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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찬반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1월 박원순 시장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발표1)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서울시의 주도하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였다2). 반면 민간 금융기관인 KB금융지주에서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결과 국민연금의 찬성의견에도 불구하
고 다수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논의는 크게 정치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민주주의 혹은 정의라고 보고 접근하
는 정치적인 측면, 회사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인 차원에서의 정합성의
측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경제
적 혹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근로자사외이사의
도입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경제적 혹은 재무적인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
석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하고 기업지배구조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김화진(2017)
은 그의 저서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
시키는 장치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일반적으로는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
1) 2014년 11월 25일 ‘서울시 투자기관 혁신’ 보도자료
2)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결을 통해 도입
3) 김화진 (2017) ‘기업지배구조’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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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Jensen and Meckling, 1976)에 관해 다양
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근로자와 주주 혹은 근로자와 경영자의
문제로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또한 이미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활성화 되어있는
유럽지역과 상대적으로 주주 우선주의가 강한 미국과 영국의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
라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2장에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에 관련된 개념과 당위성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유럽 및 미국의 근로자 경영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 경영참여 및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근로자 경영참여 및 관련 개념 정리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업지배구조 측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 측면, 근로자 경영참여의 방식과 효과, 자본주의 형태,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측
면에서 정리함으로써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의 이해관계
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Pagano and Volpin, 2005). 두 개의 힘이 충돌하
는 경우 구조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권력이 약한 집단이 존재하
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에서는 비지배 주주가 노사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권력
이 약한 집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모범규준을 도입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자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노조조직, 단체교섭권, 근로자보호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
는 근로자들이 기업지배구조의 형식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
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근로자로써 보호받고 있는 집단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 혹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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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월 6일 비상경제
대책위원회가 경제 회복 실천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도입되었
다 (윤계섭, 2011). 이삼열 (2018)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사외이사의 성공적
인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와 소수주
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안택식, 2013). 우리나라의 경
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해외와는 달리 대기업중심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자와 대주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대리인 비용이 아니라 경영
자 혹은 대주주로 대표되는 한 축과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 상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가 추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경영참여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높이고 근로자라는 이해
관계자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찬성의 근
거가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단체
교섭에서 추구했던 이슈들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우려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산 GM공장의 폐쇄와 같은 의사결정 앞에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주주의 입장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수익성이 낮은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나 세금 등과 같은 경제적인 혹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 고용되어있어야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기 때
문에 결국은 근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또 다른 이익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추가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할 것이다.

3. 근로자의 경영참여 방식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노조(trade
union)를 조직하여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해 혹은 노사협의회(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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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를 통해 고용과 근로조건과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공동결정제도(co-determination)나 주주 중심 국가
에서 잘 발달되어있는 종업원지주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통해
서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Arrigo and Casale (2010)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는 협력을 통한 경영에서 시작되고 단체교섭은 이해상충에서 시작된다는 차이점을 갖
는다고 분석하였다.
좀 더 체계적으로 Cotton et al. (1988)은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91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아래의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표 1 참조). 정리
기준은 공식/비공식, 직접/간접, 영향력, 내용, 장기/단기 5가지이다. 근로자 경영참여
의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작업장의 민주화, 갈등감소, 생산성, 직업만족도 등이
다. 각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가운데 효과가 긍정적이었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정리했다. 근로자 대표제도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기업의 성과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근로자의 경영참여 유형
참여 방식

