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연구｣ 제33집 제1호(통권 85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8. 2. 28, pp. 95~120.

논문접수일：2017.11.18
최종수정일：2018.01.25
게재확정일：2018.02.28

미국 뉴딜(New Deal) 시대의 노사관계*
– NLRA의 제정과 CIO의 노동투쟁을 중심으로 –

9)백

광 기**

요 약
미국은 뉴딜 시대에 힘의 균형에 의한 새로운 국면의 노사관계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조가 붕괴된 상황에서 강력한 노조가 다시 구축되는 역사적 과
정을 ‘위로부터의 변화’인 루즈벨트 정부의 노동정책과 NLRA의 제정,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인 CIO 중심의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협력과 대립이라는 노
사관계의 양날에서 왜 대립이 오랫동안 미국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는지도
뉴딜 시대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규명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LRA의 제정은 루즈벨트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한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노조의 성장과 활성화
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하여
CIO가 창설되었고, CIO는 GM과 U.S. Steel 등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
루었다. 둘째, 이 당시 미국의 주요산업은 이미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어 노동자들이 산별
노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신생 산별노조 연합체인 CIO가 기존의 AFL을 제치고 노동운
동을 주도하였다. 물론 CIO와 루즈벨트 정부의 협력관계가 CIO의 성장에 끼친 영향을 간
과할 수는 없다. 셋째, NLRA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달성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힘의 균형에 입각한 대립적 노사관계로 귀결되었다. ‘위로부터의 변
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철학적 괴리와 책략
적 괴리가 가져온 결과이다. 부연하면 CIO의 연좌농성파업과 같은 노조의 호전적 투쟁방식
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노조 성장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대
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한 것이다.
<주제어> 뉴딜, NLRA, CIO, AFL, 산별노조, 연좌농성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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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29년 미국금융시장의 붕괴로부터 촉발된 세계경제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었지만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고용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독과점 기업
이 미국 주요산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공황에 의하여 급격히 악화된
미국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일명 와그너법, 약칭 NLRA)과 당시의 기존 노조연합체인 미국노동총연
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에 대항하여 새로이 결성된 산별노조
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약칭 CIO)의 투쟁과 성장은 새로운 국면
의 미국적 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1)
루즈벨트 대통령과 NLRA를 기초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에 입각한 단체
교섭에 의하여 고용조건을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 정부는 NLRA가 제정되기까지 의회와 사용자측으로 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하
였을 뿐 아니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집행하는 데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더라도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안은 전혀 효력
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전의 경우에도 의회를 통과한 NIRA가 대법원의 위헌결정으
로 폐기되었으므로 사용자들은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예상하여 NLRA를 받아들이려 하
지 않았던 것이다.
루이스를 비롯한 CIO의 지도자들은 NLRA의 전신인 NIRA가 의회를 통과하자 심각
한 경제공황으로 황폐화된 노조조직을 다시 재건하고 이전에는 노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산업들에서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오픈 숍(open shop) 사업장에서 사용자들로 부터 극심한 저항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득권을 지닌 AFL로부터도 견제와 방해를 받았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루즈벨트 정부는 NLRA의 제정과 집행을 성공적으로 행하여
‘위로부터의 변화’의 문을 열었고, 루이스의 CIO는 이에 힘입어 사용자에 대한 호전적
인 투쟁 및 AFL과의 경쟁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오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줄곧 사용자와 자본가가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미
국에서 힘의 균형에 의한 노사관계로 일대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 NLRA는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정부의 뉴딜 철학이 결집된 전국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약칭 NIRA)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CIO의 결성요
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직능별노조(craft union) 총연맹체인 AFL의
제반 정책 및 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망과 루이스(John L. Lewis)를 비롯한 산별노조
(industrial union) 주창자들의 반발, 그리고 친 노조성향의 뉴딜 노동정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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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에 따라 이 시기의 노동조합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위로부터의
정치적·사법적 변화로서 설명하기도 하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활동이 전체적인 노조 조
직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이철희 2005). ‘위로부
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 모두 중요한 요인들이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래로
부터의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위로부터
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위로
부터의 변화’의 주체와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주체가 상이하므로 ‘위로부터의 변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괴리를 채워가면서 현존하는 미국 노사관계시스템의 틀이 뉴딜 시대에 형성되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뉴딜 시대의 노사관계
의 일대 방향전환을 ‘위로부터의 변화’가 추구한 방향과 이것이 촉발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동태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NIRA와 NLRA
제정의 취지 및 이념 그리고 논거들을 먼저 짚어본 후에 이들 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노동운동과 노동투쟁을 CIO의 결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도록 한다. 이 당시
형성된 노사관계가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재조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협력과 대립이라는 노사관계의 양날에서 왜 대립이 오랫동안 미
국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착되었는지도 뉴딜 시대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
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2)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형성한 뉴딜 시대가 격렬한
투쟁으로 점철되었는지, 아니면 노사협력의 장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는지가 이에 대한 답
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3) 자료 수집은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직접 접하기 어려우므로
문헌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시기는 1929년 세계경제공황 발생시점
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로 하였다.

