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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경영공동체 

m 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n 기업을 보는 눈 

임금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임금에 대한 연구플 경험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인식대상으로도 섬도 있게 검토 할 필요 

가있다 

경험대상(Erfahrungsobjet)과 인식대상 

(Erkentnisobjek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상의 경험으로서， 후자는 논리적 통 

일체로서 문제점음 각각 파악하고 분석하며 체계화 한다 

대상은 학문적 경영학의 실천과학으로서의 

구성주의 이다 구성 (Umbilden) 인식대상에서의 인식은 모사(Abbilden)가 아니고， 

적 방법론은 문제파악을 관점， 즉 보는 눈( Gesichtspunkt)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인식자의 세계관하고도 관련이 된다 즉 인식자는 독자적인 관점에서 대상으로부터 

플콘 이 과정에서 설천의 현실세계릎 분석하여 지식체계틀 구성한다‘ 문제닫 파악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한다 문제점플 연구의 계기로 삼고 그것올 연구 현설세계의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흘 설천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과정에도 반영시킨다 

현실에 대한 피드백을 구성에 반영시킨다(高머 u김fn 54 :il.) 

지금까지 우리는 임금을 보는 눈을 주로 노동대가호서의 임금， 노동상품의 가격으로서 

근로자 생계비 。1 二1
디 p , 노사교섭가격으로서의 。1=

口 U ，수급가격으로의 노동력의 보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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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임금， 기업생산비용으로서의 임금， 국민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임금 등으로 보아 

왔다. 

하지만 우리가 당변하고 있는 노사갈등을 비롯한 경제적 위기의 현살에 비추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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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관리에 대 임금을 보는 시각과 그의 관리사각을 달리할 펼요가 정설히 요청된다 

한 새로운 얀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경영공동체의 성과배분으로 보 임금을 지금까지 단순히 노동의 가격으로 보는 눈에서 

는 눈이 필요하다‘ 임금을 노사간의 거래가격으로 보는 눈에서， 사업동반자로서의 성과 

기업을 노동상품의 거래장소(노동시장의 홍 배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절실히 펼요하다 

정장， 노사갈등의 장)로 보는 눈에서 노사공동체의 경영공동체 장으로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영공동체 기업을보는눈: 
n u 

획립은 우리기업의 생존과 발잔에 선텍이 아니라 펼수로 다가오고 공동서1 한국기업의 

오늘날 또한 이는 한국자본주의 존립과 발전의 시급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있다 

계급투쟁적 사고와 행동， 상호불신과 집 직면하고 있는 노사갇등，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단이기주의 팽배 등은 세게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았다. 

공동체， 그것은 인류 어느 사회든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사 삼며， 사회를 떠나 그 누구도 생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다 

람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도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 

인간을 사회적 동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인과의 연 고립되어 혼자 살 수는 없다 

관. 즉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여지도 

이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누구든 절대 거부 결코 가칠 수 없는 존재임플 의미한다 

할 수 없고 절대 피할 수 없이 만들어진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 형태가 바 

로 공동체이다(송복， 1995). 

기업은 그 위상이 국가와 사회에 중심에 서서 가치창출 

중요한 존재로 평가된다. 오늘날 기업은 샤회구성원들에게 생계의 

기업도 하나의 사회형태이다 

을 담당하는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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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을 마련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요 꽃이기도 한다- 그러므 

로 기업의 성장 발전은 곧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으로 연계된다 

기업의 공동체릎 경영공동체 (Betriebsgemeinschaft)라 한다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되고 확럽되어야 한다 기업성장에 따른 합 

당한 경영공동체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열 

마못가서 와해된다 

1, 시스템으로 보는 눈 

기업을 하나의 시스냄으로 보는 눈이 펠요하다 그것도 행동주체자로서의 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기엽을 객체적인 존재로서 관리대상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경영학에서는 기업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행동하는 의사결정시스템 

으로 본다 즉 기업을 목적지향적인 의지적 행동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판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 

러나 시스템의 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스템 (system)이란 영어단어는 그려스의 systcma“‘여낀 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 

체"( whole compounded of several parts) 란 말에서 유래하였다 시스템이란 목적을 

지닌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문의 유기적인 결합체이다 즉 시스템이란 “목적 응 가지 

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결합 

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속성으로서 전체성 (whole) ， 목적성 (objective) , 

구조성 (structure) , 기능성 (function) 등음 틀 수 있고， 시스템 어프로치는 이들의 속 

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최종태， 1981) 

기업도 목적 구조 기능을 갖춘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것도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의사 

결정시스템이다‘ 우리는 시스템을 생병을 지닌 시스템(life system)과 생명이 없는 시 

스템 (non life system) , 즉 생물체와 무생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은 생병음 지닌 

생활하는 시스템 (]i ving system)이다 사람이 생명윤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듯이， 기업 

도 생명을 잃고 가동이 중단되면 가치를 잃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엽의 생명이 활발할 때는 그 기업의 기계시설 같은 자산은 새로 

설치하는 값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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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영성， 노하우 등도 높은 가격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그 기업이 부도를 내고 생명올 

잃게 되면 비가시적 권리자산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기계시설 같은 가시적자산도 고칠값 

으로 평가되며， 심지어는 가치평가는커녕 오히려 철거비용까지도 공제한다 그러므로 수 

천억 원， 또는 수조 원으로 평가되던 기업도 부도로 생명을 잃게 되면 하루아침에 초라 

하게 평가되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도 생명이 환발한가 여하에 따라 그의 가 

치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현대경영학에서는 기업을 가치창출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 (entity)로 보고， 그것 

도 생명을 지년 시스템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목적은 가치창출을 위해 생존과 

더불어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올 하나의 생명을 

지닌 행동주체로 보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겠고， 이띠 독일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高田 8집和 32年) 니클리쉬 (Nicklisch ， R)가 제시한바 있듯이 행동하는 

유기체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2 유기체로보는눈 

생각컨데， 기엽을 하나의 생명시스템으로 본다함은 기엽을 바라보는 눈을 물리학적 기 

계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생물학적 유기체론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경영학은 또한 생물학과 학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살로 시대는 변하고 사회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 기술， 사회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복잡체계에 존재하는 기업의 실체 

와 그의 역할도 엄청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오늘날 경영에 있어서 기업을 보는 시각도 

종래 기계론적 모형 (Mechanical Model)의 패러다임에서 유기체론적 모형 (Organic 

Model)의 패러다임으로， 또 유기론적 패러다임에서 인간론적 모형 (Human Modell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대틀 맞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을 논의함에 있어서 생명을 지닌 유기체적인 생물시스템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체는 자체의 내생적 힘에 의하여 환경변화에 따 

