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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구화’ • 몇 가지 개념상의 문제틀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는 ‘대 변혁기’， 즉 위기로 가득찬 격변의 시대이 

다1). 이를 우리는， 이미 조절이론을 통해 정식화된 것처럼， ‘자본주의의 형태위 

기’ 내지 ‘구성체의 위기’로 특정지울 수 있다 이 위기 속에서 기존의 구성제 

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은 쇠락해가고 있고， 이를 대선해 비록 

* 본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세계화라는 개념은 보다 연반적으로 사용되는 지구화라는 개념의 다른 표현이므로 본 
문에서는 지구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겠음 

1) 1980년대 이래의 이 시대적 격변은 여러 시각에서 분석되고 토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령 사회학자틀의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J. Habermas, Die neιe 

Unübersichtlichkeit, Frankfurr/Main 1985; A. Giddens, Beyond the Left aηd the Right. The 

Futιre 0/ R찌hjι/ Po/itiα， London 1995; H. Kern / M. Schumann, DaJ Ende der 

Arbeitstei/unf!，λ München 1984. 

그리고 정치학자틀과 경제학자들의 다음의 글들도 아울러 참조하라 E. Alrvarer, 
Sachzwaη'g We/tmarkt, Hamburg 1987; Ders., Die Grenzen des Marktes, Münsrer 1991; B. 

Lurz, Der kurze Traιm rmmenν쩌ren.“fer PrOJperität, Frankfurt!New York 1984; J. Hirsch/ J 

Rorh, Das neue Gesicht des Kapita/ismlls, Hamburg 1986; J. Hirsch, Kapita/ismllJ ohηe 

A/ternatiν'e? ， Hamburg 1990; Ders., Der nafiona/e Wettbewerbsstaaf, Berlin 1995; B. Jessop, 
“ Regulation und Polirik", in: A. Demirovic u.a. (Hrsg.), Hegemonie IInd Sfaaf, Münsrer 

1992; W.D. Narr / A. Schubert, We!t싫onomie， Die Misere der Po/itik, Frankfurt/Main 

1994; F. Deppe, Politik am En，짜 des 20. Jahrhιnderts， Supplemenr der Zeitschrift 

Sozialismus, 9/1995; H. J. Biueling / F. Deppe, “ Internarionalisierung, Inregration und 

politische Regulierung" in: M. Jachtenfuchs / B. Kohler-Koch (Hrsg.), ElIropäùche 

lntergration, Oplad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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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도 우발적인 역사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새로운 구성체의 요 

소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격변과 새로운 구성체 형성을 규정하는 요소들 

과 추동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것틀이다. 

- ‘새로운 축적체제’의 관철: 이 체제는 생산과 행정， 계획에서 마이크로 전 

자기술을 응용한 ‘유연적 전문화’와 탈테일러주의적인 노동조직화를 통해 

구축되고 었다. 

- ‘서비스사회’ 내지 ‘정보사회’로의 전환 

- ‘삼각~Triade)’(동아시아 미극， 유럽)에서 세계경제의 지구화의 새로운 단계 

로의 진입 및 ‘카지노 자본주의’(5. 5trange)의 형성 

- 사회학자들이 ‘개인화’(U. Beck), ‘탈전통화’(A. Giddens)라고 부르기도 하 

는， 인간성의 탈포드주의적 사회화 

-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숨페터적 근로국가’(B. Jessop) 내지 ‘국민적 경쟁국 

가’(J. Hirsch, E. Altvater 등)로의 전환 

- 세계정치상의 격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및 체제경쟁 내지 냉 

전의 종결과 더불어 이 변동은 ‘신세계질서’라는 문제를 국제정치에 제기 

하고 있다 2) 

새로운 구성체의 요소들의 관철에 요구되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상의 틀과 

조건들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 이 점에서 지구화과정 

은 객관적으로만， 다시 말해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의 배후에서 이뤄지는 ’무 

언의 강제’에 의해서만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대립하는 다양 

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행위자들이 충돌하는 전략적 행위와 격렬한 투쟁 및 

그 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계급세력 간의 동맹과 새로운 계급세력의 형 

성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엇보다 1970년대 초반이래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서 크 

게 위축되었던 세계자본주의가 “활력올 되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었다. 이들은 

이 활력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통화주의’의 처방에 따라 

2) 이 에 관해 서 는 가령 F. Deppe, }enseilJ der Systemkonkllmmz, Überleg，ιngen zllr nellen 

We/tordnllng, Marburg, 1991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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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경기정책을 공급정책과 인플레퇴치책으로 대체함과 더불어 사회 

국가 내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되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유화， 탈규제화， 탈국가화가 그들의 슬로건들인데， 신자 

유주의자들은 공개적 논쟁과 선거에서 이 슬로건을 무기로 하여 자신의 정치 

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평가와는 달리， 에릭 흡스바움iEric Hosbaum)은 금세기말인 현재에도 

누적되어 있는 산더미같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갈둥은 불가피하며， 이 갈등은 

‘전근대적 야만으로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홉스바움은 최근의 

저서 『극단의 시대』의 말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짧았던 20 세기는 그 누구 

도 해결책을 못 가진， 혹은 해결책을 가졌다고 주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들을 남긴 채로 종결되고 있다."3)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20세기에 이루어진 

거대한 변화들이 이 세기가 종결되는 지금의 시점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남겨주었으며， 이 문제들은 오늘날 갈등이 전개되는 형태들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거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유럽중심적인 세계의 해체 

- (안소니 기든스가 “탈전통화”라 지칭한)4)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의 낡은 

패턴의 해체. 

- (20세기의 종결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정으로서) 지구화과정의 가속화 

및 공공제도와 집단적인 인간행동의 무능력간의 긴장.5) 

이중 세 번째의 문제는 경제의 지구화가 전통적인 정치제도， 특히 민족국가 

에 대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요생 에써(Jossef Esser) 

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핵심 삼각이 점차 “경제적으로는 통합되고 있지만 정 

치적으로는 해체되고 있다”는 데에 현 상황의 역설이 놓여 있다고 말한다.6) 여 

3) E. Hobsbaum, Age 01 Extreme.r, The Shorl Twentieth Centiιη1. 1914-1991, London 1994, 
p.558 

4) A. Giddens, ßeyond Left and Right. The Flltllre 01 Ra짜ι'111 P이'tics， Cambridge, 1994 참조. 

5) Op. cit., pp.14-15. 

6) J. Esser, “Die Suche nach dem Primat der Politik" in : S. Unseld (ed.), Polit.샤 ohne P껴:ekt， 

Frankfurc/Manin 1993, p.4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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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역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발전의 “새로운 질 

즉 지구화과정의 규정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현재 ‘지구화’라는 개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이 개념은 초국 

적기업들의 ‘지구적 전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화’ 

란 기업이 가장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 가장 알맞는 공급선， 가장 앞선 기술 

들， 가장 유리한 생산입지， 최적의 동맹파트너， 가장 유리한 판매가능성 등을 

전세계적 수준에서 확보하기 위한 시도와 관련을 지난 것이다. 설제로 새로운 

통신매체의 발전에 의해 국제시장은 한층 더 투명해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기 

업들이 국제적인 사업파트너를 찾기가 그 만큼 쉬워지고 있다기 

그러나 ‘지구화’라는 개념은 오늘날 무엿보다 세계경제와 초국민국가적 노 

동분업 및 경제적-정치적 행위자틀의 전략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지칭하는 것 

이 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외직접투자와 상품 및 특히 서비스의 국제무역 

이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특 

히 국제금융시장의 거래와 소위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초국민국가적인 경제활동과 금융활동은 세 지역 즉， 북미， 동아시아， 

서유럽 (유럽연합)에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 교통과 운송， 그리고 특히 통신체계의 발전: 이로 인해 지구 위에 멸리 떨 

어진 지역들이 (“온라인”을 통해) 서로 빠르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경제변혁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자본이동의 국 

제적 유연화 및 이른바 마이크로 전자혁명에 기초하는 기술발전: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이루어진 통화시장，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정치적’ 

개방은 세계 전역에 걸쳐 자본의 유동성을 한층 높였는데， 이 유동성은 ‘탈포 

드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이다 자본이동성은 상품교역 

과 서비스교역의 더 한층의 자유화와 맞물려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가트합의 

7) G. Junne, “ Integration unter den Bedingungen von Globalisierung und Lokalisierung" in: 

Jachtenfuchs/ Kohler-Koch (eds.), E.ιropäùche Integration, Opladen 1996, p.51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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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일국적-지역적 차원의 보호장벽 조치들 

도 시장개방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내지 상호경쟁 

하는 경제블록들{‘삼각’)의 형성 경향 역시 국제화를 이루어 나가는 기본적인 

추동메차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8) 

지구화의 주요행위자는 무엇보다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다.<유 

엔 초국적 기 업 센터 > (United National Centre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σc)가 실시한 경험적 조사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TNCs)들의 수는 현재 

약 2만에 달하며， 이들 기업은 약 10만의 자회사를 세계 전역에 두고 있다. 또 

한 초국적기업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중추이다. 나아가 이들 기업 

은 지난 20여년간 전지구상의 시장통합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질’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만람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및 생산의 국제화를 추동해 왔다. 이들이 

세계경제를 ‘재사유화’하였고， 세계경제를 파편화된 국민국가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과장이 아니다. 1988년 UNCTC의 보고서 

에 따르면， “이틀 기엽은 국가간 경계에 교량을 놓았으며， 최대 규모에 속하는 

초국적 콘쩨른의 매출액은 대다수 국가의 국민총생산량을 능가하고 있다. 이 

들의 국외 생산과 생산시설， 노동력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50%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요약해 보면， 국내외 생산을 합산할 경우 이들 기업 

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 중 놀라운 양을 점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큰 600 

개의 제조업체들은 세계경제의 재화생산에서 약 1/5 혹은 1/4의 가치창출을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초국적 콘쩨른들이 수출자 혹은 수입자 

로서 차지하논 비중은 그 보다 훨씬 더 크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수출 총액의 

80%에서 9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기엽틀은 국제 자본이동에서도 주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국적 은행과 기타 금융업체들은 사실상 독보적 

으로 국제적인 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활동이 국제적인 까닭 

에 초국적 기업들은 여유자본을 여러나라 통화를로 보유해 놓고 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중요한 세계금융시장 참여자가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국적 기업들은 국외직접투자와 국외 생산에서도 역시 거의 독보적인 존재들 