Ⅱ. 뉴딜의 노동정책 방향
1. NIRA의 제정
루즈벨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인식은 1933년 6월 제정된 NIRA와
2) 노사협력이 화두로 떠오르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노사관계의 전형은 대립적 노사관계
였다(Kochan et al. 1986).
3) 협상에 있어서 협력으로 이익을 경험해본 집단은 계속 협력적 규범을 유지하고 경쟁으로 이익을 경험
한 집단은 계속 경쟁적 규범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이다(Bettenhausen
& Murnigh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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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7월 제정된 NLRA에서 찾아볼 수 있다. NIRA는 경제재건을 통해 경제공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당시 루즈벨트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은 NIRA 조항
7(a)에 함축되어있으며, 이 조항은 더욱 강화되어 NLRA로 재탄생하게 된다.
NIRA 7(a) 조항은 Norris-La Guardia Act4)의 노사관계이념을 확장 강화시킨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어떠한 방해, 제재, 협박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할 노조를 스스로 결성하여 단
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둘째, 구직자에게 기업단위 노조의 가입을 요구할
수 없고, 구직자 스스로 선택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 셋째, 사용자
는 최대근로시간, 최저임금,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다른 고용조건 등을 준수
해야 된다는 것이다(Cihon & Castagnera 2016). 7(a) 조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격렬
한 반대로 이 조항을 NIRA에 포함시켜 의회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루즈벨트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사용자들(특히 독점자본가들)에게 반대급부를 줌으로써 난관을 타
개했다.5)
NIRA 조항 7(a)는 노동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선택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기업단위 노조6)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막는
한편 노동자들 스스로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기업단위 노조도 적법한 형태의 노조이므로 기업단위 노조의 결성도 합법적이라고 해석
될 수 있는 모호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용자는 이 조항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업단위 노조의 결성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1935년 당시 기업단위
노조 수는 700여개 그리고 기업단위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의 노동자는 300만 명에 달
하게 되었는데, 기업단위 노조 700여개 중 2/3는 NIRA 제정 후 새로이 결성된 것들이
다(Jacoby 2004).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사용자들은 NIRA 제정 이전에는 기업단위
노조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노조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1933년
NIRA제정 후 자동차산업에서는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단위 노조가 1934년에
는 거의 모든 자동차업종 기업들에 결성되었고, 철강산업에서도 기업단위 노조가 1933
년에서 1934년 사이에 12배나 증가하였다(Jacoby 2004).
NIRA는 1935년 5월 A.L.A.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에 대한
4) 이 법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노사 교섭
력의 형평을 위하여 법원이 가처분(injunction)을 명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황견계약을
무효화 시켰다(Gould 2013).
5) NIRA에 의하여 독과점금지법이 2년간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이 가격과 생산수량도 통제
할 수 있게 되었다(Levine 1988; 양동휴 2000).
6) 기업단위 노조는 외견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기업이 통제하는 조직
으로서 노조보다는 종업원 대표제(employee representation plan)와 유사했다(김진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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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최종 위헌판결을 받았다.7) 사실 루즈벨트 정부 초
창기는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보다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국민들이 고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1933년 NIRA를
제정하였으나 공화당계 대법관이 다수였던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NIRA는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2년 동안에도 사용자들의 NIRA에 대한 맹렬한 반대로 루
즈벨트 정부의 노동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배영수 1992).

2. NLRA의 제정과 연방법으로서의 위상
대법원이 NIRA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기 11일 전에 NIRA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
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들만을 따로 뽑아내어 새로이 만든 NLRA가 의회를 통과하
고 같은 해 7월 곧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 루즈벨트 정부는 NIRA
제정 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항 7(a)를 삽입하는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사용자에게 주었는데, NLRA에서는 그러한 양보 없이 노조결성, 가입,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장이 훨씬 더 확대 강화되었다.8) NLRA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을 충분히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의 과거 장애물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의
방해를 막을 실질적인 장벽도 세운 것이다. 사용자는 법의 편파성을 격렬히 비난하였으
나 일반 시민들 대다수는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과 그들의 노동조합결성에의 열망에 동
정을 보냈고 여론도 정부에 의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방향으로 형
성되어있었다(Bernstein 2010).
그러나 노동운동 초창기부터 뉴딜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
결은 사용자에게 유리하였기에 사용자들은 NLRA가 제정된 후에도 대법원의 위헌판결
을 기대하며 NLRA의 법조항을 위반하였다. 1933년 제정된 NIRA에 대하여 대법원이
1935년 5월 위헌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NLRA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불리한 법조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다. 그러나 대법원은 1937년 4월 미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약칭 NLRB) v. Jones and Laughlin Steel Corporation 판결을 통해 NLRA를 지지

7) NIRA에 의하면 공정경쟁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경쟁규정은 대통령이
위임받아 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고, 주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교역(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NIRA의 규제도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위헌판
결을 한 것이다(Dumhoff & Webber 2011).
8) 7(a) 조항 중 최대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은 보다 더 구체화 되어 1938년 Fair Labor Standard
Act의 제정을 가져왔으며 뉴딜 후기에 있어서 노동정책의 한 축이 되었다(Cihon &
Castagner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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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급법원에서의 위헌판결을 5:4의 결정으로 뒤집은 것으로서, Jones and
Laughlin Steel Corporation에서 발생한 노동자해고 문제가 연방정부에 의하여 규제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Gould 2013). NLRA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연방법으로
서의 노동관계법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 및 고용관계에 관한 연방법이
제정됨으로써 주법원은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을 관할할 수 없게 되었다. 여태까지 노사
관계에 관한 분쟁은 주법원이 계약자유 보호와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침해 방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법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집행해 왔다. 그러나 연방노동법인 NLRA
의 제정으로 인하여 이에 관련된 분쟁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공법원리에 입각
하여 판결 받게 되는 것이다.
NLRA 사항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독립적 연방기관인 NLRB에게
부여되었다. NLRB는 노동조합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권한
및 교섭단위 내 유일노동조합을 선출하는 선거의 진행과 감시에 관한 권한도 지녔다.
그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수사, 심리,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의 독점적 관할권 및 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
다.9) NLRB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지니며, 재심소송에 의한 연방법원의 판결만이 그
결정의 구속력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NLRB가 준사법적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 것은 NIRA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Board, 약칭 NLB)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와그너를 비롯하여 NLRA를 기초
한 민주당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사용자들이 NIRA의 허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이 발생하였고,10) 이것이 경기회
복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므로 NLRA에서는 NLRB를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연방독립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3. NLRA 제정의 정치·사회적 이념
NLRA를 기초한 와그너(Robert F. Wagner)는 거시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산업
평화도 중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산업현장에서의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의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11) 분배적정의가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9)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수사는 NLRB에게 독점적 관할권이 부여되었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다른 기관을 배제할 수 있다(김미영 2013).
10) NLB의 권한과 권위가 사용자로부터 도전받았기에 NIRA의 노동관계 조항도 NLB는 제대로 집
행하지 못했다(Domhoff & Webber 2011).
11) ‘경제적 안정과 성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정의는 절박하다. 예전 노예제도하에서 미국 남
부는 조용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와그너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Bar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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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책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독재에 의한 불의를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노조라는 집단에 권
력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들 스스로에 의한 결정과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노사협력도 이에 따라 자유로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집단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진실 된 동의를 이
끌어내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크게는 새로운 협력적 정치질서에서 민주적 합의를 달성
하는데도 필요하다.12) 이와 반대로 노조에 충분한 권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은
자의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은 분개하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사라
질 것이다. 와그너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회복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민주적
이고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재구성하여 계층의 단절과 갈등을 치유하려 하였기에 어용노
조는 불법화시키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노조의 교섭력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설계한 것이다(Barenberg 1993). 구체적으로는 NIRA 7(a)에서 그 존재 및 적용에 있
어서 모호한 해석을 가져왔던 기업단위 노조를 NLRA에서는 불법화시켰고, 사용자의 부
당노동행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13)

