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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유럽노동법의 의의, 발전 그리고 규율대상 -

박 지 순*
1)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그의 노동사회정책
도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
합의 노동사회정책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고유한 목적영역과 더불
어 무역과 통상 등 경제영역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최근 25개국으로 확대되고 정치적 통합에 속도를 높이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연
합의 노동사회정책의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혁과제에도 유럽연합의 노동법은 중요한 비교
법적 시사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노동법의 의의와 발전 과정 그리
고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과 회원국의 국내 노동법질서는
법체계적으로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유럽노동법의 활동방향은 무엇
인가 등의 물음을 중심으로 유럽노동법의 이해를 위한 총론적 시각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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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범위

유럽연합은 2004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15개국에다 과거 동유럽권에 속해
있던 8개국 과 몰타(Malta)와 키프러스(Cyprus) 등 10개국을 새로 가입시켜 25개국의 회
원국을 거느린 대규모 정치경제적 연합체로 성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 유럽연합이 단순
히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정치사회적 통합체 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특히 유럽연합의 노동법적 과제와 성과를 유럽노동법이라는 범주로 묶어 그 구조
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이 유럽연합은 단일시장으로서 상품은
물론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장차 연방국가
(Federation)를 지향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성장한 회원
국의 법질서도 점차 동화되어 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별 회원국의 노동법질서를 調和하고 同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나 노동사회정책에도 여러 가지 관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유럽연합은 이제 4억 5천만의 시민을 갖는
대규모의 시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상당수
의 우리 주력기업이 유럽연합에 독립된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노동사회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추진에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들
은 오래 전부터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 가치로 승인하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법질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비록 최근에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동과 불황국면 속에서 특히 노동시
장의 위기를 통하여 그와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가 안팎으로 중대한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
고 그로 인하여 대폭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이 수행되고 있지만(박지순, 2004: 291) 유
럽공동체가 과제로 설정한 종래의 중심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reis, 2000: 13). 다만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취업정책’이 유
a)

1)

2)

3)

여기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속한다.
년 10월 29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헌법 초안이 25개국 국가원
수 및 정부수반의 서명으로 통과되었다. 물론 이 헌법 초안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07
년까지 회원국이 소정의 비준절차를 밟아 모두 비준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 과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는 특히 유럽공동체의 노동사회정책적 목표가 회원국간의 근로조건 내지 생활조건의 上向的 同化에
있다는 유럽공동체조약 제136조에서 드러난다. 물론 법적 동화의 과정에서 강력한 노동법제도를 두고
있는 일부 국가(예컨대 독일이나 북유럽국가의 경우)들의 보호 표준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
1)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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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공동체의 독립된 과제 영역에 포함되면서 노동사회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초래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은 회원국의 국내 노동법질서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내용적으로 회원국간에 이견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건의 표준적 의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유럽연합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던 구동유럽의 주요국들이 이제 대거 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유럽 전체에 걸쳐 근로조건 및 노동법제도의 일반화․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적으로 우리 노동법질서와 비교하면
서 앞으로의 추이를 예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노
동법정책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개선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논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입법기조는 중요한 비교법 연구의 대상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구조가 유럽대륙법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럽노동법이 지니게 될 학문적․노동정책적 의미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b)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의 기조를 알지 못하고는 유럽연합에 소속된 25개 회원국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
이 이처럼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이미 유럽권이 아닌 외국에서도 지난 1992년
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이에 대처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무관심은 우려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한정된 지면 사정을 감안하
여 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라는 주제로 유럽노동법의 의의(제II장)와 그 발전 과정
(제III장), 유럽노동법의 法源(제IV장)과 유럽노동법의 작동기제로서 유럽공동체의 입법권
의 한계와 유럽노동법의 규율범위(제V장)를 개관한다. 이를 통해서 이미 개별 주제별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노동법 관련 입법지침의 체계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럽노동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만, 이것이 통일유럽을 전제로 하면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는 회원
국 전체에 대하여 대등한 노동보호 수준이 보장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며 세계경제적 관점에서 보더
라도 여전히 사회적 모델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물론 우리 노동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주제별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유럽공동체의 입법지침이
다루어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노동법의 일반적 의미와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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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럽노동법의 의의

1. 노동법과 유럽노동법

노동법은 전통적으로 특정 국가의 내부적 사회질서의 발전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마다 국가법과 자율적 법(예컨대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나 근로관계의 규율구
조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즉 노동법은 국내적 범위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단
체와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교섭과 투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법영역이므로 다른
어떤 법분야보다도 강력한 국내사회적 영향관계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노
동법질서를 同化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은 광의의
경제법의 부분영역으로서 노동시장을 통하여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가치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노동법은 모든 기업에 대하여 공통의 조건을 형성한다.
규범적으로 확립된 기본적 근로조건은 기업과 취업자 모두에게 개별적 내지 집단적 교섭
노력을 완화시킨다. 집단적 노동법의 질서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사업과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그 결과 노동법이 기업의 경제적 행위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전통적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노동법제도들은 전체 경제관계의 조화적․효율적 형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김형배, 2004: 21 이하). 이 점은 최근의 시장경쟁
조건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관점에서 노동법적 조건의 보편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
용하고 있으며, 유럽노동법이 발전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5)

6)

2. 유럽노동법의 의미

유럽노동법(European

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ropäische Union, 일반적으로 EU라는 약칭을 사용한다)의 구성 부분인 유럽공동
체(European Community, Europäische Gemeinschaft, 일반적으로 EC 또는 EG라는 약칭을
사용한다)가 제정한 노동법적 규정과 유럽법원이 그에 기초하여 판결한 관련 판례를 총칭
Labour Law, Europäisches Arbeitsrecht)

예컨대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저마다 독자적인 노동관계질서 및 노동법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6) 물론 이와 같은 관점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Däubler, Das Arbeitsrecht 1, 15. Aufl., 1998,
5)

