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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노사생태계의 지각변동에 즈음하여 경 이 수행해야 할 략  선택의 개방

향과 과제를 고찰하는데 목 을 둔다. 한국노사 계는 내외 인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격

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 환경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방화와 세계화 등의 경제  환경 변

화의 물결은 무한경쟁 시 의 노사 계를 고하고 있고, 정보화와 디지털 명 등 기술  환경 

변화의 추진은 노사 계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업환경 측면에서 볼 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임자 임  지 등의 노동법개정은 새로운 노사갈등을 고하고 있고, 노
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진화 등의 노동시장  노동사회의 변화는 지 까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노사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사업동반자  공동체 노사 트

십 패러다임 설정과 경 공동체 구 을 한 략  선택 노력이 실히 요망되고 있는 바이다. 
이를 해선 경 학의 연구도 통 인 자본지향  경  이론단계를 넘어서서, 기업을 가치창출의 

독립된 실체(entity)로 보고, 노동지향 인 경 이론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시스템지

향 경 의 이론과 실제를 개하는 노력이 실히 요망된다.

I. 연구목   노사 계를 보는 

1. 연구목

본고는 노사생태계의 지각변동에 응하여 노사 계 발 과 경 의 지속 인 성장을 

한 기업 경 이 수행해야 할 략  선택의 개방향과 과제를 한국 노사 계를 심

으로 고찰하는데 목 을 둔다.

우선 노사 계를 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 계에 한 인식을 

*본 연구는 서울 학교 노사 계연구소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울 학교 경 학 명 교수/경제사회발 노사정 원회 원장

經營論集, 第 44 卷 統合號 (2010年 12月)



2  經營論集, 第 44 卷 統合號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노사 계는 주로 산업 내지 국가수 의 메크로 인 

산업사회의 갈등 에 을 맞추어 왔고, 일상 노사 계의 장인 기업사회의 경

략 은 단히 소흘히 취 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 과 세계화와 더불어 

경 의 규모 확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획일 인 매크로 정책으로서는 노사문제의 근

본 인 해결을 도 히 가져올 수 없고, 어디까지나 노사 당사자의 이해 계의 진원지며 

주소인 기업사정에 알맞는 책이 실히 요청되었다. 이리하여 통 인 노사 계

는 거시노사 계와 단체교섭 계에 심의 역을 둔 데 비하여,  노사 계는 기

업차원의 미시노사 계와 경 정책  작업장 노사 계에 심의 역을 두기 시작하

다. 따라서 본고는 노사 계를 환경과 산업 계 구조에 의해 일방 으로 규정된다고 

보는 통 인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은 각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범 를 정해  뿐, 

기업을 주체로 한 노사 계에 한 경 의 략  선택이 노사 계 성과를 좌우한다고 

보고, 경 의 지속 인 성장과 노사 계 선진화의 과제로서 공동체  노사 계 구축을 

한 경 략의 과제를 고찰하는데 목 이 있다. 

실로 노동과 노사 계는 경 의 핵심역량이 된다. 때문에 생산 인 노사 계는 기업 

성장발 과 경쟁력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두된다. 오늘날 한국 노사 계는 격변기

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에 걸쳐 세계가 놀랄만한 압축경제성장을 한 이면에는 

립 투쟁  병리 상의 노사 계가 있다. 이러한 노사 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 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 계, 상생과 고통분

담을 거부하는 투쟁  노사 계로 돌출되어 기업성장과 국가발 의 걸림돌이 되고 있

다. 하지만 우리의 노사 계도 노사 생태계의 격변기를 맞이하여 하루빨리 립  노사 

틀을 벗어나서 력  공동체 노사 계로 발 할 수 있도록 노사 선진화 로드맵을 극

으로 짜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노사 계 

발 을 한 경 의 략  선택과 정책이 극 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

도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사 계의 선진화방안(최종태, 2010), 경제사회의 지각

변동과 창의기반사회(최종태, 2008), 한국 노사 계의 변천과 략  선택(최종태, 

2008) 등의 그동안 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노사 계의 지각변동에 응한 기업경

이 취하여야할 략  선택과 정책을 모색하는데 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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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 계를 보는 

본 연구에서는 노사 계를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보고 그의 상과 책을 모색하

고자 한다. 노사 계를 보는 이론  시각은 다양하다. 그 에서도 가장 표 인 상반

된 을 손꼽는다면 하나는 투쟁  이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자는 맑스(Marx, K.)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에, 후자는 베버(Weber, M.)  사

회이론의 패러다임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 계를 보는 지배 인 은 후자의 시스템  입

장이고, 여기에 따라 노사 계를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정착화시킨 던로 (Dunlop, J. 

T., 1958)의 노사 계시스템 시각에서 한 나라의 노사 계에 한 진단과 처방이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던로 의 노사 계시스템론은 오늘날 다시 사회진화론  시

각에서 노사 계를 하나의 생명을 지닌 시스템(living system)으로 보고 이에 한 분석

과 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우리는 노사 계의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어도 다음과 같은 노사 계시스템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 계를 오로지 투쟁의 계로 규정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생명을 지닌 

사회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시스템이 성장 발 을 하기 해서는 ‘변이

(variation)-선택(selection)-유지(retention)’의 진화 로세스라는 메커니즘(Campbell, 1965; 

Aldrich, 1979, 1999)의 연속선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신의 노력을 기하

는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 계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생태론 인 환경(ecological factors)과 유 론

인 행(genealogical factors)을 존 하여 략  선택을 하여야 한다(Baum & Singh, 

1984). 경제․사회․기술 인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는 통 인 노사 행과 문화

를 도외시한 노사 계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바람직한 정책으로 선택되기 해서는 인기 합 , 임기응변 , 

단편  어 로치가 아닌 신뢰성(reli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의한 총체  어

로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노사 계를 환경변화에 응 도 하는 학습을 수행하는 시스템, 그것도 의지

를 지닌 사회시스템으로 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 계를 사회 시스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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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다함은 노사 계를 바라보는 을 물리학  기계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생물학  유기체론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 계를 오로지 

노동과 자본의 계 투쟁이나 노동상품의 거래 계 등의 기계론  패러다임에서 탈피하

여 가치창출과 삶의 질 향상 계 등의 유기체론  패러다임에 입각한 략  행동을 구

사하는 어 로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건 , 노사 계 선진화 략은 진화론 인 입장에

서 생태론과 유 론 인 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어 로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체질에 알맞은 형성 략과 실천 략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Baum & 

Singh, 1994; Choi, 2003). 환언하면 노사 선진화 노력은 노사 계의 변천과정과 특성 

등의 생태론 인 환경과 유 론 인 성의 이해 속에서 논의와 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지 않고 특정 모델이나 이상 인 모형을 모방하거나 따라가고자 하면, 실천과정에

서 갈등과 거래비용만 증폭시키고 바람직한 개 과 발 은 기 할 수 없는 실패의 반복

만 자아내기 마련이다.

II. 노사 계 환경변화와 지각 변동

한국노사 계는 내외 인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 환경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방화와 세계화 등의 경제  환경 변화의 물결은 

무한경쟁 시 의 노사 계를 고하고 있고, 정보화와 디지털 명 등 기술  환경 변

화의 추진은 노사 계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업환경 측면에서 

볼 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임자 임  지 등의 노동법개정은 새로운 노사갈등을 

고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진화 등의 노동시장  노동사회의 변화

는 지 까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노사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환경변

화가 노사 계에 극 으로 향을  뿐만 아니라 노사 계시스템의 새로운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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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 계 일반환경 변화와 지각변동

오늘날 노사 계의 일반환경인 경제기술사회의 속한 변천은 노사 계의 지각변동

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 인 측면에서의 세계화, 그리고 기술사회 인 측면

에서의 디지털화는 노사 계의 지각변동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되고 있다. 

그 에서도 디지털 명은 노사 계 지각변동에 가장 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화, 개방화와 더불어 디지털 명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다시 지식사회에서 창의

사회로 이동을 진시킨다(최종태, 2008a). 이에 따라 노동을 비롯한 노사생태계의 변

화가 속도로 진행되어 노사 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즉, 물  자본기반 산

업사회에서 지  창의기반 기술사회로의 변천은 노동의 구성과 가치를 새롭게 심화시

켜 노사 계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강요하고 있다.

1) 경제사회 변천과 노사 계 지각변동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

화(Globalization)는 경제사회의 비교우 심의 제한경쟁시 에서 경쟁우 심의 무

한경쟁시 로 지각변동을 자아내고 있다. 리카르도(Ricardo, D.)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비교우  경쟁에서는 노동집약 인 산업은 노동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렴한 국

가로, 자본집약 인 산업은 자본이 풍부하고 자본비용이 렴한 국가로 기업이 모여들

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의 물  기반시 를 이룩하 다. 그러나 오늘날 경

쟁우 (Competitive Adventage)하에서는 가격, 품질, 납기․신제품 등 새로운 신을 

좌우하는 곳으로 기업이 모여들어 창의와 지식기반시 를 이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한국노사 계는 고임  성장의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87년을 정 으로 하여 1990년  들면서부터 본격 으로 임  고도성장에서 고임

 성장의 길로 어들기 시작하 다. 일반 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면 

노동공 의 한계성, 격한 근로자 욕구의 상승  집단  노동행동을 유발  하여 임

의 가 른 상승과 노사 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 게 되면 기업의 경제  환경은 

‘ 임  고도성장형’에서 ‘고임 ․ 성장형’으로 형성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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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난 40여 년 동안 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60불 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20,000불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압축성장 이면에는 한 우리 기업들이 

임  고도성장형의 경제  환경을 장기간 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년  후반 

들면서, 특히 87년의 증폭된 노사분규와 산업민주화운동은 격한 임 상승과 더불어 

우리기업도 임 ․고도성장형의 시 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에서도 지 한 바 있듯이 1990년  말 IMF 구제 융 요청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경제

 기는 단순한 단기 인 외환 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임  고도성장에서 고임  성장으로 어드는 격변기를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한 

우리 국민경제와 기업경 의 내생 인 취약의 결과라는 을 인식하게 되었다(최종태, 

2008a).