4. NLRA 제정의 경영철학과 단체교섭
사용자(경영진)는 고유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결정이 고용조
건에 미치는 영향을 협상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경영철학이 NLRA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는 고용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권한과 작업장
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Kochan et al. 1986
).14) 이같이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노
1993).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몸소 실천했던 기업가로서는 미국 복지주의의 선구자인 넬슨(Nils
Olas Nelson)을 꼽을 수 있다(선재원 2017).
12) 노조에 권력을 부여하면 생산현장의 노동 결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 영향력이 증대되므로
노동자들이 회사에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이 경영
의 책임도 어깨에 걸머진 기업의 일원이자 동반자가 되어 노사협력은 그만큼 용이해 진다
(Tomlin 1985).
13) 이러한 방향으로 한층 더 강화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NIRA 7조 (a)항을 교묘하게 그들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단위 노조의
인정여부가 NLRA 제정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이 당
시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기업단위 노조의 결성은 외부세력에 의하여 독립성을 지닌 노조가 결
성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Nelson 1982).
14)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가 고용조건으로 좁혀진 것은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잠재적
침범을 두려워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경제공황하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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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동의 지배적 가치관인 실리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와 일치할 뿐 아니라
사용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조의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이었
다.15) 이러한 경영철학에 입각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작업장 수
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단체교섭이다.16)
단체교섭은 미국사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사유재산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사적
인 부문의 정부간섭제한 등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지녔다(Kochan et al. 1986). 따라
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해대립 해결기구로서의 단체교섭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져
미국노사관계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대한 와그너의 경영철학은 노사협
력에 있는 것이지 갈등과 대립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Keyserling 1960).
1920년대에 노조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픈 숍 기업 중심으로 행해진 노사협력 프로그
램들이 대공황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와그너는 노조가 유명무실해진 공황기에
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와그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낮은
신뢰의 대립관계에서 높은 신뢰의 협력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법
제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 즉, 노사 간에 원초적으로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
것을 힘의 균형에 입각한 단체교섭으로 풀어나가면 노사 간에 작업위원회(Works
Council)와 노사협의제(Joint Labor-Management Committee)와 같은 노사 협력기
구도 구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존재 그 자체가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가져오는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신뢰
와 책임감을 구축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 강화는 와그너
의 기대와는 달리 사용자의 저항과 불신을 계속 키웠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의사결정
권한, 산업현장의 민주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재분배를 맛보게 되면 이에 대한 노동자
들의 욕구가 더 커진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사용자는 NIRA 제정 이전에는 어용노조
와 극히 제한된 사항에 관해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조차도 꺼렸던 것이다(Nelson

상황에서는 사용자도 결국 단체교섭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NLRA 제정
을 주도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갖게 된 것이다(Barenberg 1993).
15) 미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경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
은 회피하여왔다. 어용노조로 전락하여 노조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자가 노조지
도자로 선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6)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뉴딜 시대의 단체협약서는 세세히 구체적으
로 기술된 직무와 연결되어있다. 직무통제 노조주의(job-control unionism)라고도 불리 우는
뉴딜 시대 단체교섭의 특징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 대우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있다(이철희 2005). 단체협약서의 운영관리는 계약기간 중 노사 양측 대표자의 중심과제가
되었고, 계약기간 중의 단체협약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갈등은 준사법적인 고충처리절차에
따른 해결을 찾게 된다(Katz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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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또한 영국과 유럽대륙에서는 단체협약이 일반적으로 산업전체 수준에서 체결되
지만 미국의 노사관계는 분권화 되어있어서 개별사업장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행하여졌
다.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영국과 유럽대륙의 산업화된 국가의 기업에 비해 사업장 수
준에서 노조에 적극 대항해왔다(한종수 2010). 그러나 와그너는 NLRA의 제정이 끼칠 영
향에 대한 사용자의 두려움과 경각심을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뿌리 깊은 사업장에서의 저항의 역사도 과소평가하였기에 NLRA가 노사협력의 장을 법
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한 것이다(Barenberg 1993; Bok 1971).