내용

공식/비공식

직/간접

장/단기

효과

근로조건에 참여

근로 관련

공식

직접

장기

긍정적

자문으로 참여

근로 관련

공식

직접

장기

혼재

단기 참여

근로 관련

공식

직접

단기

효과 없음

비공식 참여

다양

비공식

간접

장기

긍정적

근로자 주주

경영

공식

간접

장기

긍정적

근로자대표

경영

공식

간접

장기

효과 없음

자료: Cotton et al. (1988) 정리

4. 근로자의 경영참여 효과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기업의 가치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
샘플과 연구 방식에 따라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Garnero (2018)은 주로 독일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로자 경영참여와 기업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서술한다.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Freeman과 Lazear (1995)
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고 김정
우 (2018)는 이모형을 근거로 근로자 경영참여가 생산성 및 임금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
역U자형 패턴의 관계를 나타냄을 사업체 패널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였다. Ba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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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때 근로자 이사의 경영참여가 강하게 보호되는 회사
에서는 위기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고 쉽게 안정을 회복하였음
을 보였다. 최근의 연구로 고동원(2018)은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 가운데 하나
로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Fitzroy and Kraft (1993)
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Gorton and Schmid (2004)는 감사위원회에 소수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와 주주와 동수로 참여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근로자 참여가 높은 기업의 주가가 31%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Petry (2009)도 이벤트 스터디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여
가 회사와 주주가치를 하락시킴을 보였다.
Vitols (2005), Conchon (2011) 등의 연구에서도 근로자 경영참여와 기업의 성과
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정리하고 있으며 Charlwood and Terry (2007)은 근로
자의 경영참여 방식가운데 전통적인 노조 모형이 아니라 중간형태의 시스템(hybrid
system)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처럼 근로자의 경영참여 성과는 각 국가가 처한 법적･정치적･경제적 배경과 근로
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
황을 고려하고 경제학적 근거를 통해 당위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5. 주주 우선주의 vs. 관계자 우선주의
Hansmann and Kraakman (2001)은 주주 우선주의가 경영자 중심 모형, 근로자
중심 모형, 정부 중심 모형, 관계자 중심 모형에 비해 효율적이기 때문에 표준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주주 우선주의 모형의 효율성으로 인해 기업지
배구조와 상법도 비슷한 형태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Tirole (2001)은 주주 중심 모형
과 관계자 중심 모형을 비교하면서, 관계자 중심 모형의 경우 주주 수익의 감소, 의사결
정과정의 비효율성, 경영진의 명확한 목표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oby (2000)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주주(shareholder)외에 다른 관계자(stakeholder)
들을 고려해서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기업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시스
템을 받아들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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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일의 경우 은행 중심 기업금융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구조가 발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시가총
액의 비중은 99.76%, 거래금액은 148.90%으로 주식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음을
감안한다면 주주중심주의 기업지배구조가 적합해 보인다.
<표 2> 근로자참여지수와 주식시장비중
국가

근로자참여지수

GDP대비 시가총액

GDP대비 주식거래금액

영국

0.16

121.79

131.62

이탈리아

0.31

25.18

31.33

벨기에

0.43

55.57

22.21

프랑스

0.50

72.33

51.09

스페인

0.50

81.84

95.99

독일

0.61

41.84

43.74

오스트리아

0.63

32.16

12.46

네덜란드

0.67

79.04

66.64

핀란드

0.81

41.27

38.05

스웨덴

0.82

105.76

86.90

덴마크

0.83

64.40

45.01

참고: 근로자참여지수는 EPI 2.0 2010 updated version, 2010년 말 기준 GDP 대비 주식시장 비중 사용, 단위는 (%)
자료: WorldBank, www.worker-participation.eu

6. 기업의 생산함수 및 참여자의 목적함수
Jensen and Meckling (1979)은 기업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Q=Fθ(L, K, M, Φ: T)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M은 원료, T는 기술, Φ는 조직의 형식, θ는 계약
과 사유재산권 시스템을 의미한다. 저자는 θ를 정치, 사회, 사법시스템에 의해 주어지
는 것으로 본다. 주주중심 자본주의인가, 보편적인 복지 사회인가, 대륙법인가 등이 이
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형식 Φ는 기업의 형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
식, 보상체계, 노조, 근로조건, 고객과 공급자의 계약의 형태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생산요소 외에 조직의 형식이 총 생산량에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의 형식가
운데 공동결정제도와 근로자 소유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효율적이지 않
음을 보였다.
위의 모형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생산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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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참여자에게 어떤 비용과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 표 3을 통해 간략히 정리해보
았다. 비용-이익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논의되고 있는 참여자는 근로자, 경영진, 주주이다. 경영진과 근로자는 고용
과 해고를 통해 참여가 결정되거나 스스로 구직과 사직을 통해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주주의 경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고 해고
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근로자의 효용함수는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할
것(work, h)인지 쉴 것(leisure, l)인지 혹은 적은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많은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등을 주어진 자산, 임금, 모니터링 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경영진의
경우 대리인 비용 모형에서 모니터링을 피해 얼마의 사익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주어
진 보상체계에 따라 주어진 위험에 대해 어떤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주의 경우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주로써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이익을
얻는 대신 주가나 기업가치 하락과 같은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하는 비용이 따른다.
<표 3> 근로자, 경영진, 주주의 비용-이익 분석
참여자

