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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言

본고는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노사관

계는 어떠한 역할과 변천을 하여왔으며, 노사관계 상생의 새로운 축의 시대를 열기위해서

경영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경영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

가를 고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라는 저서에서 “축의시대” (軸의 時代: Achsenzeit: Axial Age)를 거론하였다. 축의 시

대란 주축이 되는 시대를 뜻으로 기원전 500년을 전후로 하여 - B.C. 900~200년 사이

- 인류정신사상의 주축이 되는 위대한 사상들이 나타났으며, 이때를 축으로 하여 인류문명

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되었다고 한다. 즉 야스퍼스가 지적한 ‘축의 시대’는 동서양 모든 인

류가 정신의 기본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명사적 대폭발의 시대를 의미 한다. 그런데 경

제사회발전 과정에도 축의 시대가 있다.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도 축의 시대가 있다.

노사관계 축의 시대는 우리 노사관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틀림없다. 이때

노사관계 축의 시대의 중요성은 그 영향력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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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제는 계속 성장발전의 진화를 이루고 있지만, 축의 시대에 한번 이루어진 노사관

계의 기본틀은 아직 까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도 새

로운 축의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Ⅱ. 驚異的인 經濟成長發展과 勞使關係

노사관계를 산업관계라고도 한다. 노사관계와 경제성장, 그리고 산업정책과는 밀접한 관

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변천과정은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변천과정 속에

서 이해할 수 있다.

1. 경이적인 경제성장 발전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맨주먹에

서 출발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

러 수준이었던 한국경제는 이제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출액도 5,570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을 기준으로 하면 5,570배 성장한

규모이다. 1960년 아프리카의 가나 등 최빈국 수준이었던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에디오피아나나 파키스탄 등 오늘날 최빈곤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나라들도 70년

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였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우리의 이웃

인 동남아 여러 나라들, 이를테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도 다들 우리보다 잘 살

았지 않았던가. 더욱이 북한도 1972년 이전까지 GNP가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와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유례를찾아볼수 없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올라선 유일한 사례이

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국가에 해당하는 이른바 20-50클럽에 진

입한 7번째 선진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민주화도 이루어냈

다.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여기에는 한국인 특유의 강한 성취동기,



최 종 태 3

위기에굴하지않는 도전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포춘지(Fortune)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2012년 <Global 500>에

14개의 우리 기업이 등재되었고, 100위 안에 포함된 기업들도 삼성(20위), SK(65위) 등

2개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제와 60년대의 가난에 찌든 비참한 조국의 운명을 체험한

우리 세대들에 있어서실로 마음뿌듯하고 자랑스럽기 한이 없는일이다.

한국 경제사회의 경이적인 성장은 근로자의 땀, 과학 기술자의 노력, 경영인의 선택, 국

가 지도자의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기업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함께 시련과 역경을 뚫고 헤쳐 나온 독특한 경영의 멋과 DNA가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로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경영에 있어서 개성 있는 경영, 그리고

가치 있는 경영을 해왔다. 동태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멋(merit)을 보

여 주었다.

이러한 경영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형성시키는 경영의 DNA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

재강국 대한민국의 노사상호작용을통한 ‘도전과혁신’의 산업정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정책의 변천

경이적인 한국경제성장과 노사관계변천의 지주 역할을 한 산업정책은 7차례의 ‘5개년 경

제개발계획’과 더불어 4단계의 정책으로 변천하여 왔다. 즉, 60년대의 수출기반 산업정책,

70~80년대의 중화학공업기반 산업정책, 90년대의 정보화기반 산업정책, 2000년대의 지

식기반산업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에서 경공업,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지식기반 정보서비스산업으로 변천하여 왔다. <그림 1참조>

1) 1950년대 : 최빈국 원조경제기반 산업정책

2) 1960년대 : 경제개발 수출기반 산업정책

3) 1970년대 : 구조고도화 중화학공업 기반 산업정책

4) 1980년대 :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5) 1990년대 : 정보화및전자․통신 산업 기반 산업정책

6) 2000년대 : 융복합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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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의 성장 궤적을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economic context)의 산업정책

과 사회적 측면(social context)의 노사관계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

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한국경제 성장 단계

3. 노사관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임노동 관계의 시작은 서구의 유입과

내부의 자본주의적 맹아의 발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189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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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의 발전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 인해 그 발전은 기형

적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에도 정치․경제․사회의 불균형은 노사관계에 직접

적으로 작용하여 노사관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수많은 노사관계의

사건과 이슈들을 양산하여 왔다. 그러나 해방 이후 초기의 좌우대결의 정치적 과잉시기를

제외하면 본격적이고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전개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과더불어 시작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개발독재 시기에 국가권력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확대 전략에

이어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함께 사용자단체와 기업주들은 노사관계관리 기능을 정부에 의

존하였다. 1987민주화 투쟁의 분출과 중화학공업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불만 폭발,

대대적 노조결성 투쟁, 기업단위 노조운동의 활성화(임금인상, 기업복지 확대), 1990년

전노협 결성 이후 복수노조시대의 개막, 양 노총 조직간 경쟁 격화 등을 겪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발발,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해고자유 확대를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유도하였다.

