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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과 한국자본주의 

공동체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기업 V 새로운 조직세계와 사회적 기업 

ill. 사회적 기업 구축의 2대 지주 

n 
결연 

1 . 서 언 

본고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 

업 (social enterprise)을 고찰대상으로 삼고， 공동체적 노사관계 기반구축에 있어서 그 

의 위치와 역할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산업화 전개와 더불어 야기되는 갈등은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경제적 가치 증대만으로 

는 해소 할 수 없고， 선진화도 이룩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창 

출의 시장요청에 따라 탄생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 내지 사회서비스를 가치창출 

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이를 기업형 운영원리에 입각하여 실현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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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은 사회적 갈등해소에 즈음하여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 

여 출현 된다 

한국자본주의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 

카고 있다 이를 두고는 한국자본주의는 선진국에 결코 진입 할 수 없다 우리사회가 심 

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노사갈등， 계급 투쟁적 사고와 행동， 상호불신과 집단이기주의 팽 

배 등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 

늘날 우리사회의 공동체 확립의 노력은 국가존립과 발전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닦아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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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창출은 한국사회 공동체 구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의 성장 발전은 한국자본주의 존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성과도출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경영이념 

과 목표설정， 사업운영방식 등은 우려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체지향의 노사관계 구축에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즉 사회적 기업은 한국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공동체형 

성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노사 이해공통의 협력사업과 경영기반 구축에 있어서 주체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II. 새로운 조직세계와 사회적 기업 

1 새로운 조직세계와 사회적 기업 

1) 경제사회발전과 사회적 가치창출 

산업화는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풍효를 증대시키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동 

시에 사회적으로 계층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와 빈곤을 자아내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 

가능적 측면도 있다 전자는 성장과 발전의 디덤돌로 작용하겠지만， 후자는 성장장과 발 

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야기되는 후자의 역기능을 

그냥 두고서는 결코 그 사회가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와 퇴 

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의 역기능현상은 지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당연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 

회로，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균형적인 발전을 위 

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노력이 경제적 가치창출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노력이 없게 되면 자유민주의 자본주의사회의 이데오르기와 

룰은 성장과정에서 전면적인 부정을 변치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각자 자기이해와 주장에 

따른 권력행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과 좌절， 그리고 파괴 등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그 사회의 성장발전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되거나 카리스마적 독제， 군사적 독제 또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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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타리아 독제 등에 의하여 자유민주사회를 통한 삶의 질의 실현은 좌철되기 마련이다 

(최종태. 1996a)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피땀 흘려 건설한 한국호는 심한 풍 

랑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1960년대 초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대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는 오는날 2만불대에 이르게 되였다 후진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나라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우리의 압축경제성장은 양극화 현상과 더붙어 소외계층의 공격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교육， 의료， 주택， 교통서비 

스등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창출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증폭시켜 노사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당변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확립의 노력은 존립과 발전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 

로 닦아오고 있다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았는 노사갈등， 계급투쟁적 사고와 행 

동， 상호불신과 집단이기주의 팽배 등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설 자 

리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효과적이 

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창출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공동체 구축에 절대적인 

역혈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가치창출과사회적 기업 

가치창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 

공익성이 강한 기업조직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하여 세계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 

즉 사회공헌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거래비 

용의 개념을 공공부문으로 확장하여 공공성과 형평성지향의 비영리시장의 사회서비스 제 

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2) 사회적 

사회적 

는사회 

요청되어 이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영역이 오늘날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자션과 영라의 경계를 통합시킨， 이른바 비즈니스 

로 자션을 베푸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등장되고 있다 이를 제3의 자본주의(신지은， 

2007) . 또는 다른 경제 (Caille. A .. 2005)의 등장으로 까지 확대해석 해서 의미를 부 

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기적인 인간 본성과 자유시장을 창조한 고전적 개인자본주의， 

정부개입을 인정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수정자본주의에 이어 새로 탄생한 제3의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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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동시에 추진동력으로 삼아 자선과 비즈니스를 하나로 

통합시킨 모습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탄생시킨다고 본다 

3) 새로운 조직세계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공헌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한시적 

인 자선사업과 달리 적절한 이익을 냄으로서 지속가능한(going corncern) 사회공헌이 

되도록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의 대상인 공공 내지 사회적서비스가 소비적인 것이 아니 

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성과를 위한 창출적 효과전략을 적극 구현하여 

야 한다 만약 사회공헌을 위한 투자가 생산적인 사회성취동기와 개발을 유발시키지 못 

하고， 소비적인 지출로서만 끝나버리변 사회적 부담만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사회적 공헌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 낭비가 아닌 사회적성과로 

서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공헌을 위한 투자가 소극적인 ‘이전적성과’ 

(Transferleistung)로만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창출적성과’ (Entsensibilisierung)를 

도출하도록 기업적인 마인드와 경영을 통하여 투자전략을 치벌하게 짜야 한다 실로 사 

회적서비스를 위한 지출의 이연에는 그것이 ‘사회적성과’ (Sozialleistung)로서가 아닌 

‘사회적부담. (Soziallastung) 이 되고 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형 

성을 위한 노력은 창출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투자방향과 내용에 대한 성공 

적인 전략적 선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최종태. 1980) 

따라서 공공 및 사회적서비스의 노력이 소비적 성격이 아닌 생산적인 창출적성과를 낳 

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성과의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지향적인 기업 

적 가치창출의 투자와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 내지 사회서비스를 가치창출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이를 기업형 

운영원리에 입각하여 실현시킨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하여 혁 

신적인 기업가정신과 전략적 사고에 의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장원 

리에 입각한 고객지향적인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며， 목 

표 및 성과관리를 비롯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 제반 기업 경영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의 승수효과를 도모 한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창출의 행위주체로서 사회 

적기업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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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자본주의 형태 

자본주의 대두시기 특정 대표어록 

자유롭고 경쟁적인시장에서 각 개인은 가가의 이익만을 추구 l 
고전적자본주의 

18세기후반 
주체들이 이윤추구왼리에 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지 

(고전 자본주의) 라 움직이는 경제가 생산성을 않는 손”에 의해 전체경제의 복 

극대화 한다고 보는 체제 지가 정진 된다(애덤 스미스) 

1930년대 독점 빈부격차 등윤 국가의 
정부기능의 확대는 현 경제 체 

수정자본주의 
대공황 개입으로 완하 해야 한다고 

제의 존면족 뭉피플 회피하는 1 

(수정 자본주의) 
1960년대 주장하는 체제 

유일의 수단이므로 지지한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시장주의 바탕위에서 사회공 
좋은 일 하띤사 돈 버는 기업이 

이타적자본주의 2000년 이후 헌이라는 부가가치갚 생산해 
야말로 더 나은 세상을 반드는 

(공동체 자본주의) 본격화 야 지속가능한 만전이 가능하 

다고 믿는 상생의 체세 
도구가 된다(무하마드 유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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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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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 2007년 6월 12일 Bl 자료 

소극적이고 관 

료적이며 방임적이 되어서는 결코 않되며， 적극적이고 정쟁적이며 성취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생산 기술 영업’의 혁신플 통한 경쟁력 있는 우 

승수효과틀 도출하기 위해선 이룹 위한 사업이 가치창출의 즉， 사회적 r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배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 

원활한 저l공과 더불어 

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수한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의 

분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칠 향상 

또 그의 사업대상도 빈곤 · 절병퇴치 등의 제품 는 사회적 기업이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마 선진제국들이 취하고 있는바와 같이 

~ 

환경서비 교육， 보건， 

스분야 등에도 적극 진출토록 하는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망 된다 

새로운 시장과 사회적 기업 

1) 새로운 시장과 사회적 기업 

오늘날 세계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승수효과를 자아내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새로운 시 

장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창업을 적극 요청하게 되였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벤츄어를 낳도록 하여 , 국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2 

f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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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고용체제의 희망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형성 니드 

결꾀 
(경저11물질적니드) 

사회적가치 

(Social Valuel 
-삶의가치-

〈그림 1 ) 사회적 가치 니드 

활결 
(환경?생태적니드) 

사회적 기업이 영업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하다 사 

회적 가치창출의 구체적인 상품들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각 다양하 

게 요구 되고 있다 이를테면 빈곤과 질병퇴치 등 삶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경제 물질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상풍에서부터， 고용，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및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상품 등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이 다양하게 급속도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시장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쇠퇴와 사회적 투자국가론 대두 

와 함께 공공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다 

오늘날 비영리시장인 사회적 가치의 거래시장의 확대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행위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 하게 되였다 

2) 대안론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효율적인 사회적 가치장출의 시장요청에 따라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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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산업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해소에 

