publisher, 1920) , ACW Papers, box 215 folder 
16, pp.64-70. 

37) Anzuino D. Marimpietri, From These Beg써껴ηgs: The Making of the Amalgamated 
(Chicago: CJß, ACW, no date) , p.15; Earl Dean Howard, “ Cooperation in the Clothing 
Industry," Proceeding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9:4 (Jan. 1922):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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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작업반 단위의 소규요 작업중단 내지 파엽을 자주 벨였다. 열 하워드는 1914년에 

산엽관계위원단에서 증언하면서 파업이 끝난 다음에도 “10여명에서 부터 200명 정도에 이 

르는 소규모 파업”이 거의 매일 일어났ξ며 그것이 회사가 당면한 한가지 문제점이었다고 

토로하였다e 그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정기구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중단사태의 주 

동자들에 대해서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하었다. 그러냐 작업중단은 고질적인 현상이었다. 

포타프스키는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HSM의 조정기구에 후소할 만큼 언내심을 까지고 있 

지 못했다고 회상하면서， “불만사항이 있다고 생각될 째 누군가 가위로 작업대를 두드라면 

모든 사람아 작업을 중단하곤 했다。”고 술회하였다。 38) 

반벤한 작업중단사태블 해결하기 위해서 HSM은 결국 노조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온건한 

노조지도자들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912년 초에 완강한 노조원듭을 제거항 

의 도로 회 사는 파업 을 유발하려 고 했으냐， 노조원들은 요허 려 불만사항을 조정 위 원회 에 회 

부할 뿐이었다。 노조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회사는 아마도 힐먼과 베시 아브라모비츠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회사는 그들에게 “작업시 

간 중에 공장 안에 들어 가서 노동자들에게 통일된 행동의 필요성과 단체협약의 의미에 대 

해서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9) 회사는 또한 조정까구를 발전시컸다。 즉 분쟁종정위원회 

아래에 전문위원회 (τrade Board)블 두고， 노사 양측의 대표 5명씩과 한 사람의 중립적인 

의장으로 구성하여 양측의 대리인이 제기하는 안건을 다루게 하였다. 거기서 타결되지 않 

은 안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것이 전문위원회에 

서 결정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위원회의 회사측 대리인은 노무관리 책엄자 얼 하워드 

였고 노동자측 대리인은 시드니 힐먼이었으며， 양측의 대표， 특히 노동자측의 대표는 새뮤 

얼 레반 。 안주이노 마림피에트리 등 당시 노조원들이 신뢰하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40) 

결과적으로 HSM은 노조와 실질적얀 협상관계에 들어 갔다， 사실 전문위원회를 설치하 

는 조치는 회사가 HSM 피고용인들로 구성펀 지부노조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 

고 있었다. 더구나 전문위원회의 노동자측 대표와 대라인은 모두 노조 지도자플로서 분쟁 

이 발생하면 그 현장에서 회사측과 협의하여 불사항만을 해컬하였다. 그러므로 1913년 4월 

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게 되었을 때 쟁첨으로 부각된 것은 노조를 단체교섭 대표로 인정하 

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얼마만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캠에서 

38) Testimony of Earl Dean Ho￦ard， U.S.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Final Report, 
1: 571-574, 592-594 (인용은 571쪽); Potofsky, “ Reminiscences," p.44。

39) CMargaret Drier RobinsJ , “Some of the Results of the HSM Agreement," Papers of the 
Women’s Trade Union League and Its Principal Leaders, microfìlm ed. , Schlesinger Library, 
Radcliffe Col1ege, εambridge， Massachusetts, reel 12。

40) Agreement Creating Committee to Establish Trade Board and to Formulate Rules for its 
Guidance; Report of Committee Estahlishing Trade Board with Rules of Procedure. 이 두 운 
건은 “HSM Arrangements," pp.7-14에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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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HSM의 전체 노동자 7， 500여명 중에서 1/3청도 밖에 조직하지 봇한 상태였기 때분 

에 아직도 안정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조는 병합작업장(union shop) 

제도， 즉 131 노조원도 취업할 수는 있지만 취엽한 훈에는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블 원하였다. 단체교섭에 엄하여 노조는 회사측에 양보해 줄 속셈으로 노조원이 아니 

면 취업할 수 없는 펴l 쇄직업장(closed shop) 지l 도블 요구하였지만， 펙사측은 노조의 지위 

에 관해서는 기존 햄약에서 조금도 물려설 수 없다면서 노조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 

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개방작업장(open shop) 제도를 고집하였다 41) 

노조와 회사 샤이의 협상이 교착싱태에 빠지자 분쟁조정위윈회의 의장 존 윌리염스(John 

E. Williams)가 중재 에 나섰다” 그는 광부 출신의 변호사로서 한때 노동운동에 전념 했던 

천노조적인 인물이었다. 윌리엄스는 한먼에게 우선작업장재도를 소개했고， 힐먼은 뉴욕으 

로 가서 루아 브랜다이스가 지1 창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노조에서 그에 대해 후의적으로 보고하였다@ 회사의 경영진은 처음에는 이 제도가 폐쇄착 

엽장제도로 발전할 것이며 결국 노조가 생산현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랭 

지만 회사측이 실제로 우려한 것은 피복산엽의 계절성 때문에 성수기에 많은 인력이 펄요 

할 때는 노조가 노동력을 공급해 주기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었고， 노조측은 무엇보다도 

노조원에 대한 회사의 차별을 두려워 하였다. 그런데 우선작업장제도 아래서는 노조의 노 

동력 공급능력이 부족할 때 회사가 비노조원을 고용할 수 있고 노조측은 노조원에게 취엽 

기회블 우선적오로 제공할 수 있기 째문에，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42) 

1913년에 HSM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점차 양측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협약에 따라 회사는 펄요한 인략을 노조에 요청했고? 노동자들은 노조 사무실에 일자리를 

신청하였다. 견국 HSM은 자체의 고용부서를 철폐하고 노동력의 공급에 관해서 노조에 전 

적으로 의존하였다 43) 노조는 노동자들이 작엽중단을 통해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던 관행을 

통제하면서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분쟁조정기구블 활용하도록 요구하였다. 1916년에 

단체협약을 다시 갱신할 즈음에는 HSM에 노사협력체제가 정착하였고， 그래서 존 윌리엄스 

는 그려한 체제플 밑받침하는 원리플 새로운 단체협약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사용자측의 의도와 기대는 이 평화조약0916년의 단체힘약〕을 채결함으로써 감독과 강제라는 낡은 