라 변신해나가는데 비하여 무생물체는 그렇지 못하다 살아있다는 말은 변신의 연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물에 있어서 변신의 중단이란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물체는 그의 발전단계에 따라 식불과 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구분한다. 식물과 동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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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변에서의 갤정적인 차이점은 동물은 뇌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식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동물은 뇌의 기능을 통해서 행동의 분화와 풍합윤 수랭하고 또 

통제하기 때문에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데 비하여， 식불은 움직이면 오히려 통재기능 

이 없어져서 죽게 된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뇌릎 지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뇌의 

기능플 상설한 사람윤 식룹인간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동불과 사람 

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동둡도 사란도 모두 뇌플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동 

물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성과 의지 그러고 정신과 사고력윤 지니고 있다 이둡동하 

여 가치판단을 하고 행동플 한다 사람을 이성적 동물 또는 지성적 동룹이라고 하는 이유 

도 여기에 였다 

기업에 대한 유기체콘적 사유와 관련하여 기업은 환경변화에 적응 도전하는 끊임없는 

변신과 학습을 수행하는 생명을 지닌 시스템이며， 그것도 뇌의 사이버네택 기능에 의한 

신속한 분화와 통합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 나아가서 이성을 통한 사유력과 자유의지 

와 결정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시장 등을 창출 해내는 시스템으로서 그의 행동득성을 이 

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그려므로 기업의 조직특성을 보는 눈을 생명을 지년 

단순 유기체로 보는 시각에서， 사이버네틱 기능을 지닌 행통하는 동물유기체로 보는 시 

각으로， 더 나아가 지성과 사유의 가능을 지닌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인간 유기체로 보 

는 눈。l 펼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 사람으로 구 

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자체가 인간적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경영공동체로 보는 눈 

생명을 지닌 유기체는 공통체를 이룬다 “기엽은 생명을 지난 시스템이고， 유기체이며 

사람이다” 함은 곧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 하 

나의 공동체이다 기업의 공동체를 우리는 경영공동체 (Betriebsgemcinschaft)라 한다 

기업을 기계시설， 자본 등의 객체적인 물리적 집합체보 보는 눈에서 가치창출플 설현시 

키는 주체자인 인간적 집합체로 보는 눈이 펼요하다(Nicklisch. H .. 1912) 

시대는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팔 

목할만한 발전과 함께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의 위치와 역할이 급격하게 변하여 왔다 。1

제 기업플 보는 시각을 국가 사회발전의 견인차적인 담당자로 보고， 또 이틀 물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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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론의 패러다임에서 생물학적 유기체론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세 

계화속에 경영공동체로서 가치창출의 .중추적인 역할 담당자로 등장되고 있다 

III. 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1. 공동체의 의미 와 형태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는 공동체정의는 연구자틀에 따라 다양하다 송복(송복 1995)은 

공동체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퇴니스(Toennis ， F.)의 

Gemeinschaft , 뒤 르크하임 (E , Dürkheimdm , E.) 의 Solidarity 및 쿠리 (Cooley , 

H)의 Primary Grroup에서 공동체 개념이 지니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친빌성을 가진 

사회관계 혹은 그려한 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요약하고 공동체를 보다 포팔적이며 움직 

이는 사회현상으로서 기본요소， 기본형태， 기본현상 빚 종류로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 

고 있다 

공동체 개념은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Toennis ， F ，)가 이익사회에 대응하는 공동사 

회의 범주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퇴니스는 공동사회 (Gemeinschaft )와 이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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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ucrwi!le)로 구분한다 

본질의지(木質意志)란， 선택의지와 상대되는 것으로서 사고작용보다 감성작용이 지배 

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감·습관·요해(了때) 등으로 나타난다 또 그 복합적 ·사 

회적 형태는 일체성 · 관습 · 종교 등으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질의지에 따른 사 

람들의 결합관계는 감정적이고， 또 매우 긴멸한 성칠을 가진다. 본질의지에 입각한 사람 

뜰의 목적적 · 전인격적(全A格的) 결합체를 공동사회(共同社會) , 즉 게마인샤프트라고 

한다 감정의 대립이나 증오와 같은 분리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결합해 있는 사회를 게마인샤프트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퇴니스는 

게마인샤프트를 생명발전의 식물적 · 동물적 · 인간적 3단계에 대응시켜 피〔血」緣〕의 게마 

인샤프트로서의 집 (Haus) , 땅〔地緣〕의 게마인샤프트로서의 마을(Dorf) , 마음〔心緣〕의 

게마인샤프트로서의 도시 (Stadt)를 들어 이 3가지가 게마인샤프트 시대에 있어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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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까! 。
‘一

또 복합적 ·사회적 형태는 협약· 

결합관계는， 이해와 

이익사회(利 

감성작용보다 사고작용이 지배적인 

로， 구체적으로는 고량(考 量) . 타산 등으로 나타난다 

정치 · 여론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선택의지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이 일치하는 데가 았고 등가의 교환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선택의지(選擇표志)란 본질의지와는 다르게 

감I바會) . 즉 게젤샤프트는 선택의지에 입각한 사람들의 수단적 · 일면적( 一面的) 결합체 

를 의미한다 즉 누구든 적어도 자기가 준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반대급부(Jx:對% 

게 

성질을 가지고， 여러 결합요소를 지니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분리되어 있는 사회라고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付)나 답례가 없다면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젤샤프트가 합리적 · 계약적 

거l젤샤프트의 전 

형으로서 퇴니에스는 생병발전의 식물적 · 동불적 · 인간적인 3단계에 대응시켜 대도시 · 

국민 • 세계틀 뜰었으며 , 이는 게젤샤프트 시대에 았어서의 3가지 발전단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냥이 일정한 범위릎 넘어서 자기 영역에 들어서는 것음 거부하고， 이성적 자유 

를 보유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게첼샤프트는 근대사회에서 게마인샤프트 시대 다음으보 