14, Rn. 4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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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유럽공동체가 제정하는 노동법적 규정들은 현재로는 그 자체로
서 완결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원국의 국내적 노동법체계로 편입되어 현실
화된다(이를 ‘국내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V장을 참고). 다만
유럽노동법은 초국가적 법질서를 의미하는 유럽법의 성격상 국내 노동법에 우선하는 효력
을 갖는다. 유럽노동법은 유럽통합과 독자적 노동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그 성과가 입
증된 개별 회원국의 실정법규범을 모델로 삼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실정노동
법규범을 창설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일반적 용어법에 의하면 유럽노동법
이라는 독자적 개념보다는 (노동)사회정책(Social Policy, Sozialpolitik)이라는 개념이 주로
사용된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의 법적 전통에 비추어볼 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
로 맞지 않다. 양 법영역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법은 근로자뿐만 아
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 및 기타의 要保護者의 재정적 안정화를 목적으
로 하는 데 비하여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그 본연
적 기능을 갖는다. 노동법은 사회법보다도 경제적 법영역과 더욱 밀접한 영향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은 노동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
라서 유럽공동체법상의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특히 노동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3. 유럽노동법의 기본 관점

유럽노동법은 세 가지 관점을 기초로 발전하여 왔다. 즉 비교법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
그리고 유럽공동체법(이를 통상 ‘유럽법’이라고 부른다)적 관점이 그것이다(Schiek, 1997:
24 ff.).

우선 비교법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유럽 차원에서 노동법상의 공통분모를 탐구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노동법 분야는 개별국가들의 국내적 전통에 따라 독자
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다양한 법학 분야 가운데 독자적인 분과학으로서는 아직 젊은 분야
에 속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을 공유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노동법 분야에
관한 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법 분야나 법 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용이하게 동
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적 관점에 의하면 유럽노동법은 유럽이라는 지역의 노동법으로서
노동법적 관련성을 갖는 국제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수많은
국제법상의 조약 및 협약 등의 구속을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노동법적 문제를 규율하
고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은 노동법상 공통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적
또는 유럽적 전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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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럽법적 관점에 의하면 유럽공동체의 초국가적 법제정이 대상이 된다. 그로부
터 유럽노동법이 형성되고 유럽법과 회원국의 국내법질서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유럽노동
법은 국내법질서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과 부분적으로 직접적 효력을 갖는 이른바 초국가
적 법질서(supranationale Rechtsordnung)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관점과는 본질을
달리 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엄밀히 말하면 유럽공동체)에서 제정된 법은 별도의 비
준절차 없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V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법형식과 절차의 측면에서 당연히 유럽법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국제법
적 관점도 유럽노동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노동법질서를
동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노동법 전통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상호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위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노동법의 범주에서 내용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Schiek, 1997: 26).
III. 유럽노동법의 발전 과정

1. 유럽경제공동체(EEC: EWG)의 목표와 사회정책

유럽경제공동체와 석탄철강공동체 그리고 원자력공동체를 支柱로 하여 창설된 유럽공
동체는 1957년 3월 25일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을 법적 기초로 한다. 이 조약의 목
적은 유럽에 단일경제구역, 이른바 유럽공동시장을 창설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노동법 및
사회법 자체는 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서 그 비중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Junker, 1994:
278; Petrovicki, 2002: 187). 구체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에 포함된 노동법 관련조항
8)

국제법상 노동법적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우선 ILO의 각종 협약과 권고가 있다. 그렇지만
ILO협약의 비준 여부는 가입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비준된 협약이 직접 對私人的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對私人的 효력은 부인된다. 그 밖에 국제법적 협정으로는
전후 유럽의 40개국으로 구성된 Europarat라는 국제기구에서 1950년 제정된 유럽인권협약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특히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규정)과 1961년 제정
된 유럽사회헌장(Europäische Sozialcharta, 근로자와 사용자의 단결의 자유 및 쟁의행위의 보장을 규
정), 그리고 1966년 제정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er Pakt über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Rechte, 특히 파업권의 보장을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8) 당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체결교섭 과정에서 독일은 경쟁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규범적 개입
으로 족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규율의 축소를 주장하였고, 프랑스는 노동법의 중요 부분에 대한 관할이
개별 회원국에 계속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럽공동시장의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오는 평균 수준 이상
7)

유럽노동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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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첫째 근로자의 域內移動의 自由(Freizügigkeit der Arbeitnehmer, 제48조) 를 들
수 있다. 이는 이 조약에 유럽공동체 시민의 기본적 권리(재화,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하나로
규율되어 있다. 이 규정은 특히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방지하는 데 그 본질적 목적
이 있다. 둘째, 남녀근로자의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제119조). 이 규정은 여성근
로자의 임금을 현저히 차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한 경쟁조건(이른바 임금덤핑)
을 방지하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그 외의 노동사회정책에 관한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
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 당시 사회정책적 목표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진
이유는 회원국간의 사회정책적 문제의 조정은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의 활동 목표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
기인하였다(Birk, 1986: 155).
9)

2. 유럽사회정책의 전환점으로서 1972년의 파리 정상회담

년대 말부터 진행된 유럽의 정치적 변혁운동을 계기로, 域內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
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가 공동체의 사회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2년 10월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유럽경제공동체의 정상회담(Pariser Gipfel)은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에 관한 분기점이 되
었다. 유럽의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사회정책적 분야에서의 회원국의 공동노력은 유럽공
동체의 경제 및 통화연합의 실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사회정책은
더 이상 경제정책의 종속적 과제가 아니라 독립적 과제로서 승인된 것이다(Schaub, 2003:
§ 3 Rn. 16). 그 후속 작업으로 1974년 1월 21일 각료이사회가 제정한 유럽공동체의 실
천강령(Aktionsprogramm der EG) 은 유럽공동체가 수행하여야 할 일련의 노동법적 과제
를 규정하고 있다. 실천강령 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역내 완전고용의 달성과 남녀균등대
우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법 및 사회법 분야에서의 유럽경제공동체의 능동적 역할을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강령이 제정된 후 10년간 노동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개
의 입법지침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1975년의 대량해고입법지침(75/129/EWG) , 1977
년의 사업양도입법지침(77/187/EWG) 그리고 1980년의 사용자의 파산시 근로자의 임
금보호에 관한 입법지침(80/987/EWG) 이다.
1960