이다 "9) 

8) J. Hirsch, Der nationale Wettbewe얘'JJtaal， ibid., p.103 참조. 
9) J. Esser, Die Suche . . " ibid., p.4 1 2에서 인용.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서는 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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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전략 역시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초 

국적 전략”은 강한 현지연관성과 이에 수반된 차별화된 제품전략 및 생산전략 

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중앙집중화를 통한 통합은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통합은 지역화되고 탈집중화된 기업단위들 간의 네트워크형 의사 

조울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관리는 ‘큰 틀에서의 관리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즉， 관리가 개별 기업단위들 간의 항상적인 경쟁과 간접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콘쩨른의 총괄관리 

는 수적으로 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잡하고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경영 

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잇다 관리상의 문제는 중앙의 통제와 비중앙의 자 

율성 간의 상호게임 내지 콘쩨른 내에서의 협력과 경쟁간의 상호게임이 억제 

되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화’라는 개념을 그러한 사태의 진척만을 가리키는 개 

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할 경우 ‘지구화’라는 개념은 

지구적 자본주의라든 ‘물적 강제 (Sachzwänge) ，에의 순응을 마치 돌이킬 수 없 

는 유사 자연법칙으로 가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지구화과정이 만들어내는 모순들과 그 한계들도 시야에서 놓치 

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지구화과정은 백 년이 넘게 자본주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세계경제를 지배해 온 구조를 해체하기는커녕，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중심부의 지배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중심부 및 초국적 기업의 지배하에 

서 중심부， 주변부， 부주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쟁의하고 새롭게 조직하고 있 

다 11) 이와 더불어， 우리는 현시기의 지구화가 인간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 및 

지구상의 생산관계들의 단일화 내지 평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의 지구화란 어디까지나 (이윤원리와 경쟁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지구화’로서 “단일화와 파펀화의 변증법"(G. Ziebura)이 새 

로운 역동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공간적， 시간적 활동차원을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펑등， 차별과 배척 및 사회적 분열과 파편화 

Narr / A. Schubert, Welt잖onomie. Die MiJere der Politik, p.39ff. 참조 

10) 이에 관해서는 H. Hirsch-Kreinsen, “ Incernationalisierung der Produktion.’ in: 

WSI-Mitteilιngen， 1/1996, p.11ff. 참조 

11) J. Bischoff, G/obalisierung, Supplemenc der Zeitschrift Sozialismus, 1/199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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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구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르(W. Narr)와 슈 

베르트(A. Schuber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평둥의 생산 - 이것이 초국 

가화 과정의 사회적 핵심이다. 전지구적인 파편화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우발적인 세계경제과정의 산물이 아니다. 지구적인 생산 

과정， 서비스과정， 무역거래과정， 금융과정은 그 과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의 산산이 조각난 운명과 마주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인간들， 기업들， 국가들 

이 질적으로 다른 출발조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이 세계경제의 본질 중의 

하나이다 경쟁자들이 승자와 패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혜택받는 자와 불 

이익받는 자로 나뉘는 것은 불가피하다.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시험에서는 

이윤과 권력이라는 척도 외에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용납되지 않는다."12) 

다른 한편， ‘지구화’는 ‘탈소재회{Entstoκlichung)’와 ‘탈국경회{Entgrenzung)’ 

에 의해서도 특정지워진다 13) ‘탈소재화’를 통해 (공산품과 원자재， 농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해)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갖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고， 직접투자 

의 3차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창설과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의 도엽을 통해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역시 무역과 가치 이전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실제로 국제자본의 거의 75%는-그 대부분은 초국적기업들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 및 노동집약적 부문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가운데 금 

융， 보험， 통신， 무역， 부동산 등과 같은 비소재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부문들에 

서 활약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상정경제’가 자립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탈국경화’를 통해 단지 경제과정이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히 영토， 즉 국가들 간의 경계 및 

국민국가 그 자체의 전통적인 역할이 변화되거나 평가절하되고 있다. 물론 세 

계경제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갖는 중요성이 중대하고 있고， 서비스와 금융거 

래를 통한 경제의 타소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변화의 전제를 이 

루고잇다. 

국민국가는 지구화과정과 더불어 주권의 일부와 특히 경제영역， 즉 금융과 

통화영역에서 자신이 가졌던 조정능력의 일부를 이미 상실했다. 바로 이 점이 

12) W. D. Narr / A. Schubert, W싸얘onomie "', ibid., p.43 
13) 이에 관해서는 J. Neyer, “ Globaler Markt und territorialer Staat" in: Zeitschrift jür 

internationa/e Beziehιngen， 2/1995 , p.287ff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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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얼마나 지니고 있논가에 관한 논쟁이 매우 치 

열하게 전개된 이유이기도 하다 14) 이때 학계의 논쟁은 국민국가와 그 주권이 

서서히 ‘침식’되고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적 지구화과정의 결과 

로 국민국가의 역할이 ‘재편’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간에 생겨났다 15) 논란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을 이룬 것은 경제에서의 지구화와 탈국경 

화가， 언돗 보기엔 역설적이게도， 정치에서의 민족주의의 부활과 함께 등장한 

사실이다. 

아무튼 자본주의 ‘황금시대’였던 전후시기 및 냉전시대에 형성된 ‘국민국가 

와 자본주의 경제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20세기말에 이르러 심대한 구조적 변 

동을 겪고 있다. 이미 언급한 지구화 과정이 그 변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한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전후질서는 ‘구금된 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질서는 양차 세계대전의 중 

간시기， 특히 1929년의 세계공황 이후에 세계경제질서가 붕괴한 경험에서 나 

온 것이었다. ‘구금된 자유주의’란 무엿보다 타협을 의미했다. 그 타협은 “세계 

경제적 통합과정의 역동성에 대해 영토국가의 경제， 재정 그리고 통화정책적 

주권의 우위를 승인하는 것에 기초한 국제적 자유화와 개별국가적 규제의 동 

시성"16)을 제도화하기 위한 타협이었다. 다시 말해， 그 타협의 핵심은 ‘국내에 

선 케인즈， 국외에선 아담 스미스(Keynes at home, Adam Smith abroad)’를 핵심 

으로 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중심부들 간의 상호관계의 규제’라는 황금시대 

는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 위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대전환’에 대해 말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계경제 

위기의 진행과 그 결과로 인해， 그리고 신보수주주의적-신자유주의적 정부의 

정착 및 위에서 언급한 경제 및 금융의 지구화과정으로 인해 이전의 질서가 

1970년대이래 점차 해체하고 있으며， 또한 이전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이 경 

14) 이에 관해서는 가령 F.W. Scharpf, “ Die Handlungsfåhigkeit des Staates am Ende des 

20. Jahrhunderts" in: PVS, 1991 , p.621ff.를 참조 
15) 이에 관해서는 가령 L. Panitch, “ Globalisation and the State" in R. Miliband / L. 

Panitch (Eds.l, Socia/ist Register, London 1994, p.60ff.와 그리고 B. Jessop, “Die Zukunft 

des N ationalstaates Erosion oder Reorganisation?'’ in: FEG-St.‘짜e Nr. 5, Marburg 1995, 
pp.9-48 참조. 

16) J. Neyer, G/obaler Markt. ", ibid. ,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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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낡은’ 국민국가들에 대 

한 ‘카지노 자본주의’의 영향을 『파이낸살 타임즈 (Financial Times)~ 지는 이렇 

게 요약한다. “이러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와 조정 권 

한을 재정착시카려는 앞으로의 어떤 시도들도 모두 설패할 것이다… 높은 세 

금에 기반했던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들은 지불 불능상태에 빠지고 있다. 부 

자들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부자들은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앉 

아서 과세당하기를 기다리지 않논다끼7) 

이 변화가 낳은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케인즈주의적인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파산이다. 이 위기는 ‘생산입지’의 확보， 사회국가적 보장체계의 

폐기， 사회국가의 이른바 불가피한 ‘재편’ 등의 테마와 결합되어 현재 독일에 

서 주된 정치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화와 국가 변형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행위자들이 가진 더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정치체계가 가진 개입가능성은 약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국가의 공공복지적 

가능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되고 있다. 생산입지 유지를 위한 문제들이 정치에 

서 점점 더 높은 비줌을 차지하게 되면서 복지정책적인 목표설정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미시경제상의 기술혁신과 물가상승 억제라논 거시경제상의 얀정 

성에만 몰두하는 정치란 노동자와 사용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전통적인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업자와 사회 불평등의 극복은 경쟁력이라는 상 

위목표에 종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목표설정을 국내정치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정치가들은 국내경제상의 재분배에 대해 대외경제적 논거를 들면서 국제 

경쟁력 유지의 펼요성을 주장하고 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점차 그 내국적인 

사회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사회적 이해 관계와 모순을 일으키 

고 있다. 그로 말마암아 공동체는 거세지는 경쟁 압력과 증폭되는 사회분열화 

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변형되어 ‘국민적 

경쟁국가’(der nationale Wettbewerbstaat)로 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새로운 형태 

의 국가가 지닌 기능논리는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모든 사회분야들을 동원 

해 사회가 오직 지구적 경쟁력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하는 것인데， 지구 

17) Op. cit. p.2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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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쟁력의 기초는 바로 국제적으로 더욱 유연해지고 있는 자본을 위한 ‘생산 

입지’의 이윤성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전체를 ‘경제전쟁’에 동원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파악될 

때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위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하나의 경제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단일한 이윤중앙부에 소속되어， 매끈하고 효융적으로 기능하 

며， 권위적으로 지휘되고， 핵심 종업원층과 주변 종업원층， 제한된 공동결정권， 

충직한 기술 혁신텀， 생산성팀， 품질관리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8) 

다른 한편， 지구 자본주의의 위기경향은 무엿보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출 

되고있다. 

- 지구적 화폐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세계금융체계의 

급격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격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파펀화는 북의 ‘부유한’ 중심부들에 대해 현실 

적이고도 잠재적 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위협은 이미 지구적인 이 

민물결로， 그리고 과격한 반서방 성향을 가진 소위 근본주의적인 종교운동 

으로 표출되고 있다.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은 

바로 이 위협의 잠재력에 대해 말한 것이다. 