시대구분은 먼저 1960년대와 70년대를 경제개발시대의 ‘억압적 노사관계’로, 그리고 80

년대를 민주화시대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규정하였고, 90년대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의 변화 속에서 경제위기 시대의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로 파악하고, 2000년대 이후는 아

직 진행중이지만 양극화 시대의 ‘동반갈등적 노사관계’로 구분지울 수 있겠다. 특히 노사관

계의 객관적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은 무엇이며, 과정요소로

서 노․사․정 당사자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노사관계 사건들과 노사관계의 이슈

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노동법제와 노동정책, 그리고 변화된 관행들을 볼 때 우리는 다

음과같이 시기별전개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1) 경제개발시대의 노사관계 (1962-1971)

2) 고도성장기의 노사관계 (1972-1980)

3) 민주화시대의 노사관계(1981-1990)

4) 경제위기시대 노사관계(1991~1999)

6) 양극화시대 노사관계(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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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勞使關係 軸의 時代와 病理現狀

1. 한국 노사관계의 축의 시대

국제기구인 OECD와 스위스의 국가경쟁력평가기관인 IMD의 평가 등에서 한국 노사관

계는 계속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형성의 3

대 핵심변수인 ‘임금’, ‘고용’, ‘노사분규’를 근간으로 하여 후발적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

한 1965년부터 오늘날까지를 관리도기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볼 때, 우리 노사관계는 다음

과 같은 세 차례의 중대한 격변기를 거치면서 압축경제성장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관측변수   관측변수의평균   관측변수의표준편차
* 실질임금, 실업률, 노사분규건수 등의 주요 변수를 정규화 과정을 거쳐 변환

* 정규화는 변수를 평균 = 0, 표준편차 = 1이 되게끔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함

<그림 2> 한국 노사관계의 시기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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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격변기는 197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61년 5.16 이래 18년간 집권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태 이후의 소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권력공백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제2차오일쇼크 때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격변기는 198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6.29 선언,

7․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하여 노동력의부족현상과더불어 인건비가 폭등한 시기이다.

세 번째 격변기는 199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집권세력이 교체된 여

야의 정권교체기 이었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 말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

융에 의한 관리시기였다. 이때 한국노동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물결 속에 한국의 노동과 노사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

게 되었고, 이는곧국가경쟁력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최종태, 2002)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난 40여년 동안 노사관계는 세 번

의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였고 그중에서도 1980년대 말의 두 번째 격변기는 그 어느 때보

다도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이때 제기된 핵심쟁점은 ‘산업민주화’이였다. 특히 1987년 6

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더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

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건수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자아내기도 하였다.<도표 1 참조>

이상의 격변기 양상을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축의 시대를 찾아보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인 임금 , 고용(실업률) , 노사분규 에다 조직변수 (노조조직률 등) 를 포함

시켜 합한 주성분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그림 3>와 같이 87년과 98년을 전후로한

2대 산맥의뚜렷한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체제 변화는 크게 1987 민주화 투쟁 전후,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1987년의 급격한 노사분규와 더불

어 주로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및 투쟁 양상이 전개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사간의 대립 및 투쟁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구조-기능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노사관계는 “87년 투쟁의 체제”와 “97년 갈등의 체제”라

는 ‘축의 시대’ 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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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임금․고용․노사분규 변수대비 노사관계의 축의 시대

87년 축의 시대는 노동 주도의 임금, 단결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투쟁적 노사관

계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97년 축의시대는 자본주도의 고용, 정리해고 이슈를 중심으

로 한 중강도분규유발의 지속적갈등체제를형성하였다.

<그림 4> 87년과 97년 노사관계의 변화



최 종 태 9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노사간교섭이슈와분쟁등 상호작용 양태를 중심으

로 구분하면 전단적(專斷的) 노사관계(62-86년), 투쟁적 노사관계(87-96년), 갈등적 노

사관계(97년-)로 변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7년 이후 10년간 투쟁적 노사관계 시기에

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적 요구였으며, 97년 외환위기 이

후 갈등적 노사관계 시기에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과 감원이 상시

화됨에 따라 고용유지 및 보장이 가장 중요한 노사간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

회적 상황변화에따라 노조의 요구및협상대상이판이하게 달라져왔다.

