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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세계화， 정보화로 상정되는 새로운 기업 환경 아래 오늘날 지구촌의 기업 세계는 엄청

난 구조조정 (restructuring) 의 회오리 속에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 관리상의
구조조정， 즉 고용조정 (emp]oyment acljustment) 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파장을
크게 그리면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진행 과정은 나라별로. 또 노사간 힘 관계의
지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제약조건 속에서나마 고용조정의 과
정이 비교적 노사간의 이해를 적절하게 절충하고 제한적이나마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적

정선을 모색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
교적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 폴크스바겐 (Vo]kswagen) 사 사
례에 주목하고자한다

‘다운사이징’ (downsizing) 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세계 각국 대부분의 고용조정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l ayoff)의 형태로서 노사간에 충분한 동의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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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략된 채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유형을 우리는 우선 ‘노동배제형

고용조정’ Oabor-exclusive emp!oyment adjustment) 이라고 정의하자. 그러한 노동
배제형 고용조정은 노사의 ‘공존공영’(최종태 1996) 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척 노사관계’
가 아니라 높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배타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급기야는 노사간에 불
신과 대결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따라서 노사간 힘의

균형 (ba!ance

of

power) 과 그에 바탕한 대등한 노사관계 (ba!anced industria! re!ations). 공정한 배

분과 참여 (equity and participation) 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시각에
서는 그러한 방식의 고용조정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이에 우리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에서 1993년 말 노사간에 형성한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동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동시에 노사가 모두 동의하는 고용조정 방식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심층 고찰하고자 한다. 폴크스바겐사의 경우는， 앞서 말
한 노동배제형이 아니라 ‘노동참여형 고용조정’ Oabor-participative

emp!oyment ad

justment) 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폴크스바겐사 사례를 굳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이 사례가 고용조정 방식에 있어 세계의 노사관계 연구자들에
게 매우 시사적인 사례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강조하

는 우리 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I. 獨速 自動車塵業 勞觀驚휠의 變動에 關한 爭點들
먼저 독일에서 노동시간 문제가 어떻게 쟁점화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개관하자.

1990

년에 금속산업과 인쇄산업에서 산별 단체협약으로 ‘주35시간제’가 합의되었다， 물론 실시

1)

박상언(1 999) 에 따르면， 다운사이징의 효과가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틀이 꽤 있다

예컨대 미국경영협회 (AMA) 의 94년도 조사에 의하연 89년 이래 다운사이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1/3 남짓한 기업만이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고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운사이징 기업의 86% 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 저히를 경험했다는 사
실이다 또한 다운사이징이 계속 되풀이될 때에는 조직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 불펼요한 ‘정치적 행
동‘까지 하게 될 것이며 조직 내 인간끼리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등 조직문화의 왜곡이 심해질 것이
라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다운사이징에 살아남은 사람들마저도 감사의 마음과 충성심 강화를 보여
주기보다는 분노와 배신감， 죄의식 등으로 인해 자신감 결여， 직무만족 및 조직올입도 저하. 동기부
기업의 절반 정도만이 운영 이익이 증대되었고

여 저하， 결근율과 이직률 증대 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코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형성에 아무런 도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 효과들은

좋즈ε좋~

3

는 95년부터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재계와 콜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반격을 가하
였고 결국 주35시간제는 현재 서독지역에서마저 그 실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또 주
35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90년의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23 .4%.

92년 24.7로부터 97 년 2 1. 6% 로

이것은 물론 94년에 새 노동시간법과 협정에 포함된 i 탄력화’

조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노동시간법에 따르면 주48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6 개월 단위로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측의 신축성은 높은 편
이다. 하지만 노사간의 자율 교섭과 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7 시간 내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1994년부터 실시된 폴크스바겐사의 ‘주28.8

시간제’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1980년대 이후 독일 자동차산업에 있어 노동의 구조변동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분야
로 나누어 정리된다

첫째가 작업조직 (Arbei tsorganisation) 상의 변동에 관한 논의로，

새로운 작업조직의 형식들이 과연 작업자들의 자율성이나 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 하는 논의이다 전자의 입장은 유연 전문화， 또는 재숙련화， 포
스트 포드주의 테제 등으로 정리되었고2) 후자의 입장은 ‘유연한 테일려주의’ 또는 ‘더 가
혹한(하이퍼-) 테일러/포드주의’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논쟁 속에 독일 노조는 과연 어떠

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논의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개 독일 노조는
생산과정의 혁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이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공동결정권의
강화， 노동의 인간화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적극 개입하는， ‘형성 전략’ (Strategie der

sozialverträglichen Gestaltung der Arbeit) 을 취하였다，
둘째의 논의 범주는 그러한 작업조직의 효과나 결과와 관련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고용 안정 (Arbeitssicherung)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집
약될 수 있다. 한 입장은 새로운 기술 및 작업조직의 도입과 혁신은 기업 경쟁력을 증대

시켜 결국 고용안정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입장은 혁신의 결과
가 역설적이게도 잉여 인원을 증대시키고 이들을 고용 불안의 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2)

1984년에

Kern H. & Schumann M.

(1 984) 에 의해 새로운 생산방식 (Neue

Produktion

skonzepte) 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이후 독일 자동차산업에서는 생산노동의 평가절상 (Aufwertung)

과 재구조화 (Reorganisation) 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 기업에서는 한편으로 현장 작
업자틀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에‘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작업조직의 통합적 형태들에 초점을 둔 새
로운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 전략의 구체적 경향들은 공정별로나 업
종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도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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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노조의 관심은 대체로 후자 쪽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혁신의 결과가 대량 실업
등 고용불안으로 유도되지 않고 고용안정 빛 노동자 삶의 질 "Õ"J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

동시간 단축 전략’ (Strategie der Arbeitszeitverkürzung) 을 취하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폴크스바겐사의 1993년 단체협약은 노사관계 이론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성 향상과 작업장 혁신의 결과를 과연 노사가
어떠한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하나의 실천적 해답을 던져 준다

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최근 들어 독일의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세 가지 주제를 간
단히 정리해보자(강수돌.

1999)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폴크스바겐사 사례를 구체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1. 포필단체협약 (Flächenta rifvertrag) 과 개방조항 (Öff nungsklausel n) 의 문제
현재 독일은 전통적인 통일적 산별 단체협약， 즉 포괄단체협약 (Flächentarifvertrag)
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Traxler.

1997: Völk l. 1998

의 장점은 사실상 노사 양측에 모두 다 있다

참조) . 왼래 포괄단체협약

먼저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산별로 통일

적으로 이뤄지는 교섭은 기업간에 상호 협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별 기업별로 경쟁적인

임금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나아가 기업마다 거세게 일어나는 노동쟁의를 산별 차
원에서 미리 조율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도 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산

별 교섭이 조직적 힘을 모아내는 데 유리하였고， 나아가 동일 업종의 노동조건을 상대적

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였던 점이 있다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산별 협약과 산별 교섭은 그 자체로 독일 산업의 ‘내부 혁신’을 추동하는 원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산별 교섭 체계가 독일 산업의 생
산성 혁신과 질적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약간씩 침식되고 있다(이에 대해선

Zachert. 1998

GIRA. 1998. Oppolzer &

창조) . 산별로 합의된 노동조건이 사실상의 ’최저’ 노동조건을 형성한다

는 기존의 교섭체계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그리고 특히 경쟁력 없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나아가 동부 독일의 많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최근 들어 사용자 연맹체로부터 이탈히여(“Tari ff1ucht"l. 개별 기업 수준에서 산

좋-똑조:

5

별 노조나 기업내 노동지평의회와 개별교섭을 맺어 단사협약 CFirmentarifvertrag) 으로
끝내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만들어낸다

결국 산별 노동조건보다 낮은 노동조건으로

노사합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 바로 이것이 개방조항 C Öffnungsklauseln) 의 문제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은 개방조항이라는 병시 규정을 통하

여 산별로 체결된 협약보다 낮은 조건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B ispinck & W8I-Tarifarchiv , 1998; Bispinck & 8chulten , 1998). 이것은 80
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90년 통일 이후 동독에

서 서서히 도입되다가 94년 이후 널리 도입되고 있다(표 1 )3)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노동

자나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사용자들(예컨대 독일상공회의소의 한스 슈틸)은 역
으로， “노조의 완강한 태도가 오히려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별교섭을 강행하도록， 나아가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도록 부채질한다”고 주장한다 CWirtschaftswoche.

99. 2. 1 1.