5. NLRA 제정의 경제적 논거
NLRA 및 NIRA 7항 (a)는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견해의 일대 변혁을 의미한다. 이전
의 정부노동정책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경제이론
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작동을 촉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 인적자원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도학파 경제
학자들은 고용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개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조직화된 노동자집단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Commons & Parsons 1970). 그리고 노사 간에
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므로 노사 간에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세계경제공황 당시의 미국경제는 이미 완전경쟁
에서 이탈하여 대기업이 막강한 힘을 지닌 독과점 산업체제로 변화되었기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노사의 이해관계에 정당하고 균형 잡힌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들과 노조에게는 더욱 더 절실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제도적 규제가 요구되는데 경제대공황기의 노동자와 노조는 직
종 구분 없이 모두 교섭력이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였다.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의 고전적 노동시장의 실패에 대한 비판적 견해 및 노동자의 권
리와 교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한 주장은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고, NIRA와 NLRA의 이론적기반이 되었다. 케인즈(John M.
Keynes)의 거시경제이론도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고용관계시스템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다(Kaufman 2012). 케인즈는 대량생산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량의
공급이 급속히 증대하였으나 이러한 공급에 수요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을 세계경제
공황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루즈벨트 정부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원인을 노동자들 사이의 고용을 위한 과당경쟁과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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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력에 의한 소득불평등에서 찾았다. 즉, 노동자의 구매력 감소가 생산품 판매의 감소
로 이어졌고 이것이 경제공황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17)
경제대공황이 1920년대를 거치면서 확대된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고 확신한 루즈벨트 정부는 임금주도 경기회복을 추구하게 된다(Mitchell 1984). 따라
서 루즈벨트 정부는 노동조합결성을 장려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대등한 관
계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NIRA에 7(a) 조항을 삽입
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여 NLRA를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적극적 시장개입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kocpol & Finegold
1982).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해당 산업의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단체교
섭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지역 또는 지부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에 의한 임금상승은 해당 사업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산업전체에 동일 수준의 임금
상승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NLRA를 기초한 루즈벨트 정부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단체교섭으로 산업전체의 임금이 상승되더라도 사용자들은 보다 혁신
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응하여 노동비용의 증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18)
NLRA가 노동조합결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된 또 하나의 경제적 논리인 것이다.
NLRA에는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있지는 않다.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들 자신의 실질적인 고용계약 조항들을 작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일단 인정되면 사용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교섭할 의무가 계속적
으로 주어진다. 과거 경기침체기에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항하여 파업을 할 힘이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은 경기침체기에 와해되었다. 산별
노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직능별 노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NLRA에 의한 사용자의 교섭의무로 인해 앞으로는 불경기가 닥치더라도 단체교섭이 계
속 존재할 수 있게끔 보호가 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NLRA 이전에 비하여 훨씬 더 영
구적인 입지를 사업장에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Kochan et al. 1986).
17) 세계경제대공황의 원인을 소득불평등에 의한 구매력감소로 설명하는 것은 현재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지만 루즈벨트 정부는 잘못된 분배가 경기침
체의 주요한 구조적 원인이라고 믿었다(Rosenof 1975).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대
공황을 발생시킨 것은 중앙은행의 미숙한 금융정책이고, 이에 더해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전
염시킨 고정환율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불경기를 지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
동시장의 역할, 노사관계, 뉴딜 노동정책 등은 경제대공황연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대상이
다(Calomiris 2007; Romer 1993).
18) 노동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노동정책은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생산성이 계속 증가해야만 뉴딜 경기회복 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McNult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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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IO의 창설과 성장
1. CIO의 창설
뉴딜 시대에 접어들어 일반 대중과 연방정부가 과거와 달리 노동조합에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NIRA가 의회를 통과하자 이를 기회로 일반 비숙련노동자들의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AFL은 이 시기에 찾아온
노조원확충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철강, 자동차 등 대량생산산업에서 일하는 노동
자들은 산별노조결성을 절실히 원했고 격렬한 노동투쟁을 전개해나갔으나 AFL 지도부
는 산하 직능별노조의 강한 반발 때문에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철강과 자동차로 대표되
는 대량생산산업에서의 산별노조결성에 대한 AFL의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FL의 기득권 세력은 새로이 조직되는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관할권을 기존의 직능
별노조에게 부여하려 하였다. 즉, 기존의 직능별노조들은 생산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
동자들 중에서 그들 고유의 기능영역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기존의 그들 노조에 가입시
키고, 그 외의 일반 비숙련노동자들은 AFL의 직할지역노조로 조직화 시켜야 된다고 주
장하였다. 둘째, AFL의 지도자들은 대량생산산업체의 비숙련노동자들이 밀려들어와
AFL내에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루이스가 주도권 다툼에 나서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였다.19)
매년 개최되는 AFL총회에서 산별노조의 결성에 대한 제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루이스
를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 주창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결국 1935년 11월
이들은 AFL 내에 산별조직위원회(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 약칭
CIO)를 결성하여 산별노조결성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추구하였다. AFL 집행위원회는
이 기구의 해체를 명령하였으나 이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기구 산하의 노조들을
복수노조주의(dual unionism)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1937년 5월 축출시킨다.20) AFL

19) 산별노조의 주창자들은 AFL의 직할노조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
이 발전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가는 상황에서는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루이스는 AFL의 대표 자리를 놓고 1921년 곰퍼스(Samuel Gompers)와 대결한 적이 있었
다. 비록 루이스가 패하였지만 미국노동운동에 있어서 공인된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야망
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고 직능별노조 중심의 기존 AFL 지도부 또한 이에 대한 견제를 늦추
지 않은 것이다. 1935년 AFL 총회에서 루이스의 주먹을 맞고 쓰러진 목수노조(Carpenters’
Union)의 대표 허치슨(William Hutcheson)은 1921년 곰퍼스와 루이스의 대결에서 곰퍼스의
승리를 이끈 인물이다(Galenson 1960; Marshall et al. 1980).
20) 복수노조주의는 AFL 내에서는 금기시되어왔다. 드 레온(Daniel de Leon)을 위시한 사회주의
자들이 AFL의 경쟁조직으로 별도의 사회주의적 노조조직을 1895년 결성한 적이 있었으나 실
패로 끝났다(Young 1976). 이후 복수노조주의는 AFL 내에서는 금기사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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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IO 산하 노조들을 축출시킨 이 시기는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CIO 산하 노조
들이 격렬한 노동권 쟁취투쟁으로 산별노조를 성공적으로 결성하던 시기였다. AFL에서
축출된 산별조직위원회(Committee for Industrial Organizations, 약칭 CIO)는 결
국 산별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약칭 CIO)로 개칭·재결성하여
AFL과의 경쟁관계를 1955년 AFL-CIO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지속하게 된다.
CIO는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운동에 침투하여 노조를 활동거점으로 삼으려 하였고, CIO는 공산주의자들의 뛰어
난 조직화 능력이 필요했다. CIO의 지도자들은 미국 공산당이 뉴딜을 지지하는 한 공산
주의자들을 노동운동의 위협이라고 보지는 않았다(Galenson 1960).21) CIO의 세력 확
충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상당한 공헌을 하였지만 노조를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였
다. 루이스를 비롯한 CIO의 최고 지도자 힐먼(Sidney Hillman), 머레이(Phillip
Murray)는 반공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후에 주도한 철강노조위원회(Steel Workers
Organization Committee, 약칭 SWOC)와 자동차노조(United Automobile Workers,
약칭 UAW)에서의 공산주의 노동운동가 퇴출이 일반노조원들의 적극 지지를 받아 성공
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Bernstein 2010). CIO의 일반노조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노
조를 효과적으로 조직한 것을 높게 인정할 뿐 사상적으로는 루즈벨트와 민주당의 열렬
한 지지자들이었다.22)