방볍보다는 노조와 노통자의 적극걱얀 협녁을 통해서 고도의 규율과 효윤성을 닫성 유지할 수 있으 

리라는 것이다 

노조측의 의도와 기대는 사용자의 협녁으로 이 조약이 윈펠하게 기능함으모씨 노조의 조직이 유지· 

41) Minutes of the Joint Board of HSM Employees, ACW Papers, box 40 folder 9, 5 Feb. 1913, 
8 Mar. 1913 。

42) Josephson, Hillmaη， pp. 76-77; Soule, Hillη10η ， pp.42-45. 
43) Inter퍼ew ￦ith Jacob Potofsky by Elizabeth Balanoff, 4 Aug. 1970, transcript of Oral History 

Project on Immigration and Labor History, book 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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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화 o 확렴되어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갇이 협력향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체가 되는 것 

이다 

노동자측의 의도와 기대는 임금 받는 하인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 사용자와 함께 체결한 협약의 

정당한 당사자라는 지위로 옮겨 가는 것이다 44) 

시카코의 HSM에서 성취펀 평화로운 노사관계는 고질적인 작염중단과 소규모 파업에 시 

달리던 피복엽계에서만 주목을 끈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엽계 전체에 모법으로 부각되었다. 

그 덕분에 힐먼은 1914년에 여성피복노조(ILGWU)의 초청으로 뉴욕에 가서 루이 브랜다이 

스가 관여했던 여성피복엽제에 노사협력관계블 정랩시키는 데 노력하게 되었다. 그 해에 

미국 산업관계위원단은 헐먼과 하워드를 불러 묘SM의 노사관계를 섣명하게 하였다. 많은 

언론언들이 HSM의 노사협력체제블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에는 노동경제학자 존 코 

먼즈도 HSM을 가리켜 “인구 8， 000명의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45) 

그와 같은 노사협력체제가 비교적 강한 노동조합을 주춧돌로 삼고 있었던 만큼， ACW가 

상당수의 노동자를 조직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러한 체제는 남성피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 

었다. 1910년대 담성피복 노동자들은 대체로 유태인， 담부 이태리인， 폴랜드인3 체코인 등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민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 

지고 있던 UGW는 미국태생의 재단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민이 낮은 엄금을 

받오면서 일하기 때문에 마국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끌어 내리는 등 노동운동에 방해가 된 

다고 생각하였다. 힐먼과 조셉 쉴로스버그가 각각 지도하던 시카고와 뉴욕의 이민노동자들 

은 결국 1914년에 UGW로부터 분리하여 새로 ACW를 창젤하고? 모든 남성피복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46) 이후부터 ACW는 시카고와 뉴욕 이외에도 로체스터， 신시내티， 

펄라렐피아 등 남성피복산업의 중심지에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나， ACW의 조직확 

대사엽은 미국노동연맹의 적대정책과 사용자들의 완강한 반노조청책때문에 여러 곳에서 벽 

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1917년 봄에 미국이 제 1 차 세계대전에 함가함에 따라 정부는 

수백만 벨의 군복을 주문하였고， 담성피복엽계는 캅자기 생산량을 늘려야 했다. 반면에 담 

성피복산엽의 노동력 원천이었던 유럽 이민의 유입은 이미 1914년에 대전이 시작된 이래 

단철펀 상태였다. 그 결과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쳐 

렴 강압적언 정책을 고집하기 어려워졌다a 게다가 노동자플이 고용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 

44) “ The 표SM Labor Agreement" (Chicago: no publisher, 1916) ACW Papers, box 215 folder 16, 
pp.1-2。

45) John R. Commons, “ The Labor Court," 1:ηdepeηdent， 5 June 1920, Red Books, ACW 합apers， 

box 322, 1: 42-43 。

46) Documeηtary History 01 the Amalgamated εlothing Workers 01 Aηzerica ， 1914"'1916, pp.7-8, 
33-40, 43-44; The Constitution of the Amalgamated Clothing W orkers of America, ACW 
Papers, box 208 folder 4; Charles Elbert Zaretz, The AmalgaηIOted C lothiηg Workers 01 
America: A Study iη Progressive Trades- U;ηionisη1 (New York: Ancon Publishing, 1934) , 
pp.85-90,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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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번하게 파업을 일으키자 군복의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따라사 정부는 한편￡로 파업 

운동을 억제히-띤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문융 취소하는 방빔 등윤 통해서 사-용자둡에게 양보 

하라고 요구하였다. 힐먼과 쉰료스버그는 이러한 조건틀을 이용해서 ACW의 조직을 확내 

하는 데 전략윤 투입히-었고， 결국 1920년 봄까지 ACW는 전체 남성피복 노동자의 9할(약 

175 ， 000명 )을 조직 하는 데 성 공하였다 47) 

조직을 확대한 ACW는 HSM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사협력체제블 구축하려고노 

력하었다. 노조가 여러 사용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우선작엽장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 

에， 노조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공급할 책무블 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HSM 

을 제외한 시카고의 남성피복엽체들은 거의 모두 1919년에 ACW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각 엽체는 필요한 노동자플 48시간 이내에 보내달라고 ACW 시카고 지부노조 

혐의회 (εhicago Joint Board)에 통보하였다. 그래서 시카고 지부노조 협의회 [CJB]는 취업 

부를 개설하고 3개의 취엽알선 사무실을 섣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무질들은 기능을 원활 

하게 수행하지 못하었다. 피복산업의 제절성때문에 고용수준은 계절에 띠라 크게 변동하 

었고， 사무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뇌었오며， 기엽은 일자리에 맞지 않는 일손을 배정받 

기 일쑤였다. 결국 1922년 CJB는 캐 나다 노동부의 직 엽 소개 전문가 브라이 스 스듀어 트 

(Bryce M. Stewart)블 초빙 하여 취 업 알선 사무플 재 조직 하게 하였다. 스듀어 트는 3개 의 기 

존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별 서류철 제도를 도입하여 싣업자 개개얀에 대한 상세 

한 정보를 정리 @ 보관하였다. 그 결과 노동력의 공급은 매우 원활해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CJB가 모든 일자리플 통제할 수는 없었다. 피복노동자들은 오랜 경힘을 통해서 계절적인 

살엽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취엽알선 사무실에 등록조차 하지 않 

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CJB는 때로는 기엽의 노동력 요청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48) 

노사협력체제의 일환으로 도염된 설엽보험은 노조의 노동력 공급 기능을 실질적으로 완 

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힐먼은 사용자들이 일거리플 일년 내내 일정하게 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절적 질엽이 피복산업의 고절병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임장에서 보 

