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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사 갈등과 분쟁은 불안과 경쟁력약화를 계속 자아내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권위

있는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부문의 순위는 꼴지 수준에 맴돌고 있다.

노사관계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변수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노사관계를 단순히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국

가 정책 결정자까지도 노사관계를 산업화과정에서 겪어야 할 간단한 열병으로 보고 시간

지나면 치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노사관계는 오로지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용

자나 사용자단체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노사관계는 산업사회 모든 구성원의 갈등과 상호

작용의 양상을 표출시킨 대표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노사관계를 오늘날 산

업관계(Industrial Relations)로 표현하고 있다.

노사관계란 무엇인가? 노사관계의 실체는 무엇이며, 규범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노

사관계의 목적과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전개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노사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하여 다시금 새겨 보아야 할 과제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해결

의 실체와 본체를 외면하고, 우유적인 것과 붙박이에만 매달려 해결의 길을 헤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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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된다.

노사관계는 ‘빙산(氷山)’과 같다고 한다. 빙산이론(氷山(理論: Ice Berg Theory)을 제

시하기도 한다. 빙산의 본체는 수면 밑에 있고, 수면 위에 표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한다. 노사관계도 마찬 가지다. 갈등, 쟁의, 교섭, 협상, 타협 등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노사관계의 현상들은 노사관계의 수면 위에 나타난 빙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노사관계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삼아야 하겠고, 이를 위해선 수면 밑에

있는 노사관계의 실체와 본체를 보는 눈과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복잡하게 엉켜 있는 갈등의 이슈와 더불어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노사 반목과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까지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

고는 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고, 노사관계의 실

체’는 무엇이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인식의 규범’을 어디에서 구해

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 저 한다. 실로 연구대상의 ‘실체’와 ‘규범’에 대한 제시가 부족 하

면, 문제해결의 정체성과 방향을 잃게 되어 혼돈의 정글 속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집단이기주의가 만연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이비와 사기꾼들이판을 치기 시작한다.

본고는 전체를 3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노사관계의 ‘실체’는 어디에 있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과 규범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2부

에서는 ‘실천적 규범주의’에 입각한 ‘갈등동반자관계’의 노사실체를 발전적 차원으로 전개시

키기 위한 ‘공동체적 갈등동반자 노사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노사

관계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적 규범주의와 노사공동체에 부합할 수 있는 ‘노사 파트너

십’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노사관계 실체와 실천적 규범주의

1. 노사관계의 실체

어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을 위하여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본질과 더불어 실체를 파

악하여야 한다. 노사관계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논함에 있어서도 그의 실체에 대한 인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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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실체’란 본격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서 ‘있는 것’들이며, ‘존재하는 것’들이다.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언제나 말하자면 남의 집

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것’

이 아니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빨갛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빨

갛다. ‘파랗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파랗다가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더부살이하는 것’을 ‘우유적인 것’이라고 이름 붙였다. 우유적인 것은 스스로 독립한다거나

자립해서 존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우유적인 것들은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있

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정달용 2003).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실 결정에 즈음하여, 실체를 외면하고 우유적인 것에, 즉 더부살이에 매달려 문제

를 해결 하고자 정력과 자원을낭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사관계의 실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란 무엇인가? 노사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며, 그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환언하면 노사관계 실체의 인식규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이며, 사물적인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노

동과 자본의 관계이다.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을 위한 고용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인간적

인 상호작용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노사관계는 자본의 경영권과 노동의 노동권을 기반으

로 고용과정에서 이해관계를 협상 하고, 타협을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에서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이해적, 파워적 상호작용의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사 관계

실체를 노동과 자본간의 가치창출을 위한 상호 이해관계를 협상과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

는 ‘갈등동반자관계(Konfliktpartnerschaft)’로 규정지울 수 있다(Mueller_Jentsch, W.

1991) (최종태 1987, 2010). 특히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의 형성과정에서는 직능갈등 동

반자관계를, 배분과정에서는 이해에 대한 권력 갈등 동반자관계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가

치배분과 관련하여 노동대가인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협상과 타협과정에서의 이해

갈등과 권력 갈등관계가 노사관계 실체 인식의 중심과제로 대두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

사관계의 실체를 가치창출 고용과정에서 노동대가인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협상과

타협의 정치적 ‘갈등동반자관계’로 인식 할 수 있겠다.

노사관계는 노무관리, 인사관리와는 다르다. 대상도 틀리며, 형성과정도 다르다. 노사관

계는 노동과 자본 간의 노동수급 계약체결과 그의 이행과정에서 노동권과 경영권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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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수급 협약체결 과정에서는 집단적 수평적 동반자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집단적 이해관계인 동시에 권력관계이다. 이에 비하여 노무,

인사관리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을 유효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영

권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노무, 인사관리는 개별적 노동관관계 관리인 동

시에, 합리적 노동관계 관리이다. 또한 유효한 합리적 노동관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수

직적 관계인 동시에 개별적 상호작용관계를 이룬다(최종태 1987). 때문에 노무, 인사관계를

경영 관리차원에서 노무관리, 인사관리로 불린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사관계는 산업사회 전개와 더불어 진화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로 이행됨에 따라 임금노동자가 형성되고, 노동을 매개로한 노동과 자본간의 이해적 파워

갈등관계가 노사관계 형성의 단초가 된다. 실로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수요자인 자본을 중

심으로 한 불공정한 노무관리,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산

업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인권의 존중과 노동의 세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사관계는 노동

권과 경영권을 기반으로 한 노동과 자본의 이해갈등 동반자관계로서, 그리고 정치적 파워

동반자관계로 진화한다. 즉 노사관계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협상과 타협의 대등한 상호작용

을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 갈등 동반자 관계로 전개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노(勞)와 사(使)는 경제사회의 양축을 형성한다. 근로자는 노동력의

제공자이면서 상품의 소비자이며, 제공한 노동의 대가도서의 임금은 생계를 위한 소득의

원천이 된다. 기업은 상품 공급자이면서 노동력 구매자이며, 획득한 노동은 경영자원의 원

천이 된다. 그러므로 두 주체는 노동을 두고 흥정과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밀접한 의존 관계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증

폭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와 협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따라

서 노사갈등관계는 이해공통적인 측면과 이해대립적인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특히 생산

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공통 갈등관계가, 분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대립 갈등관계가 야기된

다. 그러므로 노사 이해갈등관계는 가치창출의 생산 과정인 경제적 가치창출 과정에서 만

아니라, 분배과정인 사회적 가치창출 과정에서도 야기된다.

노사관계 매개체인 노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이것은 로마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반포 90주년을

기념하여 1981년 반포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사회회칙의 제목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

과 동물과의 차이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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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이다. 다른 동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위하는

행동은 노동이라 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노동을 할 능력이 있으며, 오직 인간만이 노동

을 하며, 동시에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과

인간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이며, 인격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움직이는 개개인 인

격체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활과 내면적 특성, 나아가

본질 자체를형성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은 매일 노동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에서 인간은 그 독특한 존엄성을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은 인간의 노고와 고통을 동반하고, 또한 개별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해악과 불의도 안고 있다. 인간에 관한 문

제인 노동은 확실히 “사회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인간의 노동은 사회문제 전체에 대한 관

건, 아니 어쩌면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을 더욱 인간답

게 만든다”는 명제 아래찾아야 한다면 그 핵심인 인간의 노동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중요

성을띠게 된다(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중심과제인 고용과 노동대가로서의 임금은 근로자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체에 대한 관건이며, 본질적인 핵심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과

제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정의와 평등에 기반을 둔 가치창출의 노동

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노동에 대한 대가로 공정보상이 고용과 더불어 실현되도록 하는

노사관계 전개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미언급한바 있듯이, 노사관계는 가치창출과 고용을 전제로 갈등동반자관계를형성하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이해갈등동반자인 동시에 또한 가치창출 동반자관계이기도 하다. 이때

가치창출은 성과도출의 경제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성과배분의 사회가치창출도 당연히