이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긴장관계릎 만들어내고， 개인의 원자화와 소외륜 

초래하기도 한다 

기업경영에 즈음하여 사업 빚 직무설계등 의사형성 과정에서는 선택의지에 입각한 합 

성립하지만， 

리적인 선정을 또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의사섣현 과정에서는 본짐!의지틀 

아무리 합리 중시하여 구성원의 협력과 활력있는 성취 조직이 되도꽉 노력하여야 한다 

적인 사업과 직무를 설게하고 결정하였다하더라도 구성원플의 일체감 형성 등 본질의지 

의 중요성과 역할을 무시하게 되면 목표달성은 섣현과정에서 좌절되고 그 경영체는 경쟁 

공동사회이다 

환언하면 공동체적 이익사회 (Gemeinschaftsgesellschft)로서의 기업을 보는 눈과 더불 

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선 경영공동체형성의 노력이 향상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사회인 이라한 점에서 마련이다 탈락되기 대열에서 

2 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공동생활， 즉 공동체(共同體)속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면서 생존한다 표
 

@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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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성원으로서의 행동기준의 기본한계를 벗어나서 행동의 규범플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갈등과 혼란을 변할 수 없게 된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고 행동규범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있다‘ 사 

람들은 그 지주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것을 중섬으로 공동체는 유지되고 발전된 

다. 이러한 정신적지주가 없다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일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통체건설에도 정신적 지주가 반드시 요청된다 우리는 시스템 

“목적 구조 기능”의 요건에 따라서 경영공동체건셜에 (system)의 지주인 

목적 지주로는 “성파적 

“성과획득과 

즈음하여 그의 

유지 지주 

니클리쉬 로는 

공동체” 사상을， 또 형성 지주로는 “유기체조직사상‘’을， 

성과배분” 사상을 각각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한다. 

(Nicklisch , H 1921)는 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인 공동체 법칙으로서 목적볍칙으로 

서의 :Ar유법칙 (das Gesetz der Freiheit) , 구조법칙으로서의 형성법칙 (das Gesetz 

der Gestaltung) , 그리고 기능법칙으로서의 유지법칙 (das Gesezt der Erhaltung)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이엽적 지주(목적) 성과적공동체 

가) 형성적 지주(구조) 유기체조직 

나) 유지적 지주(기능) : 성과도출 과 성과배분 

1) 경영공동체와 성과적공통체 

가 정신적지주로서의 성과적공동체 

기업의 공통체인 경영공동체는 건섣의 이념적 지주로서 성과적공동체를 그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 이는 니클리쉬가 주장한 경영공동체 조직의 목적법칙인 자유볍직에 입각 

한 경영성과 원려와 연관이 된다 

경영성과의 원리는 노사 이익공동변을 중시한 양자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환언하변 

경영성과원리를 전제로 하여 경영공동체(Betriebsgemeinschaft)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로 기업경영의 현실에서 볼때 경영성과원리에서 경영공동체계념을 파악하게 된다 이 

를테변 경영공동체계념의 긍정은 곧 경영성과원리를 긍정하는 것이 되며， 경영공동체계 

념의 부정은 동시에 경영성과원리의 부정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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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1차적 공동체 또는 순수공동체와 2차적 공동체 또는 고차적 공동체로 구분하 

기도 한다 잔자는 이익사회플 추구치 않는 공동체이다 대표적얀 것으로서 가족공동체 

를 손꼽을 수 있다 후자는 구성원의 자기이익을 전제로 해서 이익공통점에 초점을 둔 

결합체이고 오늘날 대부분의 공동체는 여기에 속한다 

2차적 공동체도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릎 플 수 있다 예컨대 대학 

은 학문과 과학적 기능을 통한 진(힌 Truth) 을， 교회는 윤리 도덕적 기능을 통안 선 

(善 Good) 음， 음악 미술 협회는 미적기능을 통한 미(美 Beauty)를 각각 그플의 이 

상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데 비하여， 현대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증성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엽은 진， 션， 마의 가치보다도 경제적 기능플 통한 부(줍 Plenty)의 가치틀 그의 이 

상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는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콜 비풋한 제반 경영 

활동을진， 선， 미(쉴， 善， 美)의 가치추구보다 수익가치렐 도출시키는 부가가치증대인 

부(좁)를 첫째로 중시한다( (高E!l 昭和 53年) 그러므로 드러커 (Drucker P. F.)의 u} 
i즈 

을 벌련 펼요도 없이 기업은 부가가치증대플 위한 성과원리가 얄파요 오메가이며， 벡의 

지식보다도 하나의 부가가치의 성과룹 보다 더 증요시여기는 성고}사회이다 이러한 점에 

서 경영공동체는 대학공동체나 신앙공동채 또는 예술공동체 등과는 그 성격을 탈리하며， 

부의 증대를 중시하는 성과적공동체를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 

나‘ 성과적공동체 와 자유사상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생활속에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또 자유가 확립되어야 

만 공동생활이 번영하게 되고 발전한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 

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변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 

도 마창가지다‘ 자유란 권리의 이변에는 칠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 누트 

기 위해선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질서란 구속 하에 실현되는 것이다 

경영공동체가 지주로 삼고 있는 성과적공동체도 자유(freedom)를 기반으로 한 위험 

부담과 관리를 통해서 이룩된다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도출이 있어야 한다， 성과도출은 경영의 알파 

요 오메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공동체 건설도 성과도출을 위해서 

따라서 성과도출 없는 경영공동체는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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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성과도출의 원동력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성과도출의 결 

정적인 요소는 숨페터나 드러커가 강조한 바 있듯이 자유로운 혁신적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혁신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엔진 역할을 한다 혁 

신의 노력 없이는 기업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의 동력을 획득 

할수없다 

이미 숨페터 (Schumpeter. J. A. )도 지적한 바 있듯이 기업가치창출의 책임자인 경 

영자의 주요직능을 다음 3가지를 손꼽을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inovative idea) 

둘째 , 위험부담(risk undertaking) 

셋째， 조직화 및 자금조달(organizlng and finansing) 

이러한 점에서 숨페터는 경영자가 지녀야 할 의사형성의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위험부담능력을， 그리고 의사실현 

핵심능력으로서 가치창출을 

핵심능력으로서는 조직화와 

자금조달능력을 손꼽고 있다 실로 경영자는 미래릎 내다보는 가치창출의 혁신적인 아이 

디어가가 담긴 비전을 갖고， 이릎 제품과 시장플 통하여 추진코자 하는 위험부담의 강한 

의지 등을 비롯한 의사형성능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한의지틀 행동으로 불러 

일으키는 조직과 자금조달등 의사실현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경영의 핵심목표인 。l 익 (profit)을 “위험부담과 관리 (risk undertaking 

and risk management)"의 대가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의사결정은 기업이 이익창 

출을 위하여 경영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에 도전하는 의사형성과 또 그 위험 

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험관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금조달을 