2) 기술사회 변천과 노사 계 지각변동

기술사회 변천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사회의 자기술 

명은 노동의 지형을 기계식 아날로그 방식에서 자식 디지털방식으로 바 어 놓음

으로서 노동기술의 심축이 손끝의 숙련기반 노동에서 머릿속의 지식과 창의기반노동

으로 이동하게 된다. 2차  후 과학기술의 격한 발달은 기업의 기술  환경에 있

어서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바, 첫 번째 변화는 1950년 부터 1960년 까

지의 기계 자동화이고, 두 번째 변화는 극소 자(Micro Electronics), IT(Information 

Technolgy)와 더불어 디지털 명이다. 후자의 IT기술은 기계나 설비로 하여  자동작

업 뿐만 아니라 자동 찰, 정보의 자동분석과 자동등록을 수행하고 나아가 정보를 기

로 하여 자동 단을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하고 수정한다. 이

는 찰과 분석, 기록과 계산의 업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단을 

내리는 기능으로부터도 해방시킨다(최종태, 2000). 과거의 기술 신은 제조 산업과 같

은 몇몇 산업에만 그 향력이 한정되었으나 디지털기술은 모든 분야의 산업에 향을 

주며 그 향 한 범 하고 엄청난 것이었다. 노동에 있어서 소요인력구조도 기능

심의 블루칼라 직종의 노동에서 지식집약 인 그 이칼라, 화이트칼라 직종의 노동을 

격하게 증가시켰고, 종래 화이트칼라 직종 에서도 상업  계산직종의 노동은 폭 

감축시키고, 정보기술의 요성과 더불어 로그래머, 디자이  등의 노동직종은 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자기술의 명으로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던 종래의 용기계가 



최종태  7

다양한 기능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용기계로 체되면서 유연  생산체제가 

구축되었다. 한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해 생산, 매, 재고 리 등의 기능이 긴 히 

연 되어 생산과정에 의해 산출되는 제품의 흐름과 생산을 리하고 통제하는 정보의 

흐름은 동시화(Synchronization)시킴으로써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만 생산하는 JIT생산시스템을 이룩하 다. 이러한 생산기술의 유연성은 시장조건의 변

화에 따라 생산체계의 유연한 재편을 가능  하는 노동유연성의 기 를 마련하 다. 따

라서 자기술은 노동의 체화된 기술형성에 있어서도 손끝의 기능(Skill) 심에서 머릿

속의 지식(Knowledge) 심으로 이동하게 되 고, 이는 기능기반사회(Skill Based 

Society)에서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지각변동이 이루어져 지식노

동을 선호하는 지식기반노동시 를 도출  하 다. 즉 기술사회의 지각변동은 경쟁우

의 지식기반사회의 구축과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토록 하 고, 

이는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를 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

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키워드는 지식경쟁력의 강화이고, 그것은 지식노동력의 확

보인 것이다. 지식노동자란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일컫는다. 지식사회에서 큰 변화 의 하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상이 일어나면서 노동시장이 과거와 같이 화이트칼라, 블루

칼라 식으로 나 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리지 워커(Knowledge Worker) 시장과 캐주얼 

워커(Casual Worker) 시장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시 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마

찬가지로 기업에 있어서도 직종과 직무수 에 따라 지식노동자 는 육체노동자로 구

분하는 시 는 지나갔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기업도 모든 차원과 모든 분야에서 지식

노동자를 육성시켜야 하는 창의와 지식기반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기업도 오늘

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아 당당히 겨룰 수 있기에 해서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해서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수

이며,  이러한 창의력을 길러내는 인재육성의 목표를 설정하기 한 노사상호작용

의 노력이 극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기술사회의 변천에 요청되는 노동의 핵

심역량 개발을 하여 무엇(What)을, 가(Who), 어떻게(How) 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

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노사의 상호작용이 없이는 성과를 기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노사의 극 인 참여와 상호작용 없이는 통 인 틀을 벗어나서 창의 기반시 에 

합당한 창의력과 숙련개발을 성공 으로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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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부터 세계는 자산  노동형성을 하여 노사는 이해 립이 아닌 이해공통 계로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2. 노사 계 과업환경 변화와 지각변동

노사 계의 과업환경인 노동사회의 속한 변천은 노사 계의 지각변동을 야기시키

고 있다. 노동법개정,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운동의 진화 등 노사 계 과업환경의 변화

는 노사 계의 지각변동을 자아내고 있다. 그 에서도 개정 노동법에 의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단일화와 노조 임자 임 지에 따른 타임오  범 와 교섭창

구단일화과정에 상당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상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사

회 변천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유형화 등의 요구는 노사 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새로운 진로 모색을 강요하고 있다.

1) 노동법개정과 노사 계의 지각변동

노동법개정에 따른 노사 계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선진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복수노조  임자임 제도

에 한 노동법 개정안이 2010년 경인년 새벽 2시에 의장직권상정을 통해 민주당의원

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법 개정은 헌

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 다. 

 복수노조 허용을 2011년 7월부터 창구단일화방식으로 시행하고, 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임 지 을 원칙 으로 지하되 근로자 복리증진을 한 노사공동활동에 

해서는 일한만큼 시 (時給)개념으로 보상하는 소  ‘타임오 (time off: 근로시간 면

제)’ 제도를 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 계선진화를 해서는 복수노조 지

와 노조 임자임 의 두 과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하는 당 성이 부여되어 있었다. 

‘결사의 자유’에 기반을 둔 복수노조는 노동의 건 한 경쟁을 통해 노사 계의 발

을 기하도록 하는 국제  행 사안이고.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력기구

(OECD)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복수노조허용에 한 권고와 요구를 하여 

왔고 이에 정부도 여러 차례 이의 실 을 공언한 이상, 정 로 법이 시행되어야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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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설립을 지할 경우 자유무역 정(FTA)을 실 함에 

있어 ILO 약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 등 핵심 인 노동기  수 규정에 따라 무역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한 ‘노조자치주의’와 ‘무노동 무임 ’에 기반을 둔 노조 임자 임 지도 국제  

행 사항이며, 노사 선진화를 해서는 필연 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임 은 노동의 

가로서 노조가 기업발 과 노사 계 발 을 하여 수행하는 노조의 업무에 해서

만 지 하는 것이 국제  행이며 ILO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 임자

임 지  지는 더 이상 유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조합

비에 의한 노조 임자 임 을 자체 으로 부담함으로써 노사 계의 자주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난상 토론과 의, 그리고 고심 끝에 가까스로 일궈

낸 이번 개정법 그동안 미루어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 계 발 의 큰 환

이라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와 ‘무노동 무임 ’의 노동기 과 로벌 스탠드에 맞

춘 우리 노사 계 선진화의 기틀을 만드는데 석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바, 이의 성

공 인 정착을 하여 한국 노사 계는 새로운 진로 모색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단일화와 노조 임자 임 지에 따른 타임오

 범 와 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 상당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상되는바 이를 최소화하

기 하여 노사 력을 통한 철 한 비가 요구된다. 복수노조 실시에 즈음하여서는 노

노갈등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 를 방지하고 사회  비용을 최소한으로 이기 

해 교섭단 와 교섭 표선정에 모호한 이 없도록 하여 원만한 교섭창구단일화를 이

루도록 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컨  교섭단 는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격히 다른 경우 이를 외 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

표노조 선정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 등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활동에 한 성숙된 선진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 노노 분규 등을 비롯한 심한 노사

계의 혼란과 엄청난 경   사회  비용부담을 래  할 험도 분명히 내재해 있다. 

 노조 임자 임 지  지실시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심한 갈등과 다툼이 상된다. 

노조 임자에 한 사용자의 임 지 은 원칙 으로 지한다고 하지만 근로자 복리증

진을 한 노사공동활동에 해서는 일한만큼 시 (時給) 개념으로 보상한다는 소  

‘근로시간 면제’ 범  결정에는 많은 다툼이 상된다. 비록 사용자와의 교섭⋅ 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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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처리, 산업안 활동 등 그 법 와 내용을 법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의 결정과

정에는 필연 으로 노사 간의 시비가 상되는바, 이를 원만히 타 하고 해결하는 과정

과 제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최종태, 2010). 

2)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 계의 지각변동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노동환경의 변화

를 구하는  하나는 세계화, 디지털 명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의 유연

성을 손꼽을 수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양극화 상은 규모 면에서는 기업과 소

기업 간의 노동, 고용 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에 한 임 과 신분의 차

이에서 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

에 한계기업이 집 되어 있고 이들은 최 임 을 감당치 못하고 반하는 기업들이 속

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기업의 정규직 노동의 임 은 소기업 

노동의 평균 2배 이상을, 그리고 선도 기업에서는 심지어 3배 이상을 책정하여 노동의 

심각한 양극화를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 양상은 기업의 구조조정 조치와 

더불어 조직노동의 집단이기주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가속

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기업별 노조체제가 확립되면서, 

거 기업노조의 정규직노조원들이 그 동한 향유하지 못하 던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

고 이들의 응집력은 반복 인 업과 지속 인 임 의 상승경쟁을 도모하여 왔다. 이에 

응하기 하여 사용자는 노동비용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사내․사외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다수 사용하는 유연 량체제를 갖추는데 극 인 책을 

강구하 고 이에 조직노동자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암묵 으로 동의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었다. 기업노조들이 정규직 조합원

의 이익을 극 화하기 하여 연래 인 업을 하고 임 인상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하

청업체와 비정규직에 지 하는 비용을 여서 임 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흔

히 있었다. 즉,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여 통치하게 된 것이다(김동원, 

2007. 8). 

 노동시장은 양극화 함께 고용의 유연성을 강요하고 있다. 디지털 명을 비롯한 무

한경쟁 세계 속에서는 평생고용-평생직장추구 시 에서, 안정고용-안정직업추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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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용의 Marriage 추구 개념시 에서, 고용의 Date 추구 개념시 로 변화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 개념에서 평생고용능력(lifetime employ- 

ability) 계념으로 고용의 안정과 보람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보상시스템의 다

양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 성(flexicurity) 정책으로 인하여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

어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 노사 계에서 삼아야 할 가장 핵심과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진정책이 

되겠다. 즉, 청년, 여성,  고령 인력과 더불어 장애인, 그리고 장기실업자를 한 일자

리 창출의 노력은 노사선진화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 노동정책도 분쟁과 임  심정책에서 일과 고용 심 정책으로 한시바삐 환되어

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기업은 고임 과 노사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매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옮겨갔고, 지난해 OECD 국가  

실업률이 제일 높은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 고 실질실업률 10%를 훨씬 넘어섰다고 한

다. 특히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가 속도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고용사

정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기존 고용되고 있는 장년층의 고용도 기업의 구

조조정과 더불어 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실로 무한경쟁시 에 있어서 기업은 

합리화, 정 화라는 세계화의 변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

안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정 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연 으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는 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당면의 기타개를 한 특단의 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해

결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일자리창출과 고용 진을 한 투자확 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 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고용에 

한 어려움을 노사가 모두 인식을 같이하여 건설 이고 창조 이며 발 인 시각에서 

서로 함께 공동체 , 력  노사 계를 이룩하여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

여야 한다(최종태, 2010).

세계화와 더불어 디지털 명 등 경제기술사회의 지각 변동은 우리사회를 산업사회

로부터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창의기반사회로 속히 이동시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

품과 치열한 경쟁시장을 유발토록 하여, 종래와는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

과 인  자원을 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정책은 소수 조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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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이념지향  과격 쟁의의 해결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정책이 노동쟁

의 해결에만 계속 머물게 된다면 이는 필연 으로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수반하게 될 것

이다. 한시 바삐 노동정책의 심축이 ‘쟁의해결 정책’에서 ‘일자리창출과 인  자원 개

발기반 경쟁정책’으로, 그리고 ‘노동보호 심의 소극  개별정책’에서 ‘노동발  심

의 극  종합노동정책’으로 환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일자리창출과 고용 진의 노

동정책을 새로운 인  자원 개발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이를 한 우리 실정

에 맞는 유연안 성(flexicurity)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uer, P. & Cazes, S., 2003). 여기에 무엇보다도 세분화된 다원 융복합의 총합  노동

시장개발(Total Labor Market) 략이 노사 이해공통사업으로 노사선진화 로드맵에 

실히 요청된다. 