2. 연좌농성파업(Sit-Down Strike)과 CIO의 약진
뉴딜 시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NIRA 및 NLRA의 제정에 자극을 받아 <표 1>에서 보듯
이 규모 및 건수가 급속히 증대하였다. 뉴딜 시대의 노동운동은 1920년대에 비해 훨씬
더 호전적인 투쟁양상을 띠었고, 이중에서도 특히 CIO가 고무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공
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처음 사용한 연좌농성파업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고무산업에서의 최초 연좌농성파업은 1936년 1월 Ohio주 Akron시 Firestone 공장
에서 발생하였다. 단 3일간 계속된 연좌농성파업의 성공으로 노조를 떠났던 Firestone
노동자들이 다시 노조로 돌아왔다. 1936년 2월 Goodyear 공장에서도 곧 연좌농성파업
이 발생하여 Goodyear도 고무노조(United Rubber Workers, 약칭 URW)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Goodyear는 파업종결 후에도 단체교섭은 계속 기업단위 노조와 체결
21) 점차 CIO 조직의 간부진과 보좌진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CIO는 많은 쟁점에 있어
서 보다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당시 CIO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유사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22)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노조에 가입시킨 노동자들에게 급진적 정치관을 주입시키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실수로 자책하게 된다(Badg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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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하였으나 기업단위 노조가 곧 와해되어 단체교섭권도 URW가 획득하게 된다.
Goodyear 공장에서의 파업은 CIO가 주도한 최초의 대규모 파업이었다. CIO의 고무산
업에서의 승리는 대규모 독점산업자본과의 노동투쟁에서도 산별노조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CIO 산하노조의 호전성을 고무시켰다(Levine 1988).23)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1937년에 파업은 정점에 달해 4740건의 파업에 186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General Motors(GM)의 Flint공장에서 발생한 연좌농
성파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 최대에 달하였다. 당시 GM은 경제회복에 따른 경기호황으
로 1932년에서 1936년 사이에 승용차와 트럭의 판매량은 4배로 늘어났고 세전이익은
1932년 700만 불 적자에서 1936년 1억6천만 불 흑자를 기록했다(Badger 1989).
1937년도의 수요 증가를 예상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GM은 장기간의 파업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Akron시의 고무산업 노동자들
의 승리에 자극받아 반드시 GM과의 노동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지니고
있었다(Levine 1988). 또한 루즈벨트 정부의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GM에게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뉴딜 이전에는 파업을 분쇄하기 위하여 의례히 주 방위군이나
연방정부의 군대가 동원되었으나 루즈벨트는 GM Flint 공장의 파업이 무력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Badger 1989). 이에 따라 Michigan주
의 머피(Frank Murphy) 주지사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군대를 파견하였지만 파업을 저
지하거나 해산시키는 무력행위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표 1> 파업의 연도별 추세, 1927~1938
연도

파업 건수

관련 노동자수

파업 연일수

1927

707

329,939

26,218,628

1928

604

314,210

12,631,863

1929

921

288,572

5,351,540

1930

637

182,975

3,316,808

1931

810

341,817

6,893,244

1932

841

324,210

10,502,033

1933

1,695

1,168,272

16,872,128

23) 미국 고무산업의 중심지인 Akron시의 사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고무산업의 쇠퇴로 인한 도시
전체의 침체를 염려하여 고무산업 노조에 거세게 저항하였고, 이로 인해 URW가 철강산업 노
조나 자동차산업 노조만큼 강대해지지는 못했다(Marshall et al. 1980). CIO 산하 노조조직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있기에 당시 CIO 산하노조의 성패가 지역사회의 지지에 달려있었다는 것
을 URW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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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파업 건수

관련 노동자수

파업 연일수

1934

1,856

1,466,695

19,591,949

1935

2,014

1,117,213

15,456,337

1936

2,172

788,643

13,901,956

1937

4,740

1,860,621

28,424,857

1938

2,772

688,376

9,148,273

출처：MLR, XLVIII, 5, 1110-130; 배영수(1979), 120에서 재인용.