수행하는 의사섣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혁신의 추구를 위해선 경영공동체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착상과 이를 실현시 

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롭지 못하띤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혁신은 

행위주체의 개성과 특성의 자유로운 실현음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통저l나 강제적인 획일 

적 구속 하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수있다 

니클리쉬는 경영공동체형성에 즈음하여 자유(freedom) 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 

(*Nicklisch. H.1921) 그는 개별경제단위의 특성을 “영리경제 또는 수익경제”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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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지 가계경제”로 구분한다 전자는 자유의지에 의한 위험(Risko) 부담을 적극적으 

로 인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생산경제 단위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정해진 범주 속에 

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비 경제단위이다 불론 절약경제 내지 가계경제단위에 

있어서도 효율적 관리에 즈음하여 재선택(財選擇)에 따른 주어진 소극적인 위험은 존재 

하지만， 이는 전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영리 내지 수익경제 단위의 적극적인 재산위험부 

담과 그에 따른 관리행위와는 그 성격이 왼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수익경제단위에 있어서 경영의 위험부담과 관리를 실현시키는 의사결정을 자 

아내는 자유의지는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규 

제하는 “자유”는 가치창출을 수행하는 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경영이란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선 자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학파는 경영의 본질을 의사결정에다 두고 경영학을 전개시 

킨다， 의사결정과정은 베버 (Weber. M. 1972)가 지적한 바 있듯이 의사형성과 의사살 

현으로 구성된다 

의사형성과정은 ‘탐색-판단←결심”으로 이루어진다 또 의사설현파정은 “준비-행동점검” 

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사결정이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체계적인 탐색과 더볼어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방향과 목표 및 수단 등을 결섬하는 의사형성과정과 그것을 철저한 준비 

를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의사실현과정으로 구성된다 전 

자에서는 “판단 후자에서는 “행동(실천)"이 그의 중심 영역이 되겠다 

따라서 훌륭한 의사결정이란 

첫째는 “올바른 판단력을 지녔다” 뜻이다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을 지녔다” 뜻이다， 

어떤 사람은 실천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판단력이 바르지 못하 

여 자신의 그 뛰어난 실천력을 헛된 일에 사용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판단력에 있어서는 올바르고 정확하나 설천력이 없어 아까운 판단력을 헛되이 썩혀버리 

는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는 말이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까지 함께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편 더 긴 여행은 마음에 

서 손과 발까지라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음으로 결섬은 하였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얄기는 쉬워도， 행동은 어렵다”고 하는 옛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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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천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바른 판단력과 강한 실천력을 겸하여 지닌 사람이 유능한 의사결정자요， 리더 

가 되며， 훌륭한 경영자가 된다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알 

고 이를 창출하는 결단력과 실천력을 갖추어 기업을 성공시키는 자를 의사결정능력을 지 

닌 유능한 경영자라 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은 칠저한 ‘“‘탐색”과 

‘“‘점점검’”’에에서 시작되고 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의사형성과정에서는 올바른 판단은 올바르게 알아야한다- 판단에 즈음하여 올바르 

게 알기위해선 반드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알지를 못한 

채로 결심하게 되면， 때로는 기업과 사회의 치명적인 해가 되는 내용으로 설수하게 되는 

경우까지 일어나게 된다- 또 올바른 판단을 위한 철저한 탐색행위는 곧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음을 굳히는 결심의 노력， 즉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망섣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어버린다 요컨대 경영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 

을 위한 체계적인 탐색의 노력을， 또 그것을 설현시키고자 하는 단호한 선택의 의지를 

갖추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 의사실현과정에서는 단호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행 

통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하고， 뿐만 아니라 수행한 설천을 점겁하는 노 

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 특히 준비 측면에서는 경영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강한 

의지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의 조직력을 갖 

추어야 하고， 점검 측면에서는 실천과정에서 야기되는 예정과 실제간의 갈등과 차이를 

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추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유능한 경영자인가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다음 3가지 기초능력 

의 평가기준을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하여 제시 할 수 있겠다 

첫째， 참다운 뜻과 바람직한 비전을 가졌는가? 

둘째，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력과 전략적 선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셋째 과감한 실천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력과 피드백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첫째와 둘째는 의사형성능력에 해당되겠고， 셋째는 의사실현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에는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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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z der Freiheit) 이 확립되어야만 올바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자유의 섣헌이 경영 

공동체 건설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니클리쉬는 자유의 법칙블 경영공동체 

조직법칙의 근본법칙으로 삼고 있다. 

다 자유와윤리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선 윤리 (ethic)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유는 방종과는 천혀 다르 

다 방종은 욕망에 따라 칠서를 무시한 행동이지만 자유는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질서 

할 존중하는 행동이다 이성적 질서를 인도하는 하는 험은 곧 윤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는 자유로운 행동의 길잡이가 되며， 조직형성에 있어서 파워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경영공동처! 건설에 자유와 함께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경영공동체 건설에 즈음하여 요청되는 조직파워 (power) 의 원천으로서 정당성 

(legitimacy)과 자원 (resource)을 손꼽을 수 있다 돈 사람 플자 등의 자원이 조직 파 

워형성에 기본이 되겠지만， 또한 정당성이 없으면 조직의 구성윈의 힘을 모울 수 없다 

즉 정당성이 뒷받임 되어야만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다 정당성에는 법적 정당성(law 

legitimacy) , 도덕적 정당성 (moral legi timacy) 정서적 정당성 (cognitive legitimacy)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 즉 윤리적 정 

당성이 된다 아무리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드라도 윤라적，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잃게 되면 조직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힘을 모울 수 없게 되며 사업은 설패하 

기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즈음하여 혹시 구성윈 의견중에서 “법적으로 아 

무런 문제가 없으니 벌어 제치고 나갑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었다면 CEO는 。l를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 사업추진이 볍적으로는 문제시되는 것이 없다손 치더 

라도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실현과정에서 좌절되기 마련이다. 설사 실패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이룩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대내외적으로 지탄과 규제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돕 

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할 경영체 (going concern)로서는 곧 

생존의 한계에 직변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이 잘 섣명하고 있다‘ 

정당성을 동양의 유교사회에서는 명분(名分)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명분이 서야만 힘 

을 모을수 았고， 일을 추진시킬 조직이 생긴다고 한다 사전에는 명분이란 각각의 명의 

(名義)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지만， 일을 꾀하는 데에 있어 내세 

우는 구설이나 이유 따위로도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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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나 명분을 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논리의 뒷받침을， 