면 사용자들이 피고용얀틀에게 섣엽수당플 제공해야 하였다. 힐먼은 존스 합건스(Johns 

Hopkins)대학의 경제학 교수 레요 원먼 (Leo Wolman)음 ACW의 떤구부장으로 임명하여 

질업보험제도를 개말하게 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동출연으로 

질엽기금을 설치하되， 각 사용자는 개벨 기l 칭을 가지고 노동자의 수효에 따라 일청한 액수 

를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딴해서 노동자들은 그 사용자의 계청에서 설업수단올 지급 

47) Docuηteηtary History , 1916-1918, pp. 119-134; ibid. 1918"-'1920, pp. 120-124. 
48) Bryce M. Stewart, “The Chicago Employment Exchange," Documentary History , 1922"-'1924, 

pp. xxv-xxviii; ibid. , 1924"-'1926, p. 28; Adψance， 22 July 1921, 7 July 1922, 13 Oc t. 1922, 22 

Oct. 1922, 3 Noγ.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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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각 사용자는 설엽자가 나오지 않도록하여 실업기금의 액수를 일 

정하게 유지해야만 계속해서 기금을 출염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이었다. 1922년 시카 

고에서 임금의 인상폭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ACW는 이 제도를 사용자들에게 제시하였고， 

사용자들은 임금 인상분 중에서 일부플 실엽기금으로 돌린다는 혜 동의하였다. 그리고 설 

엽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는 노조측에서 담당하기로 하었디 U 그에 따라 CJB의 취엽알선 사 

무실은 노동자가 실직하면 즉시 등록을 받고 그 때부터 실엽기간을 산정하는 작엽은 물론 

이요， 실직 등록자에게 일자리블 알선해주지 옷할 때는 그에게 설업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도 

처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노조가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을 보다 민청하고 효율적으 

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왜냐하연 이제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 

지 않기 위해서는 노조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9) 

그러묘로 우선작엽장제도와 실엽보험의 시행에 따라 노동릭 공급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도 강력해졌다. 시카고의 경우 1919년 봄에 우선작엽장제도가 

도엽되자 노조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그 결과 1921년 가을에 이르면 그곳의 남성피복 

노동자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4만명 이상이 AC￦에 가입하였다. 이제 취업알선 사무실이 

설엽보험의 관리까지 감당함에 따라 CJB는 사실상 일자리플 분배하는 유일한 기구기- 되었 

다. 바꾸어 말해 서， 노조는 노동자를 노조에서 축출함￡로써 그의 직 장과 나아가 생 계 블 박 

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노조에서 축출당한 노동자들은 흔히 생계가 곤란하다고 호소 

하면서 노조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하었다이 더구나 C}B는 노동자에게 직장을 옮기라고 

지시하고서는 그의 이름을 취업알선 명부의 맨 아래에 기재함으로써 그에게 장기간의 실엽을 

강재할 수도 있었다. 설제로 노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도부에 저항하는 노조원들에게 이 

런방법으로 위협하여 규율을 잡기도 하였다。 예블 들면 허쉬 위크와이어 (Hirsh ￦ickwire) 

라는 업체에서 일하던 어느 노동자는 작엽장에서 동료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25붕의 벌금을 

49) Leo W olman, “A Proposal for an Unemployment Fund in the Men’ s Clothing Industry," 
Amalgamated Educational Pamphlet no. 5 (New York: ACW, 1922) , ACW Papers, box 287 
folder 1922; “Agreement bet￦een Clothing Manufactures of Chicago and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Establishing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1923) , ACW 
Papers, box 40 folder 2C이 하 “Insurance Agreement"로 축약J; Leo W olman, “Value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in the Clothing Industry," Ne￦ York, Department of 
Labor, Eighth I:ηdustrial Conference, 1924, pp.137-144; Bryce M. Ste￦art ， "A Plan of 
Unemployment Insurance by Industry: The Administration of the Plan Inaugurated in 1923 
by the Men’s Clothing Industry of Chicago," Taylor Society Bulletiη 12:4(Aug. 1927): 471-
477; Daniel Nelson, U.ηemploymeηt lnsurance: The Ameγican Experience, 1915"'1935 
(Madison, Wisconsin: Univ. of Wisconsin Pr., 1969), pp. 1O-16, 82-85. 인용은 Bryce M. 
Stewart, “Unemployment Insurance Agreement," Documentary History , 1922"-'1924, pp. xxxi
XXXll1. 

50) 한 예 로 Nathan S. Klein to Joseph Schlossberg, 27 Noγ. 1921, CJB Secretary Files, (CJB 
PapersJ , CCSJB, ACTWU, Chicago, Illinois, box 3 folder Local 39. 
시 카고의 ACW 노조원 수에 관해 서 는 Maurice C. Fisch to Leo W olman, 23 Sept. 1921, ACW 

Papers, box 38 folder 12에 들어 있는 CJB 보고서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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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납부하라는 지 시 를 받았으나， 그에 따르지 않았다. 

지 않으띤 직장에서 내쫓겠다고 위힘하자， 그는굴복하지 

그러나 1.- τz. 
-ι-"'-- 간부가 벨금을 내 

않을 수 없었다 51) 

이와 같은 강펙한 통제팩을 근거로 

임하는 데 노력하였다. 과학적 관리는 

해서 ACW는 남성피복업계에 과팍적 

이미 19세기 딸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관리방법을 도 

남성피복엽계 

제， 

에서는 1920년대 초에야 갱점으로 부각되었다， 대다수의 남성피복 노동자들이 ACW블 통해 

서 조직된 다음에는 곧 작업장의 가휴한 착취제도， 특히 성과급제룹 철펴l 하고 그 대신 주급 

즉 매주 작업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제도플 도입하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 

자들이 일을 게을리한다고 비난하면서 성과급제를 재도입하고자 하였다. 1차대전 후에 불경 

기가 닥쳐와서 실직의 위험이 높아지자 임금산정방법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긴장관계는 사 

그래서 시드니 

종사하는 여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용자에게 유리한 

주급제를 제안했다. 

라 몇개 집단으로 

그것은 한가지 작업에 

분류하고， 한 집단에 

생산기준을 근거로 한 힐먼은 

노동자들을 개인별 생산고에 따 

속한 노동자듭은 동일한 주당 임금을 받는다는 것 

이었다 52) 이 제도는 노동과정에 노동을 투입할 수 있는 노동능력(labor power)과 이미 E 
기-

엽된 노동에 대한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법일 뿐이지 그 해결책은 아니 

었다. 왜냐하면 이 제도블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생산기준과 임금기준은 여전히 청해지지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컬정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먼은 노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J... 문제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과학적 관리의 주요 부분인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공정한 생산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세기 말 이래 표레드릭크 윈슬로우 테일 

려 (Frederick Winslow Taylor)는 생 산성 을 제 고하기 위 해 서 는 분산된 생 산과정 을 일 관성 있 

게 재편성하고 각 작업을 체게적으로 분석하며 또한 노동자의 작엽을 감독하고 유인임금제 

도플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히-였다. 그가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제 원칙』이라는 책자블 

보급하자3 조직노동자들은 그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등 미노련 지도자들은 그것이 스폼위치로 동작을 분석해서 작업속도를 높 

간행하여 

취하었다. 