섣패와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태 

즈음하여 시장의 

종 최 

출현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거래비용 

볼때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시장실패폰과 정부실패론의 대 

안론으로서 사회서비스의 디1안생산체제론으로서 등장된다 

기업은 시장의 효율성과 교환관계에서 거래비용의 계념을 공공부문으로 확장하여 사회 

설제적으로도 오늘날 사회적 

C transaction cost)관점 에서 

적 가치의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균형적인 경제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적 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의 신규사업영역 

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얀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균형적인 경제 

사회발전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하는 대안 생산경제주체로 등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산업사회가 먼저 발달한 서구에서 탄생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Csocia! enterprise) 이 급속도로 성장 

발천하고 있다 생각컨대， 산업사회 전개과정에 있어서 독과침과 불균형도출로 인한 시 

장경제에서 탈락 또는 소외된 계층 들의 보호와 권익을 위한 시장실패 치유의 노력을 정 

부나 공공조직， 또는 시민사회나 자선단체 등이 직접 개입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 

우에도 과도한 관료제의 개입이나 비효율적인 자선단체의 관리는 자본주의 기틀인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엄청난 거래비용과 함께 막대한 예산소요를 야기 시킨다-

설로 사회적 가치창출의 승수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이를 위한 사업이 소극적이고 관 

료적이며 방임적이 되어서는 결코 않되며， 적극적이고 경쟁적이며 성취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무엿보다도 ‘생산-기술-영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수한 사회적 가치의 제품 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배 

분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등 사회적 가치창출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T 는
 

있
 

사회적 기업이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2대 지주 기업 구축의 lll. 사회적 

영리기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사회적 혁신의 사업적 특성파 수익창출의 기업적 특성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이다 이를테면 그의 특성에서는 전통적 목적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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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차이점을， 그리고 그의 운영적 기업 특성에서는 NPO나 NGO와의 차이점을 

용이하게 발견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와 경제적 가치 

(financial value)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창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f1!.口L
ι 」

아니라 고잉콘선으로서 투자수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와 자선”을 목적으 

로 하는 기존 공공 서비스 나 자선단체와도 본칠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형성의 2대지주로서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 

이중 기본바탕(dual 소위 수익 장출을 추구하므로서， 관련하여 가치창출과 경제적 
。

E즈 , 

botom line)을 지주로 삼고 있다.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사회적 혁신 (socal innovation)에서 

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기 

즉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혁신을 꾀하고 져 한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빈민운동가 유누스가 빈곤퇴치 

랄 위한 1983년에 세운 마이크로 그레디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그라민 뱅크”가 사회 

적 혁신음 위한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 이기도하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그의 사회적 혁신의 사업적 목적과 사업 특성에서 찾아불 수 있 

다 즉，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대 

상 선정에서 발견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엽의 목적과 사명을 전통적기 

업과는 탈리 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목적과 사명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이윤도출과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가치창출에다 목적을 둔 전통적 영리기업과는 차별화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목적과 사병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 

점을 지니고 있다(표 2 참조) .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의 노력은 사회 

적 기업이든 영리기업이든 지속적인 존속과 성장을 위해선 둘 다 존중되어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 양자는 서로 목적과 제약조건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어 

느 것을 기본 목적과 사명으로 삼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격과 경영의 방침 및 내용이 달라 

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그의 목적과 사병에서 찾아 볼 수 도 있는 바이다 



~-----------관계 
사회적 기업 

영리기엽 

〈표 2> 사회적기업과 영리적 기업 

목적 (objective) 

사회적 문제해결 

이윤창출 

(이승규외 사회적기업 평가도구개발 보고서 10 쪽 실업극복국민재단 2007.) 

따라서 사회적 기업평가에 

영향평가(SIA 소위 사회적 

즈음하여서는 항상 사회적기엽의 

social impact assesment)을 

최 Eε 
。 태 219 

제 약조건 (constraint) 

경제적 생존 

사회적책임 (CSR) 

사회적 혁신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예컨데， 미국 

UC Berkkeb에서 주관하여 매년 살시하고 있는 세계 사회적 기업 장엽 경영대회에서 

도 사회적기엽의 성과 평가에 즈음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학신사명의 중요성과 관련 

하여 사회적 내지 환경적 영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평가하여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소위 SIA 시상식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SIA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스텐포드 

팀의 ‘디라이트’ (d. light) 의 사례도는 다음과 같다(GSVC Overview , 2007) 

= 
" 이틀은 16억 (1 .6 billion)사람들이 전기볼 없이 살고， 소득의 3분지 1플 램프의 

불을 밝히는 등유 값으로 쓰고 있으며， 38억달러의 석유 기반의 조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발광다오드 조명 (LED) 상품개발을 통한 사회적 및 경제적 가 

치창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발광다오드 기술은 석유기반 조연보다 더 값싸고 안전하며 

더 밝다 디라이트는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며 그의 사명은 잔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지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조명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캄보디아 가내수공업자 

의 예를 들며 그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등유 대선 발광다이오드 램프를 쓰면 비용이 한 해 한가족당 30달러 절약되고， 여기에 

가내 수공업 생산성이 15% 높아진다- 밤에 그 집 어린이가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가 

난 대물렴도 줄어들며， 더 밝아진 조명이 화상이나 사고를 방지하면서 , 건강과 안전성 

측면의 가치도 높아지고， C02의 환경 오염도 적극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디라 

이트는 1년 만에 흑자전환하고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경영성장 계획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빼더라도，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20만 

달러 (약 1억9천만 원)의 투자요구서도 제시 하였다(GSVC Overview , 2007) 

사회적기업의 특성은 또한 그의 사업대상 선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대상변에서 전통적 영랴기업과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의 사업대상 



220 勞使關f細究‘ 제 18권 

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사업들이다. 이는 빈곤 · 질병퇴치， 고용증진 등의 사회적 목적의 

절대적 펼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에서 부터 교육， 문화， 건강， 정신， 환경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서비스 사엽 등의 사회적 목적의 상대적 충분조건을 수행하는 사업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전개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통적 영리기업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삼고 있는 사업대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수익창출과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그의 기업적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이중 기본바탕위에서 사회적 가치 

의 상품과 사회적 투자수익률 도출이라는 기업적 특성에서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 

회적기업의 성과평가에 즈음하여서는 사회적 혁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수익창출 이라는 

재무적 성과를 얼마나 균형 있게 달성한지를 중점적으로 겸토 한다 

실로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 

의 상품의 공급과 더불어 수익창출의 실체를 검토할 펼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도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지향적인 상품의 공급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실체 (business entity)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인 상품은 용도 내지 목적에 따라 경제적 

가치 상품과 사회적 가치 상품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전자는 개별적 차원에서 사익적 

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상품공급에 즈음 

하여 경제적 측면의 수익성을 항상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 

동체적인 욕구충족의 재화 빛 서비스릎 대상으로 삼는다 동시에 인간적 측면의 삶의 질 

을또한강조한다‘ 

〈표 3> 사회적 가치상품의 특성 
사람위주의 상품 

사회위주의 상품 

삶의 질향상 

공익적 충족 

하지만 사회적 목적 수행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선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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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외부지원금에 의존한다면 이미 사회적 기업。l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 

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수익음 창출하여야 한다 수익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 

은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전략이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사회복지프로그 

램으로 만뜰어서는 않되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싣현 시켜야 한다 하우싱， 재활 치료， 

상담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도 자본의 가치순환과정 (Marx , K., 1885)에 따라 

경재적 가치창출과 연게 되어서 설현 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비즈니스는 경쟁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경쟁전략을 항상 구사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원가와 품질변에서 우위성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에 있어서도 지배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A 

펀r뿔±f::=·건L칸디 +g) 

• G: Geld(자본)‘ W: Woren(상풍1. ^: Arbeit(노동). Pm Produktionsmitel (생산수단). p: Produktion( 생산) 

〈그림 2> 자본의 가치순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므로서 성과를 도출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특색은 그의 사업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상품， 즉 공익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를 통한 성과도출을 경영의 목적 대상으 

로 삼는데서 부터 시작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설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 

스의 생산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하는 기엽이다 즉 생산경제주체로서의 수익 

경제단위이다 다만 제품과 시장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의 목적 대상으로 삼 

는데 특성이 았으며， 투자)수익의 합목적적 기업경영활동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추구하는 

"" p 있어서는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다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자신의 특유 사업모델 

(Business Modell과 수익모델 (Profit Model)을 경영모텔 (Management Model)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그림 1 참조) , 고잉 콘션 (Going Corncern)으로서 위협부 

담(Risk- Undertaking)과 위험관리 (Risk-Management)를 통한 가치창출의 순환체 

인 (circle chain)의 체계를 이룩하여야 한다 

매의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 

따라서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생산 판 

창출에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만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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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제적 기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는 삼지만 

사업적 수익모델에 따라 경영을 하지 않고， 미션에 따라 기부나 지원에 입각하여 과엽을 

수행하는 NPO 및 NGO등과도 차별화 된다. 