는 이론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정당성을 내세움에 있어서 변명과 번지르르한 말만 앞세 

우거나 화려하게 꾸미는 궤변론을 펴는 자는 올바른 논리와 이론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 

또 논리를 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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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언행일치(言行一致) 될 

수없는 병분을 내 세우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자를 비롯한 유도의 

성리학에서는 올바른 명분， 즉 정명분(正名分)을 강조 하고 있다 

。l-~
LÕ "'C‘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논리와 행동이 일치하지 다 

도덕과 윤리는 올바른 정당성이나 정명분을 전게시키는 논리와 이론의 길잡이가 된다 

그러므로 윤리는 파워형성의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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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공동체와 유기체조직 

경영공동체는 건설의 형성지주로서 환언하 유기적 

변 경영공동체는 유기체로서의 조직을 그의 형성 지주로 삼는다 

주로 삼는 조직이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 유기체를 의미하며， 이는 맹목적 

조직 사상을 정신적지주로 삼는다 

경영공동체에서 형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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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형성되고 일체화 된다 그러므로 니클리쉬는 유기체로서의 공동 

체 형성 활동이 곧 조직으로 본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바 있듯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 

이 조직자로 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 

태가 곧 조직이다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조직 주체설이라고도 불리워지며， 구텐베르 

그(Gutenberg. E .1955) 와 같이 조직을 도구로서 파악하는 조직객체설의 견해와는 대 

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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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 (business has an organization) 라는 시각이다 전자는 사업 그 자체를 바로 

조직체로 봄으로써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적 행동시스템으로 규정짓는다 이에 대하여 후 

자는 조직을 사업 수행의 수단으로 봄으로써 조직을 하나의 수행도구로 규정짓는다 현 

대조직론은 전자의 유기체적 시스템어프로치를 추구하는데 반하여， 전통적 조직론은 후 

자의 뷰로크라시적 어프로치를 취하였다 

경영공동체에서 형성적 지주로 삼고 있는 조직은 조직을 유기체적 행동시스템으로 여 

길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조직자， 즉 조직주체자가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 

러므로 조직을 중시하고 또한 구성원， 즉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영， 사람을 중시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중시하는 경영을 추구한다 이때 조직을 이루는 사람은 조 

직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 된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 

개인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표지(標識)이기도 하다 

경영 공동체의 유기체조직은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유기 

적으로 분화되고 통합된다 즉 경영직분(Aufgabc)따라 유기적인 직능공동체룹 형성한 

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사회 공동체형태흘 1차적 공동체인 순수공동체와 2차적 공 

통체인 고차적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를 우리는 혈연적 공동체와 비혈연적 공동 

체인 지연 및 섬연적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전자는 혈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채형성에 특별한 중매자가 펼요 없다 부모와 자식간 혹은 형제간에는 특별한 매개 

체 없이도 언제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3) 경영공동체와 성과획득 및 배분 

경영공동체건설의 실현지주로서 성과획득과 성과배분을 손꼽을 수 있다 니클리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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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통체의 유지의 법칙과 관련하여 경영성과의 원리와 더불어 성과획득과 성과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즉 경영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과획득인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인 

공정배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경영공동체와 성과도출 

앞에서 언급한바 았듯이 기업이 생존과 성장하기위해선 성과적공동체가 확립되어야하 

고，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는 욕구충족을 위한 경제성에 의한 경영성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의 획득과 배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경영성과의 

획득， 즉 경영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영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고‘ 나아가서 존립 할 수도 

없게 된다 

니블리쉬도 경영성과(Betriebsertrag)획득은 경영공동체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이를 경영공동체 유지법칙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경영공동체와 공정배분 

경영공통체가 설현되기 위해션 반드시 공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배정책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하기 위해선 경영공동체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펼요하고， 여 

기에 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 

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경영공동체 확립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멀 (Mil l， S) 이 지적한바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도 후진국에서는 생 

산과 부의증가가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분배의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도 선진국에서의 중시되어야 할 분배 개선정책은 생산과 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무시해 

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가치증진을 위한 성취통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차원 

에서 성과의 불공정배분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분배정책이 중시되고 모색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분배개선 정책은 구성원의 자유와 성취 

통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 그의 성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한나라의 생산과 부의증대는 저소득층의 몫을 키우는 분배개선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 부의증대에 따른 지금까지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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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진 할 수 없다 보다 균형적인 몫을 가져올 수 있도꽉 시 

장기능 을 살리는 배분개선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분배개선책이 꼭적은 바람 

직하지만 수단이 효과적이 되지못할 경우 곧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고 오히려 후퇴되 

기 마련이다 그동안 공산주의나 급진적 사회주의 주장들이 분배정책개선이란 명복하에 

취해온 폭력적 혁명의 패해， 근로동기의 부족， 노동할당의 어려움， 권력갈등， 개인 자유 

의 부재등은 심각한 문제릎 안고 스스로 붕괴핫 수밖에 없었다 분배개선책은 시장기능 

을 중시하띤서 그의 병폐찰 시정하는 차윈에서 이루어져야만 성취동기룹 저하시키지 않 

고 바람직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N. 임금관리의 새로운시각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룹 맞고 있다 피땀흘려 건설한 한국호는 노사간등으로 인해 

심한 풍랑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사갈등의 핵심이슈인 임금을 보는 시 

각을 달리 할 펼요가 있다 즉 임금에 대한 새호운 인식과 더풀어 그의 결정방식도 새롭 

게 모색 할 펼요가 있다 

1. “경영성과 배분”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 

1) 경영공동체와 경영성과배분 

지금까지는 임금을 노동 대가로서의 임금， 노동상품 가격으로서의 임금， 노동력 수급가 

격으로서의 임금， 노사교섭가격으로서의 임금， 근로자 생계비로서의 임금， 기업생산비용 

으로서의 입금. 국민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임금 등으로 주로 논의 되어 왔다‘ 이려한 시 

각들은 임금을 노사간에 이해대립적인 노동상품 거래가격의 관점에서 인식한 것 들이라 

할수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임금을 보는 시각과 그의 관리의 

방향을 하루빨리 달리 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된다 즉 임금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는 경제 기술 사회적 환경이 종래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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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급변하여 왔다 세계화 정보화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즈음하여 그 어느때 보다 

도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 

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는 또한 임금정책과 관리가 기업의 경영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영성과배분의 결과로 이루지기를 요청받게 되었다 

환언하면 기업을 둘러싼 상황은 임금음 단순히 노동의 거래가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기업의 경영공동체적 성과배분으로서 보는 시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임금을 