자신의 이폰을 

곰퍼스 

일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과하다고 규단하였다。 53) 그려나 힐먼은 과학적 

대체함으로써 노조블 파괴하려는 책략에 불 

관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문제로 삼은 

51) Minutes of the Executive Board Meetings, Local 61, ACW, August 8, 1922-December 27, 
1932, (CJB PapersJ , 15 July 1924, 10 Feb. 1925. 또한 ibid. , 25 Oct. 1927, 29 Noγ. 1927 
도 참조하라. 

52) Louis Leγine， “Sidney HiJlman Explains How Clothing Workers Plan to Standardize 
Production on the Basis of a True Measurement of Human Efficiency," World, 11 July 1920; 
Soule, Hillη1aη， pp.136-140; Josephson, Hilhηaη， pp.224-225. 

53) Frederick W. Taylor,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Ne￦ York: W. W. Norton, 
1967, 윈본은 1911년에 출간); Montgomery, Hoμse of Labor, ch. 5, pp.214-256; Milto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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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학적 관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압력때문에 과학적 정 

확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힐먼은 과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계의 장 

영향 등을 고려해서， 작업상의 

어느 업체가 과학적 관리체제 

:;z. -1 

이억과 부적합한 도구 및 기계가 노동자에게 끼치는 

연구하게” 하자고 제안하었다。 54) 실제로 볼티모어의 

관점에서， 학적 관리 전문가들을 노조가 고용해 서 “넓 은 

인
 
블
 

적
 
제
 

、
기
 문
 

고용해 서 노동자들의 작업 을 분석 하고 작업 를 도입할 때， ACW는 그 분야의 

속도를 정 하여 노동자들을 분류하게 

생산기준에 대해서 중심으로 노조원들 ",1- 。
1-"ð" τr 

ACW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다고 생각하었다。 

의자인 뉴욕 대의원들은 

몬트리올에서 온 어느 대의원은 노조지 

“그들이 사용자의 일을 대 신하고 있는 

결정하는 것은 노조라고 강조하면서 

물으면서 

“노예제도의 복귀”로 귀결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도자들이 생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가 7"라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지도부는 생산기준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지도부에 따르면 주급 주급제란 노동자들이 일을 게을리 

재 아래서는 성과급제의 경우보다 생산성이 낮았고， 따라서 주급제를 따르는 사용자들은 경 

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ACW와 정면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었다 56) 그러으로 1920년 대회에서 생산기준 

기존의 주급제는 물흔 성과급제도 철폐한다는 

부는 성과급제는 내버려둔 채 주급제에만 생산기준을 적용하였다@ 사실 1920년 여름에 힐먼 

이 주급제가 지배적이던뉴욕에 생산기준을 도업하려고 하자， 그곳의 노동자들은그것을“계 

급협력”이라고 비난하였고， 다음 해에 시차고에서는 생산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이 고의적드로 작업속도를 늦추는 태엽사태가 벌어졌다。 그려나 전후의 불경 

되지 않은 1923년 가을에 또 한벤의 불경기가 남성피복업계에 

한 주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57) 

그것은 

노조지도 

도입 안이 178 대 88로 통과되 었을 때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물러간지일년밖에 

닥쳐 왔을 ξ음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기준을 근거로 

Analysis Nadworny, Scïeηt핸c Maηαgeηtent and the Unions , 1900~1932: A Historica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γ. Pr. , 1955) , ch. 4-• 5, pp.48-86. 

54) 인용은 Leτine，‘Sidney Hil1man Explains." 
55) Ibid. 
56) Documentary History, 1918"-'1920, pp.343-350. 인 용은 William L. Chenery , “ The Vanguard 

of Labor," Survey, 22 May 1920. 
57) Josephson, Hillman , pp. 224-241; Minutes of the Membership Meetings, Local 61, ACW, 

December 5, 1922-May 2, 1939, (CJB Papers] , 5 June 1923. 

전문가들을 

하였다。 55) 

득히 사회 주의 자들이 반대 했으나， 힐먼을 

주급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때문에 생산기준을 도입해야 한 

1920년 대의원대회에서 생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상정되자， 사회주 

생산기준을 사용자들이 점점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 제안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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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에 ACW가 “미국 노동운동의 전위 "58) 라는 칭송을 들으면서 혁신주의적인 노 

노조의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평노조원 사이의 거리가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노 

우선작업 장재 도의 수용에 따략 노조가 노동 

소원해진 

퍼'-0). 
u c , 

더욱 멀어져 갔다. 지도부와 평노조원 사이의 관계가 

사관계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사협력체제듭 구축하고 있는 

염어야 했다。 또 평노조원 

받이 들이지 

공제하었다。 59) 

대해서 불만을 

관리함으로씨 노조내에는 상당한 규모의 

의되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위원에게 

그 위에 설업브험까지 

관료제 가 말달하였다。 평 노조원은 노조에 취 업 알선을 

서 자신이 “적절한 상황 속에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진술서를 

담당하고 기능을 럭 공급 

않으떤” 안되 

따라 

느꼈다. 

‘적당한 직장을 

난부해야 할 각종 의무금을 

사용자보다는 노조에 

싣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제공하는 

었으며， 노죠는 그의 실업수당에서 노조에 

서 취업과 실업보험에 관하여 평노조원들은 

루이 키 르센봄 (Louis Kirshenbaum) 이 라는 하의 직 공은 

것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는 수당의 분배방법을 비판하었다. 

