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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환점에 선 한국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변천과정과 쟁점 

1) 3대 격변기 

최 종 태**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 노사관계의 3대 핵심 변수인 ‘엄금’(노동상 

품의 가격) . ‘고용’(노동상품의 생산) , ‘노사분규’(노사관계의 양상)를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도분석 기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 

리나라 노사관계 변천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음의 3대 격변기를 찾 

아볼 수 있다〔최종태， 1998 , 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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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태 이후의 소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권력공백 

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제2차 오일쇼크 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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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7.8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주택 200만호 건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지왼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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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인하여 노동인력의 급격한 부족과 더붙어 인건비가 폭등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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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정권교체기였고. 경제적으로는 1997년말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 

융에 의한 관리기였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난 4반세기동안 노사관계는 세 벤의 격변기틀 

맞이하게 되었고 첫 번째의 격변기에 비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격변기가 노사관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1980년대 말의 두 번째 격변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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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1) 산업민주화와 산업평화 

〔그림 1 ) 종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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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70년대 말의 첫 번째 격변기와 1980년 대 말의 두 번째 격변기에서 제기된 핵심쟁 

점은 ‘산업민주화’였다 특히 1987년 6원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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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 건수가 대한민 

국 정부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 건수보다 많은 양상올 자아내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소위 개발독재하의 근대화 시가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기가 시작된 

때로서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사관계정책은 새롭게 폭발한 노동운동에 대한 임기응변적 방어적 

대응에 머물렀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작면하여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의 투 

자와 노력은 없었다 

다른 선진산업국들이 수백년 걸려서 달성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0 

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소위 ’압축성장’을 통해 이루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 

임금 고도성장’ 정책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캐치 업’ (catch-up)정책을，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부장적(가산적) 위계사회’ 정책을 통해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단적인 노무 · 노사관계관리는 갈등을 야기시켰고， 이는 불신과 투쟁적 노 

사관계를 가속화시켰다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치민주화의 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산업민주화운동은 1987년에 급격한 노사분규와 함께 강력한 투쟁적 노동조합(militant 

union)과 과격한 노동행동을 유발시켜 산업불안음 자아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산업민주화 요구와 더불어， 투쟁적인 노동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산 

업평화유지의 이슈는 뿌리깊게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앞 

으로도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다〔최종태， 1996a , 1996b) 

(2) 경쟁력강화와 국가발전 

1990년대 말의 세 번째 격변기를 맞이하여 한국 노사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물결 속에 한국 노사관계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스위스의 국가 

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요청과 함께 우리가 당연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단기적 

인 외환위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격변기를 효과 

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국민경제와 기업경쟁력의 취약과 내생적인 위기의 결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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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식하여야 한다〔최종태. 2001 J 그 동안 한국이 지녔던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요 

소가 노동이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쟁력 있는 노동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 두 번째 격변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노동공급자에게만 몰려서는 안 된 

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노·사·정 모두를 비롯한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 

며， 특히 정부의 총체적인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노력과 투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로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는 노동과 인적자원을 국제경쟁력의 중심자왼 

으로 여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국가발전의 핵섬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임금 고도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고임금 저성장 시대하에서 노사관 

계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고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최종태. 1995. 2002J 

따라서 노사관계의 ‘경쟁력강화 이슈’는 ‘산업민주화 이슈’와 함께 전환점에 선 한국 노 

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 노사관계의 특성 

1) 이슈의 복합성 

변천과정과 쟁점에 비추어볼 때， 현 시기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 

특성은 ’이슈의 복합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적 

청난 정치 · 경제 ·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산업과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45년 일본 식민지통치를 벗어나자마자 좌 · 우익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하 

게 되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산업화 시기는 30여 년에 불과하고 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요구사항은 산업사회 초 

나타나는 사회 ·정신 

이러한 양상은 그 동안 압축적인 

창기에 야기되는 권력 · 파워적 이슈에서부터 성숙된 산업사회에서 

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섬각하게 대두되 

고 있는 노사갈등의 주요 이슈인 노동권과 경영권간의 권력투쟁이나 임금 · 근로조건 등 



표촉표→5 

경재적 이슈들은 산업사회 초창기에 주로 쟁점이 되었던 이슈였던 반면에， 근로생활의 

보람 등 근로자의 삶의 절 (QWL) 향상의 이슈들은 성숙된 산업사회의 주요 이슈에 속하 

는 것들이다 이라한 복합적인 이슈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노사관계 이슈의 구조적 특성을 이푸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갈등은 전근대적， 근대적， 현대적 이슈들이 동시에 흔재되어 복합적인 형태 

로 돌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정책은 종합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적인 접 

근이 요구되며(‘판을 새로 쩔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가치의 흔재성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의 하나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가치의 흔재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상을 보면， 한편에서는 노사관계를 단지 노동상 

품을 사고 파는 거래관계로 보거나 이해틀 달리하는 계급간의 경쟁적 관계로 규정하는 

노사간 이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의 O.}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적 

인 생활공동체에서의 배려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의 혼재성을 그 특정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거래관 