8.24. 30)

〈표 11 까〉 업종별 포괄협약 (Fläch e nta rifve rt rag) 적용 사업장의 변동 추세

1995(서독)

1997(서독)

1997( 통독)

광산/에너지

78.2

52.4

52.2

원료가공

61 .4

60.6

31 ‘ 2

생산재산업

58.5

58.2

34.9

소비재산업

68.7

73.0

42.3

건설업

79.3

70.2

40.6

상업

52.7

54.2

23.8

운송/방송

5 1. 7

36.5

25.1

금융/보험

68.6

6 1. 0

44.5

5 1. 8

49.0

25.7

엽총

계

‘

자료.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IAB) 의 패널자료(공공부문과 비영리 기관 제외)

• (Frankfurter Rundschau> 1999. 1.

3)

8. 에서 재인용 (6.900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

물론 이를 사업장 수가 아니라 소속 노통자수의 비중으로 본다연 1997년의 경우 구 서독지역에서는

노동자의 2/3가. 구 동독지역에서는 노동자의 2/5가 포괄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업장 비율에
비해 약간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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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포괄적 산별 협약을 유지하고 이를 확장하려는 노조측과， 기
업가 연맹을 탈피하면서까지 개별 협약을 통해 보다 낮은 노동조건 속에 자사만의 생존
력을 담보하려는 기업측의 힘 관계 여하에 따라 독일의 교섭구조 변화가 결정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폴크스바겐사는 전통적으로 국민기업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
라 임금 등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 연합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폴크스바겐사는 단독으로 금속노조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고 다른 금

속산업 기업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단사협약을 맺는다

최근의 포괄단체협약의 약화와 개

방조항의 도입 , 기업들의 사용자 연합 탈퇴 추세는 폴크스바겐사 노사관계가 퇴보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유럽통합 (EU) 과 생산입지 (Standort) 논쟁， 단체협약 확장 (Erweiterung) 문제

1993년부터 유럽 단일 시장이 출범하고 1995년부터 유럽연합 (EU) 이라는 새로운 국
가연맹체의 탄생， 그리고 1999년부터 유러 (Euro) 화라는 새 화폐가 도입되는 등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독일

기업에서도

생산의

유럽화，

자본의

세계화가 가속화된다

(Engelen-Kefer. 1997: Gabaglio. 1997: Hickel. 1996: Martin & Schumann

1996: Schieren. 1997.

Streeclι

1996

참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편으로 국내

의 생산과정을 더욱 합리화 (Rationalisierung) 하고， 다른 편으로 생산설비의 일부나 공
장 자체를， 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이 큰 다른 곳으로 입지 이동시킨다 (Standort

verlagerungen) . 물론 그 기저에는 독일이라는 생산입지가， 강력한 노조 때문에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어있다. 일단 현상적으로 독일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연간 지불

하는 인건비 총액이 프랑스에 비해서도 21% 나 많다(총

85.852

마르크)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욱 심해， 독일 노통자는 프랑스 노통자에 비해 연간

나 더 받는다

44%

평균적으로 봐도 독일 노동자의 직접 임금수준은 프랑스보다 36% 나 많

다- 반면 간접 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보장성 비용 (Sozialbeiträge) . 병가시 임금지급

(Lohnfortzahlung im

1상ankheitsfall) . 기업 연금제 (betriebliche Al tersversorgung)

등 연간 추가비용은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높은데， 이는 복지수준이 낮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큼을 뜻한다

나아가 이제 유러 (Euro) 화가 도입된 이후로 이것이

유럽 차원에서 인건비 비교의 단일 척도 (Maßstab) 가 되어 나라간 비교가 훨씬 빨라짐

姜

守

홍

7

으로써 생산입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단체교섭의 유럽적 확장 (Europäisierung des Tarifvertrags)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특히 노조측에서 강하게 제기되는데， 생산업지간 노동조건의 하
향평준화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삶의 질 저하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의 내부혁신은 물론 외적 구조 변동도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Lang

& Schaaf

1997: Mai. 1997. 1998)

물론 유럽 사회헌장 (Social Charter) 도 있고

유럽 노동자평의회 (EBR) 와 같은 노동자협의체도 있지만， 노조를 통한 공식적 단체교섭

권을 보다 강하게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유럽 통일과
세계화의 주된 장점이 바로 그러한 생산입지간의 ‘격차’를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이해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 양측이 ‘생산업지 논쟁’의 틀 속에 묶인 상태에서 논의를 진
행하는가， 아니면 그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따라 단체교섭 범위의 범유럽적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접근하는가에

폴크스바겐사 노동자평

의회는 이미 90 년대 초부터 ‘유럽폴크스바겐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고 각 생산입지
간 노동자들의 정보교류와 경험 교환， 공동 전술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활동 중
이다

3

고용 안정 (Beschäftigungssicherung) 과 노동시간

유연화 (Arbe itsze itf Iexi bi Iis ieru ng) 문제

독일 최대의 현안은 아무래도 4 백만 명

이상의 대량실업 (Mas senarbei tslosigkei t)

문제이다 (Scharp f. 1997: Schulte. 1997a. 1997b)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년

가을 새 정부 이후에 다시 ’노동을 위한 동맹’ (Bündnis

flir

Arbeit) 이 출범을 했지만，

이 실업 문제는 그리 쉽사리 수그러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1999년 1 월 현재

446 만명(전달에 비해 25 만 8 천명 증가， 새 수상 취임 후로 49 만명 증가)의 실업자가
등록되었다고 뉴른베르크의 연방노동청이 공식 보고할 정도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Uob sharing through reduction of working hours) 와 임금감소
를 감수한 고용보호 Uob

security with wage reduction)

전략도 많이 실험되고 있지

만 이것이 수백만의 대량 실업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Wend 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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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 . 게다가 기업측의 지속적 경영합리화 노력은 새로 생긴 일자리마저도 빠른 시간

안에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의 실효성이 크
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그간 임금인상과 고용문제 상호간에 과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독
일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있어 왔다
(“ moderate

기업측은 임금인상이 생산성 증가율을 밑돌아야만

Lohnpolitik'")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고용 증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노조측에서는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분을 합친 수준으로 올라가야지만

("kräftige Lohnerhöhungen") 대중 구매 력 (Massenkaufkraft) 이 높아지고 따라서 수
요가 증대하여 기업의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두 경우 모두 깔끔하게 그 진위를 가려주지 못할 정도로 복

잡하다 5) 게다가 노사관계 전문가인

H. 자이퍼트(H artmut Seifert)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전 산업에 걸쳐서 시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로 정리해고가 불가피
한 기업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ifert ， 1993;

4)

Gesterkamp , 1998).6)

1999년 3월에 방한한 전 노동부장관

H

에렌베르크씨는 “ 1998년에 독일에서 행해진 18 억 시간 이

상의 초과근로를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었다면 무려 120만 명의 실업자를 구했을 것”이라며， 연장근
로 축소와 신규 고용 창출， 단시간 일자리 확대 등의 조치가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5) 임금인상 또는 임금억제가 실업률의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6)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노동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이하 김성회，

2000) . 생산성 향상 효과나 기업의 비용인상 효과 등 간접 효과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제도
적， 사회적 요인 등 복잡한 변수들 때문이다 우선. 이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실업해결을 추구한 유
럽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근거해 고용효과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자주 인용하는 결과가
프랑스와 옐기에의 80년대 초 노동시간단축 경험이다 “프랑스의 1982년 주 39시간으로 단축이 기

대했던 15만 명의 일자리보다 훨씬 적은 최소 1 만4천명에서 최대 7만 명의 효과밖에 없었으며， 엘
기에 5-3-3제 또한 예상한 5만9천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속긍 2만3천영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
다"(OECD ， 1994) 고 지척하면서 ‘지난 20년간 노동시간단축과 실업률 감소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

판계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한 노동시간단축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했

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측연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임금억제를 동반하지 않
은 노동시간단축은 비용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전망한다.
반면， 이 결과에 대해 프랑스 정부당국은 1982년 노동시간단축을 평가할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였는
데， 이 조사에서 제조업 관리자의 37%가 노동시간단축이 더 많은 신규채용으로 이어졌다고 용답했

다(Bastian ， 1994) “노동시간단축이 14 ， 000명과 28 ， 000명 사이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지만，
고용유지는 그 세 배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의 다른 두 조사도 주 39시간제로 인해 5만에서 10
만 가량의 직업창출과 고용유지 효과가 있다고 일관된 결론"(B astian ， 1994) 을 내린 바 있다， 또
경기위축기에 노동시간단축은 고용창출보다 고용유지에 훨씬 큰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또 별기에의 5-3-3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 기업이 조인한

좋」후좋-건
한편，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독일의 여러 연구

들은 확실히 고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하자(이하 김성희

2000 참조) . 자이퍼트 교수에 따르면， 모든 연구에서 노동시간단축은 상당히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가진다 (Seifert. 1993) (<표 II-2) 참조)

독일사용자협회 (BDA) 는 노동시

간단축의 고용 효과를 논박하지만 (Neifer-Dichmann.