사업모댈 

(이노베이션) 

3 경영성과 측정과 SROI 

경염모웰 

(의사결정) 

〈그림 3> 기업경영모델 

순임모델 
(ROI:Cosl-Benefil)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혁신과 수익창출이라는 2대 지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경영의 성파측청에 있어서도 이 양자를 내포한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대상으로 삼는다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투자대비 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로 따지듯， 

사회적기업도 그의 경영성과를 사회 투자수익률인 SROI(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지표로 따지며， 이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목표로 삼는다‘ 즉 기업의 투자 

수익률처럼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고용된 사람 수， 창출된 일자리 

수， 재투자된 수익 등의 현금가치를 투입된 투자금액으로 나누어 투자비에 비하여 얼마나 

좋았는지를 따진다. 100%를 넘으면 투자금액보다 사회 공헌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 받기위해선 그의 경영모델을 다음 2가지， 즉 사회적 

임펙트(social impect)를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의 저l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즈니스모텔과 더불어， 다른 한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시장지배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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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역량 평가에 즈음하여서는 사회적 

가치창출과 관련된 소위 SI(social impactl지수와 경제적 가치창출과 관련된 ROI 

(return on investmentl지수를 포괄한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l지수를 

활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07년 4월 12부터 4일 14일 까지 UC Berkeley에서 개최 

된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의 우수 사회적 기업 평가에 즈음하여도 사 

회적기업의 핵심성공요인 (critical sucessful factorsl으로 다음 2가지를 들면서 SROI 

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적인 가치형성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와 이노베이션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시장지깨력을 열마나 갖고 있는가? 

둘째，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가치형성을 위한 경영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투자수익 

률(ROIl이 얼마나 되는가? 

이는 사회적 임펙트-이노베이션에 따른 시장지배력 과 경제적 투지-수익에 따른 이익 

창출력의 지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이다 환언하면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 있어서 소위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l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임팩트와 이노베이션을 크게 도출 할 수 있는 상품일 수 록 사회적 

가치창출의 정도가 높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보다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인가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창출의 구체 

적인 상품들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 각 다르게 우선순위를 요구 하 

고 있다- 이를테면 저개발 내지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과 질병퇴치 등과 관련된 경제 물 

질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 선진 

산업국에서는 삶의 질과 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측면 및 환경 생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상품을 보다 우선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는 SROI 지표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사회투자수익률= 회수되는 가치의 현가/ 투자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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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적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성과를 화폐 끔액으로 환산하여 표현 된다 기업의 

투자수익률처럼 사회적 목적 활동의 성과도 창출된 가치의 금액을 투입된 투자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 한다 100%를 넘어면 투자금액보다 사회 공헌이 크다는 것을 뜻하고， 바람 

직 한 성과지수는 1보다 큰 수치가 되어야 한다， SROI 지수는 투자금액 단위당 장출되는 

성고}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지수가 40이면 1탈러 투자당 40달러의 사회적 가치틀 

창출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려므로 우리는 SR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얼마 

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창출히는가를 금전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고잉콘션 

(going concern) 2..로서 그의 경쟁력과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 즈음하여서 SROI지수가 1보다 적다고 해서 그 

투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창출에 있어서는 투자 

수익 지수로만 설명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업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ROI 평가 보고서에는 계량적인 양적 지표분석이외에 비계량적인 칠적 내용분석도 함 

께 분석하여 판단의 오류가 없도록 노력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에는 금전적 

액수로 환산 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의 내용들이 내포 되여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창 

출의 성과를 계량화 또는 금액화로 환산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SROI는 비록 지수화하여 금액적으로 측정되지만， 이에 대한 성과 판단에 즈음 하여서는 

반드시 관련된 자료의 내용분석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한다 즉 재무적성과 

지표와 더붙어 비재무적 성과 지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REDF ， 2000) 

SROI에는 사회적 기업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2대 가치실현을 답게 

된다 하나는 기업가치(기업의 재무적 수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목적가;<](예컨 

대， 고용형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금전적 계산이 가능한 공적 비용 절감， 즉 사회복지지 

출 절감과 고용으로 인한 세수창출， 즉 세수증대)이다 이 양대 가치를 각각 구분하여 제시 

함으로써 투자자틀의 투자에 대한 영향과 성과를 김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2 

영역을 합한 가치가 곧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투자에 대한 종합적 성과로 본다 

SROI 분석의 사례로서 REDF(The Robert Enterprise Developement Fund)의 

분석모텔에 따라 제시한 미국의 CVE Training Businesses 사회적기업의 경우를 보변 

다음과 같다(REDF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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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요 환순잔표 

기엽가치 (경제적 가지) $921.087 2_04 

사회목적 가치 (사회적 가치) 

혼합가치 (합계 가치) 

투자현가 

목표종업원수 

목표 종업원 벼율 

시간당 임급 법위 

$18 .455.192 

$19.376.279 

~혐검 몸점 캘과l 몸표좋업휠 l앙1 당l 

공공지출절약 

세수증대 

임금증가 

재무적 증대 

기업 채무 lilllli_ 

40_82 

42_86 

$452.129 

48 

98% 

$5_75' $8_00 

1999 

$25 .478 

$1.206 

$8.039 

$3.744 

199요 2000(천맘l 

매출 $336.275 $225.806 $262.514 

총수익 31% 46% 47% 

순수악(보조벼제외) 5% 24% 21% 

순수익(보조비포함) 23% 21% 21% 

1 사회적목적 기업 지표 1998 l원g요 2000(천망j 

총 종업원 수/ 목표 종업원 수 123/122 49/48 53/52 

천엘제 총수 / 목표 종업원 수 16/15 8/7 8/7 

1 목표 종업원 1인당 사회척 운영비 $443 $2.217 $842 

총예측투자 $ 0 

총 예측 사회척절약 벚 신 세수 $19.882.135 

총 예측사회적 운영비 $1 .426.943 

총예측부모에 대한공현 $ 2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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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E Training Businesses는 수익 직업훈련사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섬리 장애인 

의 직업훈련사업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표방하 

고있다 

CVE Cafe λF업 , CVE 사무서비스 사업. CVE 운전 및 배달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999년도 SROI의 가치실현 측면에서 보면 총 48명의 고용 인왼중 목표 종업원(심리 

적 장애 종업왼)의 고용이 98%인 47명 이였고， 이들 l인당 $25 .478의 공공지출절약 

과 $1. 206의 세수증대를 장출 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통하여 종업원당 평균 $8.039의 

임금증가를 이루었으며， 공공보조금 삭감 및 세금징수액을 고려한 이후에도 평균 $3.744의 

개인 재무상황 개션을 달성하였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변. CVE Ttaining Business 

의 사회적 .5'..À1 
-" 가치창출은 $18백만으로서 

(ROl)을 도출 하였다 

이는 투자 대비 40회 이상의 투자회전율 

SROI 분석에 즈읍하여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의 성과분석은 핵 

심 사회적 영향 결과(key social impact findings)를 중요시 한다- 사회적 혁신을 위한 

핵심 사회적 영향분석은 “투입 (input)-활동(activitiy) 산출(output) 결과(outcomes) 

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따른 전략적 선택과 운영의 활동이 얼마 

만큼의 사회적 영향의 성과를 도출하였는가를 철저하게 분석 하는 것이다 

또. SROI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분석에 못지지 않게 경제적 

가치창출 분석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가치(경제적 가치)의 금액과 지수는 사회적 

기업의 영속성 파악을 위한 영엽적으로 창출하는 총 현가와 지표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업적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나 지원금 등의 수엽은 산출과정 

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수익성이나 운영자본의 회전율을 보다 높 

이거나 또는 자본지출을 감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실로 사회적 기업이 고잉콘선으로서 지속적인 사회적 목적의 가치창출을 하기 위해선 

기업가치인 경제적 가치 창출의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전통적인 

영리기업과는 그 목적을 비록 달리하고 있지만， 사업을 통한 수익성창출에 의한 경제적 

가치인 재무적성과 도출은 사회적 기업 경영의 필요조건으로 대두 된다 만약 경제적 가 

치를 창출 하지 못하게 되면 자생적인 능력과 힘이 없어져 결국 그의 존립의 가치를 상 

실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SROI의 측정에 즈음하여 사회적혁신의 목적 함수에 못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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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이의 달성의 수단으로서 수익창출을 측정하는 기업의 재무적 가치실현의 내용을 별 

도로 설정하여 그의 성과륜 제시 한다. 