- 이른바 ‘지구적 도시들{global cities)’의 좁은 공간에 (결정화시키고 통합시 

키면서 동시에 분열시키는 작용도 하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중심지로서) 현 

대적이고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금융부문과 서비스부문이 집중되고 있 

다. 이곳의 일상 생활세계는 PC와 팩스， 화상문자 등 간단히 말해 ‘멸티미 

디어’로 각인되고 있다. 제3세계 극빈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민그룹들과 흑 

인들의 빈민가가 집중되고 소득격차가 집중되고 있는 곳도 여기다. 바로 

이곳에서는 또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 잠재력도 집중되고 있다. 이 잠재력 

은 여러가지 계기를 통해 (가령 로스엔젤레스의 흑인 폭동처럼) 폭발적으 

로 분출될 수 있으며， 소요와 폭동， 약탈， 특히 인종간， 종교단체간， 이민들 

간(흑인 대 유태인， 아시아인 대 다른 인종 등)의 폭력적인 대결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19) 

18) ). Hirsch, Der nationa/e Wettbewerbsstaat, p.109. 

19) 이에 관해서는 E. Lavon I D. Plehwe, “ Delaware-Puerto Rico-Los Angeles: Überle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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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지구화과정의 주요 담지자인 초국적 기업의 대변 

인들은 ‘지구적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영 자문회사인 액킨지(McKinsey)사의 일본지사 사장 게니찌 오 

매는 여러 저술들 속에서 새롭고 자유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멋진 그램을 스케 

치해 왔는데， 그가 그리는 성장 및 소비 모델에서는 오직 승자만 있을 뿐 누구 

도 패자가 되지 않는다. 거기엔 수요행태의 ‘캘리포니아화’와 생산과정의 (토 

요타주의 및 포드주의의 유산인) ‘토요타화’가 섞여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 

장의 창달을 가로막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 탈규제화가 되지 않은) 국민 

국가적 규제들이다. “그러므로 국민정부들에게 긴급히 권장해야 하는 것은 일 

체의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보호주의들을 철폐하여 삼각간의 7-:r유경쟁이 본 궤 

도에 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유일한 임무는 자국민의 편안한 

생활에 신경쓰는 일이다. 이는 가장 싸고 또 가장 품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세계 전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달성된다. 규제와 탈규제를 번갈아 

도모하면서 시장을 방해하는 정부틀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운전사 역할을 사기업에 맡기고 뒷자리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가장 성공한 기업과 생산자-그것도 최저의 비용으로

가 있다는 즐거움을 누렬 수 있을 것이다."20)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자본주의 

적 지구화과정에서의 승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우리는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글 r21세기를 향한 준비」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 각각이 다양한 사회집단 및 계급들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닥관적인 시나리오란 지구화과정의 

‘승자’들의 이해관계를，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패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의 사회경제 발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장래에도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대기업 (제약산업에서 우주항공분 

야에 이르는)과 개인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이 있다. 이런 

zur Ökonomie, GeseIlschaft und Politik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H .J. Bieling / F 

Deppe, (eds.), Entw샤lιng.ψrobleme tÚJ ιrψäùchen KapitalismμJ， Forschungsgruppe 

Europäische Gemeinschaften(FEG), Studie Nr.4, Marburg 1994, p.45ff.; C. Wex, “Die 

Euro-City und die Regulierung der Krise" in: op. cit. , p.81ff'를 참조-
20) J. Esser, “ Die Suche nach dem Primat der Politik" ín: S. Unseld (ed.), Nachde째en über 

De，ιIJchland， Frankfurt/Main 1993, p.409κ ， 418f. 



400 

전망이 바로 가령 게니찌 오매， 조지 질더 (George Gilder), 뺀 와텐버그 (Ben 

Wattenberg) 등 많은 낙관적 저작들의 바탕에도 깔려 있다. 그 전망에 따르면， 

인류는 앞으로 더욱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 

도상국들의 비참하고 교육받지 못한 수십억 인간들과， 발전된 나라에서의 수 

천만 비숙련 노동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전망은 좋을리 없고 앞으로 더 나빠 

질 것이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쪽은 인구폭발과 환경참사에 관해 비관적인 

글을 쓴 에어 리 히(Ehrlich)와 월드와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에 웰}는 연 

구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점은 미래의 직엽변동과 그 사회 

적 함의에 관한 로버트 라이히 (Robert Reich)와 같은 사람들의 연구도 촉발시 

키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안 빈부의 격차눈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선진국에서 사회적 소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남북긴장 

을 더욱 커지게 하고 대량이민과 환경파괴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이 경우에는 

‘승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겐 

결국 핵심적인 이론적， 정치적 질문은 폴 크루그만(Pa'버 Krugma띠이 말한 적 

이 있는 ‘신틀린 자의 경주’를 과연 중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렬 수 있다 

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와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축적과정에 어떻게 개 

입해야 하며， 또 그러한 개업이 과연 가능한지 등이다. 더 나아개 사회적-생태 

학적으로 참을 만한 대안적인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 

치적 노력이 행해져야 하는 가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내용과 목 

표， 그리고 그것을 담지할 세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는 것 

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바로 이 점이 전반적인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국 

가사회주의 체제의 종말 이후 더욱 뚜렷해 진 ‘무전망성’(Unübeπichtlichkeit)’ 

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무전망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과정과는 구분되는 대안적 질서를 창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힘의 형성과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목표로 삼는 지구화과정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에 대한 탐구는 노 

동자계급이 과연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그러한 정치적 힘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21) P. Kennedy, 1η VOt'bmittJng atJf da.r 21. Jahrb，ι짜η， Frankfurt/Main 1993,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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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일노조의 현단계와 독일노조의 위기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있고 독엘노총으로 결집하고 있는 독일의 노조는 국제 

적으로 비교할 때 흔히 강하고 또 그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예컨대 미 

국， 영국 또는 프랑스， 이탈리아의 다른 많은 노조와는 달리， 독일노조는 조합 

원수， 직장평의회(Betriebsrat)에서의 영향력 -특히 대기업에서 그리고 (가 

령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단체협상 관철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정 

되어 있고， 또 사실 성공적이었다. 이로 인해 계급관계의 법제화와 제도화 수 

준이 높고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칸디나비아와 오스트리 

아의 노조와 마찬가지로， 독일노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모델’로， 그리고 

다른 유럽노동조합들의 ‘선구자’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유럽의 노동조합들 

은， 유럽연합이 경제연합， 화폐연합， 게다가 복지연합으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 

관계(industrial relations)’ 및 사회정책 변에서 ‘독일모델’이 유럽 차원에서 일반 

화되는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로 진입한 이래 그런 기대와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90- 91년의 독일통일 시기에 조합원수를 7백 80만명(1989)에서 1천 l 백 8십 

만명(1991)으로 늘릴 수 있었던 독일노조가 이제는 학계와 정치에 있어서 위기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논 것이다. 

먼저 조직정잭 면을볼 때， 독일노총산하노조는 1992년이래 심각한조합원 

수 감소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조합원수는 1991년의 l천 1 백 8십만에서 1994 

년에는 9백 7십만으로 감소했는데， 1995년에도-약간 둔화되긴 했지만-이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22) 이 경향은 무엇보다 1992-93년이래 늘어나고 있는 실 

업자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실엽자는 공식적으로 4백만에 달하고 있으며， 

최소한 6백만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동독에서는 실업률이 훨 

씬 높다 이와 함께 그곳에서 노동조합들은 부분적으로 급격한 조합원수 감소 

를 경험해야만 하였다. 일자리 감소는 특히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는 특히 금속노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변동의 결과 많은 노조들은 조합비 수입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문 

22) K. Löhrlein, “ Mitgliederentwicklung" in: M. Kiner(ed.), Gewerkschaften heute, Jahrbuchftir 

Arbeitnehmerfragen, Köln 1995, 8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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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일노총은 이미 일부 노총 단위조직의 해체， 

직원해고， 업무영역의 축소 등 ‘군살빼기’를 단행했으며， 비슷한 조치들이 산별 

노조의 토론안건에 올라와 있다. 토론안건에 오른 조직개혁에 관한 논쟁에서 

제기된 주제들은 단순히 16개 산별노조의 상급조직인 독일노총과 산하 산별노 

조， 특히 최대 노조인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노련 사이의 관할관계 흑은 권 

한분배 문제만이 아니다. 노조간의 융합과 합병을 통해 - 예컨대 화학노련과 

광산 - 에너지노련 (IG Bergbau und Energie)는 이미 통합되었는데 -조직의 영 

역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냐아가 우편과 철도의 민영화 결과 이 부문의 노 

동조합들一체신노조(DPG)와 철도노조(GDED)- 은 막대한 조직정책적 문제 

틀에 직면해 었다. 그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방관하고 있고， 노조 조직은 제 갈 

길만 가고 있다 "23) 그리고 노조의 개혁논의는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직접적 

이해와는 멸어져 있고.(mitgliederfern)’ 노조틀 간의 카르텔 조직으로 축소된 허 

약한 독일노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작업장의 이익 대변을 우선적으로 지 

향하고 있는 자율적인 산별노조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받고 었다.24) 

또한 설업이 만성화되어 있고， 실업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기엽별 이익대변 과정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으며， 

공공예산의 재정위기가 복지국가 제도에 가하는 타격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 

다. 이로 인해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사회정책적인 보장이라는 축과， 회사법 

에 따른 직장평의회를 통해 발휘한 기엽 차원의 노동조합의 힘 및 임금과 노동 

시간，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에서 누린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이라는 

축을 기반으로 했던 전후 황금시대의 사회모델인 ‘포드주의’는 점차 쇠락해가 

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조운동은 (지구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 

주의적 ‘생산입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공급지향적인 이 정 

책은 인플레 퇴치와 국가지출 제한， 세금， 임금， 임금부대 비용 절약 등을 통한 

기업부담의 감면과 기타 규제철폐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언해 그 

간의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누렸던 노조운동의 조건들이 오늘날 다음과 같은 

23) D. Hensche, "Großfusionen sind keine Lösung. Gewerkschaftsreform brauchtdiffenrenzierte 

Ansätze" in: GMH, 2/95 , p.67. 

24) Ibid.,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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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인플레 압력에 대응해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또 생산성 증가분 가운데 일 

부를 노동자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단체협약이 펼수적이라는 

전제가 의문시되게 되었다. 대개의 경우 단체협약은 예전의 ‘성과물’을 노 

조측이 포기할 때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 임금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고용유연성， 즉 ‘쓰다가 잘라버릴’ 권리 

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었다. 

-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국채 등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완전고용 개념이 포 

기되고 있다. 