1991). 노동시간단축이 공장 가

동시간의 축소에 미치는 장기적 잠재 효과에 근거하기에 직접적 논박은 되지 못한다
240 만 노동자를 고용한

또

5.0007ß 기엽을 조사한 금속사용자협회 CGesamtmetall) 의 연

구에서도 21% 의 고용효과 (27.000명 고용 창출)를 보여주며， 시간외노동의 증가로 상쇄

된 부분을 고려하면 14%가 더 증가하며， 고용유지까지 고려하면 약 40-50% 의 고용효
과가 나온다 (Seifert.

1993)

고용유지 효과까지 포함했던 독일 금속노조(I G Metall) 의

비슷한 범위의 연구는 70%의 고용효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고용효과는 철강
산업의 교대제 노동자에게서 나타난다

연방고용청의 한 연구는 제조업에서의 고용효과를

45% 로 추정했으며，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원 (DIW) 의 순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따르
면 도입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30% 의

시간외노동의 효과를 합쳐

생산노동자에 대한

50% 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로 전환될 것이라

평가된다 (Bosch.

1995). 이렇게 1985년에 도입된 38.5시간에 대한 총 12가지 연구는

모두가(심지어 사용자단체까지도) 뚜렷한 고용효과를 제시한다(김왼섭.

1998:

김성희，

1993).

1984년

2000) .
이 12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이퍼트 교수에 따르면 (Seifert.

이후 협상되어 1985 년이래 발효된 모든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를 1/2-2/3로 일반화

한다. 1984년에서 1990년 사이 39.99시간에서 38 .4시간으로 정규시간이 단축되었는
데， 생산량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고용효과가 100% 라면 노동자 수는 4.14% 가 증가

협약은 5%가 아니라 1. 5% 가량의 노동시간단축일 뿐이며，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평가는

기업이 조인한 협약으로 총고용의 3.7% 인 52.000명의 고용이 증가한 반면 협약이 없는 기업의 고
용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CBastian ‘ 1994: Rubin. 1997) 여기서 만약 시간단축이 이루
어지지 않았더라면 늘어났을 실엽자의 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효과를 경험적으로 논할

때 고용유지 효과를 빠뜨려서는 안되며 또한 노통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을 때 늘어났을 실업자 수 퉁
간접적 고용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OECD가 최근 “노동시간단축이 다소간의 고용창출과 고용
유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만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리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COECD. 1998)
라고 다소 완화된 주장을 펴면서 노동시간단축의 효과 분석시 불확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상
기하자 또 Ginneken (1 984) 은 서유럽에서 거시경제모텔을 이용하여 분석한 7 가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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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구 서독의 노동시간단축으로 。|하 끼요

(와 방식)조사대상과 적용 범위

시간단축분과
고용효과조사결과

조사주체

1
금속사용자연합·
금속산업 인사부
‘

Ge~a~~~e~aïl

l' 5.~0~개 사업장 240만

· 단축
: 40에서 38.5시간으로
· 계λl"，' 」ι
긴요표과
1
고_g__::x~츠나걷
。
깅「

· 고。r

65%는 설명되지 않음

. 27.OO[)

(설문)노동자용효과 35%

1, 단축노동은 고려되지

(조과노동 14%포함)

2 금속←노조IG
Metall( 설문)~

기타

않g

l' 금속산업

l'

공장평의회
· 단축 40에서 38.5시가으로
5.~0~7n 사업장 240만 · 고용창출 102.000
노동자
· 고용효과 7096
‘

3

금속i노조IG l' 금속산업 공장평의회단축 38.5에서 37.5시간으로

Metall(설문)

l' 노동자
5.~0_~7n 사업장 260만·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57 ， 900
·고용효과

4

금속←노조IG

Me따ta려ll(셜문)

5.금속노조IG

58.3%

l' 금속산업 공장평의회· 단축 37.5에서 37시간으로
l' 5 ，:2~개 사엽장 250만·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노동자

34 ， 700

·고용효과

Metall(설문)

.

I .. _.... __. _....
I'

I:

7096

단축 40에서 38시간으로

철강산업 공장평의회·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7 ， 100

• 고용효과

75%

·

결합된
교대근무
(combined shifts)

비율이 높다
형태로 노동

l' 자유교대

시간단축

6 인쇄·종이 노조 · 인쇄업 공장평의회
IG Oruck und 1 , 460개 사업장 67 ,000
단축 40에서 38.5시간으로
Papier
노동자· 고용효과 66%
·공공부문기업

7

공공노초， 3， 2067n의 공장평의회와 · 단축 : 40에서 39시까으로

Infratest

직원평의회·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응답률 62%)

,

8

금속사용자연합

Gesamtmetall l'

(통계분석)

49 , 000

70 ， 000노동자· 고용효과 : 52%

납「속A 산이시업

·

•

데이터 기업의 생산

단축 40에서 38시간으로물량계획과 생산기술

I ' 고용창출

19.000(임시고용)부서의
자료 합성
·초과노동과단축노통은
과소추정되었 g

홍표-좋:_!_J_
9. 금속노조IG

· 단축 : 40에서 38.5시간으로
·금속산업

Metall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통계분석)

96.500

·데이터·연방통계청과

연방은행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

10. HWP
(계량분석)

· 단축 : 40 에서 38.5시간으로
·금속산업과 인쇄업

·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12 ,000

효과

79%

·사무직 노동자의 고용
효과

62%

· 고용효과는 조사된 6개
주에서 다르게 나타납

11

연방통계청 노

동시장직업연
구소

IAB

·금속，인쇄，목재업

·고용효과

(계량분석)

12

독일경제연구
소 DIW

·금속산업

(계량분석)

‘

자료

하게

· 단축 40에서 38.5시간으로
· 고용창출 : 112.000

45%

· 단축 40 에서 38.5시간으로
·고용효과

80%

·생산직 노동자만

Seifert (l 993)

된다(단축된 시간은

39.99-38 .4= 1. 59시간이며，

노동시간 단축 비율은

1.59/

38 .4 =4.14%) 그런데 1/2-2/3의 일반화한 고용효과로 계산하면， 2.07% 에서 2.76%
에 이른다. 이런 단축에 영 ~ε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이 기간 중 평균 고용자수

2 , .441

만3천명 중 325 만명의 파트타이머와 180 만명의 훈련생， 73 만명의 단체교섭에 적용 받
지 않는 종사자7) 를 빼면， 1. 866 만3천명이다

고용효과 계수를 적용하면 38 만5천명~

52 만4천명[= 1. 863 만3 천명 *(2.07 -2.76)) 으로 이 기간 중 고용 증가의 약

20%

정도

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결과이며， 그 수는 40-50 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노동시간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토대로 살펴보면， 단위 생산비용이 증대

하지 않고 초과노동이 적정 수준에서 억제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을 유지， 창출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김성희，

2000).

물론 현실에서는 사용자측과 노조측이 약간씩의 양보를 하여 협상이 타결된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는 노동측에 제시한 양보분을 지속적으로 ‘보상받거나 i 상쇄’하기 위해 노동

7)

총사자의 6% 에 해당

경영감독자， 지사 임원， 다른 임원

중 절반 정도가 노동시간 단축의 이점을 누립

법적 전문가 등

금속산업의 경험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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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유연화나 새로운 경영합리화 방책을 계속 시도한다.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는 매
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시간주권 (Zei tsouveränität) 이
강화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다른 편으로는 조직 노동자의 연대 및 단결과 사회적으로
통일된 노동조건의 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Freeman ，

1997: Zwickel.