포함된다. 성과 도출의 경제적 가치창출과 성과배분의 사회적 가치창출 사이에는 노사 간

다툼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가치창출 이해갈등동반자관계로 규정 지우기도 한

다. 사실, 그동안 가치창출은 경제적 가치창출 측면인 성과도출에만 급급하였고, 사회적 가

치창출측면인 성과배분에 대해선 경시되어왔다. 그러나 노사 공존공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수익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창출의 노력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지 않

게, 공정보상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노력도 중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치창출의

노력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성과 도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성과배분의 노력도 갈등동반자 노사관계 실체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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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관계의 실천적 규범주의

노사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실천적 규범주의(Praktisch-Normativ)가 대두된다. 연구에

있어서, 경험대상(Erfahrungsobjekt)과 더불어 논리적 통일체로서 문제점을 각각 파악

하고 분석하며 체계화 하는 인식대상(Erkentnisobjekt)에서의 인식은 모사(Abbilden)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Umbilden) 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방법론은 문제파악을 관점,

즉 보는 눈(Gesichtspunkt)을 중시한다(高 田 1979). 이러한 점에서 이는 인식자의 현

실과 세계관하고도 관련이 된다. 즉 인식자의 관점에서 대상으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분

석하여 지식과 인식체계를 구성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실세계를 존중 한다. 현실세계의

문제점을 매개 계기로 삼아 그것을 인식과정에 반영시킨다. 또한 인식결과를 실천에 흡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현실에 대한 피드백을 구성에 반영시키는 실천적 규범론이

제기된다(Heinen, E., 1971). 즉 바람직한 실천은 현실 인식론적인 규범이 뒷받침 되어

야 하고, 동시에 올바른 규범정립을 위해선 현실론적이고 경험론적인 실천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연구의 선진노사모델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복사가 아닌 구성과 창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현실과 경험세계가 담겨진 실천적 규범주의에 의한 다음

과 같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눈이 필요하다.

-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의 사물적 관가 아닌, 인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관계이다.

-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의 고용과정에서 노와 사의 사회적 상호작용관계이다.

-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노동권과 경영권을 기반으로 한 협상과 타협

등, 대등한 상호작용을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 ‘갈등 동반자 관계’이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현실을 존중하는 실천적 규법론(實踐的規範論)에 의한 한국적인

선진화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신조적 규범론(信條的規範論)에 의한 이데올

로기적인 모델이나, 또는 규범부재의 가치혼재 속에서 노사 공생의 노사관계 본질을 질식

시키는 비타협적행위나 선진국들의 모델의 모방만을 많이답습하여왔다(최종태 2013 a).

실로, 아직도 우리 노사관계 인식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신조적 규범론이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첫째, 마르크시스트적 계급투쟁주의 이데올로기적 노사관계 양상을 찾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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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주 내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착취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

는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사용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다. 즉마르크시스트의신조적 규법론에 의한 계급투쟁적 노사관계양상을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상품적 거래주의 이데올로기적 노사관계 양상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사

용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사가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

파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유리한 가격으로 파는 데

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되도록 많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받

아내는 데에만 전념하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the more, the better)’는 입장이

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노동을 원가의 구성요소로만 보고 되도록 적게 줄수록 좋다는 흥

정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노동상품거래의 신조적 규범론에 의한 이해쟁취적 노사관계

양상을 볼 수 있다.

셋째, 가산적 절대주의 이데올로기적 노사관계양상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이는 사용자를

주인으로, 근로자를 하인으로 규정하는 주종관계의 노사관계 태도와 행동이다. 사용자는

주인으로서 근로자를 ‘먹여 살린다’는 이념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하는 되로 복종하

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대 가산주의 신조적 규범론에 의한 종속적 노사관계 양상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선진 산업국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노사관계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대립적인 적대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닌, 가치창

출의 고용과정에서 동반자관계로 본다.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대응하지 않으면

공존공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맞춰 노사관계를 이데올로기적 투

쟁추구에서 실천적 협력추구로 변하였다. 그런데 우리노사관계 당사들 행동에는 아직도 이

상의 세 가지 신조적 규범론이 작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규범부재의 가

치혼재 속에서 외부세력 개입에 의한 정치적 관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증요법적 임기응변의 노사관계 대책에만 급급하고, 노사관계 병리현

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찾지 못하고, 자본과 노동의 대결이라는 이념적 규범주의

구도 속에서만 해매고 있는 양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실천적 규범론에 따라,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현실을 기

반으로 하여 심도 있는 협력적 상호작용의 실천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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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산업사회에서의 가치창출을 위한 갈등동반자적 사회시스템으로 보고 그의 현상과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를 보는 이론적 시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상반된 관점을 손

꼽는다면 하나는 이념적 규범주의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투쟁적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적 규범주의에 따른 노사 상호작용의 시스템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막스

(Marx, K.)적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에, 후자는 베버(Weber, M.)적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를 보는 지배적인 관점은 후자의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 노사관계를 하나의 생태론적 시스템으로 정착화 시킨 것이 바로 던로프(Dunlop, J.

T., 1971)의 노사관계시스템 모형이다. 이에 따라 한 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

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도 노사관계의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

음과 같은 현실에 기반을둔실천적 규범주의의 시각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를 자본과 노동의 투쟁 관계 규정을 뛰어넘어, 하나의 생태론적인 갈등

동반 사회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변이

(variation)-선택(selection)-유지(retention)’의 진화 프로세스라는 메커니즘(Campbell,

D. T. 1995; Aldrich, H. E. 1979)의 연속선상에서 성장 발전을 이룩하는 끊임없는 변

신의 노력을 기하는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둘째, 노사관계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생태적 환경(ecological factors)과

유전적 관행(genealogical factors)을 존중하여 전략적 선택을 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

다(Baum & Singh, 1994). 경제․사회․기술적인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또는 전통적

인 관행과 문화를 도외시한 노사관계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바람직한 노사정책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인기 영합적, 임기응변

적, 단편적 어프로치가 아닌, 신뢰성(relia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기반한 장

기적인총체적 시스템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최종태 2008 b).

생각하건데, 우리는 노사관계를 노사상호작용관계를 실천적 규범주의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응 도전하는 학습을 수행하는 시스템, 그것도 의지를 지닌 사회시스템으로 전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사회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본다함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눈

을 물리적 기계론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생물적 유기체론의 패

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오로지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나 노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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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거래관계로 보는 기계론적인 이데올로기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가치창출과 고용과

정에서 삶의 질 향상관계로 보는 시스템지향 유기체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략적 행동을

구사하는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실천적 규범주의에 의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사회시

스템적 어프로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체질에 알맞은 형성전략과 실천전략을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 환언하면 노사 선진화 노력은 노사관계의 변천과정과 특성 등의 생

태론적인 환경의 관점과 유전론적인 관성의 이해 속에서 실천적 규범주의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념적 규범에 의한 특정 모델이나 이상적인 모형을 모방하거

나 따라가고자 하면, 실천과정에서 갈등과 거래비용만 증폭시키고, 바람직한 혁신과 발전

은 기대할 수 없는 실패의 반복만 자아내기 마련이다.

실로 실천적 규범론에 따라, 우리의 노사관계도 보는 시각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현실에 따라 보편화 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경험대상을 기반으로 하여 심도 있는 새로운실천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Ⅲ. 실천적 규범주의와 공동체적 노사관계

1. 실천적 규범주의와 노사공동체

노사관계의 실천적 규범주의는 노사관계의 실체를 노동과 자본 간 이해관계를 협상과 타

협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 ‘갈등동반자관계’로 인식한다. 또한 노사관계 전개를 생

태론적 시스템관점에서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전략과 대안을 모색한다.