- 국유화된 산업들을 민영화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에게 주어진 보 

조금이 축소되고 있다.25) 

그런데 독일노조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집단적 동원’ 

내지 ‘계급갈등의 부활’ 국면(콜린 크라우치 C이in Crouch)과 조합주의적-삼자 

주의적(t때artistisch) 체제의 성립을 가능케 했던 1970년대 중반이후의 ’화합 

(Konzertierung)’ 국면 내지 ’신조합주의(Neokorporatismus)’ 국면을 거쳐，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른바 ’유연성’의 국면이라 칭해질 수 있는 발전국면 하에 

놓여 있다. 이 발전국면은 무엇보다 노동측에 불리한 방향으로의 노-자 역관계 

의 극적인 이동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실업 

률이 증대하는 가훈데에서도) 경제성장이 제자리를 되찾고， ‘ 1992년 유럽시장 

단일화’ 프로젝트의 채택과 더불어 기업가단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노동 

조합들 사이에 경제성장과 현대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서도 상황은 노조측에 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거시경제적인 

관리와 경제정책적인 협조보다는 기엽의 미시수준에 더 큰 무게가 주어지고 

있고， 새로운 경제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닌 경영자층， 특히 초국 

적기업의 경영자층이 중심적인 행위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 

층이 지난 수십년간 잃어버렸던 헤게모니와 권위를 되찾는 가운데， 리차드 하 

25) A. Glyn et al, “The Rise and Fall of the Golden Age" in: S. Marglin / ].8. Schor (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1990, p.1l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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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Richard Hyman) 등이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관계의 의제가 경영측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26)는 말이 이제는 이마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다음과 같온 사태들의 전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압박하는 결정적 

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노동관계 형성으로부터의 국가의 퇴각과 기업활동의 자울성의 제고가 일 

반적 발전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케인즈주의적 복지민족국가’의 

훼손과 조응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지적은 탈규제와 유연화를 관철시키는데 

서 국가가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1980 

년대의 국가개입은 노동조건의 탈규제화와 노조의 지위 약화를 겨냥한 법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에 집중되고 있다. 

- ‘유연성’ 국면의 특정은 임금문제가 노동조건과 같은， 노동관계의 이른바 

‘질적인’ 측면들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었다. 여기에는 통화긴 

축정책을 통한 인플레퇴치에 무조건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통화주의적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 역시 반영되어 있다. 임금문 

제의 위상 약화와 함께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 거시차원에서 마시차원으로， 수요측면(임금측면)에서 공급측면(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과 더불어， 기업차원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창출이 신노동정책의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신생산개념’ 흑은 탈테일 

러주의적 경영철학들은 노동요소가 지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 

도이다. 신경영철학은 생산성향상과 세계시장에서 기엽경쟁력 향상 및 지 

속적인 생산과정의 혁신이 작업과정에서 개인에게 더욱 많은 공간을 부여 

하며， 민주적인 기업구조， 작업팀의 자율성， 기술혁신 서클의 지원 등과 결 

부된 ‘새로운 기업구조’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과 

정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핵심노동자층인 다기능 숙련노 

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의 주변노동자화 및 실업자화를 강제하고 었 

다. 

26) R. Hyman/ A. Femer, New Frontiers in Euro야an Industrial Relations, Oxfo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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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전개는 사회발전의 방향을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on)이 

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을 지난 사회27)로 나아가게 만드는 추동력이 

되고있다.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이로 인해 성장과 노동시장의 분리가 강화 

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산엽은 해외로 이전되고， 경제는 고부가가치 제 

품과 경영혁신적인 서비스부문에 의해 좌우된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 제도 

의 계속적인 쇠퇴가 예정되어 었다. 

- 일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기업내 복지국가’(inrra-firm welfare state): 이로 

써 민족국가원의 단체협약 및 정치적 규제를 통한 기존의 산별， 업종별 합 

의와 같은 기업총괄적 합의는 약화되고 있다 이때 초국적기엽이 초국경적 

인 새로운 합의 과정의 중심 행위자가 된다. 이 과정은 동시에 특히 유럽 

기업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비교적 좋은 노사관계가 ‘지속적 탈규제화’라 

는 바다의 작은 섬에 불과해 질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28) 

- ‘새로운 서비스경제’ : 이로써 사회정책의 실시는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 

고 있다. 그 이유는 불안정하고 직엽훈련이 불필요한， 그라고 승진 기회도 

없고 언제든지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 새로운 ‘서비스 프롤레 

타리아’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위기는 포드주의가 직면한 이른바 ‘침 

식위기(Erosionskrise)’를 구성하는 하나의 계기 내지 ‘후포드주의’(Postfordismus) 

로의 이행의 한 계기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말이래 확산된 유럽 

노동조합 위기의 원언은 단지 대량실엽의 결과‘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 위기는 전반적인 ‘형태위기(Formkrise) , 흑은 ’구성체위기 

(Formationskris리라는 콘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이 구조화되 

고， 더욱 많은 인구가 경제활동에서 장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그 전반적 

27) G. Esping-Anderson, “The Emerging Realignment between Labour Movement and the 

WelfareState~ in: M. Regini, ibid., 1992, p.143ff. 
28) T. Schulten, “ Auf dem Weg zu einem neuen Unternehmenskorporatismus?'’ in: B. Jessop 

etal.,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politische Regulierung, Forschungsgruppe Europäische 

Gemeinschaft(FEG), Studien, Band 5, Marburg 1995 , p.97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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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지 ‘하나의’ 계기일 따름인 것이다. 더욱이 -가장 주요한 경향들만 

을 지적하자면-‘포드주의적인 대중노조’의 사회적， 조직적 기반인 산업노동 

자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문-자영 서비스업 및 매체업 (방송통신) 

부문-에서 노조가 정착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 에 

빙하우스.(Ebbinghaus)와 v. 비써(Visser)는 자본의 중심국 노조들이 1970년대 후 

반이래 직면하고 있고， 경제지구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그 

야말로 극적이고 생사가 걸린 이 도전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 

다: “일국적 노조는 사나운 바다에 떠있는 빙산 위에 있는 셈인데， 점차 줄어드 

는 빙산의 지탱력은 ‘국경없는’ 연대를 향한 가교(架橋)를 놓기에 너무나 부족 

하다."29) 이처럼 노동조합의 위기는 전반적인 구성체위기의 한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위기는 결코 조직 및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위기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한 ‘정신적-도덕적， 전략적 방향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방향 상실의 위기는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내지 랄프 다렌도르 

프.(Ralf Dahrendorf)의 표현을 빌리자연 ‘사회민주주의 세기의 종말’과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의 파탄’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m. 지구화과정에 대한 독일지배세력의 대웅 

위에서 우리는 현재 독일노조를 포함한 서유럽의 노조들이 겪고 있는 위기 

란 크게 보면 지구화과정에 의해 촉진되고 있논 포드주의체제의 위기와 후포 

드주의체제로의 이행의 한 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구화， 

신기술， (‘카지노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지배， 금융자본에 의한 방 

송 통신부문의 지배， 민족국가 주권의 해체， 만성적인 대량실업， 사회의 파편화 

및 노동계급 구성의 이질화 등 현 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제반 현상들은 포드주 

의체제 하에서 노조가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주요한 전제들， 즉 

케인즈주의적， 일국적 복지국가와 거시경제적인 조정， 규제되고 제도화된 노동 

관계 및 보편주의적인 정치지향성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9) B. Ebbinghaus/ J. Visser, “Barrieren und Wege ’'grenzenloser’ Solidarität'’ in: M. Regini(ed.), 
The Future of Labour Movemencs, London 1992, p.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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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독일 노조운동의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지구화과정과 관련하여 독일의 지배세력이 그 과정에 어떻게 대웅 

하고 있고 노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3.1. ‘생산입지 논쟁’(Standortdebatte) 

지구화 과정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이른 

바 ‘생산업지 논쟁’이다. 이 논쟁은 정보통신 혁명， 국제무역 자유화로 말미암 

아 세계가 좁아지고， 자본과 기업의 기동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점에 따라 언 

제든지 국외투자가 가능해진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미 1980년대 초 독일경제가 일시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생산입 

지 30뻐이) 독일(Sta쩌ndφo야rπt Deuts 

다가 1980년대 말 독일경제의 경기주기가 다시금 하향하면서 슈피겔지는 “생 

산입지로서의 독일의 존재위기"31)에 대해 거론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당시의 

연방 경제장관 M. 방에만(Bangemann)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32) 

그러나 이 논의는 독일통합이후 일시 지속된 활황 국면에서 잠시 잠잠해지다 

가 통일 특수(特需)가 지나간 후 급속한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통일비용이 크게 

문제되면서 다시금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기에 이른다. 

1993년에 작성된 r생산입지 독일의 미래 보정쟁'(Zu바l냐k빼〈인(ur삐10빠I“바f상ts잉S1C야h바leru따un맹1핑g des e얹 s 

Sta때n찌dφo아ortπte얹s De태uts 

30) 생산입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생산업지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다. 

먼저 ’하드(hart)’한 입지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교통로， 경제공간의 상태 
등 지리， 지하자원과 같은 지질， 인구 및 주거구조 등이다. 그러나 과거에 해당 지역의 

흥망을 규정해 온 이러한 요건은 현재로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 반면 오늘날 
생산업지의 요건으로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정치에 의해 다양한 묶음으로 

조합될 수 있는 인적 자본， 과학， 연구 그리고 교육， 문화， 생활환경의 질， 사회적-생태 
학적 생활조건 둥 이른바 ‘소프트(weich)’한 입지요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R. Jochimsen, 
“ Incernationalisierung der Wirrschafr und der Wirtschaftspolirik" in: GMH 

(Gewerkschaftlicher Monatshefte), 1/1994, p.5ff 참조. 