 

3) 노동운동의 진화와 노사 계의 지각변동

노동운동 진화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직률은 

1987년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야기된 산업민주화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룩하 으나 

1989년 이후 지속 으로 하락하여 재 9.9%로서 사상 최 상태이다. 이는 OECD 국

가  조직률이 8%에 불과한 랑스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특단의 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이 반등을 기 할 수 없는 낮은 수 으로 떨

어질 가능성도 있고, 노동조합의 용이한 공공부문과 일부 기업에만 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고립된 노동운동으로 생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노동운동의 조직률이 하되

고 있는 것은 노동의 양극화와 함께 노동의 과도한 투  투쟁성에 따른 성과 사

회성 결여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 한국 노동운동이 변하고 있다. 투쟁과 갈등에서 타 과 화합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  투쟁 심 운동에서 사회  사 심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 계 투쟁에서 

벗어나 주인노동 운동으로 바 어 가고 있다. 기업발 과 사회공헌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배를 탄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뱃머리에 있는 기업과 선미에 있는 

노조가 나아갈 방향에 해 함께 고민하며 항해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9년 2월 23일 여의도에서 경제 기극복을 한 노․사․민․정 합의 선언을 하

다. 세계  경제 기로 인한 유의 경제 기 국면을 맞아 모두 그 시 성을 인식하

고 안을 모색하던 , 노사단체에서 자발 으로 경제 기에 함께 응하여 서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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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하고 화와 참여를 통해 기 극복을 한 노력을 하자고 다짐하 다. 이어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역과 기 , 그리고 개별 사업장에서도 노사화합과 기 극복의 

공동 응 책을 선언하 다. 한국의 노사 계에서 최근 들어 가장 목할 만한 상은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 과격한 투쟁주의와 이기  노동운동을 반성하고 노동조합의 사

회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이다. 컨 , 한때 격렬한 노사분쟁

의 표  사업장이었던 공업, 서울 메트로, 코오롱 구미 공장, 인천지하철 등 여

러 곳의 노동조합 원장들이 하나같이 새 시 에 진정한 에 지가 되는 노동운동을 펼

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본을 으로 보는 노동운동

에서 자본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노동운동’, ‘소비자와 시민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노동

운동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을 섬기는 사하는 노동운동’,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는 노

동운동’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 의 노동운동은 국가발 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국가발 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민에 지로 

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노동운동의 변화와 진화 조짐은 아직 이념 지향의 투  투쟁노조가 

으로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다행한 일이고 한 한국 노사 계 발 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바이다.

노동조합과 그의 지도자들이 진화론  사고에 입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회통

합의 기수로서의 동반자  노동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한민국에 실로 큰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진

화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정부의 극 인 상호작용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노동이 없는 자본은 존재할 수 없고 자본이 없는 노동 한 존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동반자로서 노동의 자주성과 가치에 한 존 과 더불어 

건 한 노동운동에 한 극 인 력이 있어야 한다(최종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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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새로운 진로모색과 경 의 략  선택

1. 노사 계의 새로운 진로모색 

한국노사 계는 경제기술사회의 변천과 노동사회의 속한 변화에 따라 지각변동을 

맞이하여 새로운 진로 모색을 하여야 할 시 에 놓여 있다. 산업화가 본격 으로 개

된 지난 40여 년에 걸쳐 한국노사 계는 여러 차례의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 고 그

에서도 1980년  말의 격변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을 보 다. 이때 제기된 

핵심쟁 은 ‘산업민주화’ 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 투쟁과 더

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단히 심각하 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건수가 

한민국정부 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자아내기도 하 다. 

이 시기는 소  개발독재 하의 근 화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기가 시작된 

때로서 민주노총 출범과 더불어 조직 인 립 노사 계의 구도를 자아내기 시작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국가 인 노동 노사 계정책은 새롭게 폭발한 노동운

동에 한 임기응변  방어  응에 머물 고, 새로운 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국

가발 의 핵심 략으로서의 투자와 노력은 없었다. 때문에 60년  산업화 시작 후 한국

노사 계는 이 시 을 기 으로 하여 “ 립투쟁  노사 계－가치혼재  노사 계－복

합이슈  노사 계” 등 병리  상이 본격 으로 표출되기 시작하 다(최종태, 2002).

우리는 노사 계의 발 단계를 다음 <그림 1>에 같이 ‘개별노사 계(개별종속 계)

－ 립노사 계( 립투쟁 계)－ 력노사 계(갈등동반 계)－신 력노사 계(사업동

반 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최종태, 2010).

우리의 노사 계는 2단계의 립  노사 계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거래 계로서의 갈등동반자로서 경쟁 노

사 계시스템도 아니고,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사업동반자로

서 공동체 계의 노사 계시스템도 아닌 엉거주춤한 가치와 규범이 혼재된 립노사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 계의 가장 큰 문제 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

키지 않는 노사 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 계,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투쟁  노사 계로 돌출되어 기업성장과 국가발 의 걸림돌이 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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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사 계의 발 단계

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노사 계도 하루빨리 립  노사 틀을 벗어나서 력  노사 계를 넘어서

서 신 력  노사 계로서의 사업동반자  공동체노사 계로 발 할 수 있도록 노사 

선진화 로드맵을 극 으로 짜야 하겠다. 즉 한국노사 계 선진화를 해선 노사 계

를 오로지 노동이라는 상품을 사고 는 이해 립  거래 계나 사상을 달리하는 이데

오르기  투쟁 계로 규정짓기보다는, 이해공통 계의 공동체  동반자 계로 엮어나

가는 동반자  공동체 실 이 요청되고 있다.

이미 선진산업국은 물론, 우리의 경쟁 상국들도 3단계인 력  노사 계 단계를 

넘어서 노․사․정 3자가 국가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력하는 소  신

력노사 계 단계(4단계)인 사업동반자  공동체 노사 계로 개되고 있다(Ferner, A., 

Hyman, 1998; Kochan, T. A., Katz, H. C., & McKersie, R., 1986).

무한경쟁시 를 맞이하여 세계는 투쟁  내지 경쟁  노사 계에서 력  내지 공

동체  노사 계로 변했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Erickson & Kuruvilla, 

1998). 앞에서도 지 한 바 있듯이, 노사 계는 이해공통 인 측면과 이해 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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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는 생산 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 계가 부분이지만, 배분

인 측면에서는 이해 립 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노사를 이익공동체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

라서 노사 간의 립과 반목을 일삼아서는 기업의 생존이 태롭게 되고, 경제와 고용

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기업의 생존을 떠나서 노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성립되

기 어려운 사실이다. 노사는 기업이라는 공동체에 생존의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기업이 이익사회의 한 하 시스템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 간의 모순과 상이성을 수용하고 립과 이질성을 극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최종태, 2008: 13).

이제 우리의 노동운동이나 노사 계도 기업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일으켜서 노사공존공 과 사회발 을 

이룩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실로 사업동반자  노사공동체의 건설은 한

국노사 계의 발 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닦아오고 있다.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직면

하고 있는 투쟁  노사갈등은 무한 경쟁시 에 우리기업이 설 자리와 일자리를 잃어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존립 마 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종태, 2003). 

이를 해선 경 의 극 인 노력이 으로 필요하다. 경 은 공동체 노사 계를 

기업의 핵심 경 략으로 삼아야한다.

2. 노사 계에 한 경 의 략  선택

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에 응한 경 의 노사 계에 한 략  선

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산 인, 력 인 노사 계 구축을 해선 경 의 노사

계 정책과 리에 한 략  선택은 단히 요하다. 사실, 그동안 노사 계에 있어

서 경 의 략  선택은 단히 미흡했다. 경 의 핵심 략으로서의 정책  차원에서

의 장기 인 노사 계발 책 없이 노동에 이끌려 가거나 정부에 의존하는 수동

인 자세로 임하여 왔다. 경 의 생산 략, 마  략 재무 략, MA 략 등은 있어도 

노사 계 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 섬의 합리 인 

선택에 근거한 노사 계에 한 경 의 략  선택은 기업의 지속 인 성장 발 을 

하여 단히 요하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의 우량기업들은 하나같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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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인  자원을 경 의 핵심 략의 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기업과 로벌 선진기업과 차이 을 보면 선진기업들은 비지니즈모델과 사명에 

사람과 노사 계를 가장 먼  포함시키고 모든 로그램의 시작을 사람으로부터 시작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  능력개발 우선-고객만족-이익실  등의 성공공식(sucess 

formula)을 만들어 커뮤니 이션 등 구성원들의 공감  형성을 비롯해서 모든 제도와 

로그램에서 이를 실 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트(Grant, R., 1991)의 말을 빌

릴 필요도 없이 경 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업의 핵심역량은 단순히 경 자원의 집합체

가 아니라 인  자원과 다른 경 자원 간의 조정의 복합 패턴이며 그러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건 한 노사 계가 필요한 것이다

환언하면 기업의 성장과 발 에 있어서 경 자원을 핵심역량화 하는 과정에는 합리

이고 건 한 노사 계가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날 경쟁력의 원동력인 

노동의 인 자본(human capital)은 그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물 ․ 자본과는 그 성

격을 근본 으로 달리 한다. 인 자본은 반드시 사회  상호작용이란 과정을 통해서 형

성되고, 이는 노사 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Becker, G. S., 1993). 그러므

로 노사 계는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 자본형성의 매개변수로서 기업성장발 의 

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사 계발  없이는 기업의 성장 발 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

발 도 기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사 계선진화는 곧 한민국 선진화의 사회  인

라구축이며 이를 한 노력은 경 의 핵심 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 인 성장의 경 과 노사 계 발 을 해선 노사 계를 오로지 과거 투쟁의 연

장선상에서 상황과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 의 의도 이고 

주체 인 의지에 의한 략  선택의 요성과 이해가 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통 인 노사 계론은 산업 계론과 노동경제학이론에 입각하여 노사 계는 산업

계, 노동시장, 노조 교섭력, 정부정책 등 기업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기

업의 환경  요인에만 집 하 을 뿐 기업 주체 인 노사 계는 시하지 않았다. 따라

서 노사 계 략은 기업 간의 차이, 즉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경 략과 역량 등 개별

기업의 특성과 차이에 한 고려는 상 으로 등한시하고 산업 내에서 상과 이데올

로기  워에 입각한 략 수립을 강조하 던 것이다.

그러나  노사 계론은 기업을 주요 행동주체로 삼아 기업의 독보 인 역량

(distinctive competence) (Selznick, P., 1957)을 시하여 노사 계는 환경  향에 의



18  經營論集, 第 44 卷 統合號

해 일방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각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범 를 정해  

뿐이라고 보고 기업들이 지닌 경 략과 내부역량측면에서 노사 계의 략  선택이  

노사 계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체교섭 심의 노사 계에서 경 정책과 

략 심의 노사 계(Kochan, T. A., 1986)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노사 계가 

제도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설명방식을 제공한 것이다. 

과거의 제도  에서는 경 은 노사당사로서의 제도 속에 역할에 의해 규정되어진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사 계라는 룰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노사

계론은 노사 계 룰 형성에 있어서 기업과 경 의 행동을 변화의 주도로서 경 의 략

 선택과 행동을 요시한다. 