N. 사회적기엽과 한국자본주의 

1 사회적기업과 창의적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이념과 제도흘 기반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말천 

과 장의적 자본주의를 구현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윤 한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 

역기능으로 언하여 야기되는 갚등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되는 집단의 기능의 

문제점들을 자본주의 시장베카니즙의 순기능과 혁신적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상품의 생산과 판매플 롱하여 이흘 해결코져 한다 

빈곤문제만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주창자블은 이의 해결플 위한 정부의 반복적인 지 

윈이나 사회의 자선단체의 활동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회복사키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은 될 수 없다고 본다 

빈곤층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오히려 이들이 두말을 딛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창의 

적인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 

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조영복. 2006) 

탈무드의 격연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말이 있듯 

이 “굶는 사람에게 불기 한 마리륜 건너1변 하루는 먹고 살 수 었다 그러나 낚시대와 물 

고기 잡는 볍플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더는 냥에게 기대지 않도콕 하는 것이 빈곤퇴치의 근본이 된다고 보고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위해 빵을 판다는(정희션. 2004) 식의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혁신의 

실현을 바탕으로 한다 

빌 게이츠(Bill Gatel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2007년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창의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을 주창하였다 하버드대 3학년 때 마이크로소 

프트사를 창엽하느라 중퇴한 지 32년에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또 그는 명예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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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받아 들고서 학생들에게 “혜택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바꿔 보자”고 

역설했다 “여러분이 재능， 혜택， 기회를 많이 가진 만큼 세상이 뭔가륜 한없이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게이츠는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의 기술혁명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사업에서 완전히 불러나 칠병과 기아 

퇴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어린이 4분의 1 이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결핵 등 갖 

가지 칠병에 노출돼 있고 백선을 맞지 못해 죽는 어린이가 10초에 한 명꼴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장(market)과 정부(government)는 이들을 구해주지 못하였다 

부모 역시 기존 시장 메카니즘과 제도하에서는 자기 자식을 구할 아무런 힘 (power)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미 1999년에 7억 5000만 달러를 내놓아 백신 개발과 예방 접 

종을 위한 지구 동맹 (GAVI)’을 만들었다 

게이츠(Gate. B .. 2007. )는 인류 유사 이래 언제나 존재해 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고동을 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본주의사회 새로운 시장의 힘을 가난한 사 

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가진 자， 누리는 

자의 도덕적 의무와 끊임없는 혁신， 불타는 소명 의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빌 게이츠에게 

서 다시 한 번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율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통한 창조적 자본주의의 설현을 찾아 볼 수 있겠다 

2.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정신 

1)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기업가적 창조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 내지 사회서비스를 가치창출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이를 기업형 

운영원리에 입각하여 실현시킨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엽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하여 혁 

신적인 기업가정신과 전략적 사고에 의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장원 

랴에 입각한 고객지향적인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며. 목 

표 및 성과관리를 비롯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 제반 기업 경영의 왼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의 승수효과를 도모 한다 

실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독과점과 볼균형도출로 인한 시장경제에서 탈락하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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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된 계층 등의 보호와 권익을 위한， 즉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역할을 정부나 공공조직， 또는 시민사회나 자선단체 등이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이 경 

우에도 과도한 개입이나 비효율적인 관리 내지 관료제는 자본주의 기틀인 시장경제를 왜 

곡시키고 엄청난 거래비용과 함께 막대한 예산소요를 야기 시킨다 때문에 오늘날 각국 

들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쇠태와 사회적 투자론의 대두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화와의 요청 

을 사회적기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 공익성이 강한 기업 

조직의 적극적으로 장려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거래비용의 개 

념을 공공부문으로 확장하여 공공성과 형평성지향의 비영리시장의 사회서비스 제품을 효 

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절섣히 요청되여 

이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역할과 영역이 적극으로 확대되고 있다. 

2) 기업가정신과 지유사상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정신과 자유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 

모한다-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어진 권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면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자유란 권리이 

변에는 질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 누르기 위해션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질서란 구속하에 실현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도 

자본주의사회 자유(freedom)에 의한 시장질서를 기반으로 한 위험부담과 관리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실현한다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성과도출이 있어야 한다， 성과도출은 기업경영의 알 

파이요 오메가이다 성과도출 없는 기업은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기업도 사회적 가치의 효과적인 성과도출 실현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자유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은 성과도출의 원동력이 된다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기 

업에 있어서 성과도출의 결정적인 요소는 숨폐터 (Schumpeter ， J. A. 1942)나 드러카 

(Drucker , P. F .. 1965)가 강조한바 있듯이 자유로운 혁신적 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 

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혁신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엔진역할을 한다- 혁신의 

노력없이는 기업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 

에 기업가치창출의 책무를 맡은 경영자의 주요직능을 다음 3가지로 손꼽을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inovativ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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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험부담(risk undertaking) 

셋째 , 조직화 및 자금조달(organiz]ng and finansing) 

즉， 경영자가 지니어야 할 의사형성의 핵심능력으로는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 

와 위험부담능력을， 그리고 의사실현 핵심능력으로는 조직화와 자금조달능력을 손꼽고 

있다 실로 경영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창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가 담긴 비견을 

갖고， 이를 제품과 시장을 통하여 추진코져 하는 위험부담의 강한 의지 등을 비롯한 의 

사형성능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조직과 자 

금조달 등 의사실현능력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기업경영의 성과를 “위험부담과 관리 (risk undertaking and risk mamagement)" 

의 대가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의사결정은 기업이 부가가치창출을 위하여 경영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에 도천하는 의사형성과 또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험관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금조달을 수행하는 의사실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혁신의 추구를 위해선 또한 기업경영공동체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착상과 이 

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롭지 못하면 혁신을 기대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혁신은 행위주체의 개성과 특성의 자유로운 설현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통제나 강제적인 획일적 구속 하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니클리쉬 (Nicklisch. H.1921)는 자유(freedom)사상을 기업의 경영공동체형성에 정 

신적 지주로 삼는다 그는 개별경제단위의 특성을 한편 “영리경제 또는 수익경제”와 다른 

한편 “절약경제 내지 가계경제”로 구분 한다， 전자는 자유의지에 의한 위험 (Risko) 부담 

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관랴하는 생산경제 단위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정해진 

범주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비 경제단위이다 물론 절약경제 내지 가계경제 

단위에 있어서도 효율적 관리에 즈음하여 재선택(財選擇)에 따른 주어진 소극적인 위험 

은 존재하지만， 이는 전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영리 내지 수익경제 단위의 적극적인 재산 

위험부담과 그에 따른 관리행위와는 그 성격이 원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수익경제단 

위에 있어서에 경영의 위험부담과 관리를 실현시키는 의사결정을 자아내는 자유의지는 

/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자유”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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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수행하는 기업경영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의 승수효과를 

실현시킨다 때문에 그의 기반에는 자본주의사회의 혁신적인 기업가정선과 위험부담 빚 

관리 등의 기업경영의 자유의지룹 실현시키는 자유의 법칙 (Gestz der Freiheitl 이 작 

동하고있다 

3. 사회적기업과 한국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플 맞고 있다 피땀흘려 건설한 한국호는 심한 풍랑블 맞 

고 비틀거리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대에 머물렀던 한국경제 

는 오는날 2만불대에 이르게 되였다 후진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한 

국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우수한 우리 근로자와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음 이겨낸 자랑 

스러운 우리나라 기엽들이 있음올 간과해서는 안 된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시 

장에서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보잘갓없는 한국의 기업들이 무수한 시련을 뚫고 당 

당히 선진국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하였다 그중에서 몇몇 기업 

들은 명실 공히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살아생전에 포천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 

에 우리나라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11 개 

의 우리 기업이 이미 500대 기업에 등재되었고. 100대 안에 포함된 기업도 2개나 있 

다 이 같은 사실은 일제와 60년대의 가난에 찌든 비참한 조국의 운영을 체험한 세대뜰 

에 있어서 실로 마음 뿌듯하고 자랑스럽기 한이 없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압축경제성장은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소외계층의 공격에 작변하 

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교육， 의료， 주택. 교통서비스 등 사회 

적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창출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증폭시켜 노사갈등을 비롯 

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임금과 고용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결정의 기 



232 *션횟 ~WH\패{갖E ， 제 18권 

준으로서는 하한선으로서 근로자의 “생계비 상한선으로서 기업의 “지불능력" 그리고 중 

위선으로서 노동시장의 “지배임율”을 손꼽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일반시장 임금 