보다도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제는. ~ .... 부패를 가져오는 경 향이 있다"고 

안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했기 애문에 

그의 실업수당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었다. 그러나 

장악하고 있다조합비와 부과금처 렴 

사라질 것이다.야이 

생산기준 등 과학적 관리방법의 

집행위원에게 칩중되었다. 예룹 

자신의 실업수당이 기대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몫 

그는 ACW의 기관지에 “현재의 

썼다. 사질은 키르센봄이 질직하고 있던 동 

그 기간에는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로 간주되어 

보험지급 

나누어 주던 질엽수당을 써주고 그들의 불만은 진술서를 

핸
 

중요한 점을 지적하었다. “보험의 

표준화하면 현재 보험을 

그는 

지급은 주로 집행위원이 

와 같은 집행위원의 권력은 즉시 

평노조원들의 불만은 인해서 더욱 

1925년 9월 에 알으레 드 데 커 앤 드 콘(Alfred Decker & εohn)의 
조끼 직공들은 ACW 지도부가 그 회사의 생산과정을 재편성하는 데 협릭한 결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칩회를 열고， 시드니 헐먼과 CJB 사무장 새뮤얼 례만에 

게 “노조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임금삭감과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삭감협 

도입으로 그와 같은 

증폭되었다. 예를 들면， 

58) Chenery, “Vanguard." 그 외 에 Mary Heaton V orse, “The Amalgamated Clothing W orkers 
in Session," Nation , 22 May 1920; ]. M. Budish and George Soule, The New Unionism iη 

the Clothing Industry (Ne￦ York: Harcourt, Brace & Howe, 1920)도 참고하라. 
59) Carroll Binder, “ More Government in Industry," Survey , 15 Sept. 1923; “ Insurance 

Agreement," p. lO; Minutes of the Executive Board Meetings, Local 61 , 27 Apr. 1926, 13 

Scpt. 1927, 11 June 1929, 25 June 1929. 
60) Advance, 19 June 1925. 또한 ibid. , 26 June 1926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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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항의하는” 결의운을 채택하였다 61) 그로부터 약 한달 후에는 HSM의 상의직공 노 

조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회주의자 하이먼 쉬나이드(Hyman Schneid)도 

ACW 지도부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문도 노조가 주도한 생산과정의 재 

펀성무로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지적하고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노조대표들은 우리들 

의 엄금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었 

다 62) 제이몹 포다표스키는 “시카고나 여기〔뉴욕〕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과거에 있었던 사용 

자와의 협상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필요는 없다 "63)고 생각했지만3 쉬나이드의 결의문은 

지도부에 대한 평노조원틀의 불만을 명료하게 표현하었다。 

하이먼 쉬나이드의 결의문에서 알 수 있듯이， ACW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노조 내의 사 

회주의와 공산주의자 등 좌익이 주도하였다. 사실 ACW 내에는 일찍부터 좌익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남성펴복 노동자들 사이에서 좌익， 특허 유럽에서 이주한 사회주 

의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이미 1910"'-' 11년의 파업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 

다. 1910년 12월 7일 전체 파업노동자의 2/3에 해당하는 2만명을 넘는 노동자들이 가두 행 

진을 통해서 단결력을 과시하였다。 경찰은 붉은 깃발의 사용을 금했오나3 노동자들외 행진 

곡은 라마르세예즈었고 그에 맞추어 “……붉은 색이 행렬의 주펀 색깔아었다。 행렬의 처음 

부터 끝까지 남녁 파업노동자들은 진흥색의 리본과 허리매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64) 

실제로 20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이주한 사회주의자들이 노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었 

다. 물흔 그들은 지-신이 속한 민족집단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나p 특정한 민족 

이 집중되어 있던 거주지역과 작업장에서 활말한 활동-을 벌었다. 예를 들면 시카고의 웨스 

트 사이드(West Side)에서는 이태리인 사회주의자들이 라바니니협회 (Lavagnini Society)를 

조직하여 교회를 비판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등 반교권 (anticlerical) 선전에 치중하였다 65) 

사회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이민칩단보다도 유태인들 중에 더 많았다. 19세기 말에 러시아 

에서 산엽혁명이 진전되자， 유태인들은 공장노동자로서 러시아 급진운동의 한 분파를 형성 

하게 되어 1897년에는 분트를 결성하였다。 이미 18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유태인들은 

뉴욕을 중심오로 연합 유태인 노동조합(United Hebrew Trades)을 결성하였고， 여러 공업 

도시에 그 지부를 조직하였다. 시카고에서는 유태인 사회주의자들이 라살정치협회 (La Salle 

61) Workers of Alfred Decker & Cohn Vest Shop to Hillman, 25 Sept. 1925, ACW Papers, box 
4 folder 37. 

62) Memorandum by 묘yman Schneid, 27 Oct. 1925, ACW Papers, box 38 folder 12. 
63) Potofsky to Hyman Isovitz, 1 Nov. 1925, ACW Papers, box 21 folder 28. 
64) Chicago Tribune, 8 Dec. 1910. 
65) Interγie￦ with Maria Valiani by Anthony Mansueto, 10 June 1980, transcript of the Italians 

in Chicago Oral History Project, Uniγ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ircle Library, Chicago, 
Illinois, box 13 folder 81, pp.36-42, 44-48, 56; Interview with Alfred Fantozzi by Anthony 
Mansueto, 27 May.1980, transcript of the Italians in Chicago Oral History Project, box 12 
folder 75,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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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lub)를 만들어 마 국 사회 주의 노동당(Socialist Labor Party of America)과 관계 

를 맺기도 하였다 66) 하이먼 쉬나이드는 바로 이 단체의 회원이었는데， 그는 1905년에 미 

국ξ로 이주하기 전에 자신의 출생지인 리투아니아에서 분트에 이미 가입했던 사회주의자 

였다 67) 

이민 사회주의자들은 1910년대 중엽 이후에 ACW가 조직의 확대에 주력하던 때에 주로 

조직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었다. 애를 들면， 1915년 봄에 ACW는 조직확대 사엽의 

첫 대상지역으로서 시카고블 지정하고 표랭크 로젠블렴을 총책임자로 임명하었다. 시카고 

의 남성피복노동자들이 대체로 유태인， 체코인， 이태리인， 폴랜E인이었던 만큼， ACW는 

각 이민집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족별로 조직가블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힐먼이 끌 

어들인 인물들은 하이먼 쉬나이트 이외에 체코인으로는 스티븐 스칼라(Stephen Skala) , 이 

대리인오로는 에빌리오 그란디네티 (Emilio Grandinetti) , 그리고 폴랜드인￡로 레오 크쉬 

키 (Leo Krzycki)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가 

담한 동료들을 통해서 미조직 노동자와 만나거나 조직사업을 선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 

였다 68) 

그렇지만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ACW 내에서 단일한 집단을 형성하여 노조를 일정한 방 

향무로 이끌고 나가는 데 실패하였다. 이미 세기 전환기 이래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교조 

적 인 대 니 얼 들례 온(Daniel DeLeon)을 위 시 한 사회 주의 노동당과 유진 템스를 중심 오로 한 

미국 사회당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ACW 내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조셉 쉴로스버 

그， 하이먼 쉬나이드 등 사회주의 노동당원과 댐스를 추종하는 사회당원오로 나뉘어져 있 

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전 이후에 랩스는 미국 사회 주의 운동에셔 가창 인기있는 지도자 