노사 계의 지형변화에 따른 경 의 노사 계에 한 효과 인 략  선택과 노력

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하여 필수 으로 두된다. 특히 창의기반시 에 합

당한 노동의 자산형성과 력  노사 계를 한 경 의 략  선택은 기업의 성장 발

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우량기업들은 하나같

이 그들의 비지니즈모델 구축에 있어서 자산  노동형성과 일자리창출을 한 력  

노사 계 실 을 주요 략  상에 포함시키는 노사 계 략과 리에 한 새로운 

경 패러다임과 정책을 극 구사하고 있다.

IV. 노사 트 십 패러다임과 경 공동체 구

한국노사 계의 지각변동에 즈음하여 어떠한 기업경 의 략  선택이 요청되는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노사 계의 새로운 진로모색에서 제시한 4단계의 사업동반  공

동체노사 계 구축을 한 공동체  노사 트 십 패러다임 설정과 더불어 경 공동체 

구 의 략  선택의 노력이 실히 요망되고 있는 바이다. 즉, 다음과 같은 노사 트

십의 경 패러다임과 함께 경 공동체구축을 한 략  선택의 노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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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 트 십의 경 패러다임 구축

경제기술사회와 노동사회의 지형변화에 따른 노사 계의 지각변동에 응한 사업동

반자  공동체지향의 노사 계를 개시키기 해서는 어떠한 경 의 략  선택의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에는 우선 노사 방의 이해 계를 공존공 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즉 공동의 이해증진 목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  패러다임의 

구축이 실히 요청되고 있다. 어떤 사물, 사태, 사건에 한 우리의 시각, 즉 보는 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한다. 패러다임은 인식과 더불어 정신 마음의 지도이다. 거기

서 태도, 행동, 그리고 결과가 자라난다.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며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과 변화를 기 하려면 태도와 행동, 방법만 

바 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 어야 한다. 본질이 바

어야만 실이 바꿔지는 것이다. 경 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경 의 패러다임이 바꿔

지지를 않은 채로 행동이나 방법만 바꾸려고 노력할 때에는 결국은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로막아 버린다. 바로 그런  때문에 기업의 신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된다. 때문

에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 이 에 근본 인 것은 그런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패

러다임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1) 공동체  노사 트 십 경 패러다임 

사업동반자  노사공동체 실 을 해선 공동체  노사 트 십 실 의 경  패러다

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 의 노사 계에 한 공동체  패러다임 구축을 해선 기업

을 보는 이 달라져야 한다. 공동체  경 패러다임은 기업을 보는 시각에서 시작된

다. 경 학에서는 기업을 가치창출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entity)로 보고, 그것

도 생명을 지닌 시스템으로 본다. 이러한 에서 기업의 목 은 가치창출을 해 생존

과 더불어 생명을 유지 발 시키는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하나의 생명

을 지닌 행동주체로 보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겠고, 이미 니클리쉬

(Nicklisch, H.)가 제시한 바 있듯이 기업을 행동하는 구성원의 유기  공동체로 보는 

이 필요하다(高田, 昭和 32年). 따라서 기업을 기계시설, 자본 등의 객체 인 물리  

집합체로 보는 에서 가치창출을 실 시키는 주체자인 사람의 집합체로 보는 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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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Nicklisch, H., 1912).

오늘날 세계는 기업을 보는 시각을 물리학 인 기계론  모형(Mechanical Model)의 

패러다임에서 생물학 인 유기체론  모형(Organic Model)의 패러다임으로,  유기체

론  패러다임에서 다시 인간론  모형(Human Model)의 패러다임으로 환되고 있다

(최종태, 2008b).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기업을 생명을 지닌 유기체  성과공동

체로 보고 이에 따른 경 의 이론과 실제를 개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GE, 

IBM, 등을 비롯한 세계의 우량기업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경 이념과 목표설정에서

부터 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업의 유기체  공동체의 시각을 경 정책과 리에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생명을 지닌 유기체는 공동체를 이룬다. “기업은 생명을 지닌 시스템이고, 유기체이

며 사람이다”라고 함은 곧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

업을 물리  기계론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노사 계를 노동동상품의 거래장소로 보는 

시각에서, 생물  유기체론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노사 간의 이익공동체이며 직능공

동체인 경 공동체(Nicklisch, H., 1921)로 보는 이 실히 필요하다. 
노사 계는 이해공통 인 측면과 이해 립 인 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는 생산

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 계가, 분배 인 측면에서는 이해 립 계가 성립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 계를 갈등 동반자 계(Konfliktpartnerschaft)로 규정지

우기도 한다(Mueller_Jentsch, W., 1991).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

에 따라 기업존립의 측면에서 노사는 이해공통 계로 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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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 따라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 

간의 상반된 이익을 수용하고 립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동반자 계로 가고 있다. 최근

에 와서는 노사 이해 립 계의 형 인 상인 임   기타 보수결정도 많은 나라에

서 노사 이해공통 계 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국제경쟁

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공공성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곧 경 의 

최 심사이며 경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은 노사가 내 으로 립

하기보다는 외 으로 함께 힘을 모아 불확실성 시 에 경쟁에 임하지 않으면 기업생

존에 을 느끼게 되므로 기업존립의 측면에서 노사 이해공통 계로 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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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사공동체는 동반자  트 십을 지주로 삼는다. 환언하면 노사공동체는 

유기체로서의 노사 트 십의 역할과 조직을 그의 형성 지주로 삼는다. 노사공동체에

서 형성  지주로 삼고 있는 트 십은 조직을 유기체  행동시스템으로 여길 뿐만 아

니라 노사 구성원이 조직자, 즉 조직주체자가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조

직을 시하고 한 구성원, 즉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 , 사람을 시하고, 이들의 유

기 인 동 계를 시하는 경 을 추구한다. 이때 조직을 이루는 사람은 조직의 수단

인 동시에 목 이며, 체인 동시에 부분이 된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표지(標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니크리쉬(Nicklisch, H., 1921)는 유

기체로서의 공동체 형성 활동이 곧 조직으로 본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바 있듯이 조

직의 모든 구성원이 조직자로 되고 이들이 자발 으로 유기 으로 결합하여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가 곧 조직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조직 주체설이라고도 불리

며, 구텐베르그(Gutenberg, E., 1958)와 같이 조직을 도구로서 악하는 조직객체설의 

견해와는 조 이다.

기업이 건 하게 성장발 하기 해선 노사공동체가 형성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합당

한 공동체가 건설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곧 성장과 발 의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고, 

와해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에서 공동체  경 패러다임과 노사 트 십은 우리기업

의 생존과 성장,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 발 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우

리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노사갈등, 계 투쟁  사고와 행동, 상호불신과 집단이

기주의 팽배 등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 에 우리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마 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융복합 노사 트 십 패러다임 

사업동반자  노사공동체 실 을 해선 기업경 에 실히 요청되고 있는 융복합 

경 패러다임이 노사 계의 트 십 구축에도 실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오늘날 지식

과 창의기반시 를 맞이하여 경 은 융복합 패러다임을 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경 패러다임으로서 융복합 패러다임은 노사 계의 트 십 구축을 해서도 마찬가

지로 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지난 30여 년간 노동의 지각변동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경제 인 측면에서

의 세계화와 기술 인 측면에서의 디지털화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에서도 디지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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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의 지각변동에 가장 심 인 역할을 하 다고도 볼 수 있다. 디지털 명은 융

복합기술과 문화를 도출시켰다. 기존아이디와 기술을 결합하여 유용한 으로 개발

하는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을 통한 창조 인 융복합의 패러다

임을 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생산, 마 , 재무, 인사조직의 리 차원을 넘어서

서 경 략에 이르기까지 창조 인 융복합의 사고와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경 략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 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아주 독특한 공통 이 

있다. 그것은 서로 상반될 것 같은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묘한 융합과 균형을 이

루고 있다. 이를테면 경 에 있어서 로벌화와 로컬화 등 상반되는 목표를 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로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컬화하고, 표 화하면서

도 신 이며, 보편성을 띠면서도 다양성을 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 창

출과 사회 공헌을 함께 실 하고, 사람이나 문화․책임감 같은 ‘소 트(soft)’ 자산과 함

께 기술이나 제품 신 같은 ‘하드(hard)’ 자산도 함께 가꾸면서 지속 인 성장을 꾀하

고 있다.  ‘표 화(standardization)’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굉장한 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의 평상 인 일은 쉽게 처리되도록 ‘표 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창의 으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창출 노력에 즈음하여서도 경제  가치창출 과 상반되는 사회  

가치창출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 트 십’을 구축하고 공공의 선(善)을 확산시

킴으로써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 같았던 기업이 사회공헌에 극 참여함으로써 지

속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를 들면 IBM은 최근에 이집트 정부에 “문화 유 과 역

사 정보를 3D 이미지로 디지털화해서 후손에게 생생하게 달하자”고 로젝트를 건의

해 성공 으로 마무리했다. IBM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

면서도 이 로젝트를 ‘사이버 투어’와 연결시켜 수익도 창출하 다(Kannter, R. M., 

2008).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가치들이 오히려 공존하는 시 에 살고 있

다. 마찬가지로 지식 창의기반시 의 노사 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이해 계와 주

장을 조화시키는 융복합 패러다임이 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경 의 융복합 패러다임은 곧 타원궤도(Ellipse Focus) 패러다임을 도출시킨다. 이는 

공동체  노사 계 트 십 형성에도 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테면 원과 타

원은 궤도형성에 인 차이가 있다. 하나의  주 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원, 두

개의  주 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타원이 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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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과 타원괘도의 차이

신과 공동체, 성장과 안정, 성과도출과 공정배분, 창조성과 생산성 등 두 개의 을 

가지는  타원궤도 의 존재하는 것과 같다. 컨  신은 창의를 기반으로 한다. 창의

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워크의 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워크는 이

해 계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다. 그러므로 창의 기반시 의 

핵심과제는 신과 공동체의 실 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도 하지만 서

로 보완 으로도 작용한다. 하나의 으로 만도 괘도를 형성하지만 두 개의 을 

가지고도 괘도를 형성한다.

기업은 굼뜨고, 유연하지 못하고, 료 이라고 하지만 거인(巨人)도 날쌔고 유연

할 수 있다. IBM, P&G( 록터앤드갬블), 시멕스(Cemex), 시스코(Cisco), 방코 알

(Banco Real) 등 거  기업들이 마치 작은 벤처기업처럼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거인이 날쌔기까지 하다는 것은 매우 모순 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그 게 행동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들 우량 기업들의 특징을 뽑아보니 아주 독특한 공통

이 나타났다. 서로 상반될 것 같은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한편으로 로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컬화하고, 표

화하면서도 신 이며, 보편성과 통일성을 띠면서도 특수성과 다양성을 시하고 있

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창출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 하고, 사람이나 문화․책

임감 같은 ‘소 트(soft)’ 자산과 함께 기술이나 제품 신 같은 ‘하드(hard)’ 자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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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가꾼다(Kanter, R. M., 2008).

이상과 같이 상반되는 목표를 묘하게 조화하기 해선 기업들은 보다 큰 가치와 

비 을 공유하여야 한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같은 미션을 달성하기 해선 기업 

체가 보다 큰 가치, 가슴을 울 이게 하는 큰 비 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도 

‘이윤 극 화’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회 체의 가치창출을 극 화하는 가치와 

비  추구하는 하고 있다(최종태, 2008a).