우리는 노사의 갈등동반자관계를 이해대립관계와 이해공통관계로 구분해서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칫 노사관계를 오로지 이해대립관계로만 보고, 노동과 자본의 투쟁관계로

만 규정지어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노사관계의 실

체와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고, 이는 가치창출

과 더불어 공존공영의 공동선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립과 투쟁도 피할 수 없

다. 하지만 대립과 투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관계의 우유적인 존재이며,

노사관계의 실체는 될 수 없다. 설사 노사관계가 노동과 자본의 이해대립관계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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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투쟁과 쟁의는 어디까지나 노사관계 목적달성에서 파생되는 우유적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해대립사항과 투쟁은 노사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

지만, 노동과 자본을 통한 가치창출과 동반자적인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실체 측면을 보지

않고, 투쟁과 계급갈등의 우유적인 수단측면만을 노사관계 실체로 규정지울 경우에는 인식

의 오류와 더불어 소통과 행위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산업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노동의 투쟁을 노사관계의 실체로 삼아

노사관계 근대화에 기여한 점도 부정 할 수 없는 바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인 전개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노사관계의 본질과 실체로 볼

수는 없는 바이다.

갈등동반자 관계로서의 노사관계는 이해와 파워의 갈등관계의 속성을 지니고, 서로의 이

해관계와 권력관계의 다툼 때문에 투쟁과 쟁의를 통한 산업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기

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업사회의 발전과 공존공영의 산업평화를 위한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는 그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결코 노사관

계의 실체와 목적은 될 수는 없다. 노사관계는 비록 갈등을 지닌 관계이지만, 어디까지나

공생공영 동반자관계이고, 이해공동체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의 실체와 본성은 어디까지

나 산업사회 발전의 공동선 속에 가치창출과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자관계 속에서 찾아야한

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적대관계로서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보고

노사공동체의 이론과 실제가 전개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2. 공동체적 노사관계와 임파워먼트

실천적 규범주의에 의한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실현한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노사관계의 실전적 규범주의는 노사관계 실체를 가치창출의 정치

적 ‘갈등동반자관계’로 보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노사의 갈등동반자관계는 적

대 관계가 아니다. 실증적 규범주의에 의한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노사 갈등관계를 ‘파괴적

인 갈등’이 아닌 ‘창조적인 갈등’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갈등은 파괴적인 측면과 건설적인

측면이 있다. 갈등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파괴적 측면 있는 동시에 새로

운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건설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갑’과 ‘을’ 사이에 서로

다른 안으로 갈등이 야기 되었을 때, 갈등으로 인하여 갑이 제시한 A안도, 을이 제시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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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너지는 파괴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A안도 아니고 B안도 아니지만 공동선을 위

하여 A안 보다, B안 보다도 좋은 C안이 채택 되는 갈등의 창조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갈등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은 임파워먼트를 형성시킨다. 이를 헤겔(G. W. F. Hegel)의 변증법을 빌려서 테제

(These)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 인하여 발생되는, 갈등(Konflikt)을 파괴적 차

원이 아닌 창조적 차원의 신테세(Synthese)로 실현시키는 소위 정(正) 반(反) 합(合)의

임파워먼트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점은 헤겔은 정(正) 반(反)은

“Aufheben”이란 과정을 거쳐서 합(合)을 이룬다고 하였다. 독일어의 Aufheben이란 단어

는 auf와 heben의 합성어다. auf는 “위”라는 의미를, heben은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로 끌어 당긴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태

1982). 노사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파괴적이 아닌 창조적인 합(Synthese)의 차원으

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이를건설적인 차원으로 들어 올릴수 있는 Aufheben의 노력이 있

어야 하고, 여기에는 노사 협력적 “공동체”의 노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또한, 노사관계 협상과 타협의 “정치적 갈등 동반자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란 “파워관계”

를 의미 한다. 이때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파워(power) 관계를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닌 포지티브 섬(positiv-sum) 관계로 보아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 한다. 오늘

날 파워개념은 먼저 논의 되었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학, 더 나아가

환경학에서 까지도 그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파워의 사이즈

(size)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을 깨고 그 크기 자체를 늘려 나가자는 관점(psitive-sum

approach to power)이 많이 되두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파워가 제로-섬이면 그 사회나

조직에는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도움이 못 되지만, 포지티브-섬

일 경우 사회나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니당연히후자쪽을 지지 하는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국가간 대결 보다는 협력이 강조되고, 사회학에서는 인종간 성별간 지역사

회간 대결보다는 협력이 강조 되고, 환경학에서는 자원의 소모 보다는 재활용이 강조되고

있고, 경영학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관료제적 조직의 병폐

를 해소 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파워의포지티브-섬어프로치(positive-sum approach)

가 증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즉, 빼앗고 빼앗기는 식의 파워가 아니라 협력에 의하

여 양자 모두의, 집단의, 조직의, 사회의, 국가의 파워 자체가 커지는 현상을 임파워먼트

(empowerm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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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노사관계는 임파워먼트를 실현시킨다.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파워다툼에서 파워

증대를 실현시킨다. 임파워먼트는 상호작용과정을 통한 파워의 시너지(synergy)와 신트

로피(syntrophy)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워의 분배 보다는 증대의 초점이 있다. 일

반적으로 B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A의 능력을 파워라 하는데, 임파워먼

트의 개념은 A가 B에 영향을줄수 있고 A와 B의 상호작용을통해 양자 모두의 파워가커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워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균형이 아니라 전체

적으로네트 파워(net power)가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박원우, 1992).

Ⅳ. 공동체적 노사관계와 노사파트너십

1.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

공동체적 노사관계 추구에 앞서,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정의

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송복(송복, 1995)은 공동체연구의 대표적인 19세기와

20세기초의 퇴니스(Toennis, F.)의 Gemeischaft, 두르겡(E, Durkheimdm, E.)의

Solidarity 및 쿠리(Cooley, H.)의 Primary Grroup에서 공동체계념이 지니는 공통성

에 기초하여 “친밀성을 가진 사회관계 혹은 그러한 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요약하고 공동체

를 보다 포괄적이며 움직이는 사회현상으로서 기본요소, 기본형태, 기본현상 및 종류로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동체란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자와 비젼과 전략을 함께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란 유기체, 유대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본질적

인 의지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조직과 사회는 제대로 정착되지를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건물마냥기우뚱거리기를 일삼는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회 속에 산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 사람이란 어차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혼자서는 큰일을 도

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

소이다. 공동체 정신이 없이 어떤사업도 어떤조직도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개인들의 합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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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으로 사회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은 그 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는데 관건이 될 뿐만 아

니라 그 사회의 질서 유지와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영과 윤리의식에 지대한

영향을미친다.

인간의 정체성은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공동체를 떠난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공동체내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의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공동체의식의 상실은 곧 한 개인

으로서의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대한 공속성마저

상실하고 모래알처럼 원자화되어 소외와 아노미현상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공동체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결속력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

간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공동선을 위한 결속행위로도 볼 수 있다.

공동체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따뜻함,

보살핌, 공유된 가치의 이해, 도덕적 책임, 사회적 일치와 연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이라

는특성을갖는다(김희숙, 2003).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해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들은 한 개인

으로서의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대한 공속성마저

상실하고 모래알처럼 원자화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동체

적 가치의 핵심인 공동선(common good) 원리에 의한 공익과 공공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또 연대(solidarity) 원리에 의한 협력과 결속이, 그리고 보조(subsidiary) 원리

에 의한배려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공동체는 인간이 그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실천관행에 참여하

며,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이 공유, 구축되어지는 장이다. 하지만 공동체

는 참가자들이 ‘공유된 최종목적’을 가지며 협동 그 자체를 또한 선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익만 추구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해선 상호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

고, 공동체는 오로지 개인이나 집단들이 사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져야 하는 필요한

짐으로 간주하는 도구적(instrumental)인 공동체가 되어선 안 된다. 즉, 도구적 공동체

는 협동의 주체들이 자기이익적 동기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공동체의 선은 협동에서 나오

는 개인의 이익에만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다. 또한 도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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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sentimental) 공동체로만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공동체적 노사관계가 비록 갈등공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바람직한 노사공동체

가 되기 위해선 샌들이 제안한 구성적(constitutive) 공동체의 성격으로서, 그리고 퇴니

스의 게마인샤프트 게셀샤프트 공동체의 성격으로서,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감정을 공유하거나 공동체주의적 목표들을 추구하여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동일성이 어느 정도 공동체에 의해 규정된다고도 생각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공통된 정감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

기 이해양식이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사공동체는 그 자체가 목적도 되며, 노사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또 공동체를 떠나 노사관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노사공동체는 노사의 이익과 정체성은 다분히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게 하고,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역사와 애착을 가지고, 노사

가 쌍방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잘 되기를 희망하고,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우애의 마음을 가진 구성적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 양측의

권리만을 우선하는 대립적이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노사 공존공영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강빈, 2000).