로 부상했던 만큼， ACW 내의 많은 사회당원과 그 동조자들은 ACW가 미국 사회당에 가 

엽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쉴로스버 그 등 사회 주의 노동당원들이 그에 반대 했을 

뿐더러 힐먼은 그러한 주장이 ACW 내에 정치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 

당과 공식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 대신 힐먼은 노조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선전 활동이나 사회당후보 지원운동을 자유롭게 벨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의원대회에 

서 미국이 소련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내벼려 두었다 69) 그 

는 사회주의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66) Philíp P. Bregstone, Chicago and Its Jews: A Cultural History (priγate publication, 1933) , 
pp. 59-62; Wilfred Carsel, A History of the Chicago Ladies’ Garη~ent Workers' [J;ηion 

(Chicago: Normandie House, 1940) , pp.22-35. 
67) Hyman Schneid Fiftieth Anniγersary Labor Celebration Committee, “We Greet Hyman 

Schneid," CJB Secretary Files, (C]B PapersJ , box 3 folder Local 39。

68) Stephen Skala, “Story of the Great Organizing Campaign in Chicago, 1915rv 1919, " ACW 
Papers, box 38 folder 12. 

69) Docμmeηtary History , 1916rv 1918, pp.167, 208 • 210; ibid. , 19~8rv 1920, pp.243, 259, 304-305,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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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힐먼은 공산주의자들과는 격렬한 투쟁을 벌었다. 마국의 공산주의자들은 1921년 

에 노동자당(Worker’ s Party)을 결성 하고 노조운동을 장악하고자 하었다. 그들의 지 도자는 

윌리엄 포스터 (William Z. Foster) 였다. 그는 한 때 세계산업노동자동맹에 가담하였지만， 

산노맹이 보수적 노동운동에 대항해서 새로이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려고 했던 데 반해 

서 포스터는 이미 1911년 부터 기존의 노조에 침투해서 내부로부터 그것을 장악하는 전략 

을 주장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산노맹을 떠나서 철도노동자와 강철노동자들 사이에서 자 

신의 전략을 실행하면서 조직가 및 선전가로서 전국적언 명성을 얻었다. 1920년에 그는 자 

신의 추종자들을 모아 노동조합 교육연맹 (Trade Union Educational League)을 조직 했고， 이 

것은 그 후에 노동자당의 산하기구로 편입되었다。 노조교육연맹은 포스터의 전략에 짜라 

몇 개 부문에서 기존의 노조에 침투했는데 피복산업계에서는 여성피복노조에 먼저 접근하 

였다a 그 결과 여성피복노조는 공산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투쟁을 벨이게 되었고， 1923년에 

는 결국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함으로써 좌우갈등을 종결지었다이 

공산주의자들이 ACW 지도부블 공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은 1924년에 제 3 당 결성문제 

를 놓고 양자가 서로 다른 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노동자당은 AC￦와 적어도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ACW는 미국 정부에 소련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 

택했을 뿐만 아니략 소련의 피복산엽 재건에 30만 달러를 제공했고， 그래서 1921년 10월에 

는 레닌이 힐먼에게 감사장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1922년에 ACW는 제 3 당 운동을 벨 

이 던 우 개 의 상이 한 모 임 , 즉 혁 신 정 치 활동 협 의 회 (Conference for Progressive Political 

Action)와 농민-노동당(Farmer-Labor Party)에 관여하었다@ 전자는 여러 노동단체와 사회 

주의 지도자들이 제 3 당의 창설을 목표로 구성한 압력단체었고， 후자는 공산주의자들과 사 

회 주외자 및 노동지도자들이 만든 정당으로서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라폴레트(Robert M. 

La Follette)를 1924년 대통령 선거전에 내세우려고 하였다. 농민-노동당에서 공산주의자 

들은 사회주의자 동 다른 정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었지만， 1924년 여름에 캅자기 모스 

크바로 부터 지령을 받고사 통일전선 정책을 폐기하였다。 그듭은 농민-노동당에서 다른 

정파블 배제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러고 하었는데， 그 결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 

와 노동지 도자들은 혁 신 정 치 활동 협 의 회 로 옮겨 갔오며 라블레 트도 농민-노동당의 푸보 

지명을거절하고 오히려 협의회의 지명을 수락하였다. 그때까지 두개의 제 3 당운동단체 

에 모두 참여했던 힐먼은 꽁산주의들과의 제휴릎 피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주류에 접근하기 

위해서 협의회에만 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71)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ACW로부터 배신당 

70) Theodore Draper, American εomη:μnisη~ and Soviet Russia: The Formative Period (Ne￦ 
York: Viking Pr. , 1960) , ch. 9, pp.215 • 233; Weinstein, Decliηe 01 Socialism , ch. 6, pp. 
258-271; Dubofsky, We Shall Be AU , pp.222 • 225; Sy lvia Kopald and Ben M. Selekman, 
“The Epic of the Needle Trades," Menorah Joμrnal ， Apr. 1930, pp.303-314. 

71) Minutes of the GEB Meetings, 6-20 May 1924, 31 July-3 Aug. 1924, ACW Papers, box 164 
folders 23-24; Docuηlentary History, 1920~ 1922, p. 396; ibid. , 1922~ 1924, pp‘ 184-365; 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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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생각하고 AεW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은 물본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지만 튜히 마국 최대의 남성피복산 

업 중심지로서 ACW 노조원의 1/3 이앙을 차지하고 있던 뉴욕지역에 집중되었다. 1924년 

봄에 앨런 ACW 대의원대회에는 두개의 뉴욕대표단， 즉 주류가 보낸 대의원단과 공산주의 

자들이 이끄는 대의원단이 나타나서 대회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그 해 여름에는 노동자당 

의 주요 인물인 벤자민 지틀로우(Benjamin Gitlow)가 나타나서 대중집회을 엘고 AεW 지 

도자들이 부패와 계급협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ACW 뉴욕 지부노조 혐의 

회 (New York Joint Board)는 가능이 완전히 마바되고 말았으며， 힐먼은 그 곳의 간부 3명 

을 해임하였다 72) 

그렇다고 해서 AεW가 여성피복노조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뉴욕 지 

부노조 협의회는 많은 노조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곳의 수많은 소기업윤 충분히 장악 

하지 옷하었고 또 재정적으로 항상 불안정하였다. 그에 반해 CJB는 전체 ACW 노조원 중 

에서 대 략 1/4을 가지고 있오면서 재정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 

었다. 1920년대에 ACW의 주력은 뉴욕이 아니라 시카고에 있었던 것이다 73) 