31) Der Spiege/, Nr. 17, 1988 
32) M. Bangemann(ed.), Der Prodllktionstaη씨1 Bιndesrr:pιblik Delltsch/a.ηd auf dem Pri.fstaηd， 

Herford, 1988 참조 

33) 이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비판으로서는 Memorandum: Arbeitsgru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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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긴축정책의 설시와， 임금과 부대임금비용의 감축 

조치를 통해 생산입지 독일의 유인력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 

서는 또한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서 사유화와 탈규제(Dereg버ierung)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서 현재 13년인 대학입학 

이전까지의 교육연한을 12년으로 단축함과 더불어 대학교육 기간 역시 제한해 

이 기간을 넘어서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임금체계의 차별화를 강조 

하고 있고， 고용안정을 위해 일요일과 공휴엘 작업을 확대해 공장가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사회보장 관련 국가지출과 보조금 

을 삭감해야 하며， 국내총생산량에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가지출의 OJ:을 의 

미하는) 국가부담분{Staatsquote)이 독일통합으로 인해 1989년 45.8%에서 1992 

년 50.5%로 상승한 것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전공학 분야와 연구개발 

시 폐기물 처리과정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써비스엽종 등의 영업시 

간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세경감 

은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이 보고서 

는 임금， 국세 및 공공부문을 통한 기업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입지적 불리함으 

로 인해 기업들 국외로 생산지를 이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생산입지 독일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임금부대비 

용{l..ohnnebenkosten)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이 비록 세계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국가에 속한다고 하지 

만，34) 생산입지 독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논 사람들의 논 

거논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35 ) 

altemative Wirtschaftspolitik, Memorandum für eìne alternalive ιnd JoziaJe Polìtik, Köln 1994, 
p.lOOff. 참조. 

34) 달러 베이스로 볼 때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수출국이다. 예를 들어 1994년 
의 경우 세계무역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서 12.6%를 기록한 마국 마음 

이고 9.8%를 기록한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독일의 대외무역은 흑 

자를 기록해 왔다 
35) 이에 대해서는 H. Flassbeck, “ Deutschland - kein Standort fiir Investitionen?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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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경제가 누라는 무역흑자란 대부분 ‘가격양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윤폭 자체는 크게 압박받고 있다. 즉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상품의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표 - 한 경제단위의 부문별 경쟁력 

을 측정하는 지표-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거나 NICs와 비교해 보아도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독일의 경쟁력이 중위의 기술분야에 

치우치고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경쟁력은 단순한 수치상의 무역수지보다도 OECD에 의해 개발된 ‘수 

출실행지수’(Exportpe“ormance-Indikator)에 의해 보다 잘 나타난다.、그런데 

(임금교섭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고 상당한 생산성증대에 힘입어 

독일 산엽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1994년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호 

전된 것을 제외한다면) 독엘의 수출은 1985년 이후 해외시장의 팽창 정도 

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독엘의 수출실행지수는 계속 하 

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 1994년 독열(구서독 지역)의 노동비용36)은 시간당 약 44 DM (구 동독지역 

은 26.53 DM) 로서 프랑스 29 DM, 영국 22 DM, 이태리 약 27 DM, 엘본 

36 DM, 미국 28 DM 와 비교해 최고를 점하고 있다. 주변 경쟁국파 비교 

해 독일의 노동비용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추가인컨비 

(Personalzusatzkosten)’가 높은 데에 기인한다. 즉， 순수한 시간당 임금은 

24.21 DM으로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4위에 불과하지만， 추가 

인건비논 약 20 DM에 탈하고 있다 37) 물론 노동비용 문제는 물론 생산성 

Zusammenhang von Löhnhöhe und Direktinvestitionen" in: WSI Mitteilungen 11/1995; R. 

Schneider, “ Gesellschaft im Ubergang. Beiträge zu einer anderen Standortdebatte, Bericht 

über die Arbeitsragung des SOFI vom 12. bis 14. 1. 1995 in Görringen" in: 

WSI-Mitteiluη'gen， 5/1995 , p.334ff. 참조 

36) 여기서 노동비용(Arbeirskosren)이란 총임금 내지 총급료에다 법률적 규정과 단체협약 

에 의해 파생된 추가임금을 합한 것이다. 공식 통계 산출시에 노동비용은 1) 노동시간 

만큼의 ‘노동에 대한 보상"(Entgelr fiir geleisrete Arbeir)’ 2) 휴가， 칠병， 법정공휴엘 등 휴 

무엘과 휴가비， 13번째 달에 대한 급료 등 특별수당， 사회보장을 위한 기엽측의 부담긍， 노 

후보장과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되는 ‘추가인사비용-(Person찌nebenkoscen)으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독엘의 경우 1972년에서 1988년의 기간동안 제조업종에서 직접적 

인 ‘노동에 대한 보상’이 133% 증가한데 비해， ‘추가인사비용’은 238% 증가하였다. 이 

에 대해서는 Scatisrisches Bundesamt (ed.), Daten~ψoη 1994, Bonn 1994, p.344 참조. 

37) Ibid. , p.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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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해 파악해야 하는데， 독일 (구서돔지역)의 생산성은 벨기에와 일본 

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산업생산성이 서독지역의 50%어l 머물고 있는 점은 감안되어야 하며， 영국 

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 독일은 ‘노동비용의 비교열위’가 ‘생 

산성의 비교우위’ 보다 우세하다. 이로 인해 생산성에 있어서의 경쟁력 우 

위는 최고에 달하는 시간당 임금비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의 경쟁력 열위 

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 

-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최소 노동시간과 최소 기계가 

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경우 주 평균 공장가동 시간이 

주 평균 노동시간에 대해 단지 162%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룩셈부르크 

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그것이 2배에 이르고， 벨기에의 경우는 2.5배에 달 

한다. 이는 독일 노조가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독일의 생산입 

지로서의 지위를 약화되었고， 노동력사용의 유연화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독일은 1990년의 세제개혁과 1994년의 ‘생산입지 보장에 관한 법 

률’(Standortsicherungsgesetz)를 통해 기업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8.5%로 언 

하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벼교해 보면 여전히 고세울 국가에 속한 

다. 이와 관련해， 생산입지 독일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소인 콸른의 〈독일경제연구소>는 국가별로 상이한 감가상각 조건을 

감안해서 산정한 ‘실질적 한계조세 부담융-(effektive Grenzsteuerbelastung)’ 

을 제시하면서 독일은 설비부문에서에서는 실질적 한계조세부담율이 낮지 

만 이것이 건물부문의 불리함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독일의 조세 

부담이 (일본을 제외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논 것을 지 

적하고 있다. 

- 생산입지로서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물론 위에서 열거한 양적인 지표들만 

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을 판단할 때에논 노동력의 질， 정치적 안정 

도와 같은 경제외적 환경， 직업 교육제도， 사회간접자본의 수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 독일은 특유의 직업교육 체계를 통해 우수한 

전문노동자들-(Facharbeiter)을 현장에 공급하고 있고， 우수한 간접자본 부분 

과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입지로서 대단히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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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인허가 절 

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구하고 있논데， 이는 독일로의 투자를 위 

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입지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세 

우는 주장의 핵심은 지구화로 인해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이 지극히 높아지고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상품교역에서 자본의 직접투자로 옮겨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고임금 등으로 말미암아 기술혁신이 지체되고 있고 고비용구조의 존속 

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갈수록 생산입지로서 부적합해지고 었다는 것이다. 이 

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력 사용의 유연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규제들을 과 

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독일 지 

배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독엘의 기업들은 변화된 세계시장의 

조건 속에서 이른바 ‘군살빼기경영’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책들 

을 강구하고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생산업지를 이전시 

키고 있는 움직임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이르면 독일 

의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반면 해외투자가들의 독열투자논 줄어들 

고 있으며， 독엘의 다수기업들이 동유럽으로 생산입지를 이전시카고， 보다 유 

리한 생산지로부터의 주문생산을 늘리고 있다. 

3.2. 사회국가에 대한 공격 

위에서 말한 사태 진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 그 

상한가를 맞이한 이른바 ‘독열식 생산모델’ 의 위기이다. 그런데 케른{Kern)에 

따르면， 그 나름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이른바 ‘독일식 생산모델’은 (1) 고급상 

품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고급기술 생산품의 생산을 위한 이른바 ‘니쉬 전략 

(Nischen-Strategie)’, (2) 고품질의 투자재 산업을 이용하는 ‘유연자동화 전략’， 

(3) 후테일러주의적(posttayloristisch) 인사정책을 통한， 고도기술 생산의 확보를 

위한 ‘고숙련-고임금 전략’이라는 세 가지 기술경제적인 구조적 특질을 지닌 

것이었다 38) 그리고 이러한 기술-경제적 구조는 이를 정치적으로 담보해 주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합의구조， 즉 (1) 사회적 노동잠재력의 흡수， 즉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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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을 위한 노동’의 제공 , 2)고숙련 노동에 기초하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 

고임금을 보장해주는 생산체계， 즉 ‘양질의 노동력’ 확보， 3) 일시적으로 합당 

한 노동을 찾지 못한 이틀의 사회적 비용을 보장해 주기에 충분한 가치창출， 

즉 ‘사회국가’의 유지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시기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 모델’과 대비되는 바의 이러한 ‘라 

언형 자본주의적 생산모델’은 90년대에 이르러 세계시장의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괴팅겐 대학 부설 <사회 

학 연구소>(Soziologische Forschungsinstitut: SOFl)의 V. 비트케(Wittke)는 “독얼 

산업의 구조가 산업생산품의 세계무역구조와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은 무엇 보다 제반 “혁신(Innovation)상의 두드러진 약점”에 있다고 말 

하고 있다 39) 예를 들어 독일의 기엽구조는 급진적인 혁신과 제품의 출하 시점 

등이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있는 컴퓨터 산업 등에서 충분한 대응능력 

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1993년 독일기업의 총판매량에서 성장 

산엽의 그것이 차지동}는 비율。]11%에 불과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로써 오 

늘의 독일기업은 상대적 고비용구조로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자 

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혁신위기(Innovationskrise)’에도 직면해 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변화된 세계시장 조건에서 독일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능력이 약 

화됨과 더불어 무엇보다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인 ‘사회국가’에 대한 공격이 집 

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공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테제에 논리적 기 

반을 두고 있다 40) 

- 사회국가라는 이른바 ‘몰록’(Moloch) 국가는 공공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 

채위기를 유발했으며， 이제 재정적으로도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38) H. Kern, “Sicherheit contca Innovation" in: D“ Mi샤estimmllng， 10/1995, p.6 !O 참조. 
39) R. Schneidec, “ Gesellschaft im Ubergang. Beiträge zu einer anderen Standortdebatte, 

Bericht über die Arbeitstagung des SOPI vom 12. bis 14. 1.1995 in Göttingen" in: 

WSI-Mitteil，ι뺑% ’/1995 , p.337 참조 
40) G. Bäcker/ B. Mickley, “Sozialpolitik 1994", in: Michael Kitrner (ed.), Gewerk.κb야en heιte: 

j쩌rb.ι'ch fi하 Arbeitne械ifragen， Köln, 1995, p.304f. 참조 신자유주의 내지 신보수주의 계 
열의 사회국가 비판에 대한 반비판으로서는 H. Schmitthenner, (ed.), Der ’'schμnke’ Staat, 
Hamburg, 1995에 설린 글틀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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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지출을 가중시켜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성장 및 고용지향 

적인 공공지출을 제한시킨다. 