<표 1> 한국 노사관계의 축의시대 변천

1단계

(1962-1986)

2단계

(1987-1996)

3단계

(1997-2012)

노사관계 유형 전단적 노사관계 투쟁적 노사관계 갈등적 노사관계

노사분규 발생 연평균 100건

‘87(3,749건)

‘88(1,873건)

‘89(1,616건) 이후

연평균 176건

연평균 194건

주요 원인 임금+권리분쟁 임금인상>단체협약 임금인상<단체협약

환경 조건

<산업화>

선성장 후분배

수출주도 고성장

단체행동권행사금지

(71년, 특조법)

<민주화>

6.29민주화 선언(‘86)

좌우 이념갈등

노동3권 회복

<세계화>

‘97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08)

SNS혁명

1) 87년 축의시대와투쟁체제

87년 축의시대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고강도의 장기 투쟁체제를 형

성시켰다. 이 시기는 소위 개발독재 하의 근대화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기가 시

작된 때로서 민주노총 출범과더불어 고강도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의 구도를형성했다.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을 살펴보면 62-86년 전단적 노사관계 시기에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개선을 위한 노조결성과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행사과정에서 자행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중요한 노사문제였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3년간 신규 노

조 결성이 급증하였다. 특히 조직이 어려웠던 중화학공업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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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가하여 노동운동 주체 세력이 종래 섬유산업 여성근로자로부터 중화학공업 분야 남

성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조직율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89년에 조직율이 19.8%(193만

명)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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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건수

* 87년 3,600건을 상회할 정도로 급격하게 높아진 노사분규 건수는 89년에 이르면 1,300여 건으로 낮

아짐. 이후 1999~2005년 기간 동안 250~460여건의 분규가 발생하였으나, 대체로 분규 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상태를 지속. 2010년 이후로는 100건을 하회

<그림 5> 노사분규 건수 추이

노사관계 축의시대 결정에 핵심이슈로 대두되는 노사분규는 60년대초 이후 86년까지 대

체로 연평균 100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87년에 3,749건, 88년에 1,873건, 89년에

1,616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3년 기간 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노사분규를 경험하였

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더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

히 심각하였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건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발생한 노

사분규 총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그림 5 참조> 선농성․후협상 관행이 만연

하였고 80%이상의 분규가 불법분쟁이었으며 사용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요구사항

을 제시하여 분규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그림 7 참조> 일부 사용자가 구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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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불법적 대응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간 공권력에 의지해온 사용자들은 자율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하였다. 이후 불법 노사분쟁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폭행과 감

금, 분신, 단식농성, 고공농성 등 근로자들의 강도 높은 투쟁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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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 역시 87~88년을 정점으로 하락

- 근로손실일수( = 파업 참가자수 × 파업일수 ÷ 8시간

<그림 6> 근로손실일수 추이

이 시기에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었고 작업장 민주화가 크게 신

장되었다. 그리고실리적인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과근로조건개선이

이루어졌다. 87년 이후 10년간 매년 두 자리수의 임금인상(87-96년간 연평균 14.6%)이

있었고, 동기간중 연간 근로시간도 265시간 감소했다.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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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파업건수 대비 합법․불법 파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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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 이전에 비해 87년 이후 임금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양상
* 97년을 정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정체 상태

<그림 8>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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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 축의시대와갈등체제

97년 축의시대는 구조조정, 해고 등 고용을 둘러싼 노사 대립과 중강도의 분규유발 지

속적인 갈등체제를 형성시켰다. 수출위주 산업구조에서 우리 경제는 노동비용 급상승과

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었다. 우리 경제의 개방 확대와 함께 노사관계 악화로 고착된 고비용 저효

율 경제구조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취약한 상황이 되었다.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

워진 금융시장 환경에서 97년말 외환위기 사태가 초래되어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

하게 되었다.

97년말의외환위기로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겪게 되었다. 개혁

은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정권을 인수한 국

민의 정부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긴축과 구조조정 약속을 이행해야 했고 기업은 그

간 누적된 부채비율을 줄이고 적자사업 부문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특히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부실은행 즉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전격 퇴출되었고, 긴축을 위해 금리가 급상승하여 초고금리 시대가 전개되

었다.

IMF와 미국 등으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은 불가피하고 중요한 위기극복 수단이었지만

그 조건과 결과는 혹독했다. 금리는 30%를 넘어섰고 긴축재정과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적대적 M&A 허용,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제 도입 등 이른바 구제금융 패키지

(rescue package)이 잇따랐다. 비록 3년 내에 외채를 상환하고 경제회복 단계로 접어들

었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수출은 회복되고 기업이익은 증가했지만 국내외 자본투자자

의 배당과 수익 증가에 비해 근로자의 실질임금과 가계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노

동시장의 급격한 규제완화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급증하여 정부 공식 통계로도 비정규직 비율 30%, 자영업 비율

30%에 이르게 됐다. 실질소득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

계부채가 증가했다. 결국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성장

과 가계와일자리의퇴보라는 대가를치러야했다.