10)

의 노동기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유럽공동체의 노동법적 관할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였다. 양측의
견해는 추구하는 목적이 결국 경쟁보호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기본 이념으로 타협되었
다.
9) 이하에서 각 시기별로 인용된 조문은 당시의 것을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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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

년대 초반 유럽경제가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각국은 유럽노동법의 대
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 1985년까지는 주로
기술적 노동보호, 즉 산업안전보건제도 분야에 대해서만 노동법적 규율이 이루어졌을 뿐,
그 밖의 분야에 관해서는 유럽공동체의 입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유럽공동체
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적인 입법활동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재개되었다. 우
선 1986년 공포되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일유럽문서(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유럽 역내공동시장의 실현을 위하여 회원국
의 경제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당시 유럽
경제공동체 조약의 부분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각료이사회에게 특별의결정족
수에 의하여 법적 동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럽공동체
의 입법 절차를 완화하고(제100조의 a, 제118조의 a), ‘노사대표의 대화와 교섭’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규정(제118조의 b)을 도입하였다.
b) 1989년 12월 9일에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의 정상들은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
권에 관한 공동체헌장(Gemeinschaftscharta der sozialen Grundrechte der Arbeitnehmer)
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체헌장은 비록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공동체의 역내단
일시장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대등한 순위를 갖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Heinze, 2000: 426).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원국간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의
a) 1980

11)

12)

13)

이 세 분야는 “각 개별 국가의 노동법질서라는 大海에 통일적 유럽노동법이라는 섬을 이루고 있다”
고 묘사되었다. Kötz, RabelsZ 50(1986), S. 3, 12.
11) Otto Schulz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회원국에 중대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전후
처음으로 심각한 실업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의 불가피성 및 합리성은 이제
더 이상 통찰되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신의 근심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Maastricht und die
Grundlage einer Europäischen Sozialpolitik, S. 32 f.
12) 이 시기에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와 유럽 정치인(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예외)들은 경제적 불황을
계기로 유동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역내공동시장의 달성은 사회적 측면이 함께 고려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를 확고하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는 Mitteilung der Kommission
(1988.9.7), Die soziale Dimension des Binnenmarkts, Anhang II 참고.
13) 이와 같이 유럽공동체가 재차 실천강령을 채택한 것은 1987년 시행된 통일유럽문서가 사회 분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부여하였지만 노동문제에 관하여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노동보호
에 관해서만 특별다수결원칙의 적용)를 의결방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정책적 결정을 어렵
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정책적 분야의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자 1988년 유럽공동체의 정상
회담에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역내시장의 사회적 측면을 중심과제로 삼았고, 여기서 공동체의 사
회정책은 결코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보호의 축소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원칙은 1989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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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적 同化를 공동체의 노동사회정책의 명시적 목표로 삼았다. 이 공동체헌장은 유럽연
합의 창설과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이어졌다(Petrovicki, 2002: 190).
c) 이 시기에 제정된 중요한 입법지침으로는 우선 1989년 작업수행 중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행에 관한 입법지침(89/391/EWG) , 1991년의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입법지침(91/533/EWG) 그리고 1993년의 근로시간의 규율에 관한 입법지
침 (93/104/EG)이다.
4.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사회연합(Sozialunion)으로의 발전 과정

년 2월 7일 독일과 벨기에에 인접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마스트리히트
(Maastricht)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은 오늘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 조약
은 종래의 유럽경제공동체(EWG)를 유럽공동체(EG)로 개명하였다. 즉 회원국의 경제적
공동체를 정치적 연합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럽연합조약은 종래의 경제 및 통화연합의 목
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공동의 외교․국방정책을 창설하고 司法 및 行政事務(內務) 분
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3대 지주가 형성되었다(Petrovicki, 2002:
a) 1992

14)

191).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연합의 기본법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수준의 향상’을 경
제적 목표와 대응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에
노동사회정책에 관한 합의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사회정
책에 관한 협정(Abkommen über die Sozialpolitik, Maastichter Sozialvereinbarungen)(이하
Maastricht 사회협정이라고 부른다) 이 유럽연합조약과 동시에 체결되었다. 이 사회협
정은 1989년의 공동체헌장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에 관한
새로운 법적 기초와 동력을 제공하였다. 사회협정은 노동법 및 사회법 분야에 대한 유
럽공동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련의 분야에에 대하여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법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노동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Söllner/Waltermann, 2003:
b)

15)

16)

14) ABl. 1992, Nr. C 191, S. 1 ff.
15)
,
,
1995
11
16)
.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년에 비로소 가입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들 세 나라와 영
국을 제외한 개국이 비준에 참여하였다.
영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에서 계속해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 협정은 전체 12개 회원국 중 11개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회정책에 관한 영국의 입장은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의 입장과 다르기 때
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공동체조약 부속의정서 제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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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입법지침 중에서 특히 1994년의 유럽경영협의회
에 관한 입법지침(94/45/EG)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c) 마스트리히트 사회협정은 유럽공동체의 법(입법지침) 제정절차에 노사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제4조).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입법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노사대표와 협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노사대표는 그들이
희망하는 바를 교섭에 의하여 직접 협약형태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사대표의 합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노사나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절차와 관
행에 따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약체결에 참가한 노
사대표의 공동 신청과 그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제안 그리고 각료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입법지침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유럽공동체의 입법 과정에 대한 노사대표의
참여모델(유럽공동체조약은 이를 노사간 대화 - Sozialer Dialog - 라고 표현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되고 있다. 노사간 대화모델은 ① 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정책이 확
대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② 입법 과정에서 노사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노사간의 교
섭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③ 노사대표와의 조율을 통한 입법활동이 결과적
으로 입법부에 의한 통상적 입법활동에 비하여 受範者의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
는 이른바 합의주의모델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Schiek, 1997: 255 f.; Heinze, 2000:
430).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기관으로서 유럽의회(Europäisches Parlament)가 구성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라는 특수한 사회적 집단이 행한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 입법지침
은 법치국가의 기본요건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Dederer,
2000: 216; Blank, 1994: 659).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노사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이미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합의에 기초한 입법지침의 제정 과정에 대하여 유럽의회가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Rn. 140).