그리고 CJB는 좌우갈등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였다. 1925년 봄에 공산주의자들은 시카고 

에서도 AεW 지도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ACW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소집하었다， 그러나 새뮤얼 레반 등 CJB 지도자들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산주의자들의 노 

조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장에서 해고하는 한펀 그의 통제에 따르는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집회를 압도하였다. 1925년 12월 CJB 사무장 선거에서 공산주의자둘은 사 

실상 마지막 공세를 취하였다. 네이던 그린 (Nathan Green)이라는 공산주의자는 생산과정 

재편성에 따른 임금삭감을 비판하고 사상적 이유 때문에 축출당한 노조원들을 복귀시키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그런은 례빈이 얻은 표의 1/10밖에 안되는 1, 390 

표를 얻었던 것이다 74) 

1924~1926 ， pp.399-402; “Russia and the Amalgamated," Natioπ ， 14 June 1922; Kopald and 
Selekman, “Epic," pp.311-312; Draper, American Communisη1 ， chs. 2, 5, pp.29-51, 96-126; 
Weinstein, Decline of Socialism , chs. 7-8, pp. 272-323; Steven Fraser, “ The ‘New Unionism' 
and the ‘New Economic Policy,’" Work , Commuηity ， and POαer: The Experieηce of Labor 
in Europe aηd America, 1900~1925， eds. James E. Cronin and Carmen Siriani CPhiladelphia: 
Temple Uniγ. Pr. , 1983) , pp. 173-196. 

72) Benjamin Stolberg" “The Collapse of the Needle Trades," Nation , 11 May 1927, pp.524-525; 
Minutes of the GEB Meetings, 10-13 Noτ. 1924, ACW Papers, box 164 folder 25; ibid. , 
9-14 Feb. 1925, ACW Papers, box 165 folder 1. 

73) Kopald and Selekman, “Epic," p.31 1. 

74) Adνaπce， 27 Mar. 1925, 3 Apr. 1925, 11 Dec. 1925, 18 Dec. 1925, 1 Jan. 1926; Leo W olman, 
“The Truth about thc Meeting on Monday Night, March 23, 1925," ACW Papers, box 172 
folder 7; Report of the CJB Staff Election, December 1925, CJB Secretary Files, (CJB 
PapersJ , b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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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서 좌우갈등이 미미했던 것은 

대하는 다흔 집단과 협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1922년에 

(Philip Aronberg)는 사회주의 노동당원 하이먼 쉬나이드를 대신하여 ACW 지도부를 비판 

공산주의 자들이 ACW 지 도부에 만 

아폰버그 공산주의자 필립 

로
 

。-련
 

B 
} -

CJB 사무장 선거에서 그는 새뮤 

것이었다. 

그 해의 

말하기 어려운 

지도하게 되었다. 

그것은 경선이라고 

하는 시카고지역 노조원들을 

얼 레반에게 도전하었으나， 4， 358표를 

그러나 네이먼 그 

1924년 

정도였다。 

여름애 

사회주의자와 신다걸려스트 

그
 

얻었는데 그것은 례빈의 득표에 비해 볼 째 1/4이 조금 

린과 비교해 보면 아론버그는 3배가 넘는 표를 얻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노동당이 통일전선 정책을 폐기하기 전의 얼로서， 아론버그는 

는
 

너
 다 

등 여러 좌익 정파의 지지을 확보한 결과었던 것 갚다。 그러나 그련은 그러한 지지플 얻지 

못했으으로， 설업보험과 생산기준 등에 관해서 노조원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1925년의 CJB 사무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댄 것이다 75) 

남성피복노조가 

내버려 두면 우리의 

그 외에 여러 가지 탄압정책도 ￡眼가 좌우갈등을 봉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바 1919 

년에 시카고지역의 조직사엽을 지켜보연서 힐먼은 “평노조원들은 대부분 

세계산업노동자동맹과 같은 대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그런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 한 가지는， 조직은 정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76) 라고 썼다‘ 

주장에 따르면3 “훼방꾼들을 뿌리뽑고 평노조원들의 규윷을 잡는 것”이 표랭크 로젠블렴의 

노조에서 축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 

여러 집회에서 노조 간부들 노조원 총회 등 

비민주적인 운영방법으로 

여러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않으면 

었다。 77) 그래 서 ACW는 

나 흑은 직장에서 해고하였다. 

이 기립투표와 자의적인 정회 선포 등 

그렇지 

반대파의 발언을 제지하 

우엇보다도 큰 타격을 준 것은 간부후보 심사제였던 것&로 

구성된 한 지부노조는 CJB에 대해서 이렇게 규단하였 

었다。때 

그러냐 ACW 내의 좌익에게 

보인다. 1919년에 리투아니 아인으로 

다. “〔시카고〕지부노조 협의회는 새로운 규칙， 즉 〔노조〕 집행부가 최장 11년에 걸친 간부 

후보의 경력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블 승인하거나 시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따라서 집행부에 전제권력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을 도엽하고자 해왔다。…~'79) 

75) Advance, 22 Dec. 1922, 29 Dec. 1922; Report of the C}B Staff Election, December 1922, C]B 
Secretary Files, CCjB PapersJ , box 1; Minutes of the GEB Meetings, 10-22 Aug. 1922, 
ACW Papers, box 164 folder 19. 

76) HilIman to Joseph Schlossberg, 11 July 1919, ACW Papers, box 5 folder 22. 
77) Frank Rosenblum to Hillman, 24, Sept. 1920, ACW Papers, box 5 folder 7. 
78) Peter Garafolo to the GEB, 27 June 1925, ACW Papers, box 20 folder 28; M. C. Fisch to 

망otofsky， 16 July 1925, 31 Aug. 1925, ACW Papers, box 20 folder 28; Resolution of Protest 
Adopted by Local 269, 6 June 1919, ACW Papers, box 40 folder 8; Philip Aronberg et a1. 
to the C}B Board of Directors, 22 May 1922, CJB Secretary Files, (CJB Papers] , box 3 
folder Local 39. 

79) Resolution of Protest Adopted by LQcal 269, 6 June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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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세부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나， 어느 CJB 간부가 자랑한 것처럼 CJB 운영위원 

회 (Board of Directors)는 “조직 의 이 익 이 손상되 지 않도록” 후보를 심 사하는 관행 을 확렴 

하였다 80) 시카고 지부노조 협의회의 운영위원들은 분명히 노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운영위원회 의장은 ACW 전국집행위원회 (General Executive Board)의 시카고지역 위원이 

겸임하였으으로， 후보심사제는 거의 틀림없이 반대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장치였던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규칙을 자랑한 CJB 간부는 시카고의 간부 선거에 관해서 ACW 

기관지에 이렇게 썼다。 “조직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노조원은 항상 조직 

속에서 환영받고， 그렇지 않은 노조원들은 제지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한다 "81) 이 

렇게 해서 ACW는 시카고의 좌우갈등이 주요한 파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고， 그렴으로 

써 좌익의 공세를 무난히 견디어낸 것이다. 