노사간의 노동상품 거래가격으로 보는 눈에서. 사업동반자의 성과배분의 결과로 보는 눈 

으로 전환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전환을 위해션 기업을 보는 패러다임도 달라져야한다 기업을 물리적 기계 

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노동동싱품의 거래장소로 보는 눈에서， 생물적 유기체론적 패 

러다임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이익공동체이며 직능공동체인 경영공동체로 보는 눈이 젤션 

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전환은 또한 노사관계릎 이해대립관계로 규정지어 기업을 노동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장소 내지 홍정하는 곳으로 보는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이해공통 

의 공통체관계로 보고 기업을 노사공공영의 상생의 터전으로 여기도록 한다 

그런데 엄금을 경영공동체 성과배분의 결과로서 그의 정책과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선 경영공동체의 유지법칙에 따라 반드시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의 원리가 섣 

현되어야 한다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는 경제성에 의한 경영성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성과의 획득과 배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경영성과의 획득， 즉 경영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영공동체는 유지는 물론 존럽할 수도 없 

다 또한 경영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선 획득된 경영성과가 반드시 공정배분 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경영공동체 확럽 

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실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하기 위해선 경영공 

동체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펼요하고， 여기에는 경영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반드시 

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참여적 임금제도 ‘ 경영성과배분은 참여적 임금제도의 정착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다(최종태. 2005)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오늘날 기업은 치열한 세 

계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경쟁의 원리가 아년 공동체원리에 입각해서 기업의 위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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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운명공동체인 소위 노사간의 조인트벤처 Uoint-venturel. 

즉 소셜 조인트벤처 (social joint-venturel의 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 

정이다 

불확실성하의 기엽생존을 위한 임금정책은 노사 경쟁적인 입장에서 임금을 오로지 근 

로에 대한 단순한 대가로서의 임금정책과 관리에서 벗어나서， 노사공동체적 입장에서 다 

양한 성과분배정책과 관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는 파트너샤프트적 이 

익공동체로서의 시각에 입각하여 경영성과배분인 “참여적 임금”제도룹 임금관리정책에 적 

극 실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여적임금은 사전적 임금이 아닌 사후적 임금체제 

로서 이익참가와 지본참가의 효율적인 실현을 통하여 경영공동체지향의 임금 정책으로 

대두된다‘ 전자의 이익참가를 통한 경영성과배분윤 경영성과적 임금(Erfolgslohnl. 후 

자의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성과배분을 푸자적 임금(Investivelohnl 이라고도 한다 

참여적 임금제도에 입각한 사후적 임금의 실현은 탄력적인 임금정책을 또한 실현시킬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경직된 임금정책은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노사쌍방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는바， 이익참가방식과 자본참가방식에 의한 사후적 보상실현은 유 

연적이고 탄력적인 임금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참여적 임금와 관련하여 이익 (profïtl 에 대하여 고찰 할 펼요가 있다 이익은 어떻게 

발생되며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다음의 4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손꼽을수 있다 

첫째， 이익을 ”자본의 대가”로 보는 견해이다 노동 제공자의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되 

는 것이 임금이고， 자본을 제공한자의 투자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것이 이익으로 보는 견 

해이다- 따라서 이익은 자본제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미스 (Smith. A.l를 

비롯한 캠브리지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자본가치잉여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이익을 “노동착취의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가치창출은 

노동이 수행하므로 가치창출자인 노동제공자에게 결과를 돌려주지 않고， 자본가가 착취 

내지 유보시켜 놓은 것이 이익이라고 규정한다 막스(Marx. K. l. 앵겔스(Engels. F.) 

를 비롯한 밝시스트들이 주장하는 소위 노동착취설 내지 노동가치잉여설이 여기에 속하 

며， 이를 또 “이익이란 미불 임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이익을 ’‘혁신과 위험부담의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기업의 수익창출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는데서 발생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는 수익이 제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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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때 까지 계속 투자한다 따라서 성숙된 산업사회는 제로성장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투자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투자가 수익이 발생 

하는 것은 경영자 혁신에 의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개척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숨페터 (Schumpeter ， J. A.l를 위시한 이노베이션 제창자들에 의한 혁신가 

치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익을 “독과점의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산업사회가 성숙되면 더 이상 투자와 

수익을 야기시킬 수 없는 제로 성장의 여건으로 된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견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의 결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결과로 

보지않고 권력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의 결과로 야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익을 자유경 

쟁시장 하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독과점거래비용인 불공정거래의 결과불로 규정한 

다 신맑시스트를 비롯한 산업조직이론 재창자들에 의한 불공정거래설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4가지 중 첫째와 둘째를 고전적 견해， 셋째와 넷째를 근대적 견해라고도 규정 

짓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첫째의 자본가치설은 이익의 자본가 몫을， 둘째의 

노동가치설은 이익의 노동자 몫을， 셋째의 혁신가치셜은 이익의 경영자 몫을， 그리고 불 

공정거래설은 이익의 소비자 내지 사회의 몫을 병확히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익이란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경영의 위험부담과 관리의 대가”로 규정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경영의 위험부담과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만 

이 아니다 경영을 제공하는 경영자，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만약 경영 

이 잘못되면 자본제공자의 자본의 손실뿐만 아니라 노동제공자의 고용소득상실， 경영제 

공자의 경영책임 추궁 등도 함께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등 관련 이해당사 

들도 간접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경영의 성과로 도출되는 수익은 자본제공자인 주주 뿐만 아니라， 경영자， 근로 

자 등에게도 위험부담의 참여자로서 정당한 배분이 요구된다 오늘날 경영환경의 급변화 

는 그 어느때 보다도 기업의 위험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기하 

기 위해선 구성원의 적극적인 위험부담과 관리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동기유발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운명체적인 이익공동체차원에서 기업의 수익과 손설을 구성원과 함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경영의 성과 배분을 종래 단세포적인 자본제공자인 주주 

에게만 귀속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련자에게도 배분의 

몫을 정하는 노력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실현되고 있다‘ 



임긍시스템 

I I 
(복지후생) ’(임금 

3) 종합보상적 임금제도 

I 
(배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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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배분은 또한 종합보상적 임금제도의 실현으로도 구체화 될 수 있다. 임금이 

근로자에게 생계유지룹 위해 무엇보다 증요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겠다 그러나 근로자 

가 기업에 바라는 것은 금잔적 보수만이 아니다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돈”에 대한 보람 이외에， “자라”에 대한 보람， “일”에 대한 보람， “인간관계”에 대한 