1997 참조) . 결국 이러한 양상이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아가
경쟁력 호냉의 과정에서 연금제도나 사회보장도 갈수록 축소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계약’ (Generationenvertrag) 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Bäcker

& Kl ammer , 1999)
앞으로도 역시 생산성과 경쟁력의 논리 속에서 노사가 이해갈등을 일으키는 한， 노동
조건의 향상과 고용 안정의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는 상호 복잡한 인과관계
를 맺으면서 변동할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결코 하나의 깨끗한 해답으로 풀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노사간에 진행되는 논리적 대결과 조직적 힘 관계가 그 결과를 유통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Rudolph ，

m 폴크스바겐社의
,

1997)

勞動參與型 塵{庸調整 事例

폴크스바겐사는 옛 서독 지역에 8 개 공장， 동독 지역에 2개 공장 등 독일 내 10 개 공

장을 갖고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 세계 각지에 해외 공장을 갖
고 있다

히틀러에 의해 1938년에 설립되어 미국 포드사에서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국민

차를 대량 생산하였다. 전후에 연방정부가

20% , 니더작센 주정부가 80% 를 소유한 국

영기업이었으나 1960년 이후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단행， 90년 이후 주정부는 20% 를
소유한 반면 국민주가 80% 에 이른다. 폴크스바겐사는 85년에 16 만 명의 노동자가 승
용차 170만대를 생산하였으나 93년엔 11 만여 명이 승용차를 124만대， 95년엔 10만여
명이 132만대를 생산하여 노동자 1 인당 생산대수(노동생산성)가 갈수록 증대하였다-

1

고용조정의 기본 구상’ 비용절감적 노동시간 단축

Kromphardt Cl 993) 는 신고전파적 공급주의와는 달리， 노동시간단축 (AZV) 이 생산성

좋표」흐」효

(Produkti vi tät) 호냉의 수준을 넘지 않고 단위임금비용 (Lohnstückkosten) 을 높이지
만 않는다면，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된다면 ‘생산비용 중립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대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노동시간 (Arbeitszeit) 과 가동시간 (Betriebszeit) 의 분리를 통하면，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단축될지라도 고정자본의 설비가동률은 증가할 수 있어， 고정자본 비용 절감

이 이뤄지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고용조정은 노동력 수요의 증대와 구매력 상승，
생산과 고용의 증대 등 선순환 (virtuous circle) 을 그린다는 것이다(김원섭. 1998) ,
독일 자동차산업에서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작업조직의 도입과 개

선제도(카이젠) . 제안제도의 활성화로 효율성이 제고되어 약 15% 정도의 인원절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의 일자리를 공중분해하는 파라독스 (Paradox) 가 나
타났다 (Schumann. 1994) , 1992년만 해도 벤츠， 폴크스바겐. BMW. 그리고 오펠사
등 독일 완성차업계에서 무려 1 만 7천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사실이 。}를
증명한다 자동차산업에 불황이 닥친 1993년에는 벤츠사에서도 판매부진을 이유로 4만
명의 일자리 감축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마침내 독일 자동차산업에서는 91 년

95년 사

이에 무려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물론 이러한 고용조정은 직접 해고의 형태는
아니고， 조기정년， 자발적 퇴직， 타 회사 전직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진행되었다
폴크스바겐사는 92 년 이후의 자동차산업 불황기를 효과적으로 탈피하기 위해 원가， 생

산성， 품질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즉 일본식 공정 혁신(lean produktion) 과
지속적 개선제도 (KVP). 적기생산방식 (JIT) . 그루펜아르바이트 (Gruppenarbeit. 팀작

업) . 제품 혁신 등에 무게중심을 싣고 경영합리화를 행하게 된다 (Kang. 1995: 황기돈，

1998)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쟁력 홍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던 터에 .25% 정
도의 매출액 감소와 막대한 수익성 감소가 나타나자 영여 인원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구
상을 발표한다 즉 초기의 노동과정 혁신을 통한 노동효율 높이기(기능적 유연성) 전략을
우선적으로 행한 뒤에， 인원감축을 통한 노동비용 줄이기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폴크스바겐사는 93년 11 월에 들어， 당시 10 만 3천 2 백 명인 국내 노동자를

95년까지 7만 1 천 9백명으로 30% 나 줄이겠다는 구상을 공개하였다. 결국， 폴크스바겐

사도 고용조정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어 마침내 수량적 유연성 및 재무적 유연성의 확보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30%의 감원으로 무려 약 22억 마르크(최종적으로는
16억 마르크 절약)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황기돈，

勞使關係鼎究， 第 11 卷

14

1998)

이에 따르면 94년에 2만 명. 95년에 1 만 명의 영여인원을 줄여야 했다. 특히

3 만 명 중 2 만 명은 자동차산업의 불황에 의해 강제되었으며. 1 만 명은 생산성 향상으
로 인해 ‘과잉’이 되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동과정의 합리화， 즉 기능적 유연성
의 강화로 인하여 수량적， 재무적 유연성 높이기가 강제되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사에
서는 한국과 같이 일괄적 정리해고 형식을 벌어 인원을 감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특기
할만하다.

〈표

111-1 > 폴크스바겐사의

당초 고용조정 계획 (98 년 11 월， 직훈생 제외)

1994

1993
전체 인력 수요

‘

자료

103.200명

71.900병

차이(%)

30%

Hartz (l 994). p.19

오늘날 독일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실업 저지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

고 있는 것은

예컨대 폴크스바겐에서 1993 년 말에 향후 몇 년 동안에 약 3 만 명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4 일 근무제’(주당 28.8 시간제) . 릴레이 모
델， 블록시간 모델， 인원불균형 조절제를 도입한 것 - 바로 이런 모순적 현실을 반영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에서조차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은 예전대로 받고자 하며， 경영 측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그만큼 내지
그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서로 강한 대립을 보여주

기도했다.

2.

관철 방식 8) : 노동참여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폴크스바겐사의

30% 감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폴크스바겐사 노동자평의회와 금속노조

(I G Meta ll)는 유기적인 협력을 진행하면서 회사측에 대해 이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한

8) 고용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1) 사회보장제를 활용한 감왼(예컨대 고용촉진법상의
단축노통제 1 국민연금상의 조기정년제 활용). 2) 대량의 정리해고.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있다 독일 등 유럽은 대체로 1) 과 3) 의 ‘노동참여형’ 방식을， 미국과 한국은 대체로 2)
의 ‘노동배제형’ 고용조정 방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좋二E조: 15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맺자고 제안하였다. 독일에서 정리해고는 노λ}가 집단적으로 합의

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Sozialplan) 만 잘 해결되면 별 커다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
다. 다만 해고자의 선발 및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자평의회가 공동결정 차원에서 동의

하는 서병을 해야만 한다 (Betriebsverfassungsgesetz.

1972).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는 의견 충돌과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와중에 폴크스바겐사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의 대안을 강구하

였다-

이는 신임

인사노무담당 이사인

Peter Hartz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 Hartz Modell’이라고도 한다(H artz. 1994).9) 이를 통해 폴크스바겐사에서는 당시
국내 총 10 만 명의 일자리를 당분간 2 년 동안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노통자들의 심리적 동기부여를 고양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 세 가지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 4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28.8시간 노동 10) 에 주 5 일 공장 가동한다는 것이다
후 소득의 12-3% 를 삭감하지만
상 월급여로 계상한다
적

보상과 함께

교대제를 통해 주 4 일

노동시간이 20% 줄어든 대신 세

생계비 보전을 위해 휴가비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정

그리고 주당 35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분(잔업)에 대해서는 금전

시간외노동에

대한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노동시간 계좌제도，

Arbei tszei tkonto) 을 도입 했다
둘째， ’미혼자 탄력근로제’: 30세 이하의 미혼자 4만 명은 l 년 중 8-9 개월 근무만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4개월은 취미생활이나 신설 공공직업훈련원에서 (공공실업기금

보전) 계속교육， 직능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블록시간 모델(B lock-Modell)이
라고한다

셋째， ‘직훈생과 고령자 파트타임제’· 수천 명의 직훈생이나 고령자는 주당 28.8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하면서도 11) 타기업에 대체노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서서히
9) 페터 하르쓰는 폴크스바겐에 오기 전에 자를란트 금속산업의 노무담당 책임자였다
터 광산 업종의 공동체적 노사관계에 큰 감명을 받았기에 노사간에

에도 안착시키고자 노력한 인물로 평가된다 (Gesterkamp

1998) ‘

그는 오래 전부
공동결정의 문화’를 폴크스바겐

그리하여 그는 경영 전반에 걸친

노사 공동 사업과 공동결정 등으로 노사 협력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그의 이런 생각은 독일

내 가장 큰 자동차사이면서도 그동안 비합리적인 노동시간을 지녔던 폴크스바겐사의 노동시간을 변
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10)

당시 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제였는데 이를

11)