2. 공동체의 본질적 의지와 선택적 의지

인간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최초로 지적한 것은 페르디난트 퇴니

스가(Ferdinand Tönnis) 1887년에 출간한 사회학의 위대한 고전 가운데 하나인 <게마

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이다.

퇴니스는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를설명함에즈음하여 인간

의 의지를 본질의지(Wesenwille)와 선택의지(Kürwille)로 구분한다(Lichtbau, K. 2012).

본질의지(本質意志)란, 선택의지와 상대되는 것으로서 사고작용 보다 인간 상호간의 정

을 바탕으로 한 감성작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감․습관․애정 등으로 인한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으로 나타난다. 또 그 사회적 형태는 전통이나 관습, 종교 등으로

사회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가족, 부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본질의지에 따른 사람

들의 결합관계는 감정적이고, 또 매우 긴밀한 성질을 가진다. 퇴니스는 본질의지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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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의 목적적․전인격적(全人格的) 결합체를 공동사회(共同社會)인 게만샤프트

(Gemeinschaft)라고 한다. 감정의 대립이나 증오와 같은 분리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본

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결합해 있는 사회를 게마인샤프트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선택의지(選擇意志)란 본질의지와는 다르게 감성작용보다 사고작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료, 타산 등으로 나타난다. 또 사회적 형태는 협약․정치․여론 등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회사, 정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선택의지에 따른 사람들의 결

합관계는, 이해와 관심이 일치하는 데가 있고 등가의 교환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성립

한다. 즉 선택의지란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적, 부분적, 공리적으로 결

합하는 사회적 관계이며 흡사 상인의 상거래에서 보는 교환이나 매매, 계약이나 규칙의

관계에 비유된다. 여러 가지 결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퇴니스는 선택적 의지에 의하여 결합된 사회를 이익사회(利益社會)인 게셀샤프트

(Gesellschaft)라고 하였다(Tönnies, F., 2005) (퇴니스저: 황성모역, 1978).

본질적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는 이익사회와 대조적인 개념이다. 인간에 있어서 실제적이

고 자연적인 본질의지에 의해 결합한 통일체이고 그 자체가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다고 생

각한다. 또 개개인이 전인격을 갖고 상호의존적인 생활과 공동노동, 공유감정, 연대감에

쌓여있는 성원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운명공동체(community of fate)이기도 하다. 목적

으로는 자기목적물의 영속적인 사회에 있다. 예로는 혈연에 근거한 가족, 지연으로 인한

촌락, 정신에 의거한 도시 등을 들 수 있다. 혈연에 의한 가족, 지연에 의한 촌락, 정신에

기인한 도시 등을 들고 있다(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이에 대하여 선택의지를 본질로 하는 이익사회는 일시적으로는 결합하고 결국은 분리되

는 것으로 주식회사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이익사회(利益社會)인 게셀샤프

트는 선택의지에 입각한 사람들의 수단적․일면적(一面的) 결합체를 의미한다. 즉 누구든

적어도 자기가 준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되는 반대급부(反對給付)나 답례가 없다면 남을 위

하여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게젤샤프트가 합리적․계약적 성질

을 가지고, 여러 결합요소를 지니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분리되어 있는 사회

라고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기 영역에 들어서는 것

을 거부하고, 이성적 자유를 보유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게젤샤프트는 근대사회에서 게마

인샤프트 시대 다음으로 성립하지만, 이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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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원자화와 소외를 초래하기도 한다(Lichtbau, K. 2012).

이익사회는 본질적으로 인위적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긴

장상태에서’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은 이익사회 내에서 공존하지

만, 그들은 자신이 구성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본래 서로 유기체적으로는 분리된 채로 있

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며, 이것은 왜 적어도 자신이 해준 것

과 동일한 봉사를 되돌려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

려고 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는 타산과 계산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재화는 교환이나 거래의 과정에서 협상된다.

퇴니스의 분석은 심리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의지, 즉 본질의지

(Wesenwille)와 선택의지(Kürwille)간의 대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의 의견으로는

모든 사회적 실재의 현상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의 기본적인 가정

이다. 이러한 구분은 의지가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는데, 말하자면 의지는

먼저의 사상의 산물이고 또 그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본질의지가 사상을 결

정하는 것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선택의지는 사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본질의지는 존재의 심층적인 의지이며 삶 그 자체의 자발성과 심층적인 존재에 내재한

것이고, 삶 그 자체에 본질적인 것이다. 스스로 즐거움, 습관, 기억을 명백히 표현하는 동

기화되고 요동하는 의지인 것이다. 선택의지는 반대로 사상의 인도에 따라서 인공적인 세

계를 생산하는 인간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목표를 관념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예측하는 것은 계산하고 숙고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퇴니스에 따르면, 두 가지 의지

간의 이러한 심리학적 구분은 인간이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두 가지 방식을 조건 지운다.

즉 본질의지에 의해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선택의지에 의해 이익사회를 형성한다. 인간이

관습적으로 함께 집단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방식이 있지만 실재에 있어서 두 가

지 방식은 상호 호혜적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조건 짓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조

건지워지는 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퇴니스의 시대인식은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라는 도식에 있었다. 그러나 이익사회지

배의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고전개념인 공동사회에 대한 재구성․재해석이 시도되어 공

동사회의 현대적재발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공동체란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자와 비젼과 전략을 함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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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란 유기체, 유대관계를 전제로 한다. 때문

에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기하기 위해선, 비록 시작이 구성원의 이해타산적인 선택적 의지

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감정의 대립과 증오에 의한 분리추구 대신에 동정과 공

감, 그리고 신뢰와 배려 등을 핵심가치로 삼는 전인적 결속과 공속성 추구의 본질적 의지

가 작용하는 공동이익사회(Gemeischaft- Gesellschaft)적인 공동체 형성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바이다.

3. 노사관계 실체와 공동체적 노사관계

실증적 규범주의에 입각하여 노사 발전을 위한 실체에 부합될 수 있는 노사관계구축을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선 ‘사회적 실체’(soziale Wesenheit)로서의

노사관계 실체와 그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결합’(soziale Verbindungen)으로서의 공

동체적 결합에 대한 노력이 요청된다.