시작

이익

비용

끝

근로자

고용

임금

노동력(moral hazard)

해고

경영진

고용

보상, 사익추구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해고

주주

주식 매수

배당, 주가상승

투자비용, 대리인 비용

주식매도

세 그룹에 대해서 회사와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방식과 각자의 위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익 혹은 의무-권리를 가지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효
용을 가지는 이 세 그룹이 동시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Agrawal (2012)도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AFL-CIO가
주주의 가치보다는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2명의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쉽게 도출되었을 최적의 해가 3명의 참가자가 됨
으로써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총 이익이 더 줄어드는 지점에서 도출될 가능성도 높다.
공기업의 경우는 참여자가 근로자와 경영진 두 그룹이며 근로자와 경영진의 목적함
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의 국영기
업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 경영참여 사례나 우리나라 서울시 산하 기관의 근로자 경영
참여는 일반적인 사기업의 근로자 경영참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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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사례 소개
이번 장에서는 관계자 우선주의와 주주 우선주의 측면에서 국가를 구분하여 이미 근로
자의 경영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현황과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
의 공동결정제도(codetermination)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주 우선주의
가 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guilera and Jackson (2003)은 OECD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과 결정요인
을 자본, 노동, 경영이라는 관계자 측면과 기관의 형태(institutional configuration)에
따라 구분하였다. Kaufman and Levine (2000)은 거래비용의 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측면에서 근로자 경영참여를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비용과 이
익의 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관계자 우선주의와 주주 우선주의라는 틀이지만 정치
적･법적･경제적 차이점이 내포되어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외 사례를 소개하겠다.

1. 유럽
유럽은 보편적인 복지(universal public provision regime)를 추구하는 나라이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장을 중심의 복지(employee welfare state)가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Freeman et al., 2008). 유럽의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근로자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지역에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근로자 이사회 참여 현황을 표 4에 정리하였다. 31개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들 가운데 근로자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
가 12개국을 제외한 19개국에 대한 참여 현황을 참여대상, 적용범위, 근로자대표 운영
방식,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들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만 근로자의 경영 참
여권이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
페인)이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경영참여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는 나
머지 13개국이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자 경영참여 권리를 제
도화하고 있는 13개 국 가운데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원화된 기업지
배구조체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원적인 이사회 체제는 경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두
가지 체제이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
영위원회를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감사위원회에 속함으로써 직접적
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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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야 하는 사기업의 경우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가 기업의 감독이 아닌 실제 결정권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공과 민간, 기업지배구조 체제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업규모와 상장여부 후보추천 및 지
명방식,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다르다.
<표 4> 31개 유럽경제지역 근로자 이사회 참여 현황
대상

적용범위

공공 민간

근로자 대표
(비율 or 수)

후보추천

지명방식

오스트리아

O

X

Ltd>300; Plc

1/3

사업장협의회

크로아티아

O

O

Ltd>200; Plc

1인

사업장협의회 혹은 노조 투표

M+D

체코

O

X

SOE

1/3

합의

투표

M+D

덴마크

O

O

Ltd&Plc>35

1/3

절차없음

투표

M+D

핀란드

O

O

Ltd&Plc>150

합의 or 1/5 개별합의

합의안되면 투표 M+D

프랑스

O

O

SOE

1/3

노조 or 고용인 10%

투표

Plc(자발적참여)