은 이상의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내에서 중위선인 시장 지배임율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의 임금관리상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정상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임금수준결정의 여건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한계 중소기업에서 

책정되는 임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법주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않아고， 그 범주를 벗어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현실적인 임금수준은 노동측이 주장하는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또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기업지불능력의 수준도 넘어서서 책정 되는 경우가 허 

다하기 때문에 노사양측 다 불만족 속에서 많은 갈등을 자아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설로 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볼때 사회적 가치창출의 인프라구축 부족으로 현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생계유지에 미흡한 금액 

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생계비 조사(일반 단신 도 

시근로자 생계비 월 1.1 77 ， 000원)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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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에 경영수지상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 한계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집중되여 있고 이들은 최저임금수준 결정이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 되였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를 보변 경영규모와 영세성 간에는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규모가 적을수록 영세하고 경영상 한계기업으로 존재한다‘ 근 

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고 

용의 86%이상을， 그리고 종업원 100명 이하 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계기업이 집중되여 

있고 이들은 최저임금을 감당치 못하고 위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 

다 여기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고용의 절대를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의 

도산과 더불어 고용기회의 상실이라는 현섣적인 위험이 도사라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대기업과 양극화속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특히 사회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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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자 생계비에도 미흡하고， 동시에 기업의 지불능력에도 감당 

할 수 없는 소위 스테그프레이션의 임금구조 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음 

안고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성장통력에 대한 새로운 조병파 함께 경제사회말전에 위한 사회공동 

체적 노력의 요구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바，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공급플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창출 기능을 넘어서서， 그 성장에 

걸맞게 효과적인 샤회적 가치창출을 동한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기하는 사회적 가 

치창출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가 왔다(최종태 2006) 

사회적 가치창출의 노력은 우선 국가적 경제사회정책차원에서 적극 실현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개별 조직단위에서는 실현의 한계를 면치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 발을 맞추어 

생산 주체인 기업도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 시장플 통한 ‘수악’의 실현이라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기업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 서비스 등 사 

회적 가치창출도 실현시켜야 된다 기업의 가치창출도 경제적 가치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적 가치창출도 함께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정당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전자를 기업의 경제적 성과， 후자틀 사회적 성과라고도 한다 

기업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가치창출의 실현이 절대적 우선이지만，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대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관려하여 사회에 유 

익한 존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경영의 핵섬이념과 목표로 삼고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과 투자를 

수행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곧 성장발전의 한계의 벽에 부 

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장출의 요청은 사회적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 

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한국자본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절설히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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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체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기업 

1. 공동체지향 노사관계와 사회적기업 

1) 노사관계 환경변화 

한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되어왔으 

며， 현재 전환점에 서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바 있듯이， 다른 선진산업국들이 

수백 년 걸려서 달성한 경제와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 이란 짧은 기간에 소 

위 ‘압축성장’을 해왔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고도성장정책을， 기술적 측면에 

서는 ‘캐치 엽 (catch-u이정책을，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산적 위계사회’ 정책을 

통해서 압축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단적인 노사관계관리와 갈등을 야기 시 

켰고， 이는 불신과 투쟁적 노사관계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도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환경이 급 

변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위기로까지 느껴칠 정도로 불확실성 하에 놓여져 있다， 대외적 

으로는 통상마찰 및 시장개방에의 요구，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치적 변화 및 근로자의 욕 

구 증대로 인한 지속적인 노사마찰과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인한 경영의 유연성 악화 

및 불확실성 확대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사관계는 오늘날 경제， 정치， 사회 등 

새로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전로를 모색해야 할 전환점에 서 었다 

(1) 고임금 · 저성장의 구조 

경제적 환경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노사관계는 고임금 저성장의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들면서부터 저임금 고도성장에서 고임금 저성장의 길로 접 

어들기 시작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면 노동공급의 한계성. 급격한 근로자 욕 

구의 상숭 및 집단적 노동행통을 유발케 하여 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노사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제적 환경은 “저임금 고도성장형”에서 “고임금 · 저성 

장형”으로 형성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40여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60불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 

늘날 2만불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압축성장 이면에는 또한 우리기업틀이 저임금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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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형의 경제적 환경을 장기간 누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면서， 특 

히 87년의 증폭된 노사분규와 산업민주화운동은 급격한 임금상승과 더불어 우리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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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IMF 구제금융 요청과 함께 우리가 당연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단기적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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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한 우리 국민경제와 기업경쟁력의 취약과 내생적인 위기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 

게 되었다 

(2) 노동의 양극화 

한국노사관계의 변화를 측구하는 또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현상을 틀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노동의 양극화 현상은 규모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 고용변에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신분의 차이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 임금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정상 

적인 산업사회에서의 임금수준결정의 여건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1 
• 1 대부분의 

한계 중소기업에서 책정되는 임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법주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 

고， 그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설이다 환언하면 현설적인 임금수준은 노동측이 주장 

하는 생계비 충족에도 미흡하고， 또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기업지불능력의 수준도 념어서 

서 책정되기 때문에 노사양측 다 불만족 속에서 많은 갈등을 자아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 

다는데 애로가 있다‘ 

이에 비하여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의 임금은 중소기업 노동의 평균 2배 이상을， 그리 

고 특정 선도대기업에서는 심지어 3배 이상을 책정하여 노동의 심각한 양극화를 빗어내 

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 양상은 기업의 구조조정 조치와 더불어 조직노동의 집단 

이기주적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의 가속화로 인하여 더욱 섬화 되 

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기업별 노조체제가 확립되면서‘ 거대기업노조의 정규직노 

조왼들이 그 동한 향유하지 못하였던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였고 이들의 응집력은 반복적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 

사외하청. 용역， 계약직 등 비정 

규직을 다수 사용하는 유연대량체제를 갖추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하였고 이에 조직 

인 파업과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상승경쟁을 도모 하여 왔다 

자는 노동비용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사내 

노동자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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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었다 거대 기업노조들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연래적인 파업을 하고 인금인상을 요구하연， 사용자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비용을 줄여서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흔히 있었다 즉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여 통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하청업체근로자， 지역의 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정규직노조의 파업 

을 “노동귀족의 배부른파업”으로 성토하고 파업현장에서 반대시위흘 하는 사례가 반발하 

게 되었다(김동원. 2007. 8.) 

(3) 노동조직율의 지속적 하락 

한국의 노동조직율은 1987년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야기된 산업민주화에 힘입어 상승 

세를 이룩하였으나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현제 9.9%로서 사상 최 

저상태이다(그림 4 참조) 이는 OECD국가 중 조직률이 8%에 불과한 프랑스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이 반 

등을 기대할 수 없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노동조합의 용이한 공공부문 

과 일부 대기업에만 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고립된 노동운동으로 생존하는 상황이 올 수 

도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조직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노동노동의 과도한 전투적 투쟁성 

에 따른 대중성과 사회성 결여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선 한국노총 

지도부에서도 동감하고 있다 예컨데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007년 6월 4일 전경 

련과 정총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견해를 표명 하였다 즉. 

그는 여기서 “기업과 노동조합은 기업발전과 사회공헌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배를 탄운명”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틀은 대안이 없이 갈때까지 가보는 것이 

노동운동의 진정한 모습인 것 처릅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화와 협상 없 

이 일방적인 승리와 폐배만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는 1987년 정치민주화를 쟁취할 당시 

엔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선진국에서 

50-60전에 유행하다 사라진 전투적 조합주의를 앞세워 우리노조가 세계 최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외국친구들은 저한테 너희 노동운동은 세계 최약체야 착각 

하지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기업에 대하선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경제성장 

을 위해 모든 사회적 힘을 기업에 쏠리게 해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산화창조의 주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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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노조도 경제주체가 됐 

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이미 조각배가 아니라 대형 유 

조선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노조를 무벽화해서 일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선 안 된다 ”며 

“뱃머리에 있는 기업과 션마에 있는 노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항해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용득， 조선일보 07년 6월 5일) . 

25.0 

20.0 

15.0 

10.0 

5.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내노동홍계’ 

주 노동부 집계방식떼 의한 조직률잉 

〈그림 4>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 

또 그는 우리나라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노사관계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보고， 자주적 노동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87년 이후 20년 기간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성된 노동운동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노사간에는 투쟁 

만 있었을 뿐 관계는 없었다라고 하였다(이용득， 매일경제. 07년 5월 25일) 따라서 노 

동조합은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로 전환하여야 되며 여기에는 무엇보 

다도 “대화”와 “협상”을 주요 실천방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므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율하 

락과 관련하여 투쟁성 일변도를 지양하고 대중성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최근 들어 가장 활목할 만한 현상은 노동운동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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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사회성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정 

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운동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원 뿐 만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 계약직근로자등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역주민， 자영업자， 영세상인， 비노조원 등 

노동운도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 

해야 하는 노동운동의 규범체계로 정의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목표가 과거에는 조합원 

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운동으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동원， 2007) 

2) 공동체지향 노사관계 구축와 사회적 기엽 

이상과 같은 급격한 노사관계의 과업환경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성장과 분배구조의 악화 등 우리사회가 딛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과 더불어 

노사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변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해외 시장 

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앓고 있다 제조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고임금과 노사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의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전체적으로 수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설업자도 

계속늘고있다. 