퇴니스가 말하는 ‘사회적 실체’란 ‘사회적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각 개인에 어떤 일정한

요구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권리를 부여하여서, 그 속에 있는 개

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존재로서 작동하는 그들 요구의 한 형태로서 파악 할

수 있다(퇴니스 저: 황성모 역, 1978).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실체를 구현시키는 사회적 결합의 노력이 항상 요청되고, 여기에 현대 이익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공동체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드러커가 이미 지적한바 있듯이, 퇴니스가 제시한 본질적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의 공동

체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대 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드러커는 그의 저서 ‘미래사회(Next

Society)’에서 “퇴니스가 100여 년 전 여전히 유지되기를 바랐던 그 공동체-전통적 농촌

사회의 유기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므

로 오늘날의 과제는 도시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

엇이다. 전통적․역사적 공동체와는 달리 도시 공동체는 흥미와 이해관계를 존중하여 자유

롭고 자원봉사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 공동체는 또한 도시 속의 개인과 집단의 이

해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기회와 공헌할 기회, 그리고 공동선의 보람을 가질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Drucker, P. f. 200). 그러므로 현대사회서는 본질적 의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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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유기적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고량(考量)․타산․

의식성 등의 이해타산적인 선택적 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본질적 의지의 감성적

공감대를 함께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형성은 산업사회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는 퇴니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였지만, 어느 것이 상

위개념인지가 항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이론에서는 이익사회가

상위개념이며 공동사회는 이익사회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이재성, 2002). 실로, 사회

는 퇴니스가 지적한바 있듯이, 전통이나 관습․종교가 강력히 지배하고, 정서적 일체감 속

에서 사람들이 융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게마인샤프트는 폐쇄적인 작은 사회에서 성립되

고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확대되고 개방됨에 따라 게젤샤프트 시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퇴니스도 이상의 두 분류를 역사적인 전망에도 적용하여,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의 추세를 지적하고, 현대에는 게마인샤프트가 근저에 존재하면서도 냉정한

게젤샤프트가 지배적인바, 게젤샤프트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게마인샤프트의 부활을 바라면

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종합개념으로서 게노센샤프트 즉, 협동조합의 개념을 시

사하기도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공동체가 결여된 오로지 이해관계의 고량적인 선택적 의지

에만 의존하는 이익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양한 이해간의 관계는 엄격히 법률적

이다. 따라서 그것은 공동체적 유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자신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사회는 교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데, 당연한 결과로서 경쟁, 시장, 교역, 신용 등 이러한 과정이 물질의 교

환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상의 영역에까지도 미치게 된다. 모든 것은 노동뿐 아니라 생산물

이 상품이며 모든 것이 매매과정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토지의 우월성’은 ‘산업적 우월성’

으로 대체되며 그것은 독점적 경향을 띠는 거대한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위해 공동체적 관

계를 훼손시킨다. 이익사회는 이해관계의 분담에 기초하며 분업으로 시작되어, 사회계층간

의 분화와 갈등을절대적으로 자아낸다.

노사관계는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전통적 농촌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과정에서 임

금노동자의 출현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퇴니스가 제시한

본질적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에서가 아닌 선택적 의지에 의한 이익사회에서 탄생하였다고

도 볼 수 있다. 전통적 농촌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본질적 의지에 의한 유기적 공동체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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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기대 할 수 없다. 산업사회의 이해 타산적인 선택적 의지를 존중하면서, 본질

적 의지의 감성적인 공감대를형성시키는 유기적인 공동체형성이 요구된다.

노사공동체 구축의 노력은 갈등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해타산적

현대산업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결합인 공동체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갈등동반자관계 특성을 지닌 노사관계 실체와 정체성, 그리고 현대산업 이익사회에 부합

될수 있는 공동체 구축의 노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또한, 노사관계는 비록 이익사회의 이해갈등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여타의 이익사회 이해

갈등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이익공동사회 뿐만 아니라 생활공동

사회와 직능공동사회, 그리고 운명공동사회의 관계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유기

체형성의 공동체기반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바이다. 노사관계의 최일선 현장은 일을 통

한 노사 삶의 터전으로서 그 곳에서 삶의 보람과 꽃을 피우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자리 매김

도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실체를 이루는 기반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 형성의 요소들이 자

리매김을 하고 있는 바이다.

- 노사관계는 사물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사회관계이다.

- 노사관계는 노동을 매개로한 노동과 자본의 인간적 사회관계이다.

- 노동의 대상은 인간이다.

- 노동은 주체와객체로 구성된다.

- 노동의 본질은 주체에 있고, 객체는 우유적인 것이다.

- 주체로서의 노동은 인격이고, 객체로서의 노동은 노동력이다.

- 주체로서의 노동은 유기체로서 사회관계와 공동체를 이룬다.

4. 공동체적노사관계와 노사파트너십

노사공동체 구축의 노력은 실천적 규범주의 입각하여 현실론적이고 경험론적인 실천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갈등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 실체와 더불어, 이해타산적

현대산업사회실체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적결합인 공동체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이해선 동반자적인 자유 직능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관계에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적 상호작용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경영권과 노동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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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때

문에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적 갈등동반자관계로서 이해갈등 동반자관계인 동시에, 권력갈

등 동반자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지역공동체나 혈연공동체 등과

는 달리 이해관계의 선택적 의지를 주축으로 갈등을 전제로 한 자유공동체 결합관계를 추

구하여야 한다. 즉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산업사회에서의 갈등과 파워를 수반하는 이해갈등

직능결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노사공동체는 노사 이해관계의 타산적인 선택적 의지에

따라, 공동체의 기본인 본질적의지에 의한 노사공감과 일체성을 추구하는 결합관계인 게만

샤프트케셀샤프트적인 공동체의 한형태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갈등동반자관계특성을 지닌

노사관계 실체와 정체성 그리고 현대산업 이익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의 노력

이 요청되며, 여기에 동반자적인 직능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트너십이란 파트너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과업 수행의 동반자관계를 의미한다. 파트너

(Partner)는 수평적 관계 속의 존재이다. 파트너십은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고, 파트너 개

별 실체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동참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노

사관계 구축에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적 공동체특성의 이해가절실히 요청된다.

- 파트너십은 상호이해관계에 의한 동반자적 협력관계이다.

- 파트너십은 협력과정에서쌍방의 개성과 정체성을존중 한다.

- 파트너십은신뢰와 계약을 기반으로 한 자유공동체이다.

- 파트너십은 정보공유, 협의, 타협 등 참여를 통한 신트로피(syntrophy)를 창출하는

융복합 공동체이다.

공동체적 파트너십 노사관계구축에는 노사 공존공영의 가치창출 목표달성에 노사의 갈등

동반자관계를 협상과 타협을 통한 임파워먼트 동반자관계로 구현 시키도록 하는 협력적 동

참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동반토록 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이익사회의 선택적의지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본질적 의지를 함께한 노사 쌍방

의 인정(Gegenseitige Anerkennung)과 상호작용(Wechselbeziehung)을 통한 가치창

출 목표설정, 성과 도출, 공정배분 등에 대한 권리와 위험부담을 함께하는 노사 직능적 파

트너십 공동체문화가확립되도록해야 한다.

비록 공동체의식은 그 구성원들의 업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기 보다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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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공속성(共屬性) 내지 귀속성(歸屬性)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

지만, 갈등동반자적 노사관계특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관계 공동체형성의 형태는 이해타

산적인 선택적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파트너십 형태의 공동체구축이 요청되는 바이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지주들을 파트너십 공동체 구축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삼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

- 노사 공동선가치와 결속질서의 조장을 공동체형성의 ‘구심력’으로 삼는 노력

- 노사당사자들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조장을 공동체형성의 ‘원심력’으로 삼는 노력

즉, 아미타이 에치오니(Etzioni, A.,1993)가 제시한 ‘공동체 결속’의 측면과 ‘개인 자율

성’의 측면, 즉 질서를 조장하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s)과 자율성을 조장하는 ‘원심

력’(centrifugal forces)간의 공생적 조화를 중시하는 개념에 따라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노사 공존공영을 위한 결속의 질서가치를 조장하는 공동체의 구심력과 노사 당사자들의 정

체성과 더불어 자율성 가치를 조장하는 공동체의 원심력 간의 공생적 조화를 추구토록 설

계되어야 한다.