1/4

노조 or 고용인 5%

투표

Plc(의무) >1000

1인 or 2인

사업장협의회, 노조

투표

Ltd&Plc>500

1/3

사업장협희외, 종업원

투표

Ltd&Plc>2000

1/2

독일

O

O

지명

기업
지배구조

종업원, 노조

투표

철강 광물 노조>1000 1/2

노조, 사업장협의회

주주총회

D

M+D

D

그리스

O

X

SOE

1인

종업원, 노조

투표

헝가리

O

O

Ltd&Plc>200

1/3

사업장협의회

주주총회

M
M+D

아일랜드

O

X

SOE

1/3

노조

투표

M

룩셈부르크

O

O

Plc >100

1/3

투표

투표

M+D

SOE

100명당 1인 투표

투표

1/3

사업장협의회

주주총회

M+D

네덜란드

O

O

Ltd&Plc>100

노르웨이

O

O

Ltd&Plc&SOE>30

1/3

노조

투표

M

폴란드

O

O

SOE민영화기업

2/5

제한없음

투표

D

사업장협의회, 종업원
투표
(20%)

M+D
D

포르투갈

O

X

SOE

기업정관에
명시

슬로바키아

O

O

Plc>50

1/3

노조, 종업원(10%)

투표

SOE

1/2

없음

투표 & 노조 임명

노사협의회 임명

사업장협의회 임
M+D
명

슬로베니아

O

O

Ltd&Plc>50

스페인

O

X

SOE>1000

2-3인

노조

노조

M

스웨덴

O

O

Ltd&Plc>25

2-3인

노조

노조

M

참고: 근로자 이사회 제도가 없는 12개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히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말타, 루마니아, 영국. Ltd = 비상장사, Plc = 상장사, SOE = 국유기업,
M = 일원적 구조 (단일 이사회), D = 이원적 구조 (경영위원회와 감사회).
자료: Aline Conchon, Norbert Kluge and Michael Stollt –유럽노동조합(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2015년 8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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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가 소유권(Cash flow right)없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자본을 공급하는 주주와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개념이다 (Gorton and
Schmid, 2004). Addison (2009)은 공동결정제도의 목표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기
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평등, 산업민주주의, 사회
개발과 공동책임의식을 통한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
언(2007)이 인용한 독일경제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결정제도가 기업
인수합병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근로자 이사의 전문성 부족, 의사결정과정의 지연, 회
사정보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Paster (2011)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권력 분배
논리(power-distributive logic)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논리(competitiveness-enhancing
logic)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며 자율적으로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반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대한 도입을 강제할 것이 아
니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국
영국은 유럽경제지역에 속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상법이나 기업지배구조 측
면에서 주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나 다른 관계자의 경영참여에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갖
추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인 노조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을 통해 사
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가 가능하다(Kelly, 2004). 영국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보
다는 근로자에게 정보를 주고 조언을 구하는 방식(ICE Regulation)을 통해 근로자와
경영자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경영참여가 이루어진다(Hyman, 2017). 또한 영미
권에서는 경영상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유권 공유를 통해 경영에 참여해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에 따라 종업원 대표가 의
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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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유럽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영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Roe (1997)는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과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미국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과 소유-지배의 분리로 인해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성립되었음
을 설명하였다. 미국은 독일과는 달리 이사회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참여한다. 협력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섭권의 강화를 통해 의사결정
에 영향을 주고자하기 때문이다(Summers, 1980). Lobel and Lofaso (2012)에 따르
면 미국은 1990년대 중반 TEAM Act (Teamwork for Employees and Managers
Act)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근로자 경영참여가 기존의 독립적인 노조 형성이나 단체
교섭권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배분제, 이윤분배제, 종업원지주제와 같은 다양한 금융적
참가를 통해 기업의 장기성과에 근로자의 이익이 연동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우현, 1995).

Ⅳ. 우리나라
1. 노사정의 입장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노사정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자한
다. 먼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금융행정
혁신보고서4)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30인 이상인 15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사례가 생겼다. 서울
시의 노동이사제 조례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다고 명시되어있다(첨부 1을
참조).
4)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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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서는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가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2017년 11월 20일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2018년 3월 23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를 추천했다. 2017년 11월 20일 주
주총회에서는 10%정도의 지분율을 가진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 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냈으나 출석주식수의 17.7%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2018년 3월 23일 주주총
회에서는 국민연금은 반대의견을 냈고 3개 기관에서 찬성의견을 냈으나 4.3%의 찬성
으로 역시 부결되었다5). 반대사유는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사외이사 구
성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이 주요했다. 주주나 경영진
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노조는 2018년 5월 2일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조가 공동으로 ‘금융공공성 및 금융민주화를 위한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 출
범식을 가졌다. 6개의 공동투쟁과제 가운데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 경영
참가로 금융민주화 쟁취’를 포함하고 있다. 상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자는 방안6)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강령 제 4조7)와
제 6조8)에서 경영참가를 명시하고 있다.