직업훈련생 (Azubi) 의 경우 첫해는 주 18시간

20%

감축하연 28.8시간a로 된다

둘째 해는 주 20시간， 셋째 해는 주 24시간， 넷째

해는 주 28시간 노동을 하게 해서 서서히 정규직으로 편입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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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12)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자 (55-63세)를 고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일시에 조기정년 시켜버리기보다는 서

서히 기업을 떠나게 하면서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를 릴레이 모델 (Stafetten-Modelll 또는 다단계 모델이라고 한다 여기서 고령

자는 주당 노동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 정년으로 자연스럽게 (g!att) 연결되게 하고， 직훈

생은 3년간의 숙련공 양성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생산라인에 투입되면 처음에는 주당 20시

간씩 근무하다가 차츰 늘려나가 4년 후에 정상시간과 정상임금 위에서 작업하게 한다 13)
한펀 폴크스바겐에서는 정규직 노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역하청화’ 현상도 나타났

다‘ 이것은 그동안 공정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
에서 이미 노사(경영측과 노동자평의회)가 합의한 대로 당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외부 중소업체에 하청화했던 공정을 다시 본사 공장 안으로 불
리들이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사의 국내 공장에 소속된 노동자평의회 의원들은 ‘생산입지

유지’를 위한 공장협약에서 회사측으로부터 다음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즉 국내 폴크스바
겐 공장에서 설비과잉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외주생산에 맡겼던 것을 다시 불러들여 (‘역

하청화’) 자체 생산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주생산에는 독일 오스나브휠의 카르
만사， 벨기에의 폴크스바겐-포리스트 공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폴크스바겐사

는 1995년 9월말에 들어， 약 2.0007ß 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역하청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WeIt am Sonntag. 1995. 9. 24).
〈표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11-2)

폴크스바겐사에서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

생산‘ 자동차 대수(증감률)

1. 675.605

1.240.124(-25.2)
1. 246.392 (0 .5)
1 ‘ 317.656(5.7)

고용

영(증감률)

122.749
111.901(-8.8)
104. 928( -6.2)
100.40 1( -4.3)

• 자료 폭스바겐사 사보. 1993-1996( 김원섭. 1998에서 재인용)

12)

50셰 이상의 고령자는 정년의 3년 전에는 주 24시간. 2년 전엔 주 20시간. 1 년 전에는 주 18시
간만 일하게 함‘ 그리하여 얘끄렁게 (g]att) 정년 생활로 적응이 되게 만들고자 합

13)

물론 이 모텔틀이 모두 만족스런 효과를 낸 것은 아니나 28.8시간제와 노동시간 유연화는 실효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왼섭. 1998:93) 기존 취업자의 고용안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되， 조기
정년제와 자연강원， 노동계약 종료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여전히 이휘지고 있다

좋효L좋:__}_J_
그리하여 폴크스바겐사는 1993년 말주 4 일 근무제’ 14) 에 관한 노사협약을 체결함으
로써 국내 여러 공장에서 일정한 ‘산업평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협약은 사실상， 생

산합리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결과. 3 만여 명에 대해 합리화 해고가 불가피해지고 15) 이
에 따라 노동자틀의 반발이 심해질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해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약속
하는 대신 임금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고자 한 경영측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로
써 폴크스바겐은 노동자의 저항을 받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생산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폴크스바겐사에서는 저 유명한 ‘카이젠’ (KVP) 이 당시에 막 도입되어 실시 중이

었고， 따라서 경영측은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노사합의가 조만간에 닥칠 대규모의 정리해
고로 인하여 산산조각날 것이 두려웠다는 점도 그러한 협약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결국 폴크스바겐사의 고용조정 구상은 앞서도 보았듯이 한마디로， ‘비용중립적 노동시간

단축’ (kostenneutrale Arbeitszeitverkürzung) 으로 정 리 된다 (Kromphardt.

1993:

김원섭. 1998: 황기돈. 1998 참조) . 그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임금비용을
줄이는 효과， 또 노동시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효과 16)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한 공장 가동시간

(B etriebszeit) . 설비이용률의 증대 효과 등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또 폴크스바겐사의 ‘주 4 일 근무제’ 협약은 그 자체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

한 초석이었다. 즉 작업교대제와 노동시간이 그로 인하여 유래 없이 유연화될 수 있었
고， 그 사이에 독일 내 10개 폴크스바겐 공장들에서만도 약 150 가지의 노동시간 모델

이 실시될 정도로 다양화되었다‘ 여태껏 일반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협약의 제 4조 제 1 항이 가진 특수성인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

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배치전환과 전근 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소속노동자는 회사측으
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두말없이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 ‘주 4 일 근무제’ 협
약은 1995년 말. 1997년 말에 가서 효력이 끝나고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맺어

14)

우선. 1994년 초부터 1995년 말까지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나. 95년 말에 가서 부분적 보
완과 더불어 무기한 연장하였다

15)

1984년에 독일 자동차공업협회 (VDA:Verband Deutscher Automobilindustrie) 에서 낸
f1984-90년까지의 인원감축 계획」 에서 드러남 이에 따르연 독일의 지동차업계는 당시에 모두
약 66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정진적으로 15만 명 이상(약 23%) 을 감축한다는
구상이 들어있었다

16)

물론 폴크스바겐사의 경우 당시에 25% 나 되는 매출액 감소， 그리고 일본 자

통차사의 도전과 위협 등이 이러한 고용관계 합리화의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황기돈(1 998). p.198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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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지만， 이 노동력의 유연한 사용에 관한 특별조항은 그에 관계없이 효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역할: 참여주의적 형성 전략

유럽통합， 세계화 물결 등과 더불어 발생하는 ‘고용 위기’에 대한 독일 노조의 대응 전

략은 고용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직업교육 확충， 단체협약의 유연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상당한 정도의 준비와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을 요구한다. 이를 우
리는 ‘침여주의적 형성전략.이라 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사 노동자평의회 (Betriebsrat) 나

금속노조(I G Metall)의 전략적 선택도 바로 이러한 독일 노조의 전략적 선택과 별 다르
지 않다. 즉 폴크스바겐사 노동자 이익대변체들은 비타협적 저항 전략보다는 ‘참여주의적
형성전략’을선택했다
i 노동’ (Arbeit) 과 ‘사회 정의’ (soziale Gerechtigkeit) 는 독일 노동조합총동맹 (DGB)

과 그 산하 산별 노조들의 기본강령

1997a: 1997b)

및

행동강령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다 (Schulte.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파국적 노동시장

상황， 즉 대량 실업 문제 또는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한 전략적 개념
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랍들은 노

동을 통해서만 생존보장 (Existenzsicherung)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통이
야말로 인간의 자아실현 (Selbstverwirklichung) 을 도와주어 개인이 사회 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이다

또 사회 정의 (soziale Gerechtigkeit) 가 필요한 까닭은

이러한 생존보장과 자아실현의 매개물인 노동 (Arbeit) 의 분배가 사회적으로 어느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 사회적 부의
배분은 매우 불평등하게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약 두 배로 뛰었다

예컨대

독일

기업의

실질

순이익은

1980년에서

1980년의 순자본수익률은 7.6% 였는데，

1996년 현재 이것이 10% 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국제 비교에서 의미가 높은 제품단위

당 인건비 (Lohnstückkosten) 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
여러 나라들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반변에 독일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적 순임금 수준은 1996년 현재. 16년 전인 1980년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姜

었다(단지 l. 2% 만 증가)

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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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1990년대에 들어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거의 자본

소유주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기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또 노동생산성은
지속적무로 상승하였으나 실업자는 오히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폴크스바겐사 노동자평의회도

30%

인원 감축 계획에 대해 “대량실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하고， 전반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촉구하였다‘
전통적으로 폴크스바겐사는 그 특유의 공동결정 문화를 정착시켜 왔기에 1) 경영의 투

명성 제고， 2) 노동자에게 경영에 대한 이해의 제고， 3) 이를 통한 경영 위기의 공동 극
복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이하 황기돈，

1998

참조)

폴크스바겐사에서 ‘ Hartz 모델’이라는 고용조정 구상을 발표하자 독일 금속노조는 다

음의 다섯 가지를 협상의 기본 왼칙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1)

단협의 결과는 왼칙적으로

전 노동자에게 유효하다(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임원도 포함). 2) 고용안정 협약은 2
년간의 시한부 효력을 가진다(1 994-5년). 3) 협약은 이른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
고’를 2년간 무효화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4)

노동자의 월급여는

1993

년 10 월 31 일 수준을 유지한다. 즉 노동시간 단축으로 월급여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시급을

2.8%

인상한다‘

5)

노동시간 단축분을 월급여 감소로 연결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므로 사측이 임금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해야 한다.