1) 노사 파트너십과 직능자유공동체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에는 직능자유 공동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바이다. 노사 동반자

적 파트너십 공동체는 자유공동체 결합관계이다. 그러므로 파트너십적 노사 공동체 구축에

는 노사 당사자의 정체성과 개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즉, 노사공동체는 노사 당사자들의 정체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결속

의 가치를추구토록노력해야 한다.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 시각이 요청

되는 바이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다. 자유는 질서속의 개성을살리는행동이다.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구성원의 존엄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자아실현을 무시한 자유가 없는

전단적 집단은 공동체로 볼 수 없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생활 속에서 자유를 추구

하게 되고, 또 자유가 확립되어야만 공동생활이 번영하게 되고 발전한다. 자유는 인간이 추

구하는 기본 욕구인 동시에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 이면에는 항상 의무와 책

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유도 마찬가지다. 자유란 권리의 이면에는 질서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로 자유를누르기 위해선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한다. 자유는 질서란 구속 하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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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방종과는 전혀 다르다. 방종은 욕망에 따라 질서를 무시한

행동이지만, 자유는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때문에 공동생활, 즉

공동체(共同體)속에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적 관

계를 가지면서 생존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행동기준의 기본한계를벗어나서행동의 규

범을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갈등과혼란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노사 파트너십은 노사의 당사자의 개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자유를 절대

적으로 요구한다. 동시에 독창성을 실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

현을 요구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와 공동체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도 하지만, 서로 보완

적으로도 작용 한다. 개별노사관계이든 집단노사관계이든 노사관계를 가부장적인 권위주

의나 자본의 종속적인 관계로 보아 노동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아니 되겠고, 노동을 사업의

동반자로, 그리고 내부 고객으로 보아 질서와 규범 속에서 자아를 적극 실현시킬 수 있도

록 하는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이 노사파트너십 관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종태 2008 a).

2) 노사 파트너십과 직능융복합공동체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에는 자본과 노동의 융복합 공동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바이다.

노사는 이해를 달리하는 갈등동반자관계로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공동

체적 노사관계에서는 상반된 이해를 잘 조화 시킨다 즉 노사 공동체는 서로 상반될 것 같

은 노사의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절묘한 직능적융합과균형을 이루고 있다.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에는 노사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화시키는 융복합 공

동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융복합 패러다임은 ‘타원궤도(Ellipse Focus)’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과 타원은 궤도형성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

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원, 두개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타원이 되

는 것이다. 하나의 초점으로 만도 괘도를 형성하지만 두개의 초점을 가지고도 괘도를 형성

한다. 예컨대 성과도출과 공정배분, 가치창출을 성장과 안정, 창조성과 생산성 등은 두개

의 초점을 가지는 타원궤도 위의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게 작용도

하지만 서로 보완적으로도 작용한다(최종태 2008 b).

특히 가치창출의 성과공동체(Leistungsgemeinschaft)로서의 노사공동체는 가치창출

노력에 있어서도 융복합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적 가치창출’과 상반되는 ‘사회적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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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조화시키는, 이른바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의 상반된 목표를 잘 실현시키는 노력이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목표들을 절묘하게 조화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은 보다 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정한 공동체란 개성과 자유를 기반으로 쌍방의 인정과 뜻을 같이하

는 협력체로형성된다. 논어에도군자는 화이부동(和而不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란 가르침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지만, 소인은 서로

같은 듯 하지만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공동체의 본질인 화이부동, 즉 화목하

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뜻이 내포하고 있다.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부화뇌동(附和雷同)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에 반하여 소인은 동이불화, 즉 서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이나 기호가 같을 동안에만 어울릴 뿐이고 이해가 달라질 경우

언제든지 부화뇌동하고 갈라진다는 의미가 되겠다.

3) 노사파트너십과 소시얼조인트벤쳐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에는 소시얼 조인트벤쳐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바이다. 오늘날

선진 노사관계는 실천적 규범주의에 입각하여 노와 사의 역할을 “사업동반자관계”로까지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사업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은 기업경

쟁력을 위하여, 사용자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하여 가치창출의 동반자적 노력을 적극

실현하고 있는 바이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노사

가 경쟁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요청 되였기 때문이었다. 노사는 합작투자로서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운

명공동체인, 소위 ‘소셜조인트벤쳐(social joint venture)’의 이념과행동으로 바뀌기 시

작 하였다. 경제사회에서 가치창출과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자관계 의 대표적인 두 가지형태

로 우리는 노동을 통한 동반자관계와 자본을 통한 동반자관계를 손꼽을 수 있다. 전자는 노

동을 매개로한 노동과 자본과의 동반자 관계인 노사관계이고, 후자는 자본을 매개로한 자본

과 자본과의 동반자관계인 합작투자관계이다. 자본과 노동이 아닌자본과 자본과의 결합, 즉

합작투자를 통한 가치창출관계를 우리는 자본적 합작투자관계(Capital Joints-Vetutre)

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노동과 자본과의 결합, 즉 노사관계를 통한 가치창출관계를 사회

적 합작투자관계(Social Joints-Venture)라고도 한다. 이때 사회(Social)란 “사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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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가치창출을 위한 자본과 자본의 결합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이면에는 가치창출과 공존공영을 전제로 한다(최종태 2008 a).

노사 관계는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노사관계

는 갈등동반자이기도 하지만 가치창출 동반자관계(Wertschapungspartnerschaft)이다.

이때 가치창출은 성과도출의 경제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성과배분의 사회가치창출도 포

함되기 때문에 노사 공존공영의 가치와 더불어 가치창출의 갈등동반자관계로도 나타난다.

사실 지금까지 가치창출은 경제적 측면인 수익성과 경제성에만 초점을 두고 경제적 가치창

출의 성과도출에만 급급하였고, 사회적 측면인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그리고 환경과 사회

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창출의 성과배분에 대해선 경시되어 왔다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선 수익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창출도 절대적으로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고용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창출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가치창

출은 성과 도출도 중요하지만, 성과의 배분도 중요하다. 때문에, 노사관계를 갈등동반자

관계인 동시에 가치창출 동반자관계로도 규정 지울 수 있다. 환언하면 가치창출 갈등동반

자관계로 볼 수 있다.

사업동반자로서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은 노동을 싸고 파는 상품이나 제조

원가의 코스트(cost)로 보는 눈에서 삶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보는 눈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노동 상품의 대가로서만 보는 눈에서 사업동반자로

서 공존 공영과 투자의 대가로 보는 눈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도 한시바삐 이념적

투쟁에서 해방되어 사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중시하여야 한다, 경영은 투명성과 함께, 경영

의 객체로서의 노동이 아닌 주체로서의 노동의 참여와 노동의 작업장 혁신노력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영, 사람을 중시하고, 이들의 유기적

인 협동관계를 중시하며 공정보상의 경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가치

창출과 성과를 중시하고 기업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적 노사관계 기반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도 함께이루어지기를 노력하여야 하는 바이다.

동시에, 사업동반자로서 공동체지향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노

사관계를 보는 눈과 패러다임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을 물적 패러다임에

의한 원가의 구성요소로 가치창출 실현의 객채로 보는 눈에서, 인적자본 패러다임에 의한

경영자본 형성의 중심으로 가치창출실현의 주채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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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자로 보는 눈에서 사업의 동반자로, 그리고 투자의 동반자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고, 근로자를 내부 고객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

러다임의 전환의 요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도 마찬가지다. 경영자와 기업을 자본의 옹

호자, 노동착취의 주채로 보는 눈에서 가치창출과 위험부담 대리인으로, 그리고 조직운영

대리인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을존중하고 기업을 국가와 사회의 가치창출

중심센터로, 또일자리와 소득창출및생활의터전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5. 노사파트너십과 의사소통공체

노사 공동체적 파트너십은 의사소통공동체를 요구 한다. 파트너십은 협력사회를 전제로

한다. 협력사회가 되기 위해선 쌍방의 이해와 상호작용이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

인 의사소통의 장이 요청되는 바이다.

실로 인간은 시(時)와 공간(空間)의 지배를 받고 유한(有限)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

식도 유한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인식보다는 선택적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의 오류

를 범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가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인 선택적 인식은 자기입

장과 부합된특정부문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보이며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며, 나아가 우리의 ‘시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남산에서 보는 한강과 강변에서 보는 한강이 다르며 여름과 겨울의 한강이 다르고

밤과낮의 한강이 다르다. 맨눈으로 보는 한강과망원경으로 보는 한강이 같지 않다.

또한 “본다는 것”은 결국 “듣는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생각한다는 것”을 말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것을 “대화”라고 하고 의사소통이라고

한다(정달용 2003). 그러므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서로 인식의 차이를 논하고 대화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피할 수 있다.