이러한 상반된 목표를 융복합시키는 타원괘도의 경 패러다임은 기업경 의 생산과 

마 리 등에서 뿐만 아니라, 노사 계에 있어서도 으로 요망되고 있다. 노사

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갈등동반자 계이다. 비록 서로 상반된 이해 계를 지니고 있

지만 기업의 이해 계를 실 시키는 동반자 계이다. 경 은 타원궤도의 융복합 패러

다임을 노사 트 십 형성에도 극 실 될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

다.

 

3) 자유 공동체 노사 트 십 패러다임 

사업동반자  노사공동체 실 을 해선 자유 공동체 경 패러다임이 노사 계의 

트 십 구축에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하여 요청되는 

자유 공동체 경 패러다임은 노사 트 십 구축에 있어서도 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

늘날 경쟁력의 원동력인 창의는 자유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창의는 새로운 패러다

임에서 시작되지만 워크가 이루어져야만 완성된다. 창의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작되

기도 하지만 워크의 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워크는 이해 계에서 시작되기도 하

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공동체는 서로 상반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다. 자유는 질서 속의 개성을 살리는 행동이다.

사회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생활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가 확립되어

야만 공동생활이 번 하게 되고 발 한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면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란 권리의 이면에는 질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 르기 해선 반

드시 공동체 속에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질서란 구속하에 실 되는 

것이다.

창의시 는 구성원의 개성과 독창성을 최 한 실 시킬 수 있는 자유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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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 동시에 독창성을 실 시키고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워크를 비롯한 

공동체의 구 을 극 으로 요구한다. 자유와 공동체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도 하지만 

서로 보완 으로도 작용한다. 앞에서 언 한바 있듯이 괘도는 원과 같이 하나의 으

로 만도 형성되지만, 타원과 같이 두 개의 을 가지고도 형성된다. 자유 공동체의 패

러다임은 자유와 공동체의 두 개의 을 지닌 타원괘도를 이루는 창의시 의 경 패

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별노사 계이든 집단노사 계이든 노사 계를 가부장 인 권 주의나 자본의 종속

인 계로 보아 노동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아니 되겠고, 노동을 사업의 동반자로, 그

리고 내부 고객으로 보아 질서와 규범 속에서 자아를 극 실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

유공동체 경 패러다임이 노사 계도 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해선 경 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측하고 노동에게 새로운 비 과 창조 인 임 워먼

트(Empowerment)를 형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구성원 모두가 창조 인 마인드로 무

장하고 경 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불확실성시 의 지속 인 성장은 

창조 인 마인드로 무장한 구성원들에 힘입어 계속 발 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창

조의 비 을 심어 주고, 이를 공동체  유 계와 더불어 자기목표와 책임하에 창의실

을 기하도록 하는 자유 공동체의 경  패러다임을 경 의 노사 계정책과 리에 있

어서도 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최종태, 2008a).  

4) 로벌 통합 노사 트 십 패러다임  

사업동반자  노사공동체 실 을 해선 기업경 에 실히 요청되고 있는 로벌 

통합 경 패러다임이 노사 계의 트 십 구축에도 실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락으로 좁아질 만큼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향이 명 으로 변모한 오늘

날, 범한 문화의 교류와 공존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경 은 로벌 통합 패

러다임을 실히 요청하게 되 다. 실로 무역의 자유화는 경제의 세계화를 물살 타게 

하 다. 이에 기업도 국내기업에서 국제기업의 형태로, 국제기업에서 다국 기업형태

로, 다국 기업은 다시 로벌기업 형태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다. 로벌기업은 로

벌 통합기업형태(GIE: Global Integrated Enterprise)를 갖춤으로써 세계화에 부응하여 

세계통합기업으로 태어나고 있다. 세계통합기업이란 정보, 자원, 인 라  로세스 등

이 로벌로 통합되어 보다 효율 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세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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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ny)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나 지역의 제약을 넘어 고객 니즈에 기반한 

략, 리  운 을 실 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들은 그의 경 활동에 즈음하여 아웃소싱(Outsourcing)과 인소싱

(Insourcing) 략을 공간과 시간을 월한 지구  체를 상으로 하여 극 인 개

를 실  시킨다. 즉 지구 시 에 로벌 통합 경 략이 필요하고, 여기에 생산-기술- 

시장의 세계 통합 략이 실히 요청되고 있다. 비용생산구조를 버리고 로벌 시장

에서 첨단기술과 고품질을 앞세운 제품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로벌 마켓

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로벌화는 거 한 찬스를 주기 때문에 로벌 체제로 성공

으로 조속히 이 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경 의 노사 계정책과 리도 로

벌 통합경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노사동반자  트 십을 극 실 되도록 노력과 투

자를 하여야만 창의와 지식기반 시 에 기업의 생존과 지속 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바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비용생산구조를 버리고 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과 고품질을 앞

세운 제품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로벌 마켓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로

벌화는 거 한 찬스를 주기 때문에 로벌 체제로 성공 으로 조속히 이 해야 한다. 

세계의 제조업이 국이나 베트남, 인도 같은 비용 국가로 속히 이 하는 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 일자리가 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더 이상 임  생산구조

를 유지할 수 없다. 포커스를 고품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빨리 환해야 

한다(최종태, 2008a). 그러기 해서는 노사 계도 로벌 통합 경  패러다임에 맞추

어 동반자  공동체 계를 실 시킬 수 있도록 경 정책과 리를 극 구사하여야 한

다. 

2. 노사 트 십의 경 공동체 구축

사업동반자  공동체지향의 노사 계를 개시키기 해서는 새로운 경 패러다임 

구축에 따른 구체 인 정책  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노사 계가 추구해

야 할 사업동반자  공동체 노사 계는 목표요, 결과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이를 실 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정책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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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정책의 뒷받침은 실  가능한 실성이 있어야 하며, 그 기 해선 상황

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 정책  수단은 경 공동체의 구 이 되겠다.

기업의 노사 트 십은 경 공동체 실 을 통하여 완성된다. 경 공동체의 구 은 기

업을 자본의 결합체인 소  캐피털 조인트벤처(capital joint venture)의 개념을 뛰어넘

어 자본과 노동의 결합체인 소셜 조인트벤처(social joint venture) 개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경 공동체의 실 은 노사 계를 계 투쟁이나, 는 노동 상품을 사고 는 이

해거래 계를 뛰어넘어서 경 의 사업동반자로 보고 노사 트 십을 극 개시킨다

(Fisher, G., 1954). 노사 계는 이해공통 인 측면과 이해 립 인 계가 동시에 공존

한다. 이는 생산 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 계가, 분배 인 측면에서는 이해 립 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 계를 갈등 동반자 계(Konflikt- 

partnerschaft)로 규정지우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존립의 측면에서 노사는 이해공통 계로 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

게 되어, 노사를 이익공동체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

에 따라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 간

의 모순과 상이성을 수용하고 립과 이질성을 극복하여 가고 있다(최종태, 2010).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경제기술  사회의 지각변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히 

개되고 있다. 즉, 산업시 에서 지식시 로, 지식시 는 다시 창의시 로 계속 격하게 

환되고 있다. 창의 기반시 를 맞이하여 개성 있는 기업, 창의성 있는 기업만이 무한

경쟁시 에서 살아남고 성장․발 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외 없이 기업의 개성과 독창성이 뚜렷하고, 그것이 제품과 서비스에 담겨져 있다. 그러

므로 부가가치 높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실 시키는 신 략은 기업의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하여 노사 모두에게 으로 요청되는 생존 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지  세계는 자본이나 노동 기반의 시 가 아닌 자본과 노동이 융합된 창

의 공동체 기반의 시 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 계를 투자공동체로서, 그리고 

사업공동체로 보는 이 필요하게 되었고,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90년  후반부터 노사

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 투쟁이나 노동 상품의 거래 계로 정의하는 ‘기계론 ’ 패러

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 시키는 자본과 노동의 사업공동체인 ‘유기체론 ’ 패러다임

으로 환하기 시작하 다. 노사는 합작투자로서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운명공동체인, 

소  소셜 조인트벤처의 이념과 행동으로 경 공동체로 바 기 시작하 다. 치열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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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 속에서 생존을 한 필사 인 노력을 해서는 노사가 경쟁

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리하는 노

력이 필연 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경제사회기술 등 노동 생태계의 격한 변

화에 따라 노사 계의 형태는 립투쟁 계에서 갈등동반자 계로, 갈등동반자 계는 

다시 사업동반자 계로 개됨에 따라 노사 트 십의 경 공동체의 이론과 실제가 

속도로 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사 계도 한시바삐 통 인 갈등과 투쟁동반자 

계에서 벗어나, 사업동반자와 투자동반자로 변신토록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모

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 한 과제이다.

1) 공동체지향 경 정책과 경 공동체 건설

세계는 자본이나 노동기반의 시 가 아닌 자본과 노동이 융합된 공동체기반의 시

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 계를 투자공동체로서, 그리고 사업공동체로 보는 

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80년  후반부터 노사 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 투쟁이나 노동 상품의 거래 계로 정의하는 ‘기계론 ’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 시키는 자본과 노동의 사업공동체인 ‘유기체 ’ 패러다임으로 환하기 시작하

다. 무한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 속에서 생존을 한 필사 인 노력을 해선 노사는 

립과 경쟁의 원리가 아닌 력과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험을 공동으로 부

담하고 리하는 노력이 필연 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노사 계도 한

시바삐 갈등과 투쟁동반자 계에서 벗어나, 사업동반자와 투자동반자로 변신토록 노

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한국기업의 노사 공동체 확립은 기업의 생존과 발 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

고 있다. 기업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생계의 터 을 마련하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

회발 의 원동력이요 꽃이기도 하다. 기업의 노사공동체를 우리는 경 공동체

(Betiebsgemeinschaft)라고도 한다. 기업이 건 하게 성장․발 하기 해선 경 공동체

가 반드시 형성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성장에 따른 합당한 경 공동체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성장과 발 의 한계의 벽에 이르게 되어 얼마 못가서 와해되기 마련

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는 공동체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송복(1995)은 공동

체연구의 표 인 19세기와 20세기 의 퇴니스(Toennis, F.)의, Gemeischaft, 두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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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Durkheimdm, E.)의 Solidarity  쿠리(Cooley, H.)의 Primary Grroup에서 공동체

개념이 지니는 공통성에 기 하여 “친 성을 가진 사회 계 혹은 그러한 계를 가진 

집단”으로 요약하고 공동체를 보다 포 이며 움직이는 사회 상으로서 기본요소, 기

본형태, 기본 상  종류로 보다 동태 으로 악하고 있다.