계로서의 노사관계시스템도 아니고， 공동체의 원리에 입각한 이념과 규칙을 지키는 공동 

체 관계의 노사관계시스템도 아닌 엉거주춤한 가치 · 규범이 혼재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 

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전투적 노사관계가 수시로 

돌출됨으로써 기업성장과 국가발전의 걸림톨이 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 

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 규범의 혼재성은 한국의 압축적 경세발전의 펼연적인 산출물이며 

그 자체가 문제를 ‘한국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적 현상(the phenomenon of 

a problem• solving process) 이라는 시각을 가절 때， 이라한 제 현상이 ‘골치덩이’가 아 

니라 하나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적’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시각과 자세 

를 가질 때 한국의 체칠에 가장 적합한 가치 · 규범의 정립과 이에 바탕음 둔 한국적 노 

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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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의 역동성 

한국인의 집단행동 속에는 개인주의적 경쟁에 바당을 둔 역동성과 강한 가족주의적 친 

밀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식이 통일된 ‘신바람 문화’의 특성이 있다‘ 이는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1960 , 70년 근대화과정에서 체념과 극빈상태의 농민들이 생산 

성 제로상태의 농촌을 벗어나 도시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한 원동력인 동시에 

8 ,15 해방기의 혼란과 6 ， 25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원의 국가적 총 

동왼이 가능했던 상황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인 특유의 행동 특성인 것이다， 

IMF 구제금융위기 시기에 전개된 전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 열풍이나 ’2002 월드컵’ 

과정에서 보여준 소위 ‘R세대’의 엄청난 에너지와 공통체적 친밀성 등은 한국인의 의식 

과 행동의 저류에 흐르는 개인주의적 역동성과 가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빚어낸 한국인 

특유의 ‘신바람 문화’의 표현인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의식은 동양적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본의 그것 

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틀이 전체 공동 

체 속에서 부여된 자신의 역할에 매우 충설한 ‘잘 짜여진’( well-organized) 공동체 특성 

을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공통체 그 자체 또는 다른 공동체 성원과의 사이를 맺어주고 

있는 ‘의리， (義理)와 여기서 일달하는 성원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制載) 메커니즘 

(sanction mechanism) 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은 온정적 

(溫↑散(])이어서 .정’(情) 또는 ‘인정’ (A情)을 기반으로 한다. 통상 인정 (A情)이란 물질 

적 성의 표시를 수반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인정은 아랫사람의 자발적인 

존경과 충성심을 불러일으켜 ‘신바람’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와 같은 

엄격한 제재의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주의적 경쟁원리를 토대로 한 엄 

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공동체적 사회에서는 사회를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바. 이러 

한 사회적 규율수단으로서의 정당성에는 규제적 정당성 (regulatory legitimacy) , 도덕 

적 정당성 (moral legitimacy) 및 심성적 정당성 (cogni ti ve legi timacy) 즉 볍적 , 윤 

리적， 정서적 정당성 등이 있다(Aldrich ， 1999: Scott , 1995) 사회적 정당성의 주요 

한 초점에 있어서 동서양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공식적인 볍제도적 

정당성을 중시하는데 반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양에서는 공식적 볍제도적 정당성보다는 

비공식적인 도덕규범과 싱성상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한 · 일 양국에서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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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간에도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여진다 즉 일본에서는 보다 규범화된 

도덕적 정딩성블 증시하고 한국은 심성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한국인이 중시하는 심성적 

정당성은 개인주의적 역동성을 제약하지 않는 개방성이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사의 중심에서 대립 · 갈등의 노사관계룹 연출하던 대표적 

인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경 우， 여릅 내내 파업 등 우여곡젤 끝에 임금이나 단체협약 등 

플 불러싼 교섭을 타결하게 되면， 현장에 복귀한 근로자듬이 9윌 한달 동안 파업기간의 

노동손설올 만회하고도 남음 만큼의 놀라운 생산성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것이 1987년 

이후 7년 동안 해마다 파업과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등으로 얼룩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최고의 조선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 비결은 다 

뜸 아닌 근로자들의 개인주의적 역동성과 가족주의적 공동체의식이 빚어낸 ‘신바람’인 것 

이다 

한국의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인의 집단행동의 역동성이란 특성은 노사간 디}립 

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집단이기주의에 삐뜨릴 위험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역 

동성과 공동체의식올 잘 통일시킬 수 있다면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졸이고 

갈등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극대화하는 ‘신바람‘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전략추진의 기본방향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 21세기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틀 위한 기본 전개방향으로， 

우리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노동 실현을 위한 사화통합적 노사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생산적 노사관계와 공동체적 노사관계딸 손꼽음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의 생 

산적 공통체 노사관계를 그 전개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생산적 노사관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 전개방향으로， 우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노동의 설 

현을 위한 생산적 노사관계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언하면， 국가 경쟁 

전략의 핵심으로서 생산적 노사관계플 추진전략의 전개 방향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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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격변기를 맞이하여， 노사관계의 새로운 잔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25의 갯더미 속에서 부족한 자원과 자본 속에서도 세계가 깜 