공동체적 노사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사파트너십은 노사관계의 동반자적 목표와 이슈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연적으

로 요청되는 바이다. 즉 의사소통은 파트너십 구축의 ‘통로’ 로서, 그리고 노사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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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로’로서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강제되지 않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전제로 한 열

려있는 대화의 광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사회철학자인 하버마스(Habermas, J., 1995)의 ‘의

사소통행위론’을 노사파트너십 구축의통로로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실로, 하버마스는 그의 의사소통행위 철학에서 ‘대화’의 필연성과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고히 제시해주고 있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성공 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로 구분하여 전자를 ‘전략적 행위’, 후자를 ‘의사소통행위’로 설명하고

있다(Habermas, J, 1995). 전자의 전략적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관

철하기 위해 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이며, 자기중심적인 이익계산에 의해 조정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후자의 의사소통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이해도달’(Verständigung)

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참여한 행위자의 행동계획이 자기중심적 성공계산에 의해

서가 아니라 상호이해의 행동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대화’는곧후자의 의사소통합리성을 의미한다.

전략적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의도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며, 예컨대 권력과 화폐는 그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사회적 대화

의 대상인 이해도달을 지향하는 의사소통행위는 2인 이상의 언어행위자들이 서로 간에 합

의된 조건 하에 상호이해를 통해 행위조정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유형이 되겠다. 여기선 상

대방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적-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필

요로 하는 협력자가 되며 따라서 의사소통행위는 이해도달의 ‘상호자율성’에 바탕을 둔 행

위가 되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 불완전성은 필연적으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일부를 왜곡하게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왜곡된 의사소통을 극복하고 합리적 의사소통이 진행되면 인간 간의 갈등 또

한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공동체 운영 능력과 자율결정권을 믿고,

이는 ‘합리적 의사소통’을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버마스는 외적 영향력이 상호작용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소통구조 안에 들

어와 있는 폭력적 관계 작용을 경계하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왜곡된 ‘의사소통’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공동체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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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율적이고 대등하며 상호이해에 따른 올바른 사회적 대화인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반

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이 개념은 궁극적

으로는강제 없이도 일치를 이루고 합의를형성시키는 원리들을 함축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행동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하여 베버의 목적 합리성의 모형을 비판했다.

하버마스는 사회이론의 출발점은 베버(Weber, M.)와 마찬가지로 행동과 행동합리성에서

구하지만, 그러나 목적합리성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행동합리성의 개념을 획득하고자 하였

다. 이 포괄적인 행동합리성 개념은 미드(Mead, G. H.)와 뒤르겡(Durkheim, E.)의 사

회학 전통에서추출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모든 대화는, 그것이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진술이 일정한 규범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조건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행위의 규법적 조건들을 체계화 시켜보면 구조적인차원에서 대화는

‘이해가능성’(Verständigkeit), ‘진리성’(Wahrheit), ‘정당성’(Richtigkeit), ‘진실성’

(Wahrhaftigkeit)이 요구되고, 기능적 차원에서는 대화는 평등한 참여, 자유로운 의사표

현, 상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올바른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 상호존중의 조건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합리성 철학은 목표지향적 행동에서 의사소통적 행

위로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것을 동기화하고 또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봉사하고 있

다. 이것이 바로 ‘원론’이 아닌 ‘대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른바 진영논리에 갇힌 아집과

불통을 극복하고 성찰적 이성에 의한 이해와 소통을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를 확립하는 길

이 되는 바이다(최종태, 2013 c).

Ⅴ. 결 론

1. 노사관계 발전과 새로운 축의 시대

노사관계는 오늘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인 인적자본형성의 매개변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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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발전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사관계발전 없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선진화는 곧 대한민국 선진화의 인

프라 구축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노사정을 주축으로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노사관계는 한나라의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의 구심이 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되기 때문에, 노동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

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때문에 오늘날 국제사회는 하나같이 국가발전모

델 구축에 노사발전과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고, 노사관계정책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패러다임을 적극구축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노사관계의 새로운축의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철학자칼야

스퍼스는 역사의 기원과 목표(Vom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라는 저서

에서 “축의시대”(軸의 時代: Achsenzeit: Axial Age)를 거론하였다(Jaspers, K. 1945).

축의 시대란 주축이 되는 시대를 뜻으로 기원전 500년을 전후로 하여 - B.C. 900~200

년 사이 - 인류정신사상의 주축이 되는 위대한 사상들이 나타났으며, 이때를 축으로 하여

인류문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발전 과정에도 축의 시

대가 있다.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도축의 시대가 있다.

우리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성장발전의 진화를 이루고 왔지만, 노사관계는 지난 축의 시

대에 이루어진 투쟁과 갈등의 기본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노사관계는 다

음과 같은 세 차례의 중대한 격변기를 거치면서 투쟁과 갈등의 부정적 축의 시대를 맞이하

였다.

첫 번째 격변기는 1970년대 말로서 정치적으로는 1961년 5.16 이래 18년간 집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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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는 제2차 오일쇼크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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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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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하여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더불어 인건비가폭등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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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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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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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물결 속에 한국의 노동과 노사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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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이는곧국가경쟁력상실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최종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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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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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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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과 더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건수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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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시기 구분이 가능하다. 87년 축의 시대는 노동 주도의 임금, 단결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투쟁적 노사관계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97년 축의시대는

자본주도의 고용, 정리해고 이슈를 중심으로 한 중강도 분규유발의 지속적 갈등체제를형성

하였고, 개선의 진화는 되고 있지만 투쟁과 갈등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쟁적 ‘밀리턴시

(millitancy)’적 갈등 노사관계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노사관계는 노사생태계의 지각변동을 맞이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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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접어들었다. 여기에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은 노사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경제 기술사회의 지각

변동에 즈음하여 87년과 97년의 투쟁과 갈등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상생의 축의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최종태 2013 b).

우리의 노사관계도 하루빨리 대립적 노사 틀을 벗어나서 공동체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

도록 노사 선진화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짜야 하겠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80년대 후반부

터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나 노동 상품의 거래관계로 정의하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자본과 노동의 사업공동체인 ‘유기체론적’ 패러다임

으로 전환하기 시작 하였다. 노사는 자본과 노동의 합작투자로서 이익공동체인 동시에 운

명공동체인, 소위 ‘소셜조인트벤쳐(social joint venture)’의 이념과행동으로 바뀌기 시

작 하였다.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에 의한 투자공동체로서, 그리고 사업공동체로 보는 눈

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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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적 갈등동반자와 실천적 규범주의

노사관계 발전과 새로운 축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우리나라 노사관계 정책도 노사관계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적 규범주의에 따라 한시바삐 갈등과 투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선에 의한 공생 동반자적 노사공동체 건설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선진 산

업국에서는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노사관계는 실천적 규범론(實踐的規範論)에 따라 퇴색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우리노사관계 행동의 심면적 구조 속에는 아직도 신조적 규범론(信條

的規範論)이 가운데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규범부재의 가치

혼재로 인한 외부세력에 의한 정치적 노사관계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증 요법적 임기응

변의 노사관계 대책만을답습하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다.

노사관계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이며, 사물 적인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노

동과 자본의 관계이다. 노사관계는 가치창출을 위한 고용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인간적인

상호작용관계에서 비롯된다, 노사관계는 자본의 경영권과 노동의 노동권을 기반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협상 하고, 타협을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에서 형성된다. 노사관계의

실전적 규범주의는 노사관계 실체를 가치창출 고용과정에서 노동과 자본간의 이해관계를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는 ‘정치적 갈등동반자관계’로 인식한다. 또한 노사관계

전개를 생태론적 시스템관점에서 공동체적 노사관계의 전략과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 실체를 ‘공동체적 갈등동반자관계’로 인식한다.