2. 경영참여 방식
우리나라의 종업원대표제도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있다(김
훈, 김정우; 2011).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의 협의 사항은 주로 임금체계, 복지, 안전보건 등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며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상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강직
(2016)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경영참가는 제도적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제도도 노동조합
활동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희(2003)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입법 정책적으로 접근하였는데 헌법의 시장경
제질서를 침해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1976년
공동결정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고 종업원평의회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영상 본질적 권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자료 참조
6)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토론회 발제자료, 전성인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
7) 6항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 확대, 직장 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http://nodong.org/platform_rule/901457)
8)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 (http://inochong.org/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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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준선 (2017)은 상법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근로자사외이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성환 외 (2016)은 지방공공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김환일 외 (2018)은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나 채권자, 소액주주대표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노조 현황
대표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방식인 노조의 현황과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관계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경영참여수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조직대상
근로자를 조합원수로 나눈 노조조직률을 나타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잠시 노
조 조직률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선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1> 노조 조직률

참고: 노조조직률=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최근 자료인 2016
년에는 10.3%를 나타내고 있다. 최준하, 이영면 (2016)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
회와 같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노조조직률이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조조직률은 공기업에서 훨씬 높고 사기업의 노조조직

| 64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해외 사례 및 분석

률은 감소하고는 추세이다9). 미국의 경우 노조를 조직하는 대신 개별 기업단위에서 근
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Employee involvement programs, EIPs)이 도입
되었다(Jacoby, 1995).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근로자 참여가
높을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김동배, 박경원, 2014). 반면
인적자원관리가 노조조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박경원, 김동배,
2014).
노사관계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손동희, 2009). 현재 근
로자의 참여 방법가운데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노사협의회의10)는
2016년 유가증권 상장기업 기준으로 설치한 기업의 비중이 2.8%로써 나머지기업은 정
례직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Ⅴ. 결론
본 연구는 근로자 경영참여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분석,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자 경영참여의 성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입장을 정리했다. 근
로자 경영참여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주주 우선주의, 기업의 생산함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위성
을 살펴보았다. 각 나라마다 정치･경제･문화･역사 등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관계자 우
선주의 국가인 유럽과 주주 우선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
라에 가지는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주주우선주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가진 영미권 국가에서는 근로자
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독일을 포
함한 유럽 국가에서도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경제적 효용에 관하여 상반된 실증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용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 국가에서 근로자의

9) BLS News Release (https://www.bls.gov/news.release/union2.htm)
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장 제4조
11) KCGS의 ESG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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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가 시장의 자율적인 법칙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도를 민간 기업에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경제학적 측면이나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어떤 일에나 처음 시작은 있고 그 시작을 위한 찬반 논란은 존재한다.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주주추천 사외이사의 형태로 이사회의 문을 두드렸지
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례를 통해 도입된 근로자이사제를
민간 기업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먼저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
이 기업과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뒤에 시장의 법칙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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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갈등 세계 최상위권,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사갈등 해소 시급
- 갈등수준 OECD 27개국 중 2위, 갈등비용 최대 246조원(삼성경제연구소)
- 노사갈등이 2위로 심각(국민대통합위원회), 코레일 파업으로 영업손실 447억원
○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필요
- 근로자도 경영혁신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기제 필요
 추진방향
○ 현행 법령 준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임명시 노동조합 탈퇴 명문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이행 등
- 법률의 포괄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도입
○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
- 간행물,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실시
○ 근로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부여 및 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조례주요내용
도입대상

- 근로자 100명 이상 기관 의무도입 *현재 16개 기관

도입인원

- 1~2명(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자격/임기

-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3년

선임절차

- 근로자 투표로 후보자 선발 → 임추위 심사･추천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의 정책 (https://opengov.seoul.go.kr/policy/project/3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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