17)

18)

5.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과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
a)
17)

현재 유럽연합 차원의 노동법 및 사회법의 1차적 法源은 1997년 6월 17일 전면개정

현재 공동체 차원에서 노사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근로자대표로서 유럽노동조합총연맹(der
Europäische Gewerkschaftsbund: EGB)과 사용자대표로서 유럽 산업 및 사용자단체연합(die Union
der Industrie-und Arbeitgeberverbände Europas: UNICE)과 공공부문 유럽중앙연맹(der Europäische
Zentralverband der öffentlichen Wirtschaft: CEEP)이 있는데 UNICE는 사기업 분야의 사용자로서,
CEEP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사안에 따라 각각 또는 함께 EGB와 교섭하게 된다. 유럽경영협의
회설치에 관한 입법지침(1994.9.22, RL 94/45/EG) 은 이러한 절차에 의한 최초의 법령이다.

18) EuGH Sammlung 1998 II - 2335 ff. Tz. 85 ff., 8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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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공동체조약이다. 이를 흔히 체결된 지명에
따라 암스테르담(Amsterdam)조약이라 부른다. 암스테르담조약은 그때까지 수차에 걸쳐
개정된 유럽공동체조약의 내용과 형식을 이른바 전면개정의 방법으로 정비하였다. 아울러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적 과제와 권한 그리고 입법절차를 체계화하였다.
노동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암스테르담조약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변화는 별
도로 제정되었던 1992년의 사회협정 이 유럽공동체조약 내에(제136조 내지 제143조) 정
식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동안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에 의해서만
수용되었던 모든 입법지침이 영국은 물론 원칙적으로 2004년 5월 1일 새로 가입한 10개국
등 총 25개국에게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의 중요한 변화는 ‘취업(Beschäftigung)’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규정들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제8장 제125조 내지 제130조). 이는 유럽공동체가 독자적
인 ‘취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진행된 논쟁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취업정책에 있어서 회원국의 중심적 관할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
럽 차원에서 회원국간의 상호 조율된 취업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
다.
b) 특히 1997년 이래로 최근까지 유럽공동체는 확대된 규율권한에 입각하여 상당수의
중요한 입법지침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지침이라 할
수 있는 1997년의 단시간근로에 관한 입법지침(97/81/EG) , 1999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에 관한 입법지침(99/70/EG) , 차별금지의 대상과 효과를 강화한 균등대우의 실현에 관
한 입법지침(2000/43/EG와 2000/78/EG) 그리고 2001년 제정된 유럽주식회사에서의 근
로자공동결정에 관한 입법지침(2001/86/EG) 등이다.
19)

20)

영국의 경우에는 1997년에 이루어진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입장 전환의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새로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입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노동법령
이 적용된다.
20) 1997년 12월에 각료이사회는 직전에 열린 취업을 위한 정상회의를 기초로 1998년 취업의 기본지침
을 마련하였다. 이 기본지침은 유럽 차원 및 국내의 노사대표에게 취업을 위하여 노동규범을 조절하
고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로서 회원국들은 취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전개는, 어쨌든
유럽의 취업상황이 ‘취업’이라는 유럽공동체조약의 장을 통하여 취업정책을 유럽공동체의 의사일정
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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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럽노동법의

法源

1. 일차적 공동체법

유럽노동법은 유럽공동체에 의한 초국가적 법제정의 대상이므로 유럽노동법의 法源은
공동체조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공동체조약의 구조에 의하면 우선 일차적 공동체
법(primäre Gemeinschaftsrecht)과 이차적 공동체법(sekundäre Gemeinschaftsrecht)이 구별
된다. 일차적 공동체법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이차적 공동체법은
유럽공동체의 기관이 공동체조약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을 의미한다. 일
차적 공동체법과 이차적 공동체법은 階位的 效力關係에 있으며 전자는 후자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된다(Petrovicki, 2002: 196 ff.).
일차적 공동체법은 주로 공동체조약을 의미한다. 공동체조약은 직접적 효력을 갖는 내
용규범과 이차적 공동체법의 제정권을 부여하는 권한규범 그리고 조직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법상 의미가 있는 내용규범으로는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공동체조
약 제39조 이하)와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동조약 제141조)을 들 수 있다. 유
럽공동체조약의 내용규범은 내용상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회원국에 대하여 특
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질서에 직접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하는 시민들 사이에도 이른바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對私人
效)을 갖는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기관에게 특정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제정권한을
부여하는 권한규범이 있다. 공동체조약 제136조와 제137조의 목적 및 권한규정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유럽연합조약에 부속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정도
일차적 공동체법에 속하는데 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1)

22)

23)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성격을 넘어 초국가적 법질서(supranationale
Rechtsordnung)로서의 유럽법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Schiek, Europäisches Arbeitsrecht, S. 27
참고.
22) 이에 관한 대표적인 유럽법원의 판례는 이른바 Bosman판결(EuGH Slg. 1995 I, S. 4921)이다. 이
판결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운동선수(특히 축구와 농구, 아이스하키)들의 회
원국간 이동을 가로막는 기존의 관행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프로운동선수를 특정 구단에
구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이적료’에 대한 종래의 관행을 유럽공동체조약 제39조와 불일치한
다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한 구단에서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회원국)의 수를 제한하였던 규정도 이
판결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었다.
23) 예컨대 근로자의 기본권을 다룬 1992년의 사회협정(Sozialabkommen)은 영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서
명하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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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적 공동체법