- 사회국가는 과도한 세금과 부담금을 통해 임금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 

고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음성노 

동 및 불법노동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딴든다. 

- 사회국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조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노동력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증대시킨다. 뿐만 아 

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한편으로는 생산과 투자의 해외이전을， 다 

른 한편으로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를 자극한다. 

- 사회국가는 수많은 노동법 및 단체협약법 상의 규제를 통해 혁신과 유연화 

의 장애로 작용하며， 노동을 비싸게 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탄력성을 저하 

하고 경쟁능력을 감퇴시킨다. 

- 사회국가의 재분배 메카니즘과 실업시의 관대한 보장조치는 취업의욕을 

감퇴시킨다. 사회국가는 당사자들을 일종의 ‘빈곤의 몇’에 빠지게 함으로 

써 그 문제를 사회국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 만틀어낸 

다. 

사회국가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보수당인 기민당 집권 하에서 1980년대 말 

및 1990년대 초에 ‘사회보장 삭감’(Sozia1abbau) 등을 통해 독일사회를 이른 

바 ‘생산입지에 적합한(standortgerecht)’ 사회’로 재편하려는 작업을 본격화 

시켰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4 1) 

- < 연방노동청 >(Bundesanst외t für Arbeit)의 추가부담을 줄이 기 위 해 1994년 

이후 ‘노동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AFG)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대체 

보조금인 설업보조금， 임시직 수당급(Kurzarbeitergeld)， 악천후보조금 

(Schlechterwettergeld) 및 설업자지원금-(Arbeitslosengeld)이 대폭 삭감되었다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정잭적 지원의 조건을 변경해 우선적으로 

단체협약 이하의 임금지불이 구동독 지역과 차후에는 구서독 지역에서 

도-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1969년에 제정된， 노동법과 단체협약 상의 

최소규정들을 규정한 ‘노동촉진법’에 담긴 중요한 진보적 내용이 철폐되었다. 

- ‘연방 사회지원법’ (Bundessozia1hilfegesetz: BSHG)에 담긴 욕구충족의 원칙 

41) Urban, ibid., 15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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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지원금의 규정비융 최대 2%를 임금총액이 아닌 순(Netto)임금에 맞 

춤으로써 사설상 무효화되었다. 동시에 ‘임금격차규정(Lohnabstandsgebot)’ 

을 재규정함으로써 사회지원급 수령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되 

었다. 

- ‘노동촉진법’과 ‘연방 사회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노동제재가 훨씬 강화되었다. 이논 무엇보다도 노동법적인 의미 

의 노동관계도， 의료 및 연금보험 상의 고용관계에도， 그리고 어떠한 단체협 

약 상의 노동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공동체노동 (Gemeinschaftsarbeiten)’ 

을 강제하는 조치가 확대된 것을 가라킨다. ‘합당한 근로를 거부하는 행 

위'(Verweigerung zumutbarer Arbeit)’에 대해 사회지원금 비율을 최소 25% 

로 축소하겠다논 계획 역시 이러한 발전경향에 속한다. 

- ‘노동촉진법’ 개정에 의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직업소개소가 

전반적으로 허용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적용되어옹 공적인 무료 직업 소 

개가 제한을 받게되었다. 

- ‘병간호보험’(pf1egeversicherung)이 도입됨으로써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균등 

납입이라는 그간의 사회보험 설시원칙 및 ‘보AJ--규정(KompensationsregeIung)’ 

과 분리되는 사회보험 부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 ‘노동시간법’(Arbeitszeitrechtgesetz:ArbZG)에 의해 노동시간의 유연적 사용 

을 위한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금지 

는 일련의 예외규정으로 약화되었다. 

- 1989년의 ‘보건제도 개혁법’(Gesundheits-Reformgesetz)과 1993년의 ‘보건구 

조법’(Gesur빼eitsstrukturgesetz:GSG)을 통해 소위 ‘자기참여’가 확대됨으로 

써 상당한 수준의 일방적인 추가부담을 보험가입자들이 젊어지게 되었다. 

이는 ‘의료보험의 사회성’이라는 원칙으로부터의 상당한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N. 독일노조의 대응 

우리는 지금까지 포드주의체제의 후포드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과 이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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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있는 지구화과정과 관련하여 독일의 지배세력이 제기한 ‘생산입지논 

쟁’과 ‘독일식 생산모델’의 위기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위기의 탈출책으로서 

제기한 ‘사회국가에 대한 공격’의 내용 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 

로 하여 지금부터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독일의 노조의 대응내용을 주류파의 

견해와 비주류파의 견해로 나누어 고찰해 보려고 한다. 

4.1. 주류파의 견해 

변화된 조건 속에서 노조 내부의 주류파가 내세우는 견해는 오늘날 대체로 

‘현대화노선’과 ‘노동을 위한 동맹론’으로 대변되고 있다. 

4. 1.1. ‘현대화’ 노선 

변화된 조건 속에서 독일노조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시되 

고 있는 독일노조 운동의 총노선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웅을 위한 현대화노 

선’으로 불려질 수 있다. 이 노선은 독일노총 의장 디이터 슐테(Dieter Schulte) 

가 제기한 “순응인가 몰락인가”라는 정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42) 그가 주 

장하고 있는 현대화노선의 주요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를 해방적으로 변혁하려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소비에트 식 

의 ‘국가사회주의’ 형태이건 아니면 ‘케인즈주의적 일국 복지국가’ 식의 

사민주의적 구상의 형태이건 좌절했다. 자본주의 중심국가에서，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독일에서도 노조운동내 좌파의 강령적 자기신조였던 ‘제 

삼의 길’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조가 거둔 그간의 커다란 성과 

논 노조가 자본과 국가의 사회동반자로서 기능함으로써 가능했으며， 이 점 

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구동독의 경제와 사회 및 정치를 변혁함 

에 있어서는 그런 사회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정치형태가 필수불가결 

하다. 

- 그러나 과거 ‘계급타협’을 강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대항권력 

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직 이 경우에만 노조는 기술 

42) D. Schulte, “Anpassung oder Uncergehen" in: Die Mitbestimmu뺑， 9/1995 , p.35ff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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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과 사회적-문화적 구조변동， 특히 지구화가 강요하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틀을 경영자측과 국가와 함께 만틀어 나갈 수 있다. 기술학 

선， 임금산정， 노동조직화 등의 영역에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연화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업과 사엽장 수준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기업별화 

Verbetríeblíchur벙). 바로 여기에 탈서열화， 팀작업의 자울성， 선 ‘기업문화’， 

기업소속감"corporate identity) 등 이른바 ‘선생산개념’의 잠재력이 노동자측 

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극대화시 

키기 위해서눈 전통적인 계급투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물론 현재 지배적인， 일국적-지구적 차원에서의 선자유주의 ‘철학’ 

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의) 비판적인 대결이 요구된다. 

- 이와 같은 ‘순응전략’은 노조가 ‘생산업지의 유지’와 같은 경쟁정책의 기본 

전제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독일경제의 기술혁신력과 세계시장 경쟁 

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들이 임금비용 

의 제한， 특히 부대임금비용의 제한(복지축소) 및 노동력투입의 유연화(노 

동시간 조정등) 등에 대해 협상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독엘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물 간 모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재편’ 

에 대해서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장기 

설업자를 위한 비용의 증대， 인구증가， 막대한 독열통임 비용 부담 등의 이 

유로 인해 구조적인 재정위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노조정치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순응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임 

금투쟁과 일자리감소 반대운동， 복지축소 반대운동， ‘선정치’를 둘러싼 대 

결을 전개하는 대선 노조가 새로운 정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모델’에서와 같이 기존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더 나아 

가 새로운 열자리가 창출될 수만 있다면，43) 노조는 임금인상을 포기하고 

43) 이와 관련해 독엘노조 주류측의 견해를 옹호하는 괴팅겐 대학 사회학과 교수 호르스트 

케른{Hoπt Kern)은 단체협약의 무대안적인 방기라 할만한 탈균제(Deregulierung) 대선 
하여 단체협약에 의거한 사회보장체계의 개조(Umbau)를 제창하면서 1996년 l월 l 언 

부터 시행될 폭스바겐(VW)의 주 4임 노동협약모텔에 기반한 ‘통제된 유연화 
(kontrollierte Flexibilisierung)’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H. Kern, “Sicherheit contra 

Innovation" in: Die Mitbestimmllng. 1이 1995 ， p.618 참조). 다시 말해， 노조의 입장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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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편’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독일 노조 주류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이러한 ‘현대화노선은 기본적으로 후 

포드주의체제로의 이행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현 시기 자본주의발전의 

추세 및 생산입지 독엘의 국제경제력 강화 요구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피 

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견해논 1980년대에 

이르러 큰 틀에서 선자유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급진시장주의적 선자유 

주의를 일정하게 교정하려 하논 사민주의적 대응전략-이 점에서 사민주의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력으로 발전하기보다 

는 ’선자유주의진영의 좌파’로 전환되논 결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과 

대체로 엘치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노조 내에서 제기된 현대화논쟁과 함께， 하버마스， 울리히 

벡(Ulrich Beck), 앤소니 기든스 등의 사회분석 및 ‘신사회운동’과 녹색당운동의 

정치구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계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 

다. 특히 노조와 관련해서는 인격의 지배적인 사회화 유형인 개인화， 산업노동 

자층의 핵심집단의 해체와 ‘프롤러l타리아적인 생활세계’의 해체， 청년층 의식 

형태의 변화 (노동세계 및 ‘프롤레타리아적 도덕가치’와 결부된 ‘유물론적 가 

치지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사회문제 (자본 대 노동)에 대한 생태환경 문제 

와 여성평등 문제의 비중 증대 등이 논의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노조는 전동적인 중앙집중주의적 조직개념과 정치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 

운 생활세계 경험과 판련된) ‘담론 조직(Diskursorganisationen)’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찌 즉， 노동세계의 형성을 위한 정치에서 노동조합은 

엽혁신을 반대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과 사회국가의 원칙마저 포기 

해서는 안되는 달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폭스바겐 모텔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 

은 ‘통제된 유연화’ 개념의 도엽이 펠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총노동시 

간은 임 8시간， 주 38.8시간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노동시간을 월요엘부터 금요일 

까지로 한정하고， 이에 가초하여 개인의 노동시간 계좌(individuelle Arbeitszeitkonten)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노동시간， 즉 주 38.8시간을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정우 이를 시간계좌에 시간자산 혹은 시간부채로 가입하고， 이 부분을 단체협약 상으 

로 규정된 연도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커는데， 이를 그는 노동시간 적용 

상의 ‘풍 λil 된’ 유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Ibid.) 