공동체계념은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Toennis, F.)가 이익사회에 치하여 공동사회

의 범주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 다. 퇴니스는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

(Gesellschaft)를 설명함에 즈음하여 인간의 의지를 본질의지(Wesenwille)와 선택의지

(Kuerwille)로 구분한다. 본질의지(本質意志)란, 선택의지와 상 되는 것으로서 사고작

용보다 감성작용이 지배 인 것으로, 구체 으로는 공감․습 ․요해(了解) 등으로 나

타난다.  그 복합 ․사회  형태는 일체성․ 습․종교 등으로 구체화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질의지에 따른 사람들의 결합 계는 감정 이고,  매우 긴 한 성질을 가진

다. 본질의지에 입각한 사람들의 목 ․ 인격 (全人格的) 결합체를 공동사회(共同

社 ), 즉 게마인샤 트라고 한다. 감정의 립이나 증오와 같은 분리  요소를 가지면

서도, 본질 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결합해 있는 사회를 게마인샤 트라고 말하는 이유

도 바로 그 에 있다. 퇴니에스는 게마인샤 트를 생명발 의 식물 ․동물 ․인간

 3단계에 응시켜 피[血緣]의 게마인샤 트로서의 집(Haus), 땅[地緣]의 게마인샤

트로서의 마을(Dorf), 마음[心緣]의 게마인샤 트로서의 도시(Stadt)를 들어 이 3가지가 

게마인샤 트 시 에 있어서의 발 단계를 나타낸다고 하 다. 선택의지(選擇意志)란 

본질의지와는 다르게 감성작용보다 사고작용이 지배 인 것으로, 구체 으로는 고량(

量)․타산 등으로 나타난다.  복합 ․사회  형태는 약․정치․여론 등으로 구체

화된다. 이러한 선택의지에 따른 사람들의 결합 계는, 이해와 심이 일치하는 데가 

있고 등가의 교환이 제가 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익사회(利益社 ), 즉 게젤샤

트는 선택의지에 입각한 사람들의 수단 ․일면 (一面的) 결합체를 의미한다. 즉 구

든 어도 자기가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반 부(反 給付)나 답례가 없다면 

남을 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게젤샤 트가 합리 ·계

약  성질을 가지고, 여러 결합요소를 지니면서도 본질 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분리되

어 있는 사회라고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게젤샤 트의 형으로서 퇴니스는 생

명발 의 식물 ․동물 ․인간 인 3단계에 응시켜 도시․국민․세계를 들었으

며, 이는 게젤샤 트 시 에 있어서의 3가지 발 단계를 나타낸다고 하 다. 남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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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 를 넘어서 자기 역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고, 이성  자유를 보유하면서 생

활을 하는 게젤샤 트는 근 사회에서 게마인샤 트 시  다음으로 성립하지만, 

이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긴장 계를 만들어내고, 개인의 원자화와 소외를 래하기도 

한다.

기업경 에 즈음하여, 사업을 비롯한 조직, 시장개척 등 경 의사형성 과정에서는 선

택의지에 입각한 합리 인 선정을,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형성 등 의사실  과

정에서는 본질의지를 시하여 구성원의 력과 활력을 지닌 성취 조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아무리 합리 인 사업과 조직을 설계하고 시장개척의 략을 결정하 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일체감 형성 등 본질의지의 요성과 역할을 무시하게 되면 목표

달성은 실 과정에서 좌 되고 그 경 체는 경쟁 열에서 탈락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에서 기업은 이익사회인 동시에 공동사회이다. 환언하면 공동체  이익사회

(Gemeinschaftsgesellschft)로서의 기업을 보는 과 더불어, 경 의 지속 인 성장발

을 해선 경 공동체 형성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최종태, 2006a).

2) 경 공동체건설의 3  법칙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건설에는 지주가 있다. 기업의 공동체인 경 공동체건설에

도 지주가 필요하다. 니클리쉬(Nicklisch, H. 1921)는 경 공동체 건설의 지주로서 세 

가지 법칙, 즉 목 법칙(das Gesetz des Zweck), 형성법칙(das Gesetz der Gestaltung), 

그리고 유지법칙(das Gesezt der Erhaltung)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 공동체를 하나

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목 -구조-기능”에 따라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목 법칙에는 자유사상기반 성과원리, 형성법칙에는 유기  사상기반 직

능조직원리, 유지법칙에는 성과원리기반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원리 등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1) 목  법칙

니클리쉬는 경 공동체 건설의 지주로서 경 공동체의 목  설정과 련하여 ‘목

법칙’을 강조하고, 이를 자유사상기반 ‘성과목표’ 추구에 두고 있다. 즉 기업의 공동체

인 경 공동체는 성과공동체(Leistungsgemeinschaft)로서, 경 공동체 건설의 지주인 목

법칙은 자유사상기반 경 성과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다. 경 성과의 원리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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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동면을 시한 것이며, 양자의 공존공 의 공동체를 해선 이를 제로 하여 경

공동체(Betriebs gemeinschaft)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 공동체 개념

의 정은 곧 경 성과 원리를 정하는 것이 되며, 경 공동체 개념의 부정은 동시에 

경 성과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1차  공동체 는 순수공동체와 2차  공동체 는 고차  공동체

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는 이익사회를 추구치 않는 공동체이다. 표 인 것으로서 

가족공동체를 손꼽을 수 있다. 후자는 구성원의 자기이익을 제로 해서 이익공통 에 

을 둔 결합체이고 오늘날 부분의 공동체는 여기에 속한다. 2차  공동체도 추구

하는 이상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컨  학은 학문과 과학  기

능을 통한 진(眞: Truth)을, 교회는 윤리 도덕  기능을 통안 선(善: Good)을, 음악 미술 

회는 술  기능을 통한 미(美: Beauty)를 각각 그들의 이상추구의 상으로 삼는데 

비하여, 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진, 선, 미의 가치

보다도 경제  기능을 통한 부(富: Plenty)의 가치를 그의 이상추구의 상으로 삼는다. 

기업의 공동체인 경 공동체는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경 활동을 진, 

선, 미(眞, 善, 美)의 가치추구보다 부가가치 증 인 부(富)를 첫째로 시한다(高田, 昭

和 53年). 그러므로 드러커(Drucker P. F.)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기업은 부가가치 

증 를 한 성과원리가 알 요 오메가이며, 백의 지식보다도 하나의 부가가치의 성과

를 보다 더 요시 여기는 성과사회이다. 이러한 에서 경 공동체는 학공동체나 신

앙공동체 는 술공동체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부가가치의 증 를 시하는 성

과 공동체를 공동체의 심지주로 삼는다(최종태, 2008b).

기업이 존립하기 해서는 지속 인 성과도출이 있어야 한다. 성과도출은 경 의 알

요 오메가이다. 이러한 에서 경 공동체 건설도 성과도출을 해서 요청되는 것이

다. 따라서 성과도출 없는 경 공동체는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경 공동체의 성과의 원리는 자유(freedom)사상을 기반으로 한 험부담과 

리를 통해서 성과공동체를 이룩한다. 자유는 성과도출의 원동력이다. 무한경쟁시 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성과도출의 결정 인 요소는 슘페터나 드러커가 강조한 바 있듯

이 자유로운 신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 공동체의 성장과 발 을 해선 구

성원들의 창조 인 착상과 신을 실 시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롭지 

못하면 신을 기 할 수 없다. 신은 행 주체의 개성과 특성의 자유로운 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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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한다. 통제나 강제 인 획일  구속 하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한 신을 기 하는 것은 마치 쓰 기통

에서 아름다운 꽃을 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경 의 핵심목표인 이익(profit)을 “ 험부담과 리(risk undertaking and 

risk management)”의 가로 정의하기도 한다. 기업이 이익창출을 하여 경 자와 구

성원의 단과 선택에 따른 험부담에 도 하는 의사형성과  그 험을 최소화시키

기 한 험 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율 인 조직 리와 자 조달을 수행하는 

의사실 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니클리쉬는 기업의 경 공동체형성에 즈음하여 

자유사상을 정신  지주로 삼는다(Nicklisch, H. 1921). 그는 개별경제단 의 특성을 

“ 리경제 는 수익경제”와 “ 약경제 내지 가계경제”로 구분한다. 자는 자유의지에 

의한 험(Risko) 부담을 극 으로 인수하고 이를 리하는 생산경제 단 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정해진 범주 속에서 이를 효율 으로 리하는 소비 경제단 이다. 물

론 약경제 내지 가계경제단 에 있어서도 효율  리에 즈음하여 재선택(財選擇)에 

따른 주어진 소극 인 험은 존재하지만, 이는 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리 내지 수

익경제 단 의 극 인 재산 험부담과 그에 따른 리행 와는 그 성격이 원리 으

로 다르다(최종태, 2006a). 수익경제단 에 있어서 경 의 험부담과 리를 실 시키

는 의사결정을 자아내는 자유의지는 경 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 인 역할을 하며, 이

때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자유”는 가치창출을 수행하는 경 공동체의 정신  지주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경 공동체 구 에는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실 시킬 수 있는 자유

의 법칙이 확립되어야만 올바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자유의 실 이 경 공동체 건설

에 정신  지주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니클리쉬는 자유의 법칙을 경 공동체 구축의 근

본법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경 공동체는 성과공동체를 이룩함에 있어 자유의 법칙(das Gesetz der 

Freiheit)을 시한다. 즉, 경 공동체는 자유사상을 이념  목 기반으로 삼는다

(Nicklish, H. 1921; Fisher, G. 1954).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구성원의 존엄성과 자유의

지 그리고 자아실 을 무시한 자유가 없는 단  집단은 공동체로 볼 수 없다. 사회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생활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가 확립되어야만 공동

생활이 번 하게 되고 발 한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면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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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다. 자유란 권리의 이면에는 질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 르

기 해선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자유는 질서란 구속 하에 실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자유는 방종과는  다르다. 방종은 욕망에 따라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지만, 자

유는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질서를 존 하는 행동이다. 때문에 공동생활, 즉 공동체(共

同體) 속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  계

를 가지면서 생존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행동기 의 기본한계를 벗어나서 행동

의 규범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는 무 지고 갈등과 혼란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 형성 법칙

니클리쉬는 경 공동체의 구조 설정과 련하여 ‘형성법칙’을 강조하고, 이를 유기  

사상 기반 직능조직 추구에다 두고 있다. 즉 성과공동체로서 경 공동체를 이룩하기 

해선 유기  사상기반 조직원리에 따른 ‘형성법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

공동체는 유기체  조직이다. 경 공동체에서 상으로 삼는 조직이란 유기 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 유기체를 의미하며, 이는 맹목 이 아니라 합목 으로 형성되

고 일체화 된다. 그러므로 니클리쉬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 형성 활동을 조직으로 본

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바 있듯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조직자이고, 이들이 자발

으로 유기 으로 결합하여 유기체를 형성한 상태를 곧 조직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조직 주체설이라고도 일컬어지며, 구텐베르그(Gutenberg, E., 1958) 등의 조직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해하는 조직객체설의 견해와는 립된다.

우리는 조직을 보는 시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을 도출 할 수 있다. 즉 

“사업은 조직이다”(business is an organization)라는 시각과, “사업은 조직을 가지고 있

다”(business has an organization)라는 시각이다. 자는 사업 그 자체를 바로 조직체로 

으로써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  행동시스템으로 규정짓는다. 이에 하여 후자는 조

직을 사업 수행의 수단으로 으로써 조직을 하나의 수행도구로 규정짓는다. 조직

론은 자의 유기체  시스템어 로치를 추구하는데 반하여, 통  조직론은 후자의 

뷰로크라시  어 로치를 취하 다.