98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전반적인 고용위기의 문

제, 비정규직의 문제, 원․하도급 노동자간의 문제,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기업내 보호와 임금․복지 극대화에 치중함으로써 전체 노동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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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구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고도성장기 완전고용을 전제로 성공했던 갈

등적 노사관계는 저성장․고용위기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기업들의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내․외부 하청의

증가, 임시직․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도산과 대량해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 등에 의한 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 소득 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현상을 뚜

렷하게 증가시켰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유연화 일변도였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노동정책의 과제를 노동시장 유연화에 두었고,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였고,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

현 정부에서도 노동시장유연화가 지배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1)

따라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제정

이 있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은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비정규

직의 남용방지와 차별금지의 핵심 수단으로 주장했던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원칙’을채택하지않았다.

노동의 양극화 현상은 규모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

직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고용안정의 현격한 차이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절

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계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최저임금을 감당치

못하고 위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의 임금은 중소기업의 평균 2배 이상을, 그리고 선도대기업에서는 심지어 3배 이상을

책정하여 노동의 심각한 양극화를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 양상은 기업의 구

조조정 조치와 더불어 조직노동의 집단이기주적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가속화로 인하여더욱 심화되었다. 1987년 민주화투쟁이후 기업별 노조체제가확

립되면서, 거대기업노조의 정규직노조원들이 그 동한 향유하지 못하였던 부의 재분배를 추

구하였고 이들의 응집력은 반복적인 파업과 지속적인 임금의 상승경쟁을 도모하여 왔다.

1) 김유선, “노동시장 구조와 비정규직”, 최장집(편), 위기와 노동 , 후마니타스, 2005,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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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 과정에서 하락국면을 지속하던 실업률은 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변화

- 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 7%를 기록, 이후 3% 실업률을 지속

<그림 9> 실업률 추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동비용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사내외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다수 사용하는 유연생산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

책을 강구 하였고 이에 조직노동자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왔다. 그 결

과 실업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었다. 대기

업노조들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래적인 파업을 하고 인금인상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비용을 줄여서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흔히 있었다. 즉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여 통치하게 된 것이

다. 또한 정규직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하청업체근로자, 지역의 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피

해를 보게 되면서 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노동귀족의 배부른 파업”으로 성토하고 파업현장

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김동원, 2007)

2. 한국 노사관계의 병리 현상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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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는 이러한압축고도성장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용을

치러야했다. 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에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억압적인 노

사관계가 지배했다. 그 시절에는 사실상 자주적인 노조활동이 대단히어려웠다. 근로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반면 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이후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발달하고 노조

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지배하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형성됐

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겪어야했다. 대립과갈등의 노사관계는 90년대 중

반 이후 IMF 관리체제를겪으면서도좀처럼개선되지않고 있었음에도 최근 10여 년간 ‘투

쟁동반자’ 관계에서 서서히 ‘갈등 동반자’ 관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다. 극한

적인 투쟁은 줄어드는 대신 저강도의 분쟁과 갈등 국면으로 조정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상

과같은 양대 축의시대를격어면서 다음과같은 한국노사관계의 병리적 현상을 자아내었다.

첫째, 한국노사관계의 병리적 현상으로 갈등과 대립의 투쟁적 노사관계를 손꼽을 수 있

다.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치민주화의 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산업민주화운동은 1987년에 급격한 노사분규와 함께 강력한 밀리턴시(militancy) 노동

조합과 과격한 노동행동을 유발시켜 산업불안을 자아내었다. 이것이 해마다 파업과 직장폐

쇄, 공권력 투입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산업민주화요구와 더불어 투쟁적인 노동 갈등의 해

소를 위한 산업평화유지의 이슈는 뿌리 깊게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

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주요 정책과제이다.

둘째, 한국노사관계의 또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는 가치혼재적 노사관계를 들 수 있다.