실로 기존의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로는 숨가쁜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패 

러다임의 근본적인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무엿보다도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참여와 협력의 파터너쉽으로 바꾸어야하고， 불신 과 대립을 청산하고 노사가 실질적 통 

반자가되어야한다‘ 

노사관계는 이해공통적인 측면과 이해대립적인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는 생산적 

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관계가 대부분이지만. 배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대립관계가 성립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노사를 이익공동체 

로 그리고 운명공동체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사간의 대립과 반목을 일삼아서는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고， 경제와 고용이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기업의 생존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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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사실이다 노사는 기업이라는 공동체 

에 생존의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이익사회의 한 하위시스템으로서 

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을 회복하여 노사간의 모순과 상이성을 수용하고 대립 

과 이질성을 극복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노사 이해대립관계의 전형적인 대상인 임급 및 기타 보수결정도 많은 나 

라에서 노사 이해공통관계 사항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플 수 없다 

특히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정과 동시에， 기업의 공공성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곧 경영의 최대관심사이며 복표로 등장하게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노사가 대내적으로 대럽하기보다는 데외적으로 함께 힘윤 모아 불확 

실성 시대에 경쟁에 임하지 않으면 기업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기업존럽의 측면에 

서 노사 이해공통관계로 전환하지 않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사공동체의 

건설은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에 선태이 아니라 펀수로 닦아오고 있다 우리사회가 선각하 

게 직면하고 있는 투쟁적 노사갈등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섣 자러와 일자리플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존립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파라다임의 전환의 노력이 

보이기도 한다 그 한 예로서 노사정이 합심하여 공동체지향의 노사관계추구의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고 2007년 6월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즉 노사관계의 의제블 분 

배중심에서 고용， 인적자원개발， 복지중심으로 전환시켜 파터너쉽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 

고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앞에서 고찰한바 있듯이， 사회적 가치창출의 기업이념과 목표， 그리고 

그에따른 사업대상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공동체지향의 

노사관계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노샤공동체형성의 근 

간으로 볼 수 있는 노사 이해공통의 협력사업파 경영기반 구축에 있어서 이를 지속적으 

로 실현시킬 주체가 되는 것이다 

2 공동체기반 구축과 사회적기업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구축에는 노사간의 협력적 관계， 즉 노사협력사회의 형성이 반드 

시 뒷받침 되어야 있어야 한다‘ 협력사회가 형성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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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노사관계건설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마치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격이나 마찬가지 

라 할 수 있다- 설로 협력도 능력과 대상이 갖추어져야만 실현 될 수 있다 노사간의 불 

신과 협력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협력사회건설을 위한 선행단 

계인 소위 선협력사회(先協力社會: pre-cooperative society)형성을 위한 노력과 조치 

들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노사관계 형성의 기반인 협력사회의 가틀인 선협력사회 구축을 

위한 노사 이해공통사업들을 중심 사업대상으로 삼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 

동체적 노사관계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다. 

1 ) 공동체 기반구축과 선협력사회 

노사공동체 건설을 위해선 노사협력사회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이행이 절실히 요청된다 

즉， 노사 션협력사회 구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30년간의 우리의 

경험은 법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직적인 노동시 

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문제인 것이다- 즉 동전의 양연과 같은 

것이다 신뢰와 타협이 제도화된 노사관계시스템에서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호 

배타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이 노동조합의 기반을 허 

플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의 다양한 방안들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배치전환에 대한 노조의 경직적 

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내부노동의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교대제 개편이 

나 워크쉐어링 등을 통해서 교육·훈련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비용 안정화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고 

용조정(정리해고)을 전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전직 알선과 훈련， 무급휴직과 재 채 

용 등)을 노사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용조정에 대한 저항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사례는 기업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딸견된다 

요컨대， 노사 협력사회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협력사회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 

다 그러므로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인 대상의 하나가 협력사회 기반 구축이다 

그 통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실패를 분석하여 불 때， 노사정간의 대 타협을 목표로 해 

야 하는 것은 노동법이나 이해대립의 제도나 이슈의 개정이 아니라， 이해고통사업을 통 

f 

‘ 



‘ 

* 

최 종 태 241 

하여 신뢰와 타협을 정착화 시키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협력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최종태. 2002) 

공통체적 노사관계， 생산적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협력사회의 기반인 상생을 위한 당 

사자들의 상호작용을 윈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과 능력을 요구한다 왜냐하 

면 협동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당사자뜰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과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협력척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침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이해관 

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사엽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 이를 달성할 수 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동기유발 능력， 즉 최소한의 기본 

적인 물질적 및 정신적 수행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선진국간 

에 협력이 가장 잘 되고， 그 다음이 선진국과 후진국간이며， 후진국과 후진국간의 관계 

가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결국 협동사회의 기반으로서의 상생적 상호작용을 위한 자 

원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가능 

하며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조건은 펼수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인 동기유발이 존재해야 한다‘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 구성원이 자발 

적으로 상호보조 하는 경제적 능력과 자조적 동기유발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협력사업의 중심 목표에는 각 구성원의 경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 

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동의 협력 사업이 존재해야 한다 

이상의 것을 다시 집약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그림 5 참조) 협력사회 형 

성의 선행조건으로서 즉， 선협력사회 영역으로서 협력당사자들 이해관계와 그들의 협력 

적 동기유발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경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통의 협력사업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협력적 노사관계가 되 

기 위해선 이상과 같은 기본조건을 실칠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증진 목표를 적극 

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이해공통사업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노사관계 

는 결국 형식적인 상호작용(pro-[orma interactionl 에만 그치게 되고 계급 투쟁적 노 

사관계가 되어 버린다 협력사회의 기반구축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션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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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pre- cooperative society) 형성의 노력이 펼연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는 노사 이 

해공통적 사업을 개발하여 이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최종태， 

2003} 

노 사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이해공동의 협력사업 

(구성원의 경제적 이해증진) 

(이해관계) (능력과 의욕) 

〈그림 5> 협력사회 구축과 이해공동사업 

2} 이해공통 사업과 사회적 기업 

협력사회 

(cooperative 
society) 

선협력사회 

(pre-cooperrative 
society)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기반인 협력사회 기들인 선협력 사회 

형성 을 위해선 노사 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즉 공동의 

이해증진 목표를 모색할 수 있는 이해공통사업이 적극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환언하 

면 공동체적 노사관계 건설을 위해선 노사 이해 공통협력사업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공통의 협력사업 없이， 오로지 제도나 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바 

람직한 노사관계를 전개시키려는 의도 등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 

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의 제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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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착과 개선노력은 오 

히려 노사관계를 형식적인 상호작용에만 그치게 되고 감정 대립적 내지 투쟁적 노사관계 

를 자아 내기 쉽기 때문이다-

실로 노사공동체건설을 위해선 협력사회 선행조건으로서 션협력 사회 기반을 닦아야 

하고， 여기에 무엿보다도 노사 이해 공통협력사업 내지 이슈의 개발이 디l단히 중요하 

다 우리의 노사는 분배갈등 중심의 대립적노사관계로 인해 서로 힘윤 합쳐 일한 경험 

이 없다 

한국노사관계의 공동체적 노사관계건설을 위한 노사협력사회 구촉에 시급히 요청되는 

노사 이해공동사업으로서 우리는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노동시장개발， 육아시설구 

축 등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적극 기대되는 바이 

다 사회적 기업은 노사공동이해사업을 통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룹 증진시컴으보써 실섣 

적 파트너쉽에 의한 노사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윤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엽 

한국경제는 당변의 위기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 위기해결 

을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먼저 투자확대와 일자리장출블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 

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노사 간에 칠책이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랴한 현상을 

노사가 모두 인식하여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시각에서 서로 함께 협력적 공동 

체 노사관계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사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함심하여야 한다 이달 위해서 노사는 고용창출과 임금안정 

을 동시에 달성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노사 

간의 이해 대립사항이 아니라 이해공동사항으로 상생의 시급한 협력적 당면과제로 등장되 

고있다 

즉， 우리노사는 동반자적 공동체노사관계구측의 단초인 이해공동의 핵심과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구축의 노력 