드러커(Drucker, P. f. 2003)도 지적 한바와 있듯이, 퇴니스가 제시하였든 공동사회의

공동체는 오늘날 기대할 수 없다. 퇴니스가 유지되기를 바랐던 그 공동체-전통적 농촌 사

회의 ‘유기적’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

므로 오늘날의 과제는 도시와 직능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본질적 의지로만

형성되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유기적 공동체는 기대 할 수 없다. 고량(考量)․타산․의식성

등의 이해타산적인 선택적 의지를 존중하면서, 본질적의지의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유기적인 공동체형성이 요청되는 바이다.

노사관계는 전통적 농촌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과정에서 임금노동자의 출현과 더불어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노사공동체 구축의 노력은 실천적 규범주의 입각하여 갈등

동반자로서의 노사관계 실체와 더불어, 이해타산적 현대산업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결합인 공동체형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갈등동반자관계 특성을 지닌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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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와 정체성 그리고 현대산업 이익사회에 부합 될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의 노력이 요청되

는 바이다. 이를 이해선 동반자적인 자유 직능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

요하다.

파트너십이란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과업 수행의 협조적 동반자관계를 의미하

며, 이는 파트너 개별 실체와 정체성을 존중한 협조적 ‘동참’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파트너십 노사관계구축에는 노사 공존공영의 가치창출 목표달성에 노사의 갈등

동반자관계를 협상과 타협을 통한 창조적 임파워먼트 동반자관계로 구현 시키도록 하는 협

조적 동참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동반토록 해야 한

다. 그 과정에서 이익사회의 선택적의지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본질적의지에 의한 노사

쌍방의 인정(Gegenseitige Anerkennung)과 상호작용(Wechselbeziehung)을 통한 가

치창출 목표설정, 성과 도출, 공정배분 등에 대한 권리와 위험부담을 함께하는 노사 파트

너십 공동체 문화가확립되도록해야 한다.

비록 공동체의식은 그 구성원들의 업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기 보다는 구성

원의 공속성(共屬性) 내지 귀속성(歸屬性)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

지만, 갈등동반자적 노사관계특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관계 공동체형성의 형태는 이해타

산적인 선택적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파트너십 형태의 직능공동체구축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에 즈음하여, 파트너십 지향의 공동체 특성의 이

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노사 공동체는 노동권과 경영권을 기반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인

바, 노사 상호의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노사공동체는 계약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능자유공동체 인바, 정보공유, 협의, 타

협 등 참여를 통한 ‘신트로피(syntrophy)’를 창출하는 융․복합 공동체의 파트너십에 대

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요컨대 노사파트너십의 노사관계는 노사공존공영을 위한 결속의 질서가치를 조장하는 공

동체의 구심력과 노사개별 당사자들의 자율성 가치를 조장하는 공동체의 공동원심력 간의

공생적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직능적 자유공동체 패러다임과 자본과 노동의 융․복합

공동체패러다임이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에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노사는 이해를 달리하는 갈등동반자관계로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공

동체적 노사관계에서는 상반된 이해를 잘 조화 시킨다. 즉 노사 공동체는 서로 상반될 것

같은 노사의 두 가지 목표들 사이에서 절묘한 직능적 융합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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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에는 노사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화시키는 융복합

공동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융복합 패러다임은 ‘타원궤도’(Ellipse Focus)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과 타원은 궤도형성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

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원, 두개의 초점 주위를 도는 물체의 궤도는 타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초점으로 만도 괘도를 형성하지만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도 괘도를

형성한다. 가치창출의 ‘성과공동체’(Leistungsgemeinschaft)로서의 노사공동체는 가치

창출 노력에 있어서도 융복합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적 가치창출’과 상반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잘 조화시키는, 이른바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의 상반된 목표를 잘 실현시키는 노력

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목표들을 절묘하게 조화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은 보

다 큰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공동체적 노사 파트너십은 또한 의사소통공동체

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 한다. 파트너십은 협력사회를 전제로 한다. 협력사회가 되기 위

해선 쌍방의 이해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요청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 사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 즉 보는 눈을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한

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의 지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태도, 행

동, 그리고 삶의 결과가 자라납니다.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며 행동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진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려면 태도와 행동, 방법만 바

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본질이 바뀌어

야만 현실이 바꿔지는 것이다. 노사관계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

고 있다.

사회학의 거장퇴니스는 사회적 관계(Sozialverhältnis)는 사회적 실체(sozialeWesenheit)

와 사회적 결합(soziale Verbindung)으로 구분해서도 고찰 할 수 있다고 한다(Lichtbau,

K. 2012). 이에 따라 우리는 실천적 규범주의에 입각하여, 대물적관계가 아닌사회적관계

로서의 노사관계를 ‘갈등동반자‘ 로서의 실체’와 ‘상생공동체’로서의 ‘결합’ 관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 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사회적 실체; 갈등동반자

- 노동과 자본이 고용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갈등동반자

- 노동과 자본이 성과도출과 공정배분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갈등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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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이해관계와 공동선을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갈등동반자

- 산업사회 평화유지와 발전을 위한 산업관계 실체로서의 갈등동반자

‘노사관계’의 사회적 결합; 상생공동체

-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와 산업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공동체

- 노동권과 경영권을 기반으로 협상 타협의 정치공동체

- 상호주관적 상호이해와 소통의 의사소통공동체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갈등동반자로서 상생공동체를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로도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선 갈등동반자관계에 부합되는 공동체형성

의 정책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바이다.

실로, 노사관계는 자본과 노동의 상호작용관계에 있어서 자본의 경영권과 노동의 노동

권을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형성된다. 때문에

노사관계는 갈등동반자관계로 등장 한다. 즉 노사관계 실체는 산업사회에서 가치창출 갈등

동반자관계로, 이해 갈등동반자관계로, 그리고 권력 갈등동반자관계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관계 실체를 산업사회의 이해 갈등동반자로 보는 눈이 요구된다. 이러한 갈등

동반자 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다. 공존공영의 협력적관계이며, 협상 타협의 동반자적 공

동체 결합관계로 보는 눈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규범을 이념적, 이기적 투쟁관계

로 보는 눈에서 공생적 협력적 관계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신조적 규범주의에 의한 투쟁적 노사관계에서 빨리 탈피해야 하며, 실천적 규범주의에

의한 성과도출 과 공정배분의 동반자적 협상 타협의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는 노사파

트너십을 다양하게 구축토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공동체적 갈등동반자’의

노사관계 실체와 규범에 입각한 생산적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

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적 노사관계 구축의 통로로서 상호주관적

(intersubjektiv)인 상호이해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즉, 의

사소통공동체를 반드시확립하여야 한다.

끝으로, 노사관계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의 규범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되새기면서,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노사관계 ‘실

체’와 ‘규범’, 그리고 노사관계 실체로서의 ‘공동체적 갈등동반자관계’와 노사관계 규범으로

서의 ‘실천적 규범주의’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기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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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and Norm of Industrial Relations

Jong-Tae Choi*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describe the substance and norm of labor-

management relations with respect to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This paper

also explains experiences that this country has gone through in making its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at could astonish the

whole world in the past half-century and has grown to be the 10th largest

economy from the scratch. However, the compact economic growth has also

caused social polarization and has backfired amo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lienated classes, triggering industrial and other social conflicts.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lass struggles, collective egoism make it

difficult for us to be more competitive in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Therefore, it is not an option but a must for us to address these conflicts

through creating social values and tomake efforts to establish a sound community.

It is urgent that the society overcomes mistrust and conflicts while pursuing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In this respect, the healthy and dynamic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s a

key component in selecting strategic task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and society.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rel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s a parameter of hu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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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pital that drive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we examine the substance

and norm of industrial relations. Here comes the question: what is the substance

of industrial relations? From what kinds of theological background, we can

find the norm of industrial relations? In second part, we see labor-management

relations as political partnerships based on common interest. we can also draw

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the community-based cooperative concept for

healthy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ird part, we suggest a social partnership

model with the concept of social joints-venture, as one of the best practice

model based on the practical normative norm of industrial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