보람 등 다양한 보람을 가지기 때문이다 직종과 직위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금전적 보수 이외에 비금전적 보수도 작업동기유발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성과배분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무 · 직업능력 향상 등 “비끔전적 보수”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 보상의 입금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고임금， 고성과”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 

1) 고임금 저성장 구조하의 임금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면 노동공급의 한계성， 급격한 근로자 욕구의 상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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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동행동을 유발케 하고， 이는 또한 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노사관계의 갈등을 증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제적 환경은 소위 저임금 고도성장형에서 고임금저성 폭시킨다 

장형으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40여 년 동안 급격한 성장윤 이룩하여 60불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러한 압축성장 이변에는 또한 우리기업틀이 저임금 

고도성장형의 경제적 환경을 장기간 누려온 것도 사싣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면서， 

오늘날 15000붕대 이르게 되었다 

특히 87년의 증폭된 노사분규와 산업민주화운동은 급격한 임금상승과 더불어 

도 저임금 · 고도성장형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0 

우리기업 

년대 말 IMF 구제금융 요청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단기적인 외 

환위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격변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국민경제와 기업경쟁력의 취약과 내생적인 위기의 결과라는 점을 인 

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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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업의 임금관리정책도 저임금 고도성장형에 맞추어 추진되어야만 경쟁력을 

상설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환경이 변하고. 

시대도 변했다 기업의 임금관리정책도 변해야만 한다. 고임금시대에는 그것에 맞추어 

고임금정책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이제 저임금시대는 지나 갔다- 아 

직도 저임금의 매력에 빠져 저임금시장을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그곳을 찾아다니는데 온 

정열을 쏟아부어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겨울이 오면 추위에 맞 

추어 옷을 조속히 갈아 입어야 감기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직도 여름 생각만 

하고 여름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 

로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도전하는 변신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생존 할 수 있 

고， 또 성장발전 할 수 있다 

2) 스태그프레이션 구조하의 임금 

일반적으로 근로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결정의 기준으로서는 하한선으로서 근 

로자의 “생계비 상한선으로서 기업의 ’‘지불능력.. 그리고 중위선으로서 노동시장의 “지 

배임율”을 손꼼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일반 시장임금은 이싱의 하한선과 상한 

선 범위내에서 중위선언 시장 지배임율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기엽의 임금관리상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정상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임금수준결정의 여건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데 았다， 즉 대부분의 한계 중소기업에서 책 

정되는 임금은 하한선과 상한션의 범주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주를 벗어나 

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현실적인 임금수준은 노동측이 주장하는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또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기업지불능력의 수준도 넘어서서 책정되기 때문에 노사 

\ OJ측 다 불만족 속에서 많은 갈등플 자아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설로 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생계유지에 미흡 

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생계비 조사(일반 

단신 도시근로자 생계비 월 1.1 77.000원)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사용자， 특히 한계기엽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도 기업지불능력 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대기엽 

과 중소기업간에 경영수지상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 한계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최저임금수준 결정이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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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되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를 보변 경영규모와 영세성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 

계를 지니고 있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하고 경영상 한계기업으로 존재한다. 근로 

자 고용현황을 보면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고용 

이하 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j 

/ 

의 86%이상을， 그리고 종업원 100명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계기업이 집중되여 

있고 이들은 최저임금을 강당치 못하고 위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 

다 여기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를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 

의 도산과 더불어 고용기회의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대기업과 비교할 때 양극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은 그 수 

준이 근로자 생계비에도 미흡하고， 동시에 기업의 지불능력에도 감당할 수 없는 소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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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성장하의 고임금 고성고}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이익참여를 통한 경영성과 임금제도와 자본참여를 통한 투자적 임금제도 등의 침여적 임금 

제도와 더불어 직무 · 직능기반 성과임금제도의 정착화 노력이 또한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설로 우리는 노사갈등의 핵심이슈인 임금을 보는 시각과 그의 관리 방향을 하루 빨리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즉 노사 상생관계의 실현을 위한 임금관리의 새로운 인식과 전략 

적 선택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과거의 경영관 

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적 노력을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패러다 

임 전환(Paradigm shift)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리엔지니어링과 패러다임 전환 

에 발맞추어 새로운 임금관리를 비롯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혁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 

다， 저임금고도성장에서 취하였던 다양한 수당을 지닌 우리기업의 전통적인 연공모형은 

이제 한계에 부딪쳤고 새로운 변신을 꾀하여만 된다 

기업노사관계시스템과 전략적 선택 

새로운 
환경 

저
 

1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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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이 격변하는 환경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기업이 지니고 

있는 임금관리를 비롯한 HRM의 유전적인 단점을 최소화하고， 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 끊임없는 변선을 기하는 노력이 펼요하다. 만일 우려 임금제도와 HRM 고유의 강점 

을 무시하고 선진국의 기법과 시스템 모방에만 급급하게 되면 자기체질에 맞지 않는 옷 

을 입게 되고， 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결국 경쟁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Choi ， J. T ‘ ’ 2004) 

임금관리는 경영혁신과 변신음 이끄는 엔진역할을 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임금관리의 변신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신의 노력은 자기 

체질에 알맞는 옷으로 갈아 입도록 전개 되어야 한다 

이 u1 언급한바 있듯이 계절이 바뀌면‘ 그어l 적합한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겨울이 오 

면 두터운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할 것인가는 그사 

람의 체질과 개성 그리고 사회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에 기업의 임금관리 변신도 

환경변화라는 객관적인 세계와 그 기업고유의 유전적인 주관적인 세계속에서 그의 적합 

성과 타당성플 모색해야 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변신은 조직의 유전체륜 파악하고 그의 

강점을 최대한 접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블 무시하고 오로지 타 조직체의 좋 

은 모습을 이식하려고만 한다면 그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거부반응을 최소화 하면 

서 내재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션 조직 속에 체화되어 있는 유전체계를 존중 하여 

야 한다. 우리기업의 임금관리의 변신노력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로 경영에 있어서 물적 , 금전자원관리는 비교적 쉽게 선진 기업의 방식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관리를 비롯한 인적자원관려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사람과 시스템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체질에 내재화 될 때 비로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참고문헌 

박경규(1991) ， 경영학에 대한 규범주의적 접근， 서강대 서강경영론총 2집

송복(1995) , 사회발전과 공동체 재건，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최종태(1996) , 전략적 노사관계론， 경문사 