0 일자려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직무개발의 노력 

0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습사회 구축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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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적 보수체계 확립의 노력 

그 동안 지속적인 ‘저임금 고도성장’ 하에서 낮은 실업률을 보였던 우리경제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 주도에 의한 고성장-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해도 고도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의 지속 

적인 구조조정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 국가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고실업 경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은 합리화， 정예화라는 세계화의 변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 

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 

나 정예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는 우 

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사·정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노 · 사 · 정의 공감대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 경제사회의 발전방향과 

도 부합되는 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일 것이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의 문 

제릎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일자라 (decent job)를 지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노 · 

사 · 정 공통의 목표이다 경제위기 이후 좋은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 경쟁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 

년 것이다 

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있어 삶의 보람과 국가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청년， 여성， 중 • 고령의 인력과 더불어 장 

애인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노력은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개발과 함께 노동정 

책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사이해공통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07년 6월 25일 출범식을 행한 노사발전재단 에서도 일자리창출을 노사협력사 

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혁신과 수익창창출이란 2대지주의 기능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적 노사관계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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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교노동시장 개발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가교노동시장(bridge labor market) 

의 개발이 노사 이해공통의 협력사업으로 절섣히 요청된다 가교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의 

공급자인 교육훈련시스템과 수요A인 기업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틀 위한 중간단계의 노 

동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선진산업국이 백년이상 걸려서 달성한 산엽화룹 불과 30 

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압축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저임금 고도성장’의 경제와 경영 정책이 뒷받침되어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변에는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고임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기업의 인사정책도 ‘Make’정잭 

중심에서 'Buy’정책 중심으로 변하였다. 이는 종래 자기기업에 필요한 사람을 내부노동 

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풍해서 확보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외부노통시장 

(external market)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IMF 구제금 

융 위기 이후 고용의 형태가 내부노동시장 중심에서 외부노동시장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 

하였으며 그 결과 경력자 위주의 중도채용 관향이 확산되었으며， 훈련과 현업 간 기존 기 

능 · 기술과 새로이 요청되는 기능 · 기술 간의 수요-공급 관계의 미스매칭 (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노통력의 수요-공급 네트워크 기능이 왼만하게 확 

립되어 있지 못한 노동시장 조건은 인력운용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 

고 있으며， 나아가 신규 청년노동을 비롯한 전통산업노동의 실업확대와 장기적으로 산 

업발전을 뒷받침할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력양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 

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 현업을 연결시키는 중간단계로서의 가교노동시장(bridge labor market) 

의 개발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노사이해 공통사업으로 제기 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주요 사엽대상이 되고 있는 바이다‘ 

(3)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 기업 

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들의 직업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능력 개발의 펼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식과 정보를 창출，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 칠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훈련인프라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여기에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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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 개발은 인적자원의 자산화를 통해 노동의 객관적 세계화와 주관적 세계 

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즉 인적자원의 자산화의 목표를 통해 노동의 객관적 목표와 주관 

적 목표， 노동의 합리화 목표와 인간화 목표， 노동의 조직목표와 구성원 목표를 동시에 

달성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적자원을 국가 경쟁전략의 핵심대상으로 삼고 노사협력기반 구축의 중요 

한 과제로서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노동보호 차원 중심의 노동 

정책에서 노동발전 차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의 노사관계 의제도 분배중심의 노사이해대립 사항에서 능력개발 등의 

이해공통사항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이를 중심사업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 

제적 가치창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신장은 공동체적 노사관계건 

설에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 

(4) 육아시설과 사회적 기업 

오늘날 탁아소， 유아보호시설 등 육아시설은 여성인력， 가족 친화적 경영 등의 노사이 

해공동사항에서 부터， 국가 경제 사회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육아시설의 적극적인 섣치와 효율적인 운영은 노사간의 이해공통사항일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치창출의 정책대상이 된다‘ 우리 산업 사회에 있어서도 일자 

리 창출， 근로소득증진， 근로생활의 질 향상 맞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육아시설의 적극적 

인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은 노사안정과 사회안정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은 유아시설의 확충을 주요사업대상으로 삼고 사회변혁을 위한 사 

회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창출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기틀 마련해주고 있다. 

3) 경영공동체 건설과 사회적 기업 

(1) 노사공동체와 경영공동체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그의 가치창출의 노력을 노사가 통반자가 되여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므로서 노사공동체의 기초인 경영공통체를 이룬다 

노사공통체는 동반자적 노사사업공동체 , 즉 동반자적 노사경영공동체를 그의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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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로 삼는다 환언하면 노사공동체는 노사 파트너쉽의 사업공동체인 경영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조직을 그의 형성 지주로 삼는다 

노사 공동체의 파터너쉽 조직은 분업화와 역할의 원랴에 따라 분화되고 통합된다 즉 

직분(Au[gabe)과 역할에 따라 유기적인 직능공동체를 형성한다 우리는 공동체형태를 

1차적 공동체인 순수공동체와 2차적 공동체인 고차적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를 

우리는 혈연적 공동체와 비혈연적 공동체인 지연 내지 삼연적 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전자는 혈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체형성에 새로운 중애자가 펼요 없다 부 

모와 자식간 혹은 형제간에는 특별한 매개체 없이도 언제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 

러나 후자는 공동체형성에는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중매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공동체는 하나의 직능공동체 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상의 작분을 중매로 이루어진 

2차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2차적 공동체는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불 수 있다 예컨대 대학 

은 학문과 과학적 기능을 통한 진(늄 Truth)을 교회는 윤리 도덕적 기능을 풍안 선 

(善 Good) 을， 읍악 미술등 예술단체는 미적기능을 통한 미 (美 Beauty)을 각각 그들 

의 가치창출의 이상추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진→， 선미"(힐← 善→

美)의 가치보다도 경제적인 부(홉 Plenty)의 가치창출을 그의 이상추구의 대상으로 삼 

는다. 

그려므로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는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제반 경영 

활동을 진， 션， 미의 가치추구보다 수익가치릎 도출시키는 부가가치증대인 부(富)를 첫 

째로 중시 한다 이는 드라커 (Drucker P. F.) 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기엽은 부가가 

치증대를 위한 성과(成果)가 알파요 오메가이며‘ 백의 지식보다도 하나의 부가가치의 성 

과를 보다 더 중요시여기는 성과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공통체 형성의 기본 셀 

(cell)단위인 기업의 경영공통체는 대학공동체나 신앙공동체 또는 예술공동체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경영공동체건설과 사회적 기업 

바람직한 노사공통체 형성을 위해선 마이크로 차왼의 기업의 공동체형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을 보는 파라다임도 달라져야한다 기업을 물리적 기계론 

적 파라다임에 입각하여 노동동상품의 거래장소로 보는 눈에서， 생물적 유기체론적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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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이익공동체이며 직능공동체인 경영공동체로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려한 시각전환은 또한 노사관계를 이해대립 관계로 규정지어 기업을 노동상 

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장소 내지 홍정하는 곳으로 보는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이해공 

통의 공동체관계로 보고 기업을 노사공공영의 상생의 터전으로 여기도록 한다‘ 

우리는 기업 경영공동체건설의 2대지주로서 니클리쉬의 경영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의 

법칙과 관련하여 자유의지에 의한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의 실현을 손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셔 (Fisher ， G. , 1955)도 그의 파트너샤프트(Partnerschaft) 이론에 따라 경영 

성과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획득과 성과분배를 노사공동체 실현지주로서 삼고 있다- 즉 

경영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성과획득인 성과도출과 성과배분인 공정배분이라는 두 가지 

병제를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기엽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는 경제성에 의한 경영성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성과의 획득과 배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무엿보다도 경영성 

과의 획득 즉 경영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영공동체는 유지는 물론， 존립할 수도 없다 

또한 경영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선 획득된 경영성과가 반드시 공정배분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경영공동체 확립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실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하기 위해선 경영공동체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는 경영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반드시 실현되 

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생존과 성장하기위해선 성과적공동체가 확립되어야 하고， 기업의 공동체인 경 

영공동체는 경제성에 의한 경영성과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성과의 획득과 배분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경영성과의 획득， 즉 경영성과의 도출 없이는 경영공동체 

는 유지될 수 없고， 나아가서 존립 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니크리쉬도 경영 

성과(Betriebsertrag)획득은 노사공동체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이를 경영공동체 

유지볍칙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영공동체가 유자되기 위해션 또한 공정배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 

기위해선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배정책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경영공동체 확럽에는 성과도출에 따른 공정배분이 반드 