이차적 공동체법이란 유럽공동체의 기관(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의회)이
유럽공동체조약(일차적 공동체법)의 규정(이른바 권한규범)에 의거하여 제정한 법령을 총
칭하는 개념이다. 유럽노동법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차적 공동체법이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노동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차적 공동체법의 종류와 그 효력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차적 공동체법에는 직접 회원국에 적용되는 命令(Verordnung, Regulation)
과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입법지침(Richtlinie, Directive) 그리고 구속력이 없
는 권고(Empfehlung, Recommendation), 견해(Stellungnahme, Opinion) 등이 속한다(각각
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 제2문 내지 제4문에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유럽노동법의 분야에서는 명령의 형태보다는 주로 입법지침의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입
법지침은 유럽공동체 회원국간의 법질서를 調和 내지 同化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입법
수단이다. 입법지침은 그 입법 목적과 방향에 관해서는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입법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 형태나 수단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공동체조약 제249조 제3문). 따라서 특정 입법지침은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법적 형태로 규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입법지침
이 제정되었다면 그것은 회원국 내에서 개별 단행법률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고, 기존의
법률 내에 부분적으로 해당 규정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별 회원국의 법질서와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입법지침 그 자체는 유럽공동체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회원국을 그 적
용대상으로 한다. 즉 회원국은 입법지침이 제정되면 그 입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Umsetzung)해야 한다(공동체조약 제249조 제3문). 그런
데 그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규정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그 입법
지침은 부분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입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주체인 경우로 국한된다. 회원국은 입법지침을 국내법
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환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는 아직 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지침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그 입법지침이 노동법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직접적 효력의 적용범위는
국가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용자로 확대된다. 반면에 국내법 전환 기간 내에 제정되
24)

24)

유럽법원(EuGH)은 이러한 공공부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에 의하면 私法上의 회사라 하더
라도 국가가 전액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 간주된다. EuGH 1990.7.12, C-1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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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입법지침은 私人간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로자는 사
용자에 대하여 직접 입법지침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작위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5)

26)

3. 유럽법원의 판례

유럽법원(Europäischer Gerichtshof=EuGH, Court of Justice)의 판례도 유럽노동법의 중요한
法源의 하나이다. 유럽법원의 결정절차에는 ‘사전결정절차(Vorabentscheidungsverfahren)’
와 ‘조약위반절차(Vertragsverletzungsverfahren)’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히 전자의 경
우에는 그 결정은 결정을 의뢰한 국내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고, 후자는 공동
체의 기관과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물론 이 판결들은 유럽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도 널리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은 공동체조약 제5
조에 의하여 그 조약 또는 그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합한
모든 조처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공동체우호적 행위원칙(Grundsatz des
gemeinschaftsfreundlichen Verhaltens)이라 부른다(Schiek, 1997: 36). 이 원칙에 의하여 개
별 회원국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유럽법원이 내린 해석에 따라 유럽법을 적용해야
하고, 또한 모든 규율수단을 사용하여 국내법을 유럽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동체법에 부합
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조약은 일반적 헌법과 같이 이른바 기본권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체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개별 입법지침도 종종 불분명하게 규율하
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이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에 관한 유럽법원의 판례는 전체 유럽법의 내용형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Alber, 2001: 23 ff.).
27)

28)

Slg. I-3313.
25) EuGH 1994.7.14, C-91/92, Slg. I-3325.
26) EuGH 1989.2.2, 22/87, Slg. 143; EuGH 1991.11.19, C-679/90, Slg. I-5357.
27)
234
.
,

사전결정절차에 관해서는 공동체조약 제 조에 규정이 있다 그에 의하면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공
동체조약의 해석이나 공동체기관의 행위의 유효성 및 그 해석 그리고 이사회가 행한 법령과 각종
결정의 해석이 자신의 판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 법원은 해당 문제를 유럽법원에 결정
을 의뢰할 수 있다.

28) EuGH 1975.10.30, 23/75, Slg. 1279; EuGH 1982.10.6, 283/80, Slg.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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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럽공동체의 입법권의 한계와 유럽노동법의 규율범위

1. 유럽공동체법과 국내법의 관계

가. 유럽공동체법과 국내법

유럽공동체법은 초국가적 법질서로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우선
적 지위란 유럽공동체법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공동체법이 국내법에 우선 적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공동체법의 우선적 지위가 유럽공동체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지만, 유럽법원은 이미 1964년 7월 15일의 판결 이래로 이와 같은 원칙을
판례법으로 정립하였다. 회원국은 유럽공동체조약에 동의함으로써 공동체조약의 국내
적 효력을 승인하였고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행하는 합법적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그
결과 공동체법과 부합되지 않는 회원국의 국내법규범은 공동체법과 합치되도록 해석되어
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법규범은 효력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시민은 국내법원이나 관청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 공동체법을 원용할 수 있
다. 국내법이 공동체법과 합치되는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체조약 제234조는 유럽법원
의 사전판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회원국의 국내법원은 일차적 내지 이차적
공동체법의 해석이 판결의 중요한 전제가 될 경우에는 그 해석을 유럽법원에 물을 수 있
다. 이 때 유럽법원의 결정은 해당 국내법원을 구속한다.
29)

30)

31)

나. 유럽공동체의 입법권의 한계

유럽연합은 단일국가는 물론 연방국가도 아닌 일종의 초국가적 국가연합(supranationaler Staatsverbund)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국가주권을 가
32)