최 종 티I 189 

태그프레이션의 임금구조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지1점을 안고 있다 

3) “고임급 고성파’ 임금관라정책 

임금은 한번 오르게 되면 특수상황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극히 드플 

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임긍의 하방경직성으보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상대적으 

로 이미 고임금사회에 들어섰다 앞으보도 계속 노조는 공정보상과 생계비 등을 내세우1 

임금인상을 도모 할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업은 고임금 저성정의 정제적 상황에 맞 

추어 임금관리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합당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고임금 저성장의 경제적 상황하에 기업의 임금관리정 책은 어떻게 섣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고임금 상황하에서는 고임금정책을 천개시켜 나아가야 한다 저임금정책은 통하지않는 

다 “저임금과 저노무비"Oow wage and low labor cost)정책이 아닌， “고엮금과 고성 

과"(high wage and high per[ormance)정책음 펼쳐 나가야 한다‘ 그려면 결과적으로 

저노무비가 실현된다 목표가 아닌 결과로서의 저노무비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고임금과 

저노무비"(high wage and low labor cost) 임금관리정책이 유효하게 작용 할 수 있다 

4) 직무， 역량기반 성과임금제도 

고임금 · 고성과 임금관리정책을 구현시키기 위해선 어떤 임금관리의 제도적인 구축 노 

력이 요청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무엿보다도 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더 한층 요구되고， 

이를 위한 인적자원의 자산화 노력이 적극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인적자원 

관리의 새로운 고용관계와 더불어‘ 임급관리에 있어서 연령과 근속 및 직급에 상응하는 

일률적 기준적용을 직무와 역량 및 엽적에 상응해 차등화 함으로써 기업의 고부가가치 

도출을 위한 기술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살로 공정배분방식은 성과도출과 관련하여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정에 대한 이념 

과 배분 기준이 변한다 특히 경제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저염금 고도성장시와 고임 

금 저성장시 사이에는 배분기준과 방식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 한다 

고임금저성장시에는 보상의 평등(Equality) 개념을 지양하고 공평 (Equity)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임금의 공정성 (Fairness) 질서를 확럽 하여야 하겠다‘ 환언하면 보상 

의 등가원랴 (Aequi v lenzprinzip)를 연공가치 대신에 직무 및 작능가치와 엽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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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향 임금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내부 경쟁적 성과임금제도의 구축이 절섣히 요청 

된다‘ 
요컨대 이제 우리기업도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션 새로운 고용패러다임과 더불 

어 경직된 연공지향의 임금관리형에서 직무 직능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향의 임금관리형 

으로 조속히 탈바꿈을 시도해야 하겠고， 이블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션 부가가치 높 

은 직무개발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직무수행분별(Differentiation)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직무， 직군， 직종에 대한 새로운 검토와 재설계에 대한 노력 

이 성과지향 임금체계 구축에 절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V. 결 언 

기업을 보는 시각도 종래 기계론적 모형 (Mechanical Model)의 패러다임에서 유기체 

론적 모형 (Organic Model)의 패러다암으로， 또 유기체론적 패러다임에서 인간론적 모 

형(Human Model)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려다임의 변화는 곧 기엽을 생명을 지닌 유기체적 성과공동체로 보고 이에 

따른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시킨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GE. IBM. Toyoda 등을 

비롯한 세계의 초우량기업들은 오늘날 한결같이 그들의 경영이념파 목표설정에서부터 관 

리기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엽공동체의 시각을 경영관리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의 공동체를 경영공동체( Betriebsgemeinschaft)라고도 한다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기 위해선 경영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합당한 경영공동 

체가 건설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곧 성장과 발전의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고， 와해되 

기 마련이다 

경영공동체의 건설은 우리기업의 생존과 성장，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선택이 

아니라 펼수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사회가 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노사갇등， 계급투쟁적 

사고와 행동， 상호불신과 집단이기주의 팽배 등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설 자리틀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마저도 위협하고 았기 때문이다‘ 

임금관리도 경영공동체건설의 노력에 맞추어， 임금을 노동상품의 거래가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한시바삐 탈피하여 경영의 성과배분의 몫으로도 보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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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erspectives on Compensation Policies: 
Compensation Strategy under the Age of 

High-wage and Low-growth 

Jong-Tae Choi*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dimension and paradime 

schift of compensation policy in Korean businesses under rapid changes in 

economic situations. In recent Korean businesses. no other arca relatcd to 

managing relationships with employees is more likely to create a problem 

achieving fairness than compensation administration. Faced with serious 

economic and union pressures to improve productivity , boost the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 and control !abor costs , managers are re-examining 

their‘ approaches to ‘ pay determination’ 

Perceptions of compcnsation vary. Majority in society may see it as the 

price of !abor negotiated by supp!y (or union) and demand. Emp!oyees may 

a!so see compensation as a reward for meritorious work or return for 

services rendered. Name!y , from emp!oyees perspectives , compensation 

reflects the value of their persona! skills and abi!ities , or the return for 

education and training they have acquired. On the other hand , managers 

a!so have a stake in compensation. They view i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 it is a major expense. Second ‘ it is a possib!e way to influence 

emp!oyees' work behaviors. Considering these contrasting perspectives on 

• Professor Emertius. College of Businoss Administration , Seoul National Univcrsity 
Chair Professor.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Yeungnam University 
Dea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lion. D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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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 a major cost of management (i.e .. a price of labor commodity 

or a reward for work) vs. an inf1 uence on work motivation π this paper 

suggests a new perspective on compensation. which view compensation as a 

sharing of the results from business management under the concept of 

business community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design of this paper is largely based on two strategic choic8S involved 

in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s in Korean businesses under high 

economic pressure situations. 

First one is the strategic choice of "participative compensation". In this 

strategic choice. we see compensation as one of the ma.i or mechanisms to 

share a business performance and risk among business participants. This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business community and social joint-venture 

among the capital. labor and management. Specifically. this paper develops 

in this context a participative compenation system with a concept of profit 

and investitive compensation 

Second one is the strategic choice of "high compensation based on high 

performance. Under this second type of strategic choice. we see compensation 

as a result of work performances. In recent. increased compensation has 

forced Korean businesses to critically review their management paradigm 

and compensation systems. Most businesses determine that they need to 

utilize its people more effectively and promote productivity in order to 

succeed in this high compensation market. To shed-off an old tradition 

regarding a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they launch a new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an attempt to recognize and 

encourage effort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compensation system 

incorporating high performance. They specifically adopt a more effectiv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o support their compensation decis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lso develops the “ high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high performance with the concept of job and competency performance 

compen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