사측이 제안한 주 4일제 노통과 28.8시간 노동은 노조 측에서도 쉽게 동의하였는데，
다만 임금감축 문제나 초과근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소

득감소분에 대해 사측이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시를 밝히자 협상은 종결된다.
즉 2주일간 5차례에 이르는 노사 양측의 성실한 협상의 결과， 93년 11 월 24 일 밤에 마
침내

und
4.

‘생산입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약 (Betriebsvereinbarung fLi r

Standort-

Arbeitsplatzsicherung) ’이 체결되었다

조합원 동의의 확보: 차선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폴크스바겐사의 노동자들이 앞의 ‘ Hartz 모델’에 대해， 그리고 93년 11 월의 ‘노사협약’
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폴크스바겐의 노동시간 단축 사

례가 기존의 사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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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임금삭감을 ‘일자리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으며， 과거의 대량 해고라는

악몽을 염두에 둘 때 일자리 상실보다는 ‘임금삭감을 수반한 노동시간 단측이 수용가능
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Gesterkamp ，

1998:76) ,

물론 오펠이나

BMW사에서 유사한 내용의 경영혁신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일반 노동자들이 공감대 형

성은커녕 강한 거부를 하였기에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이것은 획
기적이다

그런데 폴크스바겐사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소한

10% 정도의 임금감축을 감수하면서

도 유연화된(불규칙적) 노동시간과 강화된 노동강도를 견디어 내게 된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노동자평의회와 금속노조가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
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을 초지일관 고수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편으로는 임금감

축이 되더라도 일자리 상실보다는 일자리 나누기가 낫다는 점을 현장 조합원들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공감대 확보가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많은 수의 노동

자들이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폴크스바겐

사 노동자평의회는 노무담당 이사인 Hartz 의 노사동반자적 정책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
고 있었고 또 일반 노동자들도 대량해고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노사 협상에서 나온 차
선책에 대해 대체로 통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고용조정 결과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호， 임금감소， 노동 유연화

한국 현대자동차가 1998년에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파업과 농성 등을 포함

하여 수개월간 끌었는데 비해， 폴크스바겐사는 별 다른 쟁의행위 없이도 불과 2주일만에
다섯 차례의 만남으로 협상이 끝났다 17)

1993 년

11 월

24 일에

마침내

체결된

’생산입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약

(Betriebsvereinbarung ftir Standort- und
은 다음과 같다(황기돈，
2년간이다

2)

1998

참조)，

1)

Arbeitsplatzsicherung) ’의 주요 내용

협약 적용기간은 우선， 1994년과 1995 년의

94년 초부터 폴크스바겐사 국내 전 공장에서 주당 28 ， 8시간제를 적용한

17)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뿌리 갚은 노사 공동결정의 문

화， 비교적 탄탄한 노사간 신뢰관계， 소유의 공기업적 성격， 경영진과 노조 측의 고도의 협상 전략，

양측 모두의 합의를 가능케 한 물적 기초의 존재， 최고의 입급수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존재 등이 주요한 설명 변수가 될 것이다

좋二E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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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의 주4 일이다(“주4일 노동제") . 현행 하루 7.2

시간 노동은 유효하다. 4) 95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임금감축 없는 주 35시간 노
동을 94년 초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6)

5) 주35시간 초과시만 초과노동 수당을 지급한다.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보상 없이 유급휴가를 가진다.

7)

2주간의 특

별 유급휴가와 휴가수당 300마르크를 폐지한다. 8) 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공정이나 부
서는 다른 곳에서 노통력을 빌려올 수 있다. 9) 협약 기간인 2년간은 일자리를 확실히
보장한다.
동시에 월소득 유지에 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3년 11 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임금

1)

임금은

10%

삭감한다

2)

3.5% 인상분은 94년 1 월로 연기하여 지불한다

3) 94년 8월부터 실행할 1% 인상분을 미리 지급한다. 4) 월급여의 96% 에 해당하는
연간보너스， 휴가비 일부를 12 등분하여 윌급으로 지볼한다 그리하여 월급여는 93년
월 수준에서 동결된 것이 아니라 94/95년도에도 약

1%

10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녔다

그외의 주요 합의 내용은 1) 연간보너스와 휴가비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모두 원상태로 복귀한다

2) 임금으로 환산되어 지급하는 시간당 5 분의 휴식시간과 3 분

간의 용변시간은 계속 유효하다

이 협약으로 인해 임금의 내용이 어떻게 변동했는가를 폴크스바겐 노동자 중 가장 많
은 수가 적용되는 ‘ F ’ 임금그룹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1-3>

폴크스바겐사 노동자의

개정 전 월급여
임금감축분

20%

임금그룹의 변동 내용

4 , 099

마르크

- 820

= 3 , 279

연간특별보너스 재분배

+

휴식비 퉁

휴가비
단협상의 임금인상
단협상 임금인상분 조기지급

개정 후월급여

* 자료

F’

월

개정 후기본 임금

35시간제 조기도입

‘

황기돈(1 998:203) 에서 재인용

+ 274
+ 204
+ 158
+ 143
+ 41

= 4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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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사 공장인 볼프스부르크 (Wolfsburg) 공장에서는 이전에 20가지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1507}지의 작업시간 모텔을 개발하여 50 ， 000명의 인력 중 20 ， 000 명을 재
배치하는 등 넉 달간의 과도기를 거쳐 일자리 재구조화를 이루었다. 또 추가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해 유휴 생산시설을 하루 단위로 가동하게 하는 조치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의 ‘주4일 노동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볼프스부르크 공

장에서는 행정과 연구개발 인원만 주 4일 노동을 했을 뿐， 생산관련 노동자는 28.8시간
을 5 일에 걸쳐 일했다. 또 하노버 공장에서는 생산수요가 증대되자 다시 35시간으로 복

귀하기도 하였다

이는 내적 유동성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과잉인력의 엠멘 공장에서 노

통력 부족인 하노버 공장으로 전출하는 계획에서 충분한 자원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
이다. 그만큼 지역적 재배치가 당사자의 생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그렇게

유연하지는 못한 것이다. 또 예상되는 유효 평균 노동시간은 하노버 공장 32.6시간， 카
셀 공장 32.2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 30시간， 그 외 30시간 이하 등으로，

1995년에

도 종전 임금수준을 만회할 수 있는 주 35시간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8) 결국 임금감소의 지속이 불가피한 28.8시간이 계속될 것이며 그 때 이 모댈
의 장기적인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로 운영되는 주
28.8시간은 그 정산기간이 1 년이기 때문에 28.8 시간과 38시간 사이에서 주마다 또는
월마다 노동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견 유연성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시간 사용에 대한 자율성， 즉 ‘시간주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
결국， 폴크스바겐 노동자들의 연봉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등 19) 여러 문제점에도 불

구， 월급여는 별 변동이 없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고，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영상
의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없도록 규정되었다

바로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대

체로 계속해서 재연장되어 지금까지 유효하다.
특히， 95년 9월에 노사는 6 주간에 걸쳐 교섭을 행한 끝에 약간 수정된 새 협약을 체
결했다. 여기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더 강화되었는데， 1)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주당 최대 38.8시간으로 탄력적 운영 ,
로(변형근로시간제)，

3)

2)

1 년을 평균하여 주당 노동시간을 28.8시간으

주 28.8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에 대해 초과노동 수당 대신 휴

18)

임금감소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던 노동자들을 감안 ‘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주35 시간
제로 복귀한다는 규정을 당초에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

콘베이어 라인의 생산직 노동자는 새로운 제도로 말미암아 연간 총소득애서 자그마치 6 ， 500마르크
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된다(독일노총 베를린 지부의 한 간부)

姜

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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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 즉 노동시간 계좌제도 (Arbeitszei tkonto) 실시 퉁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들은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고소고발 등으로 결론이 내려진 98년 한국 현대자동
차의 사례와 확연하게 대조를 보인다 20)

N. 폴크스바겐 事Wú를 通해 본 共同體的 勞{뽀關f원} 可能性과 限界
1.

가늠성

1) 단체협상 전략상 획기적 전환점

노조의 입장에 가까운 학자들은 1993 년 폴크스바겐 협약이 임금정책이나 협약정책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i 전환점’ (turning point) 이라 평가한다. 그들은 폴크스바겐 협약이
‘고용안정을 위한 일시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Rosd니cher &

Seifert. 1994).