29) EuGH Sammlung. 1964, S. 1251.
30)
.
1986 10 22
(
)
. BVerfGE 73, S. 339, 375́=NJW 1987, S. 577
ff.
BVerfGE 75, S. 223, 244=NJW 1988, S. 1459 ff.
.
31)
Streinz, Europarecht, Rn. 171 ff., 179
.
BVerfGE 75, S. 223, 244=NJW 1988, S. 1459 ff.
.
32) 2004 10

유럽연합의 회원국들도 국내법상 그와 같은 효력원칙을 승인하였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
판소는 년 월 일의 판결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유럽공동체법 이 판결에서는 유럽
법원의 판결 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고
그 논거에 자세한 이론적 고찰은
를 참고 또한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결
를 참고
년 월 성안된 유럽연합의 헌법 초안이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이 완료되면 종래의 유럽연합조약
과 유럽공동체조약은 유럽연합의 헌법으로 대체되고 유럽 차원에서 더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이 정비되어 유럽연합의 연방국가로의 진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의 헌법은
회원국의 국내헌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병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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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으며 유럽공동체의 개별 기관이 수행할 과제와 권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이른바 권한배분의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역할과 권한
은 어디까지나 회원국의 의사에 달려 있게 된다. 즉 주권국인 회원국은 조약을 통하여 공
동체의 법제정 권한과 그 한계 설정에 개입할 수 있다. 반면에 유럽공동체가 지향하는 바
는 유럽연합의 경계 안에서 단일시장과 단일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으며 그를 위해서
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지니고 있는 이질성을 최대한 조화 내지 동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유럽공동체의 입법권 행사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차적 공동체법인 유럽공동체
조약은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의 입법활동에 대한 근거와 그 한계를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경제공동체를 유럽공동체
로 확대 개편한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국내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럽공동체의
입법권한의 한계를 확립하였다. 그것은 제한적 개별권한의 원칙(Prinzip der begrenzten
Einzelermächtigung)의 확립과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 그리고 과잉침해금지
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Übermaßverbot)으로 구체화되었다.
1) 제한적 개별권한위임의 원칙

예컨대 유럽공동체가 이차적 법을 제정한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은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기관의 권한범위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유럽공동체의 기관은
제한적 개별위임원칙에 따라서만 입법권한을 갖기 때문이다(공동체조약 제5조 제1문).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자신의 입법적 내지 그에 준하는 활동에 대하여 조약 내에 명시적
이거나 적어도 해석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적
개별권한위임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법의 유럽화는 조약(일차적 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실현된다.
33)

34)

예컨대 유럽법원은 타당한 법적 근거의 결여를 이유로 대학생의 체류권에 관한 입법지침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EuGH 1992.7.7, C 295/90, Slg. 1992 I, S. 4193). 그러나 그 후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
가 타당한 법적 근거를 선택하여 해당 입법지침이 재제정되었다(RL 93/96/EWG, ABl. 1993 L 317,
S. 59).
34) 다만 공동체조약 제308조는 보충적 법제정 권한이라는 표제어하에 “공동체의 활동이 공동시장의 테
두리 내에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조약 내에 이를 위한 필요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그리고 유럽의회의 청문을 거쳐 만
장일치의 의결방법으로 적합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견 공동체조약
제5조 제1문의 제한적 개별 위임의 원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08조는 유럽공동체에 대하
여 무제한의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보충적 규정으로서 제한적인 적용범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제308조를 근거로 입법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다른 권한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08조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은 효력이 부
인된다. 관련 판례로는 EuGH 1996.2.29, C-122/94, Slg. 1996 I, S. 881. 제308조를 원용하여 제정된
입법지침으로는 유럽주식회사의 설립에 따른 근로자참가제도를 규율한 2001/86/EG가 있다. 이 입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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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침해금지원칙

이 원칙은 유럽공동체조약 제5조 제3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가 행하
는 조치는 이 조약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
동체가 행하는 조치의 정당성 요건으로서 비례성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문제가
되는 조치는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그 조치로 인
하여 발생하는 부담과 그 목적 사이에는 적정한 관계(좁은 의미의 비례성)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권한에 대한 한계로서 의미를 갖는 비례성원칙은 공동체가 행하는 조치의 종류
와 범위 그리고 규율 강도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다.
3) 보충성원칙

일차적 법에 규율된 유럽공동체의 관할권은 회원국의 독립적인 입법관할권과 병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관할권과 회원국의 국내적 관할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관계에 서게 된다. 그렇지만 유럽연합 또는 유럽공동체가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회원국의 주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고려하여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처음으로 유럽공동체의 권한은 보충성원칙의 적용을 받
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럽의회나 각료이사회는 이 원칙
을 이미 유럽공동체의 권한에 대한 내재적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제 보충성원칙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현행 유럽공동체조약 제5조 제2문에 의하면 공동체는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성원칙’에 따라서만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에게 배타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항이 아닌 분야에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행해지는 조치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안의
성격상 공동체 차원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체의 입법관할이 허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충성원칙은 유럽공동체의 ‘권한제한 및 그 행사의 원칙
(Kompetenzbegrenzungs-und-ausübungsrege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과연 무엇이 유럽
공동체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집행위
원회는 공동체의 배타적 관할권은 공동시장의 창출이라는 공동체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와 관련되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域內 인적이동의 자유,
상품이동의 자유, 서비스이동의 자유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에 관한 조치를 의미한다
(Lenz/ Langguth, 1999: Rn. 18 zu Art. 5). 유럽노동법의 경우 ①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조치와, ② 상품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안전조항의 同化를 위한 조치는
배타적 관할이 인정되어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럽공동체의 공동의 通
지침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IV장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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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政策에 관해서만 배타적 관할권이 고려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유럽노동법은 보충성원칙
만이 적용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Heinze, 1994: 372).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면 공동체는 어떤 특정의 문제가 회원국 내에서 충분히 규율될
수 없거나 규율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법적 동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공동체의 과제에 비추어 설명하면 보충성원칙하에서는 (유럽연합의 법질
서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회원국 내 차원에서는 사실상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체의 입법권이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보충성원칙은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
집행에 대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회원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이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유럽공동체의 입법권한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충성원칙은 특
히 유럽노동법의 분야에서는 유럽 차원에서의 노사교섭에 의한 합의사항을 공동체 입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유럽공동체조약에 의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차원의 노사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협약은 보충성원칙
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Schiek, 1997: 70).
2. 유럽노동법의 활동원칙, 과제 그리고 권한