그러니 그로부터 파생된 한 가지 결과는 노조의 주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사실상 소멸 

하었다는 점이다. 좌우갈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언론의 자유었다. 노조 

지도자들은 정치척 갈등에 관한 소식이 기관지에 보도되면 갈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기관지가 그에 관련된 소식을 싣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파간의 투쟁을 힐책하는 힐 

먼의 발언 이외에는 ACW의 기관지는 좌우갈등에 관해서 거의 아무런 소식도 보도하지 않 

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에 관해서 노조원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했기 때운에 

무엇보다도 기관지의 정책을 비판하었다。 어느 노동자는 “우리의 기관지는·… .. 조직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노조원에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 …."고 지적하였다. 또 어떤 노조원 

은 “항상 언론의 자유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권리를 역절한 것은 바로 급진파” 

라고 주장하먼서， 기관지는 노조원이 보내는 비판적인 글을 게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82)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구에 뒤이어 노조원들이 ACW의 주요정책과 노조간부의 권 

위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펀지를 보내오자 노조지도부는 그런 펀지들은 게재하지 않았 

다 83) 

1925년 봄 이 후에 공산주의 자들의 공세 가 ACW 내 에 서 약화되 자， 노조지 도부에 대 한 공 

개적인 비판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25년 5월에 열린 ACW 대의원대회에서는 언론의 자 

유가 쟁점으로 등장하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4개의 결의문이 제출되었고， 하이먼 

쉬나이드블 중심으로 여러 대의원들이 기관지가 정치적 갈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규탄하었다. 다른 대의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노조원을 축출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반대파와 다양한 견해블 억압하는 방법”이므로 축출 

딘 노조원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도부가 질패로 끝냐버린 로버트 라 

80) Advance, 25 Nov. 192'1. 
81) Ibid. , 13 Dec. 1929. 
82) 인용은 Adaηce， 17 Apr. 1925, 29 May 1925. 그 외 에 ibid. , 19 June 1925도 참조하라. 
83) Ibid" 24 JuJy 1925, 31 J11ly 1925, 18 Sept. 1925, 23 Oct.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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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레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힐책하는 것 이외에는 반대파는 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옷하였다. 토론토의 대의원들이 지도부의 정책 일반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제출하기는 하였 

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도부는 “생산성을 제고하며， 최저 생산기준 및 성과급제를 통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3 이른바 〔생산과청의〕 재조청을 통하여 펴고용인 수효와 엄금을 

삭감하는 데에 사용자와 협력함으로써 미국노동연맹의 계급협력정책을 추종하였다…"85) 

이 결의문은 “부당한 비판”이라는 논평과 함께 대회에 상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표결은 물 

론 토론조차도 없었다. 

V. 앨 릎 맡 

그와 같이 ACW 내에서 정당한 비판이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쇠퇴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도부가 노조의 출범기부터 일관해서， 그리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혁신주의적 

인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한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지도자들이 자체 내의 비판세 

력을 제압하고 권위주의적인 내부 구조를 수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노조원에 대해 

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통제력은 ACW의 지도부가 사용자들에게 노 

동력을 공급하고 생산정 향상에 협력하는 렛가로 취업기회를 장악한 데서 얻은 힘이었다， 

그것은 결국 존 코먼즈 。 루이 브랜다이스의 혁신주의적 산엽민주주의론에 근거를 두고 있 

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주의자들이 추구한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구조를 가져온 

유일한 요인이라는 돗은 아니다。 거기에는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물론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1920년대의 미국사회는 1차 대전에서 “정상상태" (normalcy )로 되돌아 가는 데 몰두하 

었는데， 그것은 곧 20세기 초부터 거대화하여 기존의 사회적 세력관계에 변화를 가져 요 

고 있던 노동운통에 대한 대반격을 의마하였다. 국가는 주로 볍원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억 

압하였고， 사용자들은 노조 파괴와 피고용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무 o 화학& 

자동차 등 대량생산 산엽부문이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지만노조는 아직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산과정의 세분화 및 기계화 추세는 노조의 주된 기반이었던 숙 

련 노동자들의 교섭 력 을 취 약하게 만들었다. 더 구나 이 민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농촌으로부 

터 유입되던 인구는 노동력 부족 상태를 해소시컸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벤영 속에서도 

불경기블 맞았던 산업부문에서는 실업율을 증가시켰다@ 그 위에 많은 노동자들은 자동차 。

영화 g 라다요가 상징하던 소비문화에 흡수되어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 

었다 86) 이 러 한 요인플이 노동운동에 불리 하게 착용하는 힘 으로 등장한 데 대 해 서 미 국의 

84) Dψcumentary History , 1924-1926, pp.249-260, 323-335, 352-354. 
85) lbid. , p.351 。

86) Irving Bernstein, The Leaη Years: A History 01 the American Worker, 1920-1933 (Boston: 
Houghton Mi fRin, 1968) , chs. 1-2, pp.4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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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도자들은 평노조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보다는 흔히 권위주의에 호소하여 

자신의 권력과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노조에서 

간부들이 노조를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고 평노조원으로부터 별 

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외면해버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남성펴복노조의 초기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한때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사회주의자 등 좌익이 결국 혁신주의적인 노사협력체제라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고 말 

았다는 점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것은 19세기 말 이래 미국노동연맹이 노동운 

동의 주도권을 렴으로써 사회변혁을 지향하던 노동운동을 대신하여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전차 확랩해 나가던 추세와 동일한 궤도 위에 있는 사태었다， 그러묘로 1920년대 중엽에 

이르면 미국노동연맹은 과거처럼 남성피복노조에 대해서 급진적연 단체라는 낙언을 찍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플 잃어 버렀다. 또한 1914년에 출범한 。l 래 남성피복노조는 

마국 사회주의운동의 중요한 로대로 생각되었던 만큼， 이 노조가 겪은 내적 갈등의 결말을 

사회주의가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따라서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인하여 전통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존 

의 노사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했을 때， 혁신주의의 후예들은 전국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통해 서 노동조합의 입 지 를 강화시 킴 으로써 노사협 력 체 제 를 구축할 기 틀을 

큰 어려움 없이 마련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미국 노동운동은 바로 그러한 기툴 속에서 진 

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