한국 노사관계는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노동거래관계로서의 노사관

계시스템도 아니고,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참여공동체 관계의 노

사관계시스템도 아닌 엉거주춤한 가치ㆍ규범이 혼재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

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전투적 노사관계가 수시로 돌출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국가발전의걸림돌이 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우리 노사관계의 또 다른 병리적 현상은 ‘이슈의 복합성’을 들 수 있겠다.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란 속에서 산업과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가운데 오늘날 표출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요구사항은 산업사회 초

창기에 야기되는 권력ㆍ파워적 이슈에서부터 성숙된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ㆍ정신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즉 노사갈등 이면에는 전근대적,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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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대적 이슈들이혼재되어복합적 노사관계의 병리적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Ⅳ. 새로운 軸의 時代摸索과 經營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지각변동과 새로운 축의 시대모색

한국노사관계는 노사생태계의 지각변동을 맞이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경제는 저임금고도성장에서 고임금저성장의 하이로드(high-road) 단계로

접어들었다.<그림 10 참조>. 여기에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

고 있고,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은 노사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경제 기술사

회의 지각변동에 즈음하여 노사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진화되지 못하고

노사는공도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림 10> 경제성장과 임금수준 상관관계



18 勞使關係硏究, 제24권

2. 새로운 축의시대모색과 노사관계 전개 방향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는 ‘개별노사관계(개별종속관계) - 대립노사관계(대립투쟁관계) -

협력노사관계(갈등동반관계) - 신 협력노사관계(사업동반관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 즈음하여, 그 선진화 전개방향은 ‘갈등동반자 관

계’를뛰어넘은 ‘사업동반자적공동체지향 노사관계’ 확립이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노사관계는 2단계의 대립적 노사관계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하루빨리 대립적 노사 틀을 벗어나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넘어서서 신협

력적 노사관계로서의 사업동반자적 공동체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 선진화 로드

맵을 적극적으로 짜야 하겠다. 이미 선진산업국은 물론, 우리의 경쟁대상국들도 3단계인

협력적 노사관계 단계를 넘어서 노․사․정 3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소위 신협력노사관계 단계(4단계) 인 사업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로 전개되고

있다.(Kochan, T. A., Katz, H. C., &McKersie, R. 1986)

신 협력 노사관계는 단순히 노사의 양자간 협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입

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성숙된 입장에서 나타난유형으로 노․사․정에 의한 소위 3자

협력주의(tripartism)에입각한공동체노사관계를말하는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도 “사업동

반자”로서의공동체관계의 역할과활동이 적극기대되고 있다. 오늘날북구를 비롯한선진사

회에서는 노동조합은 기업경쟁력을, 사용자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이해공통적인 측면과 이해대립적인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관계가,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대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를 갈등 동반자관계(Konfliktspartnerschaft)로 규정

지우기도 한다.(Mueller_Jentsch, W., 1991)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기업존립의 측면에서 노사는 이해공통관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노사를 이익공동체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

화에 따라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간의

상반된 이익을 수용하고 대립과 이질성을극복하여 사업동반자관계로 가고 있다.

세계는 자본이나 노동기반의 시대가 아닌 자본과 노동이 융합된 공동체기반의 시대를 맞

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를 투자공동체로서, 그리고 사업공동체로 보는 눈이 필요

하게 되었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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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노동 상품의 거래관계로 정의하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자본과 노동의 사업공동체인 ‘유기체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시작 하였다. 노사는 합작투

자(joint venture)로서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운명공동체인, 소위 소셜 조인트벤쳐(social

joint venture)의 이념과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불확실한 난기

류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위해선 노사는 대립과 경쟁의 원리가 아닌 협력과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요

청되기 때문이었다.

3. 노사 공동체적 경영패러다임 모색

경제기술사회와 노동사회의 지형변화와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에 대응한 사업동반자적 공동

체지향의 노사관계를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영의 패러다임설정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는 우선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즉 공동의 이해

증진 목표를 모색할 수 있도록하는공동체경영 패러다임의 구축이절실히요청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은 압축성장으로 인하여 초기 산업사회의 자본과 노동의 투쟁적양

상과 성숙 산업사회의 경영과 노동의 갈등적 양상이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

과 노동의 이념적 대립의 양상과 경영과 노동의 이해적갈등 양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87년 체제는 임금, 단결권 이슈를 중심으로한 고강도 권력 파워적 노동 주도의 투

쟁적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97년 체제는 기능적 차원에서는 고용, 정리해고 이슈를

중심으로한 자본주도적 지속적 갈등체제를 형성하였다.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표 2> 노사관계 체제의 전략적 변화

87년 체제 97년 체제 2013년 체제

성격 투쟁체제 갈등체제 상생체제

갈등 고강도 장기분규 중강도 분규 공동체 안정

이슈 임금(분배) 이슈 고용 이슈 유연안정(flexicurity)

조직률 조직률↑ 조직률↓ 조직률↑

영향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소통과 참여

- 1987년 체제 : 노동주도, 임금(분배) 중심, 고강도 장기분규 → 투쟁체제

- 1997년 체제 : 자본 주도, 고용중심, 중강도 분규잠복 → 갈등체제

- 2013년 체제 : 공동체 중시, 저분규 → 상생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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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노사관계 후진성을 아직 탈피 못하고 있으며, 압축성장에 따른 투쟁과 갈등의 체제

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노사관계도 87년과 97년의 노동 또는 자본주도적 투쟁

과 갈등의 체제를 뛰어 넘어서 이른바 ‘2013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적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절실히요청되고 있다.