CIO 산하노조 UAW는 경기호황에 따른 유리한 국면,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
변화, 루이스의 뛰어난 리더십과 호전적인 연좌농성파업의 결과로 1937년 2월 GM으로
부터 해당 사업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로 인정받는데 성공한다. 연좌농성파업의
결과로 UAW가 GM의 유일 노조로 인정을 받은 직후 곧이어 Chrysler에서도 30일간의
연좌농성파업이 발생하고, 그 결과 UAW와 Chrysler 사이에도 1937년 4월 단체협약이
체결된다(Bernstein 2010).24) 하지만 일반시민의 연좌농성파업에 대한 반응은 너무 비
판적이었다. 따라서 루이스와 CIO의 지도자들은 GM의 호전적 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도 연좌농성파업의 일반적 사용에 대한 공식적 인정은 하지 않았고, AFL은 산하노조들
이 연좌농성파업을 노동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Dubofsky
2010).
연좌농성파업은 파업대체노동자가 공장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이에 대처하여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
었다. 1937년 1년 동안 연좌농성파업이 477건 발생했고 이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40만
명에 달했다(Levine 1988). 대법원은 1939년 연좌농성파업을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불
법적 침범으로 판결함으로써 CIO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CIO는
연좌농성파업을 행함으로써 가장 대표적 오픈 숍 기업인 GM에서 노동권을 쟁취하였
고,25) 이로써 자동차산업 전체 및 U.S. Steel을 비롯한 다른 주요 오픈 숍 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기반을 확립한 것이다.26)
24) UAW는 1936년 4월 조합원이 2만 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37년 말 조합원 40만 명 규모의
산별노조로 급성장하였다(배영수 1979).
25) GM은 당시 산업스파이와 파업파괴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용한 기업이다. La Follette Civil
Liberties Committee 보고서에 의하면 1933년부터 1936년 사이 미국 기업 전체가 지출한 산
업스파이와 파업파괴자 비용이 총950만 달러인데 GM 혼자서만 83만 달러를 지출했다
(Dubofsky 2010).
26) UAW는 GM이라는 강력한 핵심조직을 산하에 갖게 됨으로써 CIO의 가장 중요한 노조연합체
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CIO는 이외에도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석유, 섬유, 육가공 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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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강산업의 노조화
철강산업의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철강산업이 지니는 반노조의 상징성 때문에 CIO는
철강산업을 조직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뉴딜 시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철강회사들
은 노조조직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노조활동을 보고받고, 노동운동에 관련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회사 경비원들과 지역 경찰들을 동원하여 노조결성을 와해시키는 등 노동세
력에 극단적으로 대처하였다.27) 특히 1933년 NIRA가 의회를 통과하자 철강회사들은
기업단위 노조를 본격적으로 결성하여 노동자 50만 명 중 90%를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
시켰다(Levine 1988).
1936년 여름부터 CIO 산하 SWOC는 철강산업의 기업단위 노조에 침투하여 어용노
조에 실망한 노동자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노조가입비를 면제하고 월
조합비는 1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북돋은 결과 1936년 11월에 벌
써 82,315명의 노조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기존 기업단위 노조의 간부들도 SWOC에
가입시켰다(Bernstein 2010; Levine 1988). CIO는 철강산업에 노조를 결성하기 위하여
UMW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노동운동가들을 SWOC에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공산당의 도
움도 받았다. 당시 SWOC의 200명의 전임노조간부 중 60명이 공산주의자였다(Prickett
1975). UMW에서 투입된 노동운동가들은 지역적으로 고립된 탄광지역에서 이미 사용자
들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경험한 미국역사상 가장 강인한 노동운동가들이었고, SWOC
의 지도부를 차지한 공산주의자들은 잘 훈련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그리고 뛰어난
투쟁전략을 지니고 있었다.28)
경제상황도 1933년 이후의 지속된 경기회복으로 CIO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
당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U.S. Steel은 1930년 이후 처음으로 괄목
할 만한 수익을 올렸다. 철강산업 전체적으로는 생산시설의 80%를 가동하고 있었고 향
후 경기호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Vittoz 1987).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의 파업은
노동자의 손실에 비하여 사용자의 손실을 훨씬 증대시키므로 U.S. Steel은 보다 많은
서 노조결성에 성공하였고, 기존의 오래된 노조인 광산노조(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약칭 UMW)와 연합의류노조(Amalgamated Clothng Workers of America, 약칭
ACWA)는 이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다(Marshall et al. 1980).
27) 1892년 Homestead 파업 때부터 이미 철강회사들은 Pinkerton에서 산업스파이 및 파업파괴
자들을 고용했으며, La Follette Civil Liberties Committee가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33
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의 2500여개 기업들은 Pinkerton을 위시한 사설 경비 및 탐정 업체
들로부터 3900여명의 산업스파이를 제공받아 고용했다(Dubofsky 2010).
28) 철강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CIO를 비방하는 대외홍보캠페인을 벌였는데, CIO는 오
히려 이것을 대중에게 노조를 공짜로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철강회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마련한 노조파괴 장치와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역이용하는 수완까지 지닌 것이다(Marshall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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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U.S. Steel은 철로, 철 구조물 등의 무거운
제품생산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당시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변화가 철선, 철판 등의 가벼
운 제품으로 상당히 진척되어가고 있었다(Vittoz 1987). U.S. Steel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철강업체들이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당시 U.S. Steel은 이들과
의 경쟁에서 뒤처져있었다. U.S. Steel로서는 파업에 따른 경쟁력 악화의 부담이 너무
컸고 CIO는 이것을 간파하여 U.S. Steel을 투쟁의 목표물로 삼는 뛰어난 전략을 세운
것이다. 결국 U.S. Steel의 이사회 의장인 테일러(Myron C. Taylor)는 1937년 2월 루
이스를 만나 SWOC를 U.S. Steel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예비협약
을 체결하는데, 이 체결은 GM에서의 노동투쟁이 종료 된지 불과 2주 만에 파업도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어서 충격적이었다.29) 테일러는 GM Flint 공장에서
CIO가 주도한 파업의 성공을 지켜보았기에 SWOC가 풍부한 자금을 동원하여 U.S.
Steel에서도 파업을 효과적으로 행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U.S. Steel은 오픈 숍
기업으로 남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면 직능별노조
보다는 산별노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CIO 산하의 산별노조가 아닌 AFL 산하의 직능
별노조를 인정하면 39개의 서로 다른 직능별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이
다(Levine 1988).
Little Steel(Youngstown Sheet and Tube Company, Republic Steel, Inland
Steel 등을 위시한 일단의 철강기업을 지칭)은 U.S. Steel과 달리 SWOC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파업을 경험하게 된다. 1937년 5월 30일
Republic Steel의 Chicago 파업에서 10명이 죽고 85명이 부상당한다(Bernstein
2010). Little Steel 파업으로 회사들이 비록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이 당시
노조화를 막을 수는 있었다. 유혈사태를 발생시킨 폭력적 파업에 대한 철강도시의 시민
정서는 강하게 반노조였기에 이를 지지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격렬한 저항을 성공적
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Soffer 2001). CIO 산하 산별노조가 지역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CIO 노조의 결성과 투쟁에 있어서 해당 지역사회의 지지가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4. CIO와 AFL의 경쟁
CIO 산하 산별노조들은 비숙련공위주로 결성되어서 기존의 AFL 산하 직능별노조들
29) U.S. Steel의 굴복은 CIO의 다른 철강사업체에 대한 노동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이후 1개
월 동안에 5개의 U.S. Steel 자회사를 포함하여 51개의 기업들이 SWOC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 기업의 노동자수는 U.S. Steel 계열 20만 명을 포함하여 모두 30만 명을 넘었다(Bernstein
2010; Marshall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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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노동공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이 불가능하
다고 AFL 지도부는 생각했다. 그러나 CIO는 AFL에서 받아들이지 않던 비숙련 이민노
동자, 흑인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AFL의 직능별노
조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장에서의 좁은 경계를 허물어 사업장에서의 대규모 투쟁적 파
업을 AFL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숙련노동자들로 조직된 AFL 산하 연합철
강노조(Amalgamated Association of Iron, Steel, and Tin Workers, 약칭
AAISTW)가 1892년 Carnegie Steel의 Homestead 파업에서 실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산별노조인 SWOC가 U.S. Steel에서 승리한 것은 CIO가 AFL보다 대량생산체제산
업에서 경쟁적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FL의 예상과 달리 CIO가 산별노
조결성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자 AFL은 대량생산산업에서의 새로운 노조결성의 기
회를 CIO가 독점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산하에 산별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
게 되었다. 과거에도 AFL에서 UMW 등과 같은 산별노조가 용인되었지만 그것은 예외
적이었다. 특히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경계가 기계 및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모호
해지자 AFL은 CIO와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산별노조를 결성시키는 한편 기존의 직능
별노조를 확장시켜 대량생산업체의 비숙련공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CIO와 경쟁을 해
나갔다.30) CIO도 이에 대응하여 직능별노조를 산하노조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CIO와 AFL의 전통적인 구분은 대부분은 사라지고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졌다. AFL의
목수들은 CIO의 목공들과, AFL의 기계공들은 CIO의 차량노동자들과 관할권 다툼을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CIO는 AFL의 노조가 대표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도 AFL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태평양 선주연합(Shipowners’ Association of the Pacific Coast, 약
칭 SAPC)에 고용된 항만노동자들의 교섭대표권 분쟁에서 NLRB는 CIO의 손을 들어주
었다. AFL 산하 부두노조(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약칭 ILA)가
태평양 북서쪽의 4개 항구에서 항만노동자의 교섭대표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에
반하여 CIO 산하 항만노조(International Longshoremen’s and Warehousemen’s
Union, 약칭 ILWU)는 태평양 연안 모든 항만노동자들의 교섭대표자로서 인정을 받고
자 하였다(Bernstein 2010). 노조들 사이에 발생하는 교섭단위에 관한 분쟁해결의 권
한을 지닌 NLRB는 태평양 연안 전체의 항만노동자들이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하여 ILWU를 교섭대표자로 인정하였다. AFL은 ILA가 대표하고자 하는 4개 항구