가. 조화의 원칙

유럽공동체는 노동법 분야의 규율을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다. 우선 특정
테마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각자의 노동법규범을 배제하고 통
일적인 법규범을 제정하여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한 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노동법의 통일
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화는 예컨대 유럽공동체의 일차적 공동체법(즉 공동체
조약)을 통해서 또는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명령(Verordnung, Regulation)의
형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私人 간에도 직접 적용되는 제141조의 남녀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과 제39조 제2항의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원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차
적 공동체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命令(1612/68/EWG)’이 이에 해당된
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공동체법은 각각의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노동법규범이
병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정 내지 조율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의미의 조정 내지 조율을 위한 법적 수단도 명령이나 입법지침이 될 수
있다. 노동법 분야에서 서로 다른 법질서의 상호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는 근로자송
출에 관한 입법지침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련 국가의 노동법규정의 상호조율
35)

35) RL 96/71/EG(1996.12.16), ABl. L 18/1(19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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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조정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협정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위의 두 가지 규율방법은 유럽노동법 분야에서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유럽노동법은
주로 회원국의 노동법규범을 조화(Harmornisierung)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유럽공동체는 자신의 과제로 설정된 분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소정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각국의 국내입법자는 이와 같이 공동체가 정한 소정의 최저기준에 맞추어 자국
의 노동법을 수정한다.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입법지침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입법지침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만 그 형식이나 수단은 회원국에 일
임한다. 조화의 원칙이 앞에서 설명한 통일화 또는 조율 내지 조정과 다른 점은 유럽공
동체가 입법지침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내용만을 규율할 뿐이고, 그 기본적 내용을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보충적 규정을 둘 것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노동
법질서의 구조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율 내용을 확
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율과는 다르며, 기본원칙 외에는 상당한 규율의 자율성이 회원
국에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통일화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조화의 원칙은 회원국간의 노동
법질서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동화(Angleichung)의 원
칙을 의미한다.
36)

37)

38)

나. 공동체조약상의 유럽노동법의 과제

유럽공동체가 경제적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여 창설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적극적
노동사회정책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동체도 유럽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유럽공동체조약 제2조는 유럽공동체의 일반적 과제를 열거하면서
경제정책적 목적 외에 사회정책적 (그리고 환경정책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유
럽공동체조약의 원칙편에 배치된 제4조는 공동체의 과제로 회원국과 공동체의 활동은 회
원국간의 경제정책의 밀접한 조정, 역내공동시장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확정하는 경제정
39)

예컨대 약정 채권관계에 관한 로마협약이나 유럽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에 관한 협정(이른바 브뤼셀협
약 등이 대표적이다.
37) 이와 같이 입법지침을 법제도의 동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채택한 것은 쉽게 통일되기 어려운 노동
법질서를 점진적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회원국의 수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8) 예컨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간제근로에 관한 입법지침의 경우, 기간제근로의 허용요건에 관한 몇가
지 규율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며 그 방법과 구체적인 요건은 회원국의 법적 전통과 규율체계가
고려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9) 유럽공동체조약 제2조: “공동체의 과제는……공동체 내에서 조화되고 균형을 갖추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높은 수준의 취업의 달성 및 사회안전망의 확보,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지위,…… 상당한 수
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의 질적 개선,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향상,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일치와
연대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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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이 경제정책은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시장
경제(offene Marktwirtschaft)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사회정책적
과제에 관한 기본목적은 각론편인 제136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Schiek, 1997: 50).
그에 의하면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른바 공동체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계
승하면서 취업의 촉진,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의 상향적 동화의 실현, 적정한 사회적 보호,
노사의 대화와 교섭, 지속적인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를 위한 노동력 계발 그리고 소외와
차별과의 투쟁이라는 과제를 추구한다. 특히 근로조건의 상향적 동화를 규정한 것은 공동
체 역내에서 이른바 임금덤핑과 같은 노동조건의 덤핑(이를 사회적 덤핑, Sozialdumping
이라고 부른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규범의 동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각국의 노동법질서가 근로자보호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그 결과 인건비의 차이
를 가져온다면 기업들은 노동력 집중적인 생산시설은 특히 임금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전
하도록 충동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
동법질서 자체의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에는 근로자보호규정의 하향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공동체조약이 공동체의 과제로 설정한 ‘생활수준 및 삶의 질의 향상’과는 부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 및 유지는 유럽공동체의 필수적인 사회정
책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40)

41)

