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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임금을 올리는 비현실적인 방법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

겠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예를 살펴보자. ‘자동차 도시’로 통했던 디트로이트에서 노조

가 벌인 소요와 혼란은 단기적으로 임금상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성취

는 근로자의 임금대비 생산성 저하를 야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근거지를 

비교적 노조로부터 자유로운 앨라배마 등 미국 남부로 옮기는 자기파괴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 시장은 임금과 생산성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연적

으로 수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면 그 임금을 지급하

는 기업은 얼마 못 가 파산할 것이다. 반대로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기

업은 잠시동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현상이 장기간 허용되

지 않는다. 이 경우 낮은 임금지출로 인한 막대한 이윤을 발견한 경쟁기업에서 근로자에

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어져 임금은 생산성에 점차 수렴하게 

될 것이다.  

 

노조는 자연적 상호작용에 따른 임금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로 여긴다. 실제로 노조가 있

는 산업은 노조가 없는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닌 그들이 보유한 생산성과 숙련도가 더 높은 것에 기인한다. 반면 노조의 파업, 생산 

둔화, 교섭 등의 행위들은 정작 임금 결정의 제1요인인 그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장

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작용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주로 두 가지 극단적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집단 퇴직이다. 

물론 계약 위반이 아닌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단 퇴직이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

어줄 때까지 잠시 출근을 거부하는데 그친다는 것에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과 투쟁 모두

를 취할 순 없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듯이 기업에게도 생산성이 현

저히 하락한 노조원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쪽이 상대가 새 배우자를 찾는 것을 막는다는 것

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직업 자체를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가게 

주인이 손님을 소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다. 이미 노조원은 퇴직으로써 스스로 

직업이라는 ‘계약’을 파기한 셈이다. 

 

노조가 즐겨 쓰는 두 번째 방법은 파업이다. 이 경우 노조는 집단퇴직으로써 생산에 관

여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가로막는다. 문제는 자리를 

비운 그들의 대체인력들을 ‘도둑’이라 규정하고 핍박하는 행위에 있는데,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러한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파업한 노조원들이 

대체인력을 압박하는 광경은 파업 시기에 흔히 보이곤 한다. 이것이 과연 이혼한 남편이 

아내의 새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날에는 이른바 ‘강성노조’가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자행할 필요가 없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기업은 더 높은 생산력을 보장하는 대체인력을 원함에도 기존 인력과의 일방적 협상

을 강요당하고 있다.  

 

부부간에 일방적 협상이 강요된 채 이혼이 금지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자유로운 관계

를 형성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조의 이러한 수단들은 온갖 

권리침해와 혼란을 유발할 뿐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끝없이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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