30) 산별노조의 비숙련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별로 기술적 차이가 없는 기능을 보유한 보일러공노
조, 요식업종사자노조, 트럭운송노조, 정육노조 등과 같은 대규모 AFL 산하노조들이 CIO의 도
전에 직면하여 다기능노조 또는 준산업별노조의 새로운 형태를 채택하게 되었다(Dubofsk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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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만노동자들 대부분이 ILA를 지지해 왔으므로 ILA의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ILA가 교섭대표자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LRB는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은 노조의 재산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시민권이라고 판정한 것이다(Tomlins
1985). AFL 산하노조들은 그들 기존사업장에서의 교섭대표권 유지에 있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NLRB의 결정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고, 이 결정은
AFL로 하여금 NLRA와 NLRB를 공격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Bernstein
2010).
<표 2> 노동조합원 수, 1926~1940

(단위：1,000명)

연도

전체노조원수

AFL

CIO

독립노조

1940

8,944

4,274

3,625

1,072

1939

8,980

4,006

4,000

974

1938

8,265

3,623

4,038

604

1937

7,218

2,861

3,718

639

1936

4,164

3,422

742

1935

3,728

3,045

683

1934

3,249

2,608

641

1933

2,857

2,127

730

1932

3,226

2,532

694

1931

3,526

2,890

636

1930

3,632

2,961

671

1929

3,625

2,934

691

1928

3,567

2,896

671

1927

3,600

2,813

787

1926

3,592

2,804

788

출처：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789~1945: A Supplement to th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9), 72; 배영수
(1979), 106에서 재인용.