경 공동체에서 형성  상으로 삼고 있는 조직은 조직을 유기체  행동시스템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조직자, 즉 조직의 주체가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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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직을 시하고 한 구성원, 즉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 , 사람을 시하고, 

이들의 유기 인 동 계를 시하는 경 을 추구한다. 이때 조직을 이루는 사람은 조

직의 수단인 동시에 목 이며, 체인 동시에 부분이 된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

개인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표지(標識)이기도 하다(최종태, 2008b).

경  공동체의 유기체조직은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수직  수평 으로 다양하게 유기

으로 분화되고 통합된다. 즉, 직능(Aufgabe)에 따라 유기 인 직능공동체를 형성한다. 

앞에서 언 한바 있듯이 사회 공동체형태를 1차  공동체인 순수공동체와 2차  공동

체인 고차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를 우리는 연  공동체와 비 연  공동

체인 지연  심연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자는 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형성에 특별한 매자가 필요 없다. 부모와 자식 간 혹은 형제 간에는 특별한 매

개체 없이도 언제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는 공동체형성에 반드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매자가 있다. 노사공동체는 하나의 직능공동체이기도 하기 때

문에 조직의 직분과 과업, 즉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공동체형성의 매는 일, 

즉 직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사공동체를 노동공동체(Arbeitsgemeinschaft)로 해석하기

도 한다. 공동체(Gemeinschaft)란 단어는 독일어에서 시작되었다. 어로 이를 번역하

여 Community라 한다. Gemeinschaft란 단어는 게르만 민족의 문화와 특성을 표 해주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료를 독일어로 Kollege라 한다. 어에 Colleague 해당된다. 

독일에서는 동료를 소개할 때는 어디서 형성된 동료인지를 설명할 때는 사귄 곳을 

Kollege 앞에 붙여서 표 한다. 이를테면 학교동료는 Schulkollege, 교회동료는 

Kirchenkollege, 그리고 직장동료를 Arbeitskollege라 한다. 이때 직장 동료는 Arbeit를 

매체로 해서 이루어진 직능공동체의 동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 공동체를 일을 토

로 하여 유기 으로 조직된 직분공동체(Aufgabe gemeinschaft)로 보는 이 필요하

다.

(3) 유지 법칙

니클리쉬는 경 공동체의 기능 설정과 련하여 ‘유지법칙’을 강조하고, 이를 경 성

과 사상성과 도출과 성과배분에다 두고 있다. 즉 성과공동체로서 경 공동체가 구 되

기 해선 성과원리를 기반으로 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에 입각한 ‘유지법칙’이 지켜져

야 한다. 그러므로 니클리쉬는 경 공동체 구 에 있어서의 유지법칙을 경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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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법칙인 성과원리에 입각한 ‘성과획득’과 ‘성과배분’의 실 을 기하는 것이라고 본 

다. 즉 경 공동체가 실 되기 해선 반드시 성과획득인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인 공정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설정하고, 이를 극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로, 

기업의 공동체인 경 공동체는 경제성에 의한 경 성과의 원리를 제로 한 성과의 획

득과 배분을 통하여 그의 공동체가 실 되고 발 된다. 그러므로 우선 무엇보다도 경

성과의 획득, 즉 경 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다. 동시에 경 공

동체가 실 되기 해선, 획득된 경 성과가 반드시 공정배분 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은 경 공동체 확립의 양 수 바퀴라 할 수 있다.

경 공동체가 실 되기 해선 우선 지속 인 성과도출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공동

체인 경 공동체는 가치창출을 한 성과 원리를 제로 하여 경 성과의 획득과 배분

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룩되기 때문에, 경 성과의 획득, 즉 경 성과 도출 없는 경 공

동체는 이룩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니크리쉬(Niklisch, H., 1921)는 경 성과

(Betriebsertrag) 획득은 노사공동체 유지의 제조건으로 삼고, 이를 경 공동체 유지법

칙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최종태, 2008b).

오늘날 세계는 노사 트 십을 통해 경 의 지속  성장을 하여 성과도출의 신

운동을 극 으로 수행하고 있다. 변하는 경제사회의 환경은 기업으로 하여  끊임

없는 신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탄탄한 기업일지라도 지속 인 신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무 질 수 있다. 그 게 되면 노사 모두 공멸하게 된다. 오늘날 기의 상시성은 

부단한 신의 노력을 사 으로 요구하고 있다. 성과도출을 한 신은 ‘물리  

신’이 아닌 ‘사회  신’이다. 지난 80년 에 들어서면서 부터 작업장을 비롯한 경

신운동의 패러다임과 내용이  달라졌다. 즉 신운동의 방향이 천동설에서 지동

설로 바  셈이다. 통  신운동은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  리 패러다임에 

의한 물질 , 기계  신으로 추진되어,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하여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신운동은 노사 트 십 패러다임에 근거한 인

간 , 조직  신으로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신은 구성원의 창의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성취의욕과 자 심, 그리고 소통과 동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

에 성과획득을 한 신운동은 노사 력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동반 할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유지의 법칙에 따라 경 공동체가 실 되기 해선, 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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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지속 인 성장 발 을 기하기 해선 경 공동체의 확립

이 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반드시 실 되어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다. 경 성과의 획득, 즉 경 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 공동체의 

발 은 물론, 존립할 수도 없다. 경 공동체가 유지 발 되기 해선 획득된 경 성과

가 반드시 공정배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 공동체 확립을 해서는 성과도출에 따

른 공정배분 략  정책의 확립이 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공동체 구성원에 한 

공정보상을 해선 경 은 투명성과 함께, 경 의 객체로서의 노동이 아닌 주체로서의 

노동의 참여와 신노력이 극 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셔(Fischer, 

G., 1954)나 가우 러(Gaugler, E., 1997) 등 경 사회 학 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

람을 시하고, 이들의 유기 인 동 계를 시하는 경 이 추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 공동체 확립을 통한 사업동반자로서 노사 계를 기 하기 해

서는, 우선 노동을 상품으로 사고 는 상에서 투자 동반자로 보는 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근로자에 한 보상을 노동 상품의 가로서만 보는 에서 사업동반자로서 투

자의 가로서 보는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선 투자  임 (Investiv Lohn) 등 참여  

보수의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경 성과에 따른 보상도 극 으로 실  되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Spilker, M., 1994). 따라서 경 은 노동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순한 

상품으로 취 하거나 원가의 구성요소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 의 노동

을 가지게 되면 노사 계는 노사 간의 이해 립 인 입장에서 리ㆍ통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 이 노동을 노동상품설에 입각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가격을 지불하고 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노사 계를 결정하고 

리한다면, 그 결과는 극단 인 자본지향 는 노동지향으로 흘러 노사 간의 립과 

투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 공동체에서 근로자에게 지 되는 보수는 가시 인 노동의 가일 뿐만 아니라 

경 성과의 배분이기도 하다. 경 은 노동이 경 공동체 구성 동반자로서 경 성과에 

지속 으로 작용한다는 을 감안하여, 통 인 경제  거래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

이고 운명공동체 이며 이익공동체 인 입장에서 경 성과를 배분하는 극 인 

참가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개별 인 차원에서 성과에 따라 인센티

를 제공하는 모티베이션 보수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Gemeinschaft) 인 차원

에서 참여보수 실 의 경 사회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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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스템으로 보고, 사람이 설 자리가 있는 기업, 인생을 꽃피울 기반을 제공하는 기

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경 보수정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노사 방의 경제  이해 계를 공존공 의 방향으로 이끌기 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달성된 생산성에는 반드시 합당한 

배분이 실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사용자는 성과의 배분에 진심

으로 심 을 기울일 때 노사 계는 립이 아닌 력의 계로 발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즉 근로자의 기본자세는 ‘생산성 향상의 실천’을 하여 근면ㆍ성실의 태도로 제품

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하겠고, 사용자는 ‘성과배분의 실천’을 하여 이윤참가와 근로자

의 재산형성의 길을 모색해야 될 로 안다. 여기에 공동체지향의 보수 략과 리를 

확립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경 이 주도 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즉 경 은 노

사 계를 게마인샤 트  운명공동체로서의 시각에 입각하여 노사공존공 을 한 ‘참

여 보수’ 략을 극 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사공동체 특성에 부응하여 참여 보수 략 실 방안으로서는 근로자의 이익

참여와 자본참여의 두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VI. 결론  시사  

1. 노사 계에 한 경 의 략  선택

한국노사 계는 내외 인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환경 측면에서의 경제와 기술의 변천, 과업환경 인 측면에서의 노동법과 노동시

장의 변화 등은 노사 계에 극 으로 향을  뿐만 아니라 노사 계시스템의 새로

운 모습을 요청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  환경 측면에서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 시 의 노사 계를 고하고 있고, 기술  환경 측면의 정보화와 디지털 명

의 추진은 노사 계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측면의 

자율화․민주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양극화,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사회의 변화는 새로

운 스타일의 노사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 계의 지각변동에 따른 생산 인 노사 계에 한 경 의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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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환경

노사관계시스템

공동체 패러다임

경영공동체

일반과업

(경제기술사회 변화)

(노동사회 변화)

(패러다임 선택)

(정책 선책)

-환경 변화- -전략적 선택--지각 변동-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노사관계의 지각변동과 경영의 전략적선택

과업환경

노사관계시스템

공동체 패러다임

경영공동체

일반과업

(경제기술사회 변화)

(노동사회 변화)

(패러다임 선택)

(정책 선책)

-환경 변화- -전략적 선택--지각 변동-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노사관계의 지각변동과 경영의 전략적선택

략  선택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하여 필수 으로 요청된다. 특히 창의시 를 맞이

하여, 인 자원기반 핵심역량 형성은 기업 경쟁력과 성장 발 의 사활이 걸려 있는바, 

이를 한 동반자  공동체 노사 계 실 은 으로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때문에 

오늘날 우량기업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비지니즈모델 구축에 있어서 인 자원기반 핵

심역량 구축과 공동체  노사 계를 경 의 주요 략  상으로 포함시키고, 노사

계에 한 새로운 경 패러다임과 략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경제기술사회와 노동사회의 격한 변화에 따른 노사 계 지각변동

에 즈음하여, 경 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하여할 시 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노사

계를 경 의 정책  차원에 포함시켜 노사가 경쟁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에 입각하

여 기업의 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리하는 사업동반자 인, 소  노사 간의 조인트

벤처(joint-venture)인 소셜 조인트벤처(social joint-venture)가 실천되도록 하는 략이 

필요하다. 이를 해선 기업을 보는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을 물리  기계론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노동상품의 거래장소로 보는 에서, 생물  유기체론  패러

다임에 입각하여 노사 간의 이익공동체이며 직능공동체인 경 공동체로 보는 이 

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 환은 한 노사 계를 이해 립 계로 규정지어 기업을 

노동상품을 사고 는 거래장소 내지 흥정하는 곳으로 보는 시각에서, 노사 계를 립

과 갈등동반자 계를 넘어서서 이해공통의 사업동반자 계로 보고, 기업을 노사공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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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생의 터 으로 여기도록 하는 공동체 지향의 노사 트 십 패러다임과 그에 따

른 경 공동체정책이 효과 으로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경 의 략  선택이 실히 

요청되고 있다.