1) 노사파트너쉽경영공동체패러다임

사업동반자적 노사공동체 실현을 위해선 공동체적 노사파트너쉽 실현의 경영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영의 노사관계에 대한 공동체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선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한다. 공동체적 경영패러다임은 기업을 보는 시각에서 시작된다. 현대경영학

에서는 기업을 가치창출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entity)로 보고, 그것도 생명을 지닌

시스템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목적은 가치창출을 위해 생존과 더불어 생명을 유

지 발전시키는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하나의 생명을 지닌 행동주체로 보

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겠고, 니클리쉬(Nicklisch, H.)가 제시한바 있듯이 기

업을 행동하는 구성원의 유기적 공동체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高田, 1957) 따라서 기업

을 기계시설, 자본 등의 객체적인 물리적 집합체로 보는 눈에서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주

체자인 사람의집합체로 보는눈이필요하다(Nicklisch, H., 1912)

노사관계는 이해공통적인 측면과 이해대립적인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관계가,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대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를 갈등 동반자관계(Konfliktpartnerschaft)로 규정지우기도

한다.(Mueller_Jentsch, W., 1991)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

라 기업존립의 측면에서 노사는 이해공통관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

어, 노사를 이익공동체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 간의 상반된

이익을 수용하고 대립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동반자관계로 가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노사

이해대립관계의 전형적인 대상인 임금 및 기타 보수결정도 노사 이해공통관계 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공

공성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곧 경영의 최대관심사이며 경영목표로 등장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노사가 대내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함께 힘을 모

아 불확실성 시대에 경쟁에 임하지 않으면 기업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기업존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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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노사 이해공통관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최종태: 2010)

2) 자본과 노동의융복합 경영패러다임

사업동반자적 노사공동체 실현을 위해선 기업경영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융복합 경영

패러다임이 노사관계의 파트너쉽 구축에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즉, 오늘날 지식과 창의

기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은 융복합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영전략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 대기업은 굼뜨고,

유연하지 못하고, 관료적이라고 하지만. 거인(巨人)도 날쌔고유연할 수 있다. IBM, P&G

(프록터앤드갬블), 시멕스(Cemex), 시스코(Cisco), 방코 레알(Banco Real) 등 거대 기

업들이 마치 작은 벤처기업처럼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거인이 날쌔기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것은 서로 상반될 것 같은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절묘한 융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경영에 있어서 글로벌화와 로컬화 등 상반되는 목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

다. 한편으로 글로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컬화하고, 표준화하면서도 혁신적이며,

보편성을 띠면서도 다양성을 중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창출과 사회공헌을 함

께 실현하고, 사람이나 문화․책임감 같은 ‘소프트(soft)’ 자산과 함께 기술이나 제품 혁신

같은 ‘하드(hard)’ 자산도함께가꾸면서 지속적인 성장을꾀하고 있다.

경영의 융복합 패러다임은 곧 타원궤도(Ellipse Focus) 패러다임과 유사하다. 이는 공

동체적 노사관계 파트너쉽 형성에서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원과 타원은 궤도형성에 절대적

인 차이가 있다. 하나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원이 되고, 두개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타원이 된다. 기업은 혁신과 공동체, 성장과 안정, 성과도출과 공정배

분, 창조성과 생산성 등 두 개의 초점을 가지는 타원궤도 위의 존재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혁신은 창의를 기반으로 한다. 창의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팀워크의 협력

을 통하여 완성된다. 팀워크는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

다. 그러므로 창의 기반시대의 핵심과제는 혁신과 공동체의 실현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게작용도 하지만 서로 보완적으로도작용한다.

기업의 가치창출 노력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창출’과 상반되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공의 선(善)을 확산시킴으로서 자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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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만을 추구할 것 같았던 대기업이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예를 들면 IBM은 최근에 이집트 정부에 ‘문화 유적과 역사 정보를 3D 이미지로 디

지털화해서 후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자’는 프로젝트를 건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IBM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일부 수행 하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사이버

투어’와 연결시켜 수익도 창출하였다.(Kannter, R. M., 2008)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

반되는 듯한 가치들이 오히려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식창의기반시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화시키는 융복합 패러다임이 절실

히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상반되는 목표를 절묘하게 조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은 보다 큰 가치와 비전

을 공유하여야 한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같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 전체가

보다 큰 가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윤 극

대화’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가치와 비전을 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은 타원궤도의 융복합 패러다임을 노사파트너십 형성에도 적극 실