CIO는 AFL과 달리 정치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AFL은 정치적 행동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반이민법 제정만 제외하고는 정부의 최저임금, 최대근로시간, 사회보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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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간섭이라고 반대해왔다(Archer 2013). 이에 반해
CIO는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정부가 고용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을 찬성하였다.
루이스는 1936년 대통령선거운동에서 루즈벨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민
주당계 자본가들의 이탈로 인한 선거자금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노동자무당파동맹
(Labor’s Non-Partisan League, 약칭 LNPL)을 조직했다. LNPL은 80만4천 불을 모
금했는데, UMW 47만 불, 여성의류노조(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
Union, 약칭 ILGWU) 9만 불, ACWA 6만2천 불 등 이들 3개 노조의 모금액이 전체의
77%를 차지하였고, LNPL이 모금하여 기부한 80만4천 불은 민주당이 선거로 지출한
540만 불의 15%에 달하는 거금이었다(Bernstein 2010; Dubofsky 2010). 루즈벨트
재선 후 CIO는 민주당이 노조에 진 정치적 빚을 갚으리라 기대하여 공공연하게 대통령
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루즈벨트 정부와 NLRB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GM 파업과 항만
노동자들의 교섭대표권 분쟁 등에서 CIO에 유리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CIO가 루즈벨
트 정부를 지지하여 정부로부터 반대급부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 AFL은 뉴딜 후
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CIO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과 같은 정부에 의한 고용조건
향상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로 변하게 된다.
뉴딜 시대에 노조가입 회원 수는 앞의 <표 2>에서 보듯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뉴딜
노동정책과 이에 의해 촉발된 CIO 중심의 노동운동 및 CIO와 AFL 사이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특히 1936-1937년도에 전체 조합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CIO의 노조원수
는 1937년 372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AFL의 노조원 수는 동 기간에 342만 명에서
28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CIO가 AFL을 압도하며 당시 노동운동을 주도한 결과이다.
그러나 1937년 후반에 발생한 소위 루즈벨트 경제공황으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사용자
의 노조에 대한 저항은 강해졌다.31) 특히 CIO 산하 노조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에서 사
용자의 노조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 CIO 산하 산별노조는 지역별로 집중된 대량생산체
제의 산업을 중심으로 뉴딜 시대에 새로이 조직되었으므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었다.32) 당시 미국경제는 제조업부문의 지역별 집중화가 이미 이루진 시기로 역사
적으로도 지역별 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였다.33) 루즈벨트 경제공황
31) 1937년 8월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붕괴되고 1938년 3월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
다(McElvaine 1961). 주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물가와 임금을 상승시킨 루즈벨트 정부의
잘못된 뉴딜 노동정책으로 미국은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실패했으며, 1937년부터
루즈벨트 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Calomiris 2007).
32) CIO 산하 노조의 지역별 집중은 해당 지역에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CIO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시켰다(백광기 2015).
33)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산업에서는 생산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부동자원과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 제조업부문의 지역별
집중화가 이루어져 있었다(Ki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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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자 지역 시민들과 사용자들은 지역중심산업의 불경기로 인한 지역전체의 침체
를 두려워하여 노조에 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CIO가 AFL에 비하여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AFL은 CIO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진 숙련공 위주의 안정된 노조를 산하에 두고 있었
고, 미국 전체에 걸쳐 직종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기에 루즈벨트 경제공황의 영향
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AFL은 이 시기에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노조를 조직했고, 또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CIO를 두려워하는 사용자들에게는 AFL이
하나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1937년 말부터는 AFL이 CIO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뉴딜
초기와 달리 CIO와 좌파에 대한 일반 시민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기에 언론들도 CIO
의 급진주의적 노동운동을 비난하는 한편 AFL의 CIO에 대한 도덕적, 사상적 비난에
대해서는 AFL에 지지를 보냈다. 그 결과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CIO 노조회원 수가
1937년 372만 명에서 1940년 362만 명으로 감소할 때 AFL의 노조회원 수는 동기간
286만 명에서 42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Ⅳ. 결 론
뉴딜 시대에 루즈벨트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NLRA의 제정 및 집행으로 달성하
려고 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은 루이스의 CIO와 기존의 AFL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노동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함께한 것이다. 그 결과 힘의 균형에 입각한 단체교섭이
현대 미국 노사관계의 주춧돌이 되었다.
먼저 ‘위로부터의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 NLRA의 배경과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의한 노동자계층의 구매력 감소 때문에 세계경제공황
이 발생했다고 확신한 루즈벨트 정부는 제도학파 경제학자들과 케인즈의 거시이론에 입
각한 임금주도 경기회복을 추구한다. 특히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임금인상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산업전체의 임금인상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
동조합이 산업전체에 걸쳐 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제적 논거들이 경제
공황기 NLRA 제정에 있어서 노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정당화 시켰다. 둘째, NLRA는 노사관계에 관한 최초의 연방법이다. 과거 노사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사법원리에 입각하여 주법원이 행하였으나, NLRA가 연방법으로 제
정됨으로써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이 연방법원에서 공법원리에 입각하여 판결을 받게 되
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측에 불리하던 주법원의 판결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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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A에서 경험한 NLB의 실패를 교훈삼아 NLRB를 독립연방기관으로 설립하여 준사법
적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셋째, NLRA를 기초한 와그너는 산업현장에서의 민
주주의적 절차와 합의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중요시하였고, 노사 간 힘의 균형에 의해
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이에 따라 어용인 기
업단위 노조를 불법화시키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노조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변화’인 NLRA의 제정만으로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
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사용자의 격렬한 저항을 극
복하고 사업장에서부터 노조의 재건과 성장을 가져온 CIO 주도의 노동운동이 없었다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34) 특히 GM과 U.S. Steel의 노동투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GM과 U.S. Steel이 독립적이고 자율성
을 갖춘 CIO 산하노조를 인정한 것은 NLRA가 아직 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을 받기
이전이다. 사용자들이 NLRA를 무시한 채 노조에 적극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연좌농성파업 등의 호전적 투쟁방식을 동원하여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아래
로부터의 변화’가 없다면 ‘위로부터의 변화’가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뉴딜 시대에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간 상황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함께 이루어졌기에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방향전환이 뉴딜 시대라
는 짧은 기간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와그너의 이상인 동시에 NLRA의 취지인 힘의 균형에 의한 노사협력은
그 당시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힘의 균형은 이루어졌
지만 이에 입각한 노사협력은 이상에 그쳤다. GM과 U.S. Steel에서의 호전적 노동투쟁
의 성공으로 ‘위로부터의 변화’가 지향한 힘의 균형에 의한 노사협력은 더욱 멀어졌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끈 CIO의 호전적 노동투쟁의 성공은 미국의 노사관계 및 단체
교섭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NLRA가 추구하는
노사협력의 이념과 취지가 들어갈 틈은 없는 것이다. 결국 힘의 균형에 의한 대립적 단
체교섭제도가 정립된 것이다. 특히 1920년대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의 중심이었던 기
업단위 노조가 NLRA에 의하여 불법화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적 관계만이 노조가 추구하
34) CIO가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주요산업에서는 이미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었기에 노동자들은 산별노조를 필요로 하였다. 특
히 GM과 U.S. Steel에서의 노동투쟁에서 쟁취한 CIO의 승리는 비숙련노동자들도 강력한 노
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CIO는 AFL과 달리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이었
다. CIO는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루즈벨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기에 노동투쟁에 있어서 우
호적인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루이스를 위시한 CIO의 지도자들이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수립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당시 CIO의 투쟁은 호전적이었는데 특히 GM에서의 연좌
농성파업은 매우 효과적인 호전적 투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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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노조에게 금기
시 되었고, 노사대립적 관계와 이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
된 것이다. 그리고 개별사업장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사용
자가 노조에 적극 대항해온 것도 노사협력이 아닌 노사대립의 관계를 지속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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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in New Deal Era*
– An Essay with Focus on NLRA and CIO –
35)

Gwang-Gi Baek**

Abstract
The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was drastically transformed in New
Deal era and has been sustain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until now. This
paper did historical investigation about this phenomena with the focus on the
‘change from the above’ and the ‘change from the below’. The ‘change from
the above’ means the Roosevelt government’s pro-union public policy and the
NLRA enactment, while the ‘change from the below’ means the labor movement
led by CIO.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nactment of
NLRA indicates direct labor market intervention by the Roosevelt government
from the laissez-faire policy. The NLRA stirred the ‘change from the below’,
and, therefore, CIO was born and it grew rapidly with the success of GM and
U.S. Steel strikes. Secondly, the newborn CIO overwhelmed the old AFL and led
the labor movement in New Deal era, because the workers wanted industrial
unions under the well established mass manufacturing system of the U.S. Also,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CIO and the Roosevelt government also
contributes to the growth and success of the CIO. Thirdly, the NLRA’s ideal
model of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upon power balance
ended in competi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upon power balance.
It is because of the philosophical and tactical discrepancy in achieving the goal
between the ‘change from the above’ and the ‘change from the below’. For
example, CIO’s sit-down strike was a good weapon for the ‘change from the
below’, but a deadly poison for the ‘change from the above’.
<Key Words> New Deal, NLRA, CIO, AFL, industrial union, sit-down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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