44) R. Zoll , “ Die aussrehende Modernisierung. Bemerkungen zu den Gewerkschaften he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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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전통적인 집단주의와 보편주의 지향적인 이익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그 대신 유연화전략의 핵심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노동세계 

에서의 참여형태를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45) 사회과학계의 이러 

한 논의는 노조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화노선의 논의와 궤도를 같이하는 것 

이라고 말할수 있다. 

4.1.2. ‘노동을 위한 동맹’ 

위에서 언급한 독일노조 내 주류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현대화노선의 

구상은 독일 최대산별노조인 금속노련(IG-Me떼1)의 위원장인 클라우스 쓰빅켈 

(Klaus Zwickel)o] 1995년 11월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제안하고， 그 뒤 ‘수상 면 

담’과 기타 다른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을 위한 동맹(Ðündnis 

für Arbeit)’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노동을 위한 동맹’을 제안하고 있는 그의 

현실진단과 처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46) 

- 신보수주의적-신쩨주의적인 ‘시~급진주의’(Marktradik외ismus)::::: 사회적 

으로 보장되고 생태친화적인 미래를 파괴하며，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악 

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물론 현 시기에 세 

계자본주의의 지배적 발전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화과정은 그 자체 

로서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특히 초 

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새로운 %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으며， 지구화과정이 오늘날에는 단순히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질적으로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탈규제화는 최초에 

in: M. Kittner (ed.), G，짧얘ch.짜n heι'te， ;.쩌얘ιch für Arbeitnehme껴-agen， Köln 1994, p.37ff 

를 보라.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F. Deppe, “DiskmGegemachr und Interessenpolltlk?” ln: Z( Zeinch야 marxistische Ernellerung), Nr.19, 5. )g., 

September 1994, p.24 ff. 참조. 

45) H. Matties/ U. Mückenberger et aL , Arbeit 2000. Anfordtru쟁'en an eine Neιr，esta/tllng der 
Arbeilswe/I. Eine Studie der Hans-Bδckler-Sriftung ， Reinbek bei Hamburg, 1994 참조. 

46) K. Zwickel, “ Globalisierung der Märke und gewerkschaftliche Interessenvertretung" in: 

GMH, 10/1995, p.585ff.; K. Zwickel, “Kψnpferisch - offen - solidarisch" (Referat auf dem 

18. ordendichen Gewerkschaftstag am 1. November 1995 in Berlin),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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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자유주의적-신보수주의적인 레이건 및 대처정부에 의해 실행에 옮겨 

진 정책개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다른 나라 전체에 의 

해 수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규모에서의 금융시장의 지구화는 세 

계경제의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제외환투기는 일국적 

통제를 벗어났으며， 마르크화의 환율 인상에 따른 독일 경쟁력 상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노동， 사회 혹은 환경비용의 인하를 통해 보전될 수 없는 바 

서독마르크화의 최근 수년간 수차에 걸친 평가 절상은 독일의 국제경쟁력 

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나아 

가 유럽시장통합을 통한 서유럽 경제통합의 정치적인 심화는 유럽연합 내 

에서의 경쟁만이 아니라， 북미， 일본-아시아 및 유럽 영향권간의 경쟁을 격 

화시키고 있으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 

제의 붕괴는 그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현 시기에 진척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급진주의적인 지구화의 부정적인 측 

면을 제거하기 해서는 먼저 ‘전통적 경쟁’을 기술적-사회적 갱신， 생산의 

혁신， 사회적 재건 및 생태학적 개조 등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환융투기를 억제하고 환울정책적인 

갈등을 제한해야 하며， ‘추상적인 자유무역 도그마와 구체적인 보호주의 

관행’을 넘어설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과 기준을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전된 산업국가와 저발전 주변과의 교환이 연대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국가가 먼저 경제적으로 약한 주변국가들 

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분업체계 속으로 편입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며， 

주변국가는 환경조항 및 사회조항을 준수하는 등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 

다. 이때 환경조항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내지 실질적인 표식의무가 중 · 장기적으로는 환경 

덤핑을 막기 위한， 국제적으로 조정되고 조융된 환경규정이 준수되어야 한 

다. 그리고 사회조항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규범， 결사의 자유， 단 

체교섭권， 작업장의 노동자대표자 보호， 강제노동， 미성년자 노동 및 고용 

과 직업의 차별금지， 동종노동에 대한 성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입지의 저임금지역으로의 이전과 이로 인한 이른바 ‘뒷마당경 

제’(Hinterhof-Ökonomie)의 형성을 저지하기 위해， 생산입지의 이전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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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으로 압박받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구조를 혁신하고， 가격덤핑의 금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들을 모든 나라틀이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모 

든 나라들이 사회적， 생태학적인 최소규정을 지켜야 하며， 독일에서는 모 

범적인 사회적， 생태학적 기준을 관철시켜야 한다. 끝으로， 경제발전의 모 

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사회적 결함을 보이고 있는 유럽통합과정에 수용가능한 사회적 기준을 관 

철시켜야 하며， 국제 무역과 초극가적 생산이 명확히 정의된 기준 및 행동 

능력이 있는 국제제도에 의해 규제되도록 해야 한다. 

- 노조는 지구화과정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그 과정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지구화의 조건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질적 

성장과 복지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틀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47) 

(1) 발전된 산업사회가 노동비용의 삭감， 사회보장의 제한， 환경규범의 

완화 등을 통해 우위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 경쟁력은 우선적으로 신제품과 써비스의 개발에 의해 확보하도록 하 
1..... -..J 
1..... νλ， 

(3)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 및 생태조항의 체계가 마련하는 것 

(4) 마찬가지로 지구화의 조건하에서도 단체협약을 최소규범으로 관철시 

키논것 

(5) 초국적 기엽에서 작업장별-기업별 이익대변을 강화하는 것(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유럽노동자협의회(Euro-Betriebsrat)와 같은 조직 

이 창설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전지구적인 위원회가 조직되 

어야한다) 

(6) 국민국가 수준에서 노조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인 노조구조를 강화하 
1..... -..J 
」 人

(7)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근본구조에 걸맞는 공통의 

47) 아울러 독엘금속노련의 18차 정기 노조대회0995.10.29-11씨의 발의안 및 결의 
(“Anträge und Entschließungen an den 18. ordendichen Gewerkschaftsrag der 

Industriegewerkschafr Merall", Sonderdruck zu Metall, 9/19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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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 그리고 환경기준을 마련하논 것 

노조는 이러한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 

이며， 특히 독일의 노조는 그 과정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화과 

정을 단지 재난으로 감수할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형성의지와 결합시 

켜” 그 내용을 개선시켜 나가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츠빅켈은 

노조가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때 자본과 정부에 비해 지구 

화과정의 ‘약한고리’륜 형성하고 있는 노조에게도 지구화란 단지 ‘위험 

(Risiko)’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회(Chance)’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든 논거에 근거하여 잔빅켈은 1995년 10월 29일 -11월 4일에 열린 

제18차 금속노련 정기총회의 기조발제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측 및 노조가 ‘노 

동을 위한 동맹 (Bündnis für Arbeir)’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48) 그가 제안한 

이 동맹안은 우선 전대마문의 설업이라는， 독일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관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금속산업 기업측이 향후 3년간 사엽장별로의 해고 

통보를 포기하고， 30만의 추가 일자리플 창출하며， 3만의 장기설업자를 고용하 

고 직업훈련 자리를 연 5%로 증가시킨다면， 그리고 연방정부가 노동촉진법 

(AFG) 개정시 설업 보조금과 실업 지원금의 삭감을 포기하고 사회지원금 기준 

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직업훈련 자리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에 걸맞는 규 

정을 마련하며， 작업 교육을 시행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논 작업장에게 균형 

이 맞는 의무를 지운다면 노조는 1997년 물가인상폭에 맞추는 소득상승에 합 

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것이다. 금속노련 위원장 K. 쓰빅 

켈이 제안한 이러한 ‘노동을 위한 동맹’이란 실질임금의 하략까지도 감수하면 

서 고용안정 등을 확보해 보려는 ‘코포라티즘적인’ 위기대응책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에 있은 이후 96년 1월 노사정 3자는 노동측이 실질임 

금 삭감을 감수하는 대선 국가와 자본이 고용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핵 

심적인 내용으로 하단 ‘노동과 생산입지 안정을 위한 동맹’이라는 ‘합의’에 도 

48) K. Zwickel, “Kämpferisch “, ibi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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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그러나 이 ‘합의체제’는 3월의 지방선거 승리이후 독일 정부측이 실업 

문제에 관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4월에 노조가 협상테이 

블을 떠남으로써 붕괴된다. 이로써 자본측으로부터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양 

보를 받아내는 대가로 기꺼이 임금동결 등에 동의하려고 한 독일노조의 대응 

전략은 그러한 최소한의 양보조차 받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좌절을 맞보 

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이 독일노조 주류파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의 전 

략적 지향을 발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2. 비주류파의 견해: 다른 대안의 모색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노조의 주류파 견해는 자본과의 협력적인 동반자관계 

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작동하는 경쟁의 논리를 받아들이 

는 한에서 결국 노동을 자본의 ‘하위파트너’ (J uniorpartner)로 종속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다고 하겠다. 독일노조 내에는 물론 이러한 ‘현대화를 위한 순응노 

선’에 비판적인 전략적 지향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 지향은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한 방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구화의 압력 및 노동과 생 

산， 사회， 문화， 정치，이데올로기 영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드주의의 ‘후 

포드주의’로의 전반적인 형태변화가 가하는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처하려는 

전략적 지향의 성격을 지닌다 나아가 노동이 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세계경제의 ‘규정력’에 복속되지 않는 새로운 사 

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경로의 전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지향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신사회계약’ 내지 ‘지구적 

인 뉴딜 (Global New Deal)’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이다 49) 이 논의 에서 

는 자본의 이윤가능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의 일반 이해를 다시 중심에 세 

워야 하며，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유지가능한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49) 이 에 대 해 서 는 J. Neyer, “ Globaler Markt und territorialer Staat" in: ZeitJchrift für 

Jntlκnationak Bezieh.ν7gen， 2/1 995 , p.309; T. Collingsworth et al., “Time for a Global New 

Deal", in: Foreign AffairJ, 73 (1 994), No.l , p.8ff; F. Deppe, “ Ein neuer 

Gesellschaftsvertrag - Anmerkungen zu einem internationalen Krisendiskurs" in H.J. 
Bieling / F. Deppe (eds.), “ Entwicklungsprobleme des europäischen Kapitalismus", 
Forschungsgruppe Europäische Gemeinschaften(FEG), SIι찌e， Nr.4, Marburg, 1994, 
p.197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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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동 및 현재 지배적인 물적 강제를 자연법칙으로 수용하지 않는 급진 

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향을 실천해 나갈 새로운 ‘대안적 블록(alternativer Block)'을 

형성해 내는 일과 이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을 새로이 정의해 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이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급 및 사회의 주변계충 내부의 이해 

관계의 분화와 그 사회적 구성의 이질화 경향을 감안할 때， 상이한 이해관계틀 

을 하나의 일반이해 개념의 틀로 묶어 내는 일은 설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 과 

정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부딪치게 된다. 