현될수 있도록노력과투자를 아끼지않아야 한다.(최종태: 2010)

4. 노사 공동체적 경영패러다임 구현의 지주

사업동반자적 공동체지향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

는 정책적 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는 목표요 결과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정책은 실현 가능한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 정책적 수단은 니클리쉬가 지적한바있듯이 경영공동체의 구현이다

기업의 노사파트너쉽은 경영공동체 실현을 통하여 완성된다. 경영공동체의 구현은 기업

을 자본의 결합체인 소위 캐피털 조인트 벤쳐(capital joint venture)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본과 노동의 결합체로 파악하는 소셜 조인트 벤쳐(social joint venture) 개념에서 시

작된다. 따라서 경영공동체의 실현은 노사관계를 계급투쟁이나, 또는 노동상품을 사고 파

는 이해거래관계를 뛰어넘어서 경영의 사업동반자로 보고 노사 파트너쉽을 적극 추구한다

(Fisher, G., 1954). 노사관계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관계가, 분배적인 측면에

서는 이해대립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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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의 측면에서 노사는 이해공통관계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노사

를 이익공동체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 간의 모순과 상이성을

수용하고 대립과 이질성을극복하여 가고 있다.(최종태, 2002)

경영공동체 패러다임 구현시키기 위해선 우선 기업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한다. 기업을

거래장소 내지 흥정하는 곳으로 보는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이해공통의 공동체관계로 보고

기업을 노사공영의 상생의 터전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영공동체건설

의 2대지주로서 반드시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노사공

동체의 실현과 유지의 지주로서 성과획득과 성과배분을 손꼽을 수 있다. 피셔(Fischer,

1954)는 노사공동체를 파트너샤프트(Partnerschaft) 이론에 따라 니클리쉬의 경영공동

체의 유지의 법칙과 관련하여 경영성과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획득과 성과분배를 노사공동

체 실현지주로서 강조하고 있다. 즉 경영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과획득인 성과도

출과 성과배분인 공정배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요컨대 기업의 공

동체인 경영공동체는 경제성에 의한 경영성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성과의 획득과 배분을

통하여공동체가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경영성과의 획득, 즉 경영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영공동체는 유지는

물론 존립할 수도 없다. 또한 경영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선 획득된 경영성과가 반드시 공

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

고 경영공동체 확립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실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하

기 위해선 경영공동체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경영성과 도출에 따른 공

정배분이 반드시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성과배분은 참여적임금제도의 정착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참여적임금은 사전적 임금이 아닌 사후적 임금체제로서 이익참가와 지본참가의 효율적인

실현을 통하여 경영공동체 지향의 임금정책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이익참가를 통한 경영성

과배분을 경영성과적임금(Erfolgslohn), 후자의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성과배분을 투자적

임금(Investitionslohn) 이라고도 한다. 이익참가방식과 자본참가방식에 의한 사후적 보

상실현은 유연적이고 탄력적인 임금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경영의 성과로 도출되는 수익은 자본제공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자, 근로자등에게도

위험부담의참여자로 배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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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단순히 노동의대가(가격)으로 보는 눈에서 경영공동체의 성과배분으로서의 보는

눈도 필요하다. 임금을 노사간의 거래가격으로서 보는 눈에서, 사업동반자로서의 성과배분

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을 노동상품의 거래장소 (노동시장의 흥정장,

노사갈등의 장)로 보는 눈에서 노사공동체의 경영공동체 장으로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하

다.(최종태: 2006)

사업동반자로서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대상에

서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또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노동상품의 대가로서만

보는 눈에서 사업동반자로서 투자의 대가로서 보는 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투자적임

금의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사후적 보상도 적극적으로 실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Spilker, M., 1994). 뿐만 아니라 노동은 한시바삐 이념적 투쟁에서

해방되어 사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중시하여야 하고, 경영은 투명성과 함께 경영의 객체로

서의 노동이 아닌 주체로서의 노동의 참여와 혁신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영, 사람을 중시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중시

하는 경영이추구되도록하여야 한다.(Gaugler, E., 1997)

Ⅴ. 結 言

경제 성장발전에는 축의 시대가 있다.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도 축의 시대가 있다.

1987년과 1997년은 우리 노사관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축의 시대였다. 이때의 투쟁

과 갈등의 축의시대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와 사회는 계속 성장

발전의 진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시기의 노사관계 축의시대에 형성된 갈등과 투쟁의 기본

틀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노사관계의 생태계는 다시금심각한 지각변동을맞이하고 있다 이제 87년과

97년의 투쟁과 갈등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상생의 축의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 새로운 축의 시대를 여는 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

히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경영의 전략적선택은 대단히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의 자본지향적 경영을 뛰어 넘어야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과

실천들을 경영의 보편적 정언명령(定言命令)차원에서 적극적으로습득해야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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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 경영학계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경영학도 자본지향적 패러다임을 뛰

어넘어야 한다. 전통적 경영학은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을 자본의 집합체로 보고 주주

의 이익극대화를 경영의 최대 목표로 삼아왔다. 이에 대하여 현대경영학은 기업자체를 독

립된 가치창출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보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자본지향적 경영학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경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창출도 존중한다. 성과

도출의 이론과함께성과배분의 이론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존중한다.