사실 독일의 경영진들은 이미

1990

년에 금속산업에서 합의된 주 35시간제조차 ‘금세기 최고의 실수’라고 몰아붙이며 주40시
간으로의 회귀를 주장할 정도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폴크스
바겐사에서 먼저 주4 일 노동과 28.8시간제를 들고 나왔으니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
20)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베
를린 금속노조 지부의

W.

Hajek은 99년 2월에 Bremen 대학에서 개최된 한 워크삽에서 폴크스바

겐 모델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전형적 사례로 일반화될 수 없다

1) 폴크스바겐 모델은 결코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예컨대 주 28.8시간 근무는 주당 4일 근무로 고정되기보다는 1

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28.8시간과 38시간 사이에서 탄력적임)로 운영된다

그나마 본사 공장

인 볼프스부르크에서는 28.8시간제가 4주간. 엠덴 공장에서는 4개월간만 행해졌고 그 외 공장에서
는 처음부터 더 많은 시간 통안 일해졌다 또한 개인별로 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집단적 유대
형성에 지장이 크다 2) 오히려 기업휴의 의도， 즉 인건비 30% 절감. 생산의 유연화， 노조의 협조
주의적 통합 강화 등이 잘 먹혀 들어간 모델이다 즉 폴크스바겐 모텔은 매출액의 현격한 감소
(25%) 에 대웅하기 위한 경영측의 비상구(비용 절감과 유연성 증대)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비용부담은 노동자가 지게 된 것 즉 임금보전이 없는 것도 큰 결함이다 게다

3)

가 작업 성격상 특별히 부람이 큰 작업지들이 받던 추가적인 특별휴가와 특별수당이 없어졌다 또
당초 초과근로 수당은 주35시간을 넘어야 받게 했던 정도 문제였다 4) 폴크스바겐사 노동자와 노
조 대의원은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고임금(시간당 평균

30 마르크)과 특혜(대의원은 작업

연제)를 누리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하를 바꾸자는 경영측의 제안에 대해 (일반 노동자
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 다른 독자적 대안의 모색이 없이 너무도 쉽게 수용
적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는 점 등도 비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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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폴크스바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해볍 속에 어떤 장점을 보았던

것일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협약의 실현 가능성에 하나의 주요 관건을 이룬다.
폴크스바겐사는 이 충격요법을 통해， 우선 기업의 이미지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

으로 평가된다 (Gesterkamp ，

1998). 몇 가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폴크스바겐은 대기

업들 사이에서조차 ‘혁신적인 선구자’라 평가받았다

Opel 이나

BMW

등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일반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해 유야무야된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경영측은 위기 타개에 필요한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특히 독일 자동차산업이
92년 이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폴크스바겐도 섬각한 매출 부진을 기록하고 있었고 (92
년도 순이익은 1 억 6800 만 달러였으나 93년은 19 억 4천만 달러가 순손실로 나타남) ,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거의 대량해고라는 악몽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실

업보다는 차라리 임금삭감을 동반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태도

를 공유했기 때문에， 현장의 저항이 그리 크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노동력의 1/3 이 잉
여인원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1 ‘어느 누구도 강제로는 해고
되지 말자’라는 암묵적 연대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산업평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평화의 형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예방에 있어， 처읍에는 경
영측의 제안을 보고 놀랐지만 곧바로 수긍했던 폴크스바겐 노동자평의회 및 금속노조가
경영진과 맺은 전통적 동반자-협조 관계 (Partnerschaft) 또한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지적해야 한다

평소에 폴크스바겐 노사간에는 ‘공동체적’ 문제 해결 방식이 노사간에 공

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2 1) 또 ‘노동참여형 고용조정 이라는 새 방식에 대한 합의는 경영

측이 노통측을 더욱 통합해내는 효과를 내게 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경영자들이 독일 노

동시간이 더욱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점은 매우 중
요하다- ’더 많은 자유시간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보따리와 .더 적은 임금과 더 유연한 노

통시간’이라는 보따리를 노사간에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재

21 )

사실 전통척인 노조운동의 진보 블록은 ’다른 회사의 희생을 통해 자기 회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다‘는 전략은 노조 운동의 연대 전선 구축에 독약과도 같다는 데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폴크

스바겐사 노동자평의회 및 금속노조는 대체로 앞과 같은 노사통반자적 관계 형성에 더 치중한 편이
다. 물론 이것은 폴크스바겐 노통자 임긍이 독일 최고라는 점(독일 노동자의 35% 가 폴크스바겐사
의 가장 박한 임금보다 적게 받는다) . 또 이 회사 노동자평의원은 모두 전임자로서 직접 생산 작업
을 하지 않을 특권을 누린다는 정 둥과 관계있을 것이다

守
姜

흐3효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폴크스바겐사의 10만여 병 노통지들은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측
은 처읍 2년간의 협약 유효기간 동안 약 16 억 마르크(약 l 조 2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20% 의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약 15% 정도의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

던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세금 등을 제외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예전처럼
월 4천 마르크(약 3 백만원) 정도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경영측의 절묘한 회계 방식
은 노동자들의 광범한 동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22) 특히，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

이 노무담당자인 페터 하르쓰는 광산 업종에 지배적이던 ‘공동결정 (Mitbestimmung) 의
문화’를 폴크스바겐사에도 실현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다

즉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전략적 선택도 이러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하르

얼마나 빨리

변화할

Jι

T

있는지를

는
주

탱크조차

뾰

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모델은 모든 이틀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면 엄청난 크기의
7').
ε즈

1

좋은

예이다”라고 평가된다

(Hartz , 1994 , Gesterkamp , 1998)
이러한 노동비용의 절감과 산업평화의 유지 및 강화 이외에도 회사측은 갑작스런 인적
자원의 상실을 예방하고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좋은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수량적，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한 셈이다

나아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은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3) 바
로 이런 점들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2)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

이 모델은 곧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산업들에도 확산되었다

불황기에 처음으로 정리

해고를 막아내고 노사가 합의하에 새로운 대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
22) 결국 평소에 받는 윌급액은 불변이되

15%

내외의 임금삭감분은 연말 상여금과 휴가비， 일부 수당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귀결된 셈이다

23) 한국에서도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95 년까지 제조업에서 시간당 노동생산성
이 향상되었음을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근로시간이 1% 줄어들 경우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각각 0.1%씩 높아졌으나. 근로시간 증가기간 통안 (74년부터
86년까지)에는 근로시간이

1% 늘어난 데 대해 불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각기
l. 47% 와 3.57% 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겨레신문， 1997. 5. 8) 한편 일본 노동부에서
도 1973년에서 1987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소정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틀 때 생산성
은 3.7% 향상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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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광산업에서는 임금협약 당사자들이 ‘노동시간에 관한 특별협약’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맺었다 그 내용은 광산노동자들이 주중에도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무급휴
일’(더 적은 임금과 더 많은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금속산업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고용의 안정이 위협받을 때에는 주당 35시간 이하의 단축 노동

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금삭감은 감수해야 한다. 사실

이런 내용을 노조에서 사측과 ‘공동 합의’한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는 상상
하기가 어려웠던 일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노조들은 전통적으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단호한 결의로 관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델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직접적 조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즉 경영자들은 이러한 모델을 통해 인건비 절감과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추가적
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달성할 수 있어 유리하고， 반면에 노동자들은 어

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안정과 여가시간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존재했다는 것
이다

나아가 경영진의 ’노사 공동결정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노동자평의회의 사회

적 파트너쉽

(soziale Partnerschaft)

등이 일부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모

델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자들의 긍정적 반응

이러한 실험이 2-3년간 지속된 이후에 독일노총 부설연구소인 WSI 와 에어랑겐 대학

교가 독일 내 폴크스바겐사 3천병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Bl yton & Trinczek. 1997). 응답자의 48.9% 가 i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
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16.7% 만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루칼라의 만

족 정도는 52.9% 로 화이트칼라 38.4% 보다 높았으며， 특히 상대적 저임금의 블루칼라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막았다는 안도감에) 53.6% 가 만족했다. 블루칼라의 2/3 는 가족
과 지내는 시간， 여가활동 등이 늘어나 좋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용안정성이 높아 좋
다고 응답한 비율이 화이트칼라

71%.

블루칼라 73%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한 사람들도 꽤 나왔는데， 특히 화이트칼라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나아가 화이트칼라의

94%.