첨단기술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신노동자층을-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지향 

성은 ’신사회운동’의 정치문화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데-조직하는 동시에 전 

통적인-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융을 보이는-산엽노동자라는 지지기반을 상 

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높은 수준의 직업 교 

육훈련을 받은 노동자집단을 위한 이익대변을 설업자 및 노동시장 주변층의 

이익과 합치시킬 수 있는가? 동독지역의 심각한 산엽해체 과정을 볼 때 어떻게 

안정된 노동조합적 이익대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합리화로 인한 인원갑 

축 과정을 새로운 고용정책으로 상쇄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적， 생태학적， 사회 

적인 기본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생산개념’의 형성잠재력을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산성은 상승하는데도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극복하 

고， 성장과 노동시장조건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 

로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가? 생태학적 개조를 일관된 정책으로 행했을 때 

그를 통해 구제되는 노동시장 예비군들은 과연 누구인가? 세계시장의 ‘규정력’ 

에 대한 대항권력， 다시 정확히 말해，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권력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형태의 저항과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가? 

사회에서 생산된 부를 도대체 어떤 형식과 제도로 새로 재분배해야 지구적인 

사회양극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공공연한 빈곤의 몇에 빠진 사회정책을 구출해 

낼 수 있는가? 

이 밖에도 다른 질문들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이미 노조운동이， 단 

체협상정책이라는 노동조합적 이익대변의 기능과 사회정책적인 복지와 경영 

참가권 및 이윤분배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 제정 기능과 같은 고전적인 활 

동틀을 이제 새로이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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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을 주창하는 이들은 그러한 새로운 대안적 전략이란 미리 제시될 수 있 

다기보다는 복합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학습과정은 다양한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을 임노동자 전체의 이 

익과 결합시킴과 동시에 이를 설업자， 즉 임노동체계 밖으로 배제된 자들의 이 

익과도 결합시키는 학습과정이어야 한다. 이 학습과정은 당장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지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 

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국가에 대한 신보수주의 내지 선자유주의 세력의 공격에 대 

해 노동자적 입장을 대변하논 학자들은 사회국가를 옹호하논 논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는 변수와 경제성장률， 고용수준 

빛 실업률간에는 어떤 명백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사회 

보장과 높은 수준의 사적 책임화가 고성장과 고능률 및 생산업지적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옹다는 통설이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맞지 않는다. 이들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0) 

- 사회국가를 통한 소득의 균등화가 성장의 장애라는 주장은 사회정책과 조 

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사 

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은 명백히 ‘시간대별로(intertemporal)’， 그 

리고 ‘위험과 연관된’ 재분배에 관계되는 것이지， 사회적인 소득 균형에 관 

련한 대인적인(對A的， interpersonal) 소득분배구조의 재편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 세금과 납입금에 의한 공제는 누진적이라기 보다는 회귀적인 과정이다. 다 

시 말해，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와 비교해 그 공제를 통해 명백히 적은 부담 

을 물게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사회정책 상의 과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소득과 자산의 불균등분배 

의 정도를 높이지 투자와 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 ‘사회보험에 의해 유발된( versicherungsinduziert) 설업’이라는， 실업연금의 

존재가 실엽의 중심적 원인이라고 보는 미시경제적인 노동시장론 가설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즉 경험적 조사에 따르면， 실엽연금이 설업으 

50) Bäcker / Mickley, ibid, p.30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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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물질적 압력을 완화시켜 노동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주장은 잘못이 

다. 마찬가지로 설업이 전의 임금과 사회지원금~Sozialhilfe )사이의 차이가 너 

무 적다는 주장은 섣절적으로 사회정잭에 따른 설엽자의 수령액이 사회의 

최하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취업자의 소득이라는 점에서 옳은 주장이 아니 

다 

- 사회보험에 있어 고용주의 부담금이 너무 높고 이것이 부대임금비용을 높 

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 경쟁력이란 부대임금비용과 

같은 부분적 비용뿐만 아니라 ‘총임금비용’에도 관계된다. 이때 총임금비 

용의 계산에서는 시간당 생산성과 관련해 비용과 수익의 증감에 중요한데， 

<독일경제연구소(DIW) >의 계산에 따르면 1980-1993년의 기간중 서독의 

단위임금비용은 유럽연합국가가 4.3% ， OECD국가가 3.9% 증가한 데 반해 

그 보다 적은 2.2% 증가한 데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재원을 

볼 때 납입자측이 부담하는 비중01 1980년 증가한 반면， 공공재원의 비중 

은 39.1 %(1980)에서 33.9%(1 993)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논 결국 사회보장 

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노동이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 사회국가를 비생산적이며， 소모적이라고 보는 주장은 경제와 사회국가 간 

의 관계를 ‘일방통행’ 관계로 보고， 그것틀 간의 상호작용을 보지 못하는 

견해이다. 사회정책은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가치’이며 그 자체 국민 

경제의 ‘생산적 요소’이다 다시 말해， 사회국가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생 

산력’으로 작용하논 것이다. 게다가 사회국가는 시장경제적 경쟁질서가 사 

회적으로 수용헬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전제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부 

재가 야기하는 불안정은 결국 ‘사회적 해체’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국가의 

사회 적 지 출은 ‘ 내 장된 경 기 안정 요소(eingebauter Konjunkturstabilisator)' 

내지 거시경제적 수요의 중요한 얼부로서 이것의 안정이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국가는 교사， 간호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논거의 제시는 결국 사회국가 자체가 성장의 장애이며 이로 인한 재 

정부담이 산엽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의 해체가 억압된 성장잠재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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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키는 전제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르반(H.-J. Urban) 

은 사회국가에 대한 이러한 변론이 그것의 무조건적인 옹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생산성혁명’이 고용감출을 가져오 

는 조건 속에서 적극적인 완전고용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회국가의 보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국가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의 형태가 중앙집권화， 관료화 및 법제화 경향을 지님으 

로 인해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결의 원리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그 재 

정과 성과가 국민국가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구화된 경제의 출현과 

더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국가는 그 보장잠재력을 더욱 높이고， 보다 민주화되는 방향으 

로 개혁되어야 하며， ‘일국적인 경쟁공동체’에 고정되어 있는 정치모텔을 대신 

하여 세계시장 논리 및 비용지향적인 생산입지 논리와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 

적인， 사회적-생태학적 발전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 1) 이들의 주장은 물론 사회국가의 ‘재편’ 내지 ‘축소’를 불가피 

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독일노조 주류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 

는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노조가 현 시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에 대한 신 

자유주의적 지배세력의 공세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독일노조의 대응책 등을 무 

엇보다 지구화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경 

제관계의 지구화과정이 일국 케인즈주의와 국제 자유무역의 포드주의적 상보 

성을 해체시키는 가운데 노조가 세계시장의 헤게모니권자인 초국적기업과 금 

융제도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조건 속에서 오 

늘날 섬대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생산입지 논쟁’에서 

51) 이에 대해서는 H.-J. Urban, “ DereguJierter Standort-KapitalismusH in: Horst Schmitthenner 

(ed.), Der 'sc.싸뼈e’ Sfaal. Zι'kunft des Soziabtaates - Sozia/staat der Zukunft, Hamburg 1995, 
p.9ff.; Schmimhener, ibid., 1995 둥을 참조할 것. 



독일의 세계화 전략연구(1) / 金世均 • 프랑크 데페 • 李海榮 427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경쟁논리로 환원되고 있고， 예컨대 노인， 여성， 환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단순히 ‘비용요소’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탈락 

한 자들 간에 나타나고 있는 ‘복지쇼비니즘’적인 경향 및 구 동구권으로부터의 

노동이민의 유업에 따른 ‘우익포퓨리즘’의 대두 등은 노조운동의 입지를 더 한 

층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조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러한 위기를 적극 돌파해 나갈 전망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독일노조 주류측 

이 그 나름으로 위기타개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화노선’과 ‘노동을 위한 

동맹론’이란 노동자를 자본권력에 대한 대얀적 권력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고용문제 등에서 몇가지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을 대가로 노동을 자본 

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는 노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노선은 그러나 정 

부와 자본측으로부터 그러한 최소한의 양보조차 받아내는 데에 실패했다. 다 

른 한편， 비쥬류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류측 노선과 구분되는 대안적 노선이란 

그 나름으로 힘을 지난 노동자대중의 운동으로 아직 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로 인해 당장은 ‘병이 병을 낳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동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실엽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실업자층의 운동이 늦든 빠르든 폭발적으로 등 

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제로 자본의 규정력에 대항하는 진정한 동력은 노 

조지도부로부터가 아니라， 실업층을 포함한 기층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나올 것 

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쟁동력이 대안적 질서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기조와 노선이 현재 독일노조의 주류적 노 

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시기의 독일 노동운동은-이 단 

계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그러한 전투적 운동의 등장과 

새로운 대안적 노선의 창출 및 전투적 운동과 대안적 노선과의 결합을 준비하 

논 과도기적 단계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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