이제 기업을 자본이나 물적 요소의 집합체로서만 여기는 물리적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자본과 노동의 인적 주체가 결합된 경영공동체로서의 생물학적 유기체적 패러다임으로 보

며, 사람을 기업 가치창출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자로 보고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시키

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경영학은 전통적 자본지향 경영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동과 경영

의 통합을 통하여 경영의 가치창출과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이론과 실제를 추구

하도록해야 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식과 창의기반사회에서의 사업 밑천은 금전자본( financial

capital)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며,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다. 자본

은 사업 밑천이다. 밑천 없이는 기업이든 국가이든 사업을 할 수 없다. 21세기 글로벌 경

쟁시대에는 ‘사람이 자본’이라고 한다. 오늘날 경쟁력의 원동력은 기술이고, 이는 기계시설

에 따라다니는 하드웨어 기술이 아닌 사람에 따라 다니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기술을 말

한다. 기술형성은 곧 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인적자본형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인

적자본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현대 경영전략이론을 인적자원기반 전략이

론이라고 하는 이유도바로 여기에 있다.

실로, 세계는 화폐자본시대에서 인적자본시대로, 이는 다시 사회적자본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력의 원동력인 원천기술의 뿌리는 인적자본이고, 이러한 인적자본형성

을 위해선 반드시 사회적자본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베커

(Becker, G. S.)는 인적자본형성은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에 의한 사회적자본의 뒷받침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파악했다. 즉,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은 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물적, 금전자본과는 그 성격을 근

본적으로 달리 한다. 인적자본은 반드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

는 노사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형성의 매개변수로서 기업성장과 국가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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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창의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

므로 경영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사회적자본 형성 패러다임

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사회적자본 형성 없이는 결코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을 형

성할 수 없고, “성장-고용-복지”의선순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자본 시대는 자본과 노동이 융합된 공동체적 노사관계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

사관계를 투자공동체로서, 그리고 사업공동체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노동상품 거래관계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경영공동체 패러다임”으로 전

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창조와 도

전의 경영혁신 DNA를 적극 살려서 대립과 경쟁의 원리가 아닌 노사 공동체원리에 입각하

여 위험을공동으로부담하고 관리하는 경영의 노력이절실히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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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eek a new axial age with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nd to suggest a new paradigm of management

for Korean business. This paper also tries to identify the traits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strategic management in the turbulent environmental change.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50 years and

has grown to be the 10th largest economy from the scratch. The country's

current GNI exceeds 20,000 USD compared with 55 USD in 1959.

However, the compact economic growth has also caused social polarization

amo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lienated classes. In the Korean society,

the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s across education, healthca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services as well as the lack of social values pushed up transaction

costs, triggering industrial conflicts and other social conflicts. Therefore, during

such rapid economic growth with significant social conflicts, Korean industrial

relations had experienced quantum changes for three times in the late of

1970’s, 1980’s, and 1990’s.

In this rapid process of economic growth, Korea has experienced two stages

of Axial Age of industrial relations. The first stage of Axial Age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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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capital relations of struggle” phase in the late of 1980’s. Specifically,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 1987 confronted with the key issue of industrial

democracy by the way of severe illegal strike and class struggles of labor

union. The second stage of Axial Age wa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conflicts” phase in late of 1990’s. Specifically,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

1998 confronted with the key issu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by the way

of drastic deregul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in Asia and the subsequent IMF bailout were the most painful experience for

the Korean economy. Due to drastic deregul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with low wages and the rate of unemploy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Korean economy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he profound

changes in the industrial world. The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in

turn, aggravates the workforce mismatch. In the ‘poverty in the midst plenty’

of human resources, the labor supply and demand is not balanced at all.

Along with the jobless growth, the gap is widening between regular and non-

regular work and between the employment in large companies and in SMEs.

This polarization in employment has further increased the income gap.

Th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stand on a turning point and a new path

has to be sought amidst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upheaval. In order

to sustain economic growth,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eeking a new Axial

Age of industrial relations. Korean industrial relations have to be changed

from militant relations to cooperative relations. It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us to overcome th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capital through creating

cooperative society an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ound community. This

should be based on the new paradigm of management of business community

and social joint-ven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