블루칼라의

84% 가 노동강도의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임금삭감에 대한 전반적 불만도 보고되었

좋三ε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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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응답자의 6.1% 만이 임금삭감에 대해 쉽게 견딜 수 있다고 하였으며 43% 는 경

제적 곤란을 호소하였고 51% 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그 자체에는 별 다른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점
이야말로 새로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드높이는 것이다

2

한계

1)

임금삭감의 문제

폴크스바겐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 20% 의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20%

정도

의 임금삭감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폴크스바겐사가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 가

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폴크스바겐 노동자들은 다른 금속
산업 노동자들에 비해 월 평균 약 1000 마르크(약 70 만왼) 정도를 더 받았다
이들이

20%

따라서

정도 임금삭감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은 오지 않을 수 있는

물적 기초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이라는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경제적

생활 수준을 상당허 제약한다는 사실， 또 다른 편으로는 폴크스바겐사와 같이 고임금 수

준이 아닌 여타 부문에서 이런 모텔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등이 이 모텔의 일
반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나아가 단축된 노동시간에 상응하게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이 증대했음에도 사회 단체 활
동이나 문화 단체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Gesterkamp.

1998) . 그것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임금삭감으로 인한 재정
적인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단체나 스포츠 클럽 등에서 회원비를

조절하고 행사시간들을 조절하였음에도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이 그 한 증거이

다. 구매력 감소의 효과는 지역의 상업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줄어든 생활비를 더

욱 절약하느라고 노동자들은 쇼핑이나 외식조차 더욱 절제하게 되었다

지역의 대출상담

소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시간제의 도입 이후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년간 애타게 기다려 온 여름휴가도 휴가비의 축소 이후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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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구매력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폴크스바겐 남성

노동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선 현상은 특기할 만하다 24) 건설
산업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주4 일제가 약 1 년 반 정도 시행되고 나서 폴크스바겐 공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현장에 ’불법 노동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다고 한다( Gesterkarnp

1998)

폴크스바겐 노동자들이 줄을 이어 추가 수업을 얻으려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기

존 건설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추가 노동력 공급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저하시
킬 우려가 있기에， 건설 노조를 통해 금속 노조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일부 폴크스바겐 노동자들은 이른바 ‘폴크스바겐식 대안’에 대해 일반 여론의 평가나 노
조 간부들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비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
한 임금삭감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더 중요하게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와 갖가지 삶의 변형들이 개인적 , 조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과 관계된다.
실제로 1994년부터 주4 일제가 실시되었을 때 폴크스바겐사에서는 공장별로， 직종별로
약 150 여 가지의 노동시간 모텔들이 다양하게 운용되었다. 업무 시간이 일정한 사무직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은 실제로 일주일에 4 일만 사무실에 나왔고 하루에 7 시간 12분을
일했다 (Gesterkarnp

1998).

그러나 거래처나 하청업체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들은 서로 ‘교대제’로 책상을 지켰고 그래서 실제로는 금요일에도 모든 업

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반면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주공장의 조립부에서 일하는 2 만 5 천명은 일주일에 여전히

5 일 동안 출근하였다- 그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5시간 46분으로 되었다. 오전조의 경우
작업시간이 그 전에는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오전 7시에 시
작하였다- 오후조의 경우 오후 8시 30분에서 오후 7 시로 작업시간이 당겨졌다- 확실히
그 전보다 잠을 많이 잘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맞춰 바이오 리듬도 바뀌게 되었다

노

동자들은 신체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느끼고 새로운 종류의 삶의 질 향상도 느낄 수 있었
24)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임금감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보다 여유시간 확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더
강조한다 예전에는 시간에 많이 쫓기연서 가정과 시장， 유치원， 직장 사이를 오가며 생활상의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생활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나아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 임금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인지되었다 (Gesterkamp.

1998)

姜

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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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모든 노통자들이 단순히 잠을 오래 자거나 저녁 때 극장에 갈 수 있게 된 것

을 장점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공장과 숙소와의 거리가 50-80Km에 이른다는 사실이

교통비나 이동시간 문제와 연결되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이 줄었으나 교통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당 노동시간이 단

축되고 주5일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무직처럼 좀 길게 일하더라도 ‘주4일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생산직 노동자들이 꽤 있었다

3)

노동강도 문제

원래 ‘폴크스바겐 모델’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시적인 협약이었다- 따라서 협약
체결 당시에는 다시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 예전의 임금과 노동시간제로 돌아간다고 하였

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협약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시행되고 있다 협약 체결 당
시보다 폴크스바겐의 재정 상황은 좋아지고 매출도 늘었다 (Gesterkamp ，

1998)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새로운 고용도 더 창출되지 않았다. 또 여

러 지역에 위치한 공장들 사이에 매출 상황에 따라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변 경영진
은 새로운 고용 대신에 잉여 인원이 발생한 공장에서 인력을 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인건
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보다는 임금삭감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이 낫다고 생각하
지만，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된 임금을 보충하느라 더욱 많은 시간을 잔
업이나 특근으로 보내려 한다

결국 이런 행위 유형들이 새로운 고용창출을 지연시키고

노동강도 강화를 부채질하게 된다. 새로운 협약에도 분명히，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잔엽이나 특근을 하고 약 25% 정도 수당을 더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

의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선호한다. 동시에 이들은 어떤 형식이든 자기 사업장에

파트타이머나 용역직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새로운 체계는 그 장점에도 불
구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심과 이기주의를 초래하고， 여가시간의 형식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적 토대의 결여로 말미암아 오히려 삶의 질이 후퇴하는 한계까지 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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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배제형 고용조정이 아니라

‘노동참여형 고용조정’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
을 매개로 한 노동참여형 고용조정은 결국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동참여형 고용조정’을 통한 ‘공동체적 노사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아직도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강한 기

업문화， 노사간 힘의 불균형， 장시간노동， 사회보장의 미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실에 다각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본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참여형

고용조정은 노사 양측에게 ‘실질적인

익’ (substantial benefit) 이 보장되어야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폴크스바겐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노동자는 일자리의 보장과 여가 시간의 확대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
는 인건비 절감과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최고 경영진의 ‘발상의 전환’ (change

of mind) 이 필요하다 구조 혁신과 경기

변동， 매출액 변동에 따라 노동력을 자의적으로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기본으로 한 바탕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자세가 노동자와 노조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는 밑거름이 된다셋째， 노동조합 등 노동자 권익의 대변 조직들이 비타협적 반대 노선보다는 ‘참여적 형

성 전략’ (strategy of intervention) 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구비되어야 한다

독일의

노조들은 전통적으로 ‘형성’ (Gestaltung) 의 관점에서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과정의 혁신
에 깊은 참여와 개입을 하였다

넷째，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사간에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경영의 전반적 이슈
들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를 하고 이해 갈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통결정의

문화’ (culture of codetermination) 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
동결정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노사간에 .힘의 균형’ (balance

of power) 이 이

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상호 신뢰의 구축이 가능하고 그래야 공동
결정의 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임금수준의 저하나 노동시간의 불규칙화，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 등 여

훌'<j=좋효l

러 측면의 부정적 부산물들을 생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기업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보장 제도나 노동권의 보호 등 사회
시스템 (social

system)

측면에서의 보완 장치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노동자 생활안정에 문제가 생길 터이므
로 이를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을 통해 간접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

으로 보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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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focused on the employment adjustment at
Volkswagen in Germany
Su-Dol Kang*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a 1abor-participative
employment adiustmenf in times of economic crisis through the case of
Volkswagen model since 1994. The German Volkswagen case is considerably relevant to Cooperative Labor Relations which is contrasted to
Exclusive Labor Relations characterized by unilateral downsizing programmes in Korea
The management of Volkswagen could get some important benefits from
the faithful bargaining: l. 6 billion Mark saving of wage ‘ f1 exibilization of
workforce. full operation of capacities. industrial peace and more integration of labor into the management system as wel l. Also the workers could
achieve to much extent the job security and more leisure time in spite of
wage-reduction corresponding to the working time reduction. The grade of
workers' satisfaction with the new system has proved to be relatively high
Such new model came. however. never from heaven. Some essential
preconditions are inevitable for a 1abor-participative employment

a이 ustment

Firstly. the company had comparatively solid material basis: the highest
wage level of workers. Besides. the two partners could get substantial
’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Choch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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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 respectively through the bargaining. Secondly , the management had
the mind of co-determination , which in turn was a constructive corner
stone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System. Thirdly , the work council of
Volkswagen and the Metal Union had a strategy of positive intervention in
common. They had no more the strategy of uncompromising struggle. They
had been already a part of Co-management of the 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