다. 유럽노동법에 관한 공동체의 권한

노동법 분야에 관한 중요한 유럽공동체의 입법권한은 마스트리히트 사회협정을 유럽공
동체조약에 그대로 편입시킨 공동체조약 제137조에 규율되어 있다. 공동체의 입법권은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입법지침의 형태로 행사되는데, 입법지침은 최저기준만을 담
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전체 유럽공동체조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에서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조치가 경쟁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종래의 엄격한 보호규정을 계속
해서 보유하거나 더 강력한 보호규정을 새로 제정할 수도 있다. 공동체조약 제137조는 유
럽공동체의 법적 동화의 원칙과 방법을 크게 세 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있다.
a) 우선 특정의 분야는 국내입법자의 배타적 관할만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집단적 노동
이와 같은 규율구조는 경제적 단일시장의 실현과 사람, 상품,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이 사
회적 목표에 비하여 더 강한 비중을 갖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지만 오히려 노동법질서의 조화라는
공동체의 기본목적은 경제정책적 목표와는 서로 다른 과제 내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 유럽공동체의 창설자들은 사회질서의 경쟁은 창조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화라는
자가발전 과정을 겪을 것이므로 사회적 영역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 동화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였으나 1972년을 분기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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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야 중에서 단결권, 파업권,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이 속한다. 또한 노동임금에 관한
사항도 국내입법자의 배타적 관할에 해당된다(제137조 제5항).
b) 근로자에 사회법적 보호 내용,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보호, 공동결정을 포함한 근
로자 및 사용자의 이익의 대표와 집단적 유지 및 개선, 외국인(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적을 가진 자)의 취업조건 그리고 취업의 촉진을 위한 재정적 기여금의 영역에 대하여
는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다(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후
단).
c) 근로자의 작업 과정상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의 개선, 일반적 근로조
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설명 및 청문의무에 관한 사항, 채용에 관한 남녀의 기회균등
과 직장에서의 균등대우,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자의 직업적 편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하여 최저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제2
문 전단). 특별의결정족수란, 각료이사회의 결정절차에서 공동체조약 제205조 제2항에 의
하여 각 회원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해진 총 87표 중에서 62표 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VI.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유럽연합의 노동사회정책의 발전 과정과 유럽노동법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
다. 유럽연합의 노동법과 사회법의 기본정책은 공동체조약 제2조와 1992년의 마스트리히
트협정의 내용을 계수한 현행 유럽공동체조약 제136조 내지 제145조의 ‘사회정책에 관한
장’이 중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규정들의 대부분은 유럽공동체에게 노동법 및 사회
법에 관한 개별적 입법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권한규범이다. 현행 공동체조약의 노동사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역내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하여 부수적 내지 종된 지위에
서 다루어져 왔던 노동법과 사회법 분야를 공동체의 독자적인 과제영역(이른바 사회연합
으로의 발전)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노동법질서의 동
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대폭 확대되었고 공동체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공동체
의 노동법질서의 동화는 회원국간의 사회적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향된 통일적
인 노동조건을 창출(이른바 상향적 동화)하며,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이른바 경쟁이 촉진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근로자 및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
이익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공동체는 역내 노동법질서의 조화와 동화를 위하
여 점점 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형성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과연 어떤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 차원의 개입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공동체 기관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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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의 국내입법자와
공동체의 기관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제정된 입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내입법자의 결정은 끊임없는 정치적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목표가 통일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정치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유럽연합의 현재적 상황이 회원국의
주권과 유럽연합의 정치적 목표 사이에 충돌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동체의 활동에 대하여 보충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
충성원칙만으로 국내법질서와 유럽연합의 활동 사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유럽
연합의 노동사회정책에서 보충성원칙에 기초한 국내적 사회정책과 유럽공동체의 사회정
책 그리고 이미 앞에서 검토한 노사대표자의 교섭 등의 사이에는 밀접한 삼각관계가 형성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이 삼각관계의 구조를 기초로 유럽연합의
상호협력적 사회정책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정책과 취업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유럽공동체
의 권한과 회원국의 개별입법권한 사이에서 유럽 차원에서의 노사대표의 교섭(Sozialer
Dialog)이 현재와 미래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비중이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은 특히 최근의 입법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럽연
합이 이른바 사회연합으로서 한층 더 높은 단계의 통일적 사회질서를 추진해 갈 것인지
여부는 유럽공동체의 의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회원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최근 유럽연합의 확대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유럽의 통일을 위한
과정이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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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ine grundlegende Untersuchung des europäischen
Arbeitsrechts
- Entwicklung, Struktur und Regelungsgegenstand des europäischen Arbeitsrechts -

Ji-Soon Park
1. Während arbeitsrechtliche Regelungen zu Begin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noch
die Ausnahme bildeten, gibt es heute kaum noch weiße Flecken im arbeitsrechtlichen
Regelungsgefüge, die von europäischer Beeinflussung unberührt geblieben wären. Denn
die Sozialpolitik der EU ist als ein Kernbereich für di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Integration von Europa erheblich verstärkt.
2. EU ist mittlerweile nicht nur eine der wichtigster Handelspartner von uns geworden,
sondern kann auch sozialpolitisch vorbildlich sein. Im Vergleich mit dem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Gewicht der EU erscheint jedoch die europäische Arbeits- und
Sozialpolitik bei uns am Rande geblieben. Wir brauchen daher dringend, die Mechanismen
und Struktur der EU-Sozialpolitik grundlegend zu untersuchen.
3. In diesem Zusammenhang zielt diese Abhandlung als eine Grundlage für die weitere
Untersuchung in diesem Bereich auf die Entwicklungstendenz und Rechtsstruktur des
europäischen Arbeitsrechts, unter dem man eine Gesamtheit der v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rlassenen Gesetzgebungen wie Verordnungen und Richtlinien über
arbeitsrechtliche Themen versteht.
4. Schwerpunkte dieser Untersuchung sind: Erstens wird der Rechtsanleichungsdruck in
der europäischen Union in einem Gemeinsamen Markt mit ein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zunehmen. Die Systemunterschiede im Arbeitsrecht werden jedenfalls der
Angleichung bedürfen, wenn nachteilige Wirkungen der nicht aufeinander abgestimmten
Arbeitsrechtssysteme vermieden werden sollen. Zweitens ist der Grundsatz des
Anwendungsvorrangs von Gemeinschaftsrecht für die Sicherung der Funktionsfähigkei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als wichtig allgemein zu erwähnen. Drittens ist der Weg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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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zwischen Harmonisierung und Differenzerung im Bereich des Arbeitsrechts durch das
Prinzip der begrenzten Einzelermächtigung, das Subsidiaritätsprinzip(Art. 5 EGV) sowie
die einzelnen im EGV aufgeführten arbeitsrechtlichen Kompetenznormen(Art. 136-145)
gekennzei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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