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경영공동체 확럽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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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Mill ， S.l 이 지적한바 있듯이 일반적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도 후진국에서는 생 

산과 부의증가가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분배의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이 

때도 선진국에서의 중시되어야 할 분배 개선정책은 생산과 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무시해 

도 좋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국민의 가치증진을 위한 성취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차원 

에서 성과의 불공정배분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분배정책이 중시되고 모색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분배개선 정책은 구성원의 자유와 성취 

동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 그의 성공을 신장시키는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한나라의 생산과 부의증대는 저소득층의 몫을 키우는 분배개선책이 반드 

시 이루어져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 할 수 있다- 부의증대에 따 

른 지금까지의 몫 나누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진 할 수 없다， 보다 균형적인 몫을 가 

져올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삼리는 배분개선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분배개선 

책이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수단이 효과적이 되지못할 경우 곧 한계의 벽에 부딪치게 되 

고 오히려 후퇴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공산주의나 급진적 사회주의 주장들이 분배정책개 

선이란 병목하에 취해온 폭력적 혁명의 패해， 근로동기의 부족， 노동할당의 어려움， 권 

력갈등， 개인 자유의 부재 등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분배 

개선책은 시장기능을 중시하면서 그의 병폐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성취동기 

를 저하시키지 않고 바람직한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선정과 사업운영의 과정에 즈음하여서도 구성원의 참여 

와 협력을 중시한 공동체지향의 경영을 추구한다 성과도출에 있어서는 노사가 공동￡로 

주인의식을 갖고 정책결정에 정보참여， 협의참여 결정참여 등의 다양한 참여경영을 통하 

여 사업운영에 주도적으로 참가토록 하는 노사공통체지향의 경영을 추구한다 뿐만아니 

기업의 라 성과 배분과정에 있어서도 노사가 경쟁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에 입각해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운영공동체인 소위 노사간의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l , 즉 소셜 조인트벤처 (social joint-venturel의 사고와 행동에 따른다 이를테 

면 임금만 하드라도 노사 경쟁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근로에 대한 단순한 대가로서의 임 

금정책과 관리에서 벗어나서， 노사공동체적 입장에서 다양한 성과분배정책과 관리가 모 

즉. 노사는 파트너샤프트적 이익공동체로서의 시각에 업각하여 구성원에게 경영 

성과배분제도를 적극 실현 한다 

색된다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은 경영의 성과 배분을 종래 단세포적인 자본제공자인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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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귀속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련 

자들에게 배분의 몫을 정함으로써 성과배분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창출 노력을 충실히 

이행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엽은 노사공통체건설에 즈음하여 메크로 차원에서의 사회공 

동체지향 노사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차원에서의 경영공동체지향 노사공동체 

형상에도 적극 역할 할 수 있다 

VI. 결언 

오늘날 세계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노 

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 · 기술적 · 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동환경이 종래 

와는 탈리 형성되고 노사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임금 

저성장구조， 노동의 양극화， 노동조직율의 하락 등의 우리 노사관계의 과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노사관계시스템의 새로운 모습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노동운동이나 노사관계도 기업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일으켜서 노사공존공영과 사회발전을 이 

룩하도록 노사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도 이데올 

로기적 행동이나 만성적인 투쟁적 설력 행사에서 벗어나서 ,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 나 

가는 공동체적 생활운동의 추구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번 

영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 운동도 함께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실로 우리는 노사관계를 오로지 노동이라는 상품을 사고파는 노동상품 거래관계나 서 

로 이해를 달리하는 경쟁적 내지 이데오르기적 투쟁관계로 규정짓기보다는， 이해공통의 

공동체적 동반자(Partnerschaft)로 엮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사관계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노사관계를 적극 

모색해야 하겠고， 여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노사 동반자적인 관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환언하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경쟁적 시장원 

리보다 동반자적 공동체 원리가 선호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전 

략적 선택과 이슈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면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과 경영참여에 즈음하여 우리가 바라는 동반자적 공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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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가? 여기에는 특 

거시차원에서의 사회공동체지향의 노사동반자관계의 구축， 즉 사회동반자(Sozial

Partner)로서의 노사공동체관계 형성을， 또 미시차원에서의 경영공동체 지향의 

히 

노사동 

반자관계의 구축， 즉 경영동반자(Betri bs-Partner)로서의 노사공동체관계 형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선택의 노력이 절실히 펼요하다 

노사공동체는 사회공동체와 경영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 있어 

서의 노사시스템은 국가 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동시에 기업 경영시스템의 상 

위시스템으로도 파악되기 때문에 노사공동체 형성의 노력은 상위로는 사회공동체， 하위 

로는 경영공동체의 기반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노사관계가 사회와 기업의 존 

립과 발전에 저해적이고 파괴적인 작용을 하게 되여 사회구성원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의 발전적 전개는 결코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노사관계는 개발독재적 정책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언하여 갈등의 증폭과 

더불어 대립적 관계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노사는 협력의 학습과 경험도 지니지 못한 

상황하에서 생산적 노사관계， 공동체적 노사관계만을 강조 하여왔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구호에만 끝이고， 형식적인 상호작용에만 머물게 되였다 

협력적 노사관계，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목표요 결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협동의 장르를 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들의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 

며， 또 수단과 방법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적 노사관계건설에는 당사들 

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노사이해공통의 협력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면과제로서는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노동시장구축， 육아시설건설 등의 사회적 가 

치창출의 사업들을 읽을 수 았겠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들 

은 공동체적 노사관계형성의 기반으로서 역할 할 뿐만 아니라， 협력을 이끌어내는 학습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현 시키는 실체로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창출의 

노사관계형성의 

agent)로서 역할을 한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선도자(change 

또， 공동체지향의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노사의 협력과 공동체형성의 원천 

이며 기초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공동체인 경영공동체형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 경영공동체형성의 기본 과제로는 성과도출 과 공정배분의 관행과 제도의 구축 

이 되겠다 사회적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시장 개척과 발굴 등 가치창출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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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장의와 열의륜 적극 실현 시키는 참여적 경영을 도모 하므 

로서 사회혁신과 수익을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창출된 수익은 자본， 노동， 사회， 환경 등 

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배분 하므로서 고잉콘션으로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하고 있 

다. 따라서 경영공동체형성의 2대지주인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 

동체적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설체로 삼을 수 있다 

요컨데， 우리는 공동체지향의 한국 노사관계건설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기능 

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기업은 노사공동체형성의 기초인 사회적 가치의 

효과적인 창출 결과는 물론이고， 그의 창출 과정 또한 공동체적 노사관계건설의 기반이 

된다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기업이념과 목표설정， 사회혁신의 사업선택， 

사회적 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시장개척 등은 물론， 구성원들의 적극 

.‘ 

‘ 

적인 경영참여 실시와 함께 기업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경영성과의 공정배분 등의 f 

사회적 가치창출의 과정， 또한 공동체적 노사관계 건설의 중요한 실천적 기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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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s and Co-developing 
Industrial Relations 

Jong-Tae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which 

creates social values. In addition , this paper suggests a new point of view to 

grope a co• existing and co-developing Korean industrial relations with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 For social purpose enterprises , seriously pursuing the 

business mission will ultimately provide more opportunity to pursue the 

social value. In concept , the social enterprise makes sense: it provides an 

innovative way to resolve social problems while allowing the operation to 

enter into or stay in the economic mainstream , 

The keystone of the social enterprise is two main bottom-lines , namely 

social innovation and business profit ‘ For effectively promoting the business 

of the social enterprise , this paper uses the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metrics. The SROI metrics measure two types of values created 

by social purpose enterprises - enterprise value (the financial return from 

the business) , and social purpose value (the monetizable public cost-savings 

and new taxes generated by an individual while being employed by the social 

purpose enterprise) , Therefore , the purpose of the SROI metrics is to show 

the monetizable return on investment in a social purpose enterprise ‘ In 

• Professor Emeritu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 Professor ,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 Yeungnam University 
Oean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Oank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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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do this , we fìrst have to undcrstand how rnuch was invested in 

social purpose enterprise and how rnuch rnonetizable value was created. 

Then , we can cornpare the investrnent to the value created 

The social enterprise will play a signifìcant role in prornoting a co 

opcrative industrial relation in Korea through effectively producing social 

goods , Over the last three decades , the rernarkable growth of Korean econorny 

has received rnuch attention frorn abroad. However , Korean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rnuch suffering frorn labor disputes with large and 

prolonged strikes. Now ,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tand in a turning point 

The Korcan labor-rnanagernent relations should be changed frorn rnilitancy 

struggles to cooperative cornrnunity-oriented industrial relations , 1 believe 

that social enterprise activities stand as proper rneans to accornplish thi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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