노사 계를 산업 계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통 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

다. 노사 계는 환경  향에 의해 일방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각주체

가 선택할 수 있는 범 를 정해  뿐, 기업을 행동주체로 삼아 기업의 역량과 략을 

시하는 경 의 략  선택이 기업의 노사 계 성과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노사 계론은 경 의 주체 인 의지에 의한 략  선택의 요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 심의 노사 계론에서 경 정책 심의 노사 계론을 강조하고, 노사 계 

개에 있어서 경 의 략  선택과 행동연구를 시한다.

2. 자본지향  경 학의 반성과 경 학

경 학도 그의 연구 상인 기업과 경 에 한 보는 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을 오

로지 자본의 집합체로 보고 자본의 논리에 입각하여 경 의 가치창출의 목표를 경제  

가치창출인 이익 극 화에만 치 하여, 주주 이익이나 경 의 성과 도출만 추구하는 생

산, 마 , 재무, 회계, 인사노무, MA, 구조조정 등의 합리성 추구의 기능별 이론과 실

제에만 치 하는 자본지향  통  경 학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업을 하나의 독립

인 가치창출의 실체로서 보는 ,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선 경제  가치창출도 

요하지만, 사회  가치창출도 함께 요시하는 이 필요하다. 경 에 있어서는 성과 

도출도 요하지만, 성과의 배분도 요하다. 경 의 성과로 도출되는 수익은 자본제공

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경 자, 근로자등에게도 험부담의 참여자로서 배분되어 지도

록 하는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지속 인 경 성장을 해선 경 의 성과 배분을 

자본제공자인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차원을 넘어서 경 자, 근로자, 소비자등 이해 련

자에게도 성과의 몫을 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바,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을 함께한 자본

과 노동을 통합시킨 의사결정론  시스템 지향의 경 학 연구가 강조된다. 실로, 오늘

날 경 환경의 격한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험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으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발 을 기하기 해선, 이해 계자의 극 인 험부담과 리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노사 계를 단순히 노동의 거래 계로만 보는 시각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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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익과 손실을 함께하는 사업동반자  경 공동체 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 학도 경 경제시스템  경 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규명하는 범주를 넘어

서서 경 사회시스템  경  공동체 이론과 실제에 한 규명에 더한층 박차를 가해야 

될 로 안다.

경 의 이론과 실제의 개에 즈음하여 두 가지 상반된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즉 자본지향  경 (Kapitalorinentirte Betriebswirtshaftslehre)과 노동지향  경

(Arbeitsorien tir te Betribswirtschaftslhre)에 한 논의가 되겠다(Ackermann, K. F., 

1975). 

자본지향  경 은 기업을 자본의 집합체로 보고 이익극 화를 경 의 목표로 삼는

다. 동시에 자본제공자인 주주의 이익을 경 의 최 목표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노동

을 원가구성요소로만 여겨 원가 감 차원에서 리되고 논의된다. 즉 경 체 형성의 구

심 을 자본(Kapital)에 두고 개시킨다. 따라서 경 은 자본의 가치순환과정과 경제  

효율성 증  목표에다 을 두고 수익성(profitability: Gewinn)과 경제성(rentability: 

Rentabilitaet)의 증  등 경 경제  지표에 치 한다.

이에 상반된 견해로서 노동지향  경 (Arbeitsorientierte Zielvorstellungen)은 기업을 

노동의 집합체로 보고 노동의 욕구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경 의 심목표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자본은 기업존립의 한 구성요소만 여겨 자본투자의 최소한 가지불 차원

에서 리되고 논의된다. 즉 경 체의 구심 을 노동(Arbeit)에다 두고 개시킨다. 따라

서 경 은 구성원의 만족성 충족에다 을 두고 일자리안정(Arbeitsplatzsicherheit), 소

득증 (Einkommenssteigerung), 자아실 의 노동형성 (Arbeitsgestaltung) 등 경  사회

 지표에 치 한다(최종태, 2006). 노동지향  경 은 인간  노동조건(humanner 

Arbeitsbedingungen) 형성과 실 을 하여 개별노동보다도 집단노동행 를 선호한다. 

때문에 기업의 노동지향  경  목표설정과 실 을 한 노력은 독일 노동조합(DGB)

에서 그의 활동 략으로 강조되기 시작하 다.

통 인 자본지향  경 학에 한 비 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통  경 학은 

개별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본가를 변하는 자본지향  경 학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三戶公, 昭和 43年, 馬場克三, 昭和 43年). 경쟁의 효율성과 수익성 목표에다 

을 두고 경 의 이론과 실제를 개함으로써 재무와 시장 심의 자본지향  목표의 

경 학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 즉, 통 경 학은 노동을 경 의 객체  리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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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여겨 ‘비용-수익(cost-benifit)’의 성과와 경쟁주의에 입각한 경 의 이론과 실제를 

으로 제시한다.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노동의 합리화(Rationalisierung der Arbeit)

에 따라 동작, 시간연구 등을 통한 과학  작업 리에 의한 직무세분화 등 노동의 세분

화와 단순화를 통한 노동생산성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Humanisierung der 

Arbeit)는 무시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자본지향  경 학은 노동 가인 임 도 

오로지 원가구성요소로만 생각한다. 임 리는 개별 경쟁을 시하고 이익도출을 

한 비용 감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는다. 경 의 성과 도출에만 집 하고 성과배분은 

등한시하여 노사 계를 립 이고 투쟁 인 시각으로 도출  한다. 경  기나 경

실패에 직면하여서는 자본의 이해에 따라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감소  해고, 임  

 복지후생의 삭감, 작업시간 연장  작업강도 강화 등을 핵심 략으로 삼고, 고용과 

노동의 삶의 질  조직유효성 등은 고려치 않는 경 을 야기토록 한다. 환언하면 통

 주류 경 학인 자본지향  경 학은 경 의 주체로서의 노동과 그의 주 인 세계

는 무시하고, 오로지 객체로서의 노동의 개  세계에만 치 한다. 노동을 자극- 반응

의 기계 인 합리성 추구 리방식을 통한 경 의 성과를 기 하는, 소  인간성 무시

의 경 을 자아내게 하고, 경 의 이해 계자와 생태  환경을 존 치 않는 오로지 주

주 등의 자본제공자 이익만을 변하는 이론과 실제를 제시함으로써 경 의 사회  책

임과 지속  성장 발 을 해하는 경 이론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 

사실 지 까지 경 학은 경 의 경제 인 측면인 수익성과 경제성에만 을 두고 

경  경제  가치창출과 성과도출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하는데 하 고, 경 의 사

회  측면인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그리고 환경과 사회  책임 등 경 의 사회  가치

창출과 성과배분에 해선 경시하여 왔다.

이에 한 반성으로써 경 학에서는 기업을 생명을 지닌 시스템(living system)으

로서, 지속 인 성장발 을 한 독자 인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北原貞輔, 

1993). 그러므로 기업을 자본의 집합체 는 노동의 집합체로만 여기지 않고,  자본

과 노동의 결합체로도 여기지 않는다. 이해당사자 편에서만 기업을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가치창출의 시스템으로 보는 에서 시작한다. 경 의 지속  성장을 해선 수

익을 비롯한 경제  가치창출을 으로 시하지만 고용을 비롯한 사회  가치창

출도 존 한다. 경 에 있어서 성과 도출을 으로 요시 하지만, 그에 따른 성과

배분도 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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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에 있어서 핵심역량이 이동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인 핵심역량이 자본 

심에서 기술 심으로 바 고 있다. 이때 기술은 기계시설 등에 따라다니는 하드웨어

기술이 아닌 사람에 따라다니는 소 트웨어 기술 휴먼기술을 말한다. 노동에 따라다니

는 기술, 즉 노동과 기술의 결합을 말한다. 그리고 요소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경

쟁우 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이때 기술은 기업 내에서 인  자원을 통하여 축 되는 

기술로서 쉽게 모망이 불가능하며, 경쟁우 의 근본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의 경

자원은 인 자본(human capital) 이론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조직학습과 같

이 기업 내에서 쉽게 악하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것임이 밝 지면서 지 자원  조직

학습이론과 결합하는 배경을 경 학에 제공하 다. 

시 는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목할만한 발 과 함께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치와 역할이 격하게 변하여 왔다. 

이제 기업을 보는 시각을 국가 사회발 의 견인차 인 담당자로 보고,  이를 물리학

 기계론의 패러다임에서 생물학  유기체론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시 를 맞고 있으

며 세계화 속에 경 공동체로서 가치창출의 추 인 역할 담당자로 등장되고 있다.

3. 연구를 한 시사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노사 계와 경 에 한 후속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가) 한국노사 계는 경제, 기술, 노동 등 일반  과업 환경변화에 따라 심각한 지각

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나) 노사 계를 논함에 있어서 사회진화론  에서 생태론  시스템 어 로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행 주체자의 략  선택과 역할, 특히 노사

계 발 을 하여 경 의 략  선택은 단히 요하다.

다) ‘사업동반자  공동체 계’를 우리 노사 계의 새로운 방향모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한 노사공동체 지향  트 십 구축의 경 정책은 노사선진화와 

지속 인 경 성장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

라) 사업동반자 인 노사 트 십의 경 패러다임 구축에는 융복합 패러다임, 자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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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패러다임  로벌 패러다임 등이 요청된다.  

마) 경 공동체 건설의 지주로서 목 법칙-형성법칙-유지법칙 등이 요청되고, 목

법칙에는 자유사상기반 성과원리, 형성법칙에는 유기  사상기반 직능조직원리, 

유지법칙에는 성과원리기반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원리 등이 요청되고 있다.

바) 자본지향 인 통  경 학은 경 학의 연구 상인 기업을 자본의 집합체로 보

고 주주의 이익극 화를 경 의 최  목표로 삼아왔다. 이에 하여 경 학

은 기업자체를 독립된 가치창출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보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자본지향  경 학에 한 반성과 더불어 경 의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하

여 사회  가치 창출도 존 한다. 따라서 성과도출의 이론과 함께 성과배분의 이

론도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하여 존 한다.

사)  경 학은 통  자본지향 경 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동과 경 의 통합을 

통하여 경 의 가치창출과 노사 계에 한 략  선택의 이론과 실제를 규명한

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경 학 학문자체의 발 은 물론, 노사 계론을 비롯한 인

사회과학의 학문발 에도 요한 상을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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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t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s and 
Management Strategic Choice

1)Jong Tae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ategic choice of management facing 

the recent critical change in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are significantly changing nowadays.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such as 

Gloabalization and Digitalizaition demand a new concept and paradigm for the 

industrial relation. In addition, the recent changes in the Labor Law such as 

permission of multiunion and prohibit of full time labor union office create a new 

conflict in labor relations. 

These significant changes in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and legal environments 

demand a whole new level of labor relations. Mo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labor relation as one community and the strategic choice to achieve such common 

goal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necessary. To achieve this goal, academic 

studies are also required to focus on the system-oriented approach, considering the 

firm as an independent entity for value-creation.

Keywords: strategic choice, Economic and technological, new concept and paradigm, 

common goal, independent entity

*Professor of Financ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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