짝 놀랄 정도로 경제를 성장 · 발전시켜 왔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 

잘 것 없던 존재였던 우리 기업들이 무수한 시련과 역경을 뚫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등장 

하였다 이와 같은 급성장의 이변에는 피눈물나는 노사 당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병리현상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차입경영에 의존하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야기시켰으며， 또 다른 한편 국민의 근로의욕은 물론 근변성， 절약성， 성실성을 무너뜨 

리는 작용을 하였다. 이는 19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전개되어 온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물결과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각종 집단 이기주의적 형 

태가 만연하였고 정부는 이에 영합하는 인기주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과중 

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결국 우리 경제는 1997년말 IMF의 

구제금융 관리체제하에 놓아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며， 여전히 무한경쟁시대의 격 

변기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환경이 급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변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국가발전의 

핵삼역량으로서 노동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최종태. 1996a. 

1996b) 

국가발전의 2대 핵섬 정책은 물질적인 측면의 경제정책과 인간적인 측면의 사회정책으 

로 구성된다- 이 양 정책은 서로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년 조화와 보완관계로서 형성되어 

야 한다 환언하면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경제와 기술을 묶어주고 이끌어 가 

는 인간에 대한 사회정책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의 중심대상으로서 노사관계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soca! infrastructure)의 

구심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핵섬역량(core competence)이 된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원 

동력으로서의 노동，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심으로서의 노동， 국가경쟁력의 핵심역 

량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정책이념과 그에 따른 목표설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노동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2대 측변인 합리적 세계와 인간적 세계에서 각각 구할 수 

있다. 전자는 노동정책의 객관적 세계의 목표이고， 후자는 주관적 세계의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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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 상품은 객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관적 가치형성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 

자는 노동의 물질적인 측면의 가치창출， 즉 노동의 성과도출을 이룩하였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된다 후자는 노동의 인간적 측면의 가치창출， 즉 인간의 자기욕구 실현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된다 전자를 노동의 합리적인 측면. 후자들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이라고도 한다 노동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의 두 측변인， 즉 합리적 측면의 

성과도출 기능과 인간적 측면의 자기실현 기능이 동시에 이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최종태. 2000J 

노사관계 정책에는 항상 창출된 노동의 객관적 가치기준과 노동의 주관적 가치기준이 

통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또 이 양자의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체로 노동발전에 있어서 노측은 주관적인 측면의 자기욕구 충족만을 강조하고， 사측은 

객관적 측변인 성과도출 쪽만 강조하여 당사자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 

다 그러나 노사관계정책은 이 양자를 대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조화와 보완관계가 되 

도록해야한다 

2. 공동체적 노사관계 

한국사회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 추진전략의 전개방향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근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가 사회의 

인프라로서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그 추진전략의 전개방향으로 삼는다-

노사관계의 형태를 협력적 공동체 노사관계 유형과 대립적 경쟁 노사관계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투쟁적 내지 경쟁적 노사관계에 

서 협력적 내지 공동체적 노사관계로 변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사는 이제 이해 대립 

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에서 화합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종래의 개발독재 하에서 정부 규제적인 노사협력이 산업평화 유지에 기여한 바도 있었 

다 그러나 민주화시기에는 이러한 정부의 직접 개입주의 정책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공 

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와 규칙의 형성을 방해하고 파워게임에 의한 교섭주의를 조장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정부의 역 할이 노사 자율의 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뒷 

받침하는 인프라로서 조정기능의 강화와 법치 칠서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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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 내지 산업적인 차원에서의 노사 양 당사자 

(Bi-Partite) 의 협력적 관계를 적극 지윈하고， 노 · 사 · 정 (Tri-Partite) 이 노사문제흘 

국민경제적 시각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즉 현대의 정부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노사관계에 참여 

하지만， 그 역할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 · 사와는 달리 노사관계의 룰과 제도를 정 

비하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 당사자의 게임을 조정하는 심판( refercc) 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것이다〔최종태. 1996a. 1996bJ 

급속도로 변천하는 한국 산업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그 동안 많은 시련과 고 

통을 겪었으며，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부담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노사 

관계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으며 ,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 • 기 

술적 · 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동환경이 종래와는 달리 형성되고 노사관계도 새 

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 

결은 노동 상품의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기술적 측면의 정보화와 자동화의 추 

진은 노동의 새로운 개념을 도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자율화 · 민주 

화의 움직임은 노동의 새로운 스타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환경변화가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시스템의 새로운 모습을 요청 

하고있다 

실로 우리 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의 불확실한 난기류 속에서 생존을 위한 펼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사가 경쟁의 원리가 

아닌 공동체원리에 입각해서 기업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운명공동체인 

소위 노사간의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즉 소셜 조인트벤처 (social joint venture) 

의 사고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사의 이해와 갈등관계를 동반자적 공동체원리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사관계시스템의 이데올로기와 룰이 확립되어야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이 필연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즉 급 

변하는 대내 · 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개발독재하에서 이루어진 전단적인 가부장적 공동체 

로부터 동반자적 공동체관계를 모색해야 하겠고， 여기에 구체적인 이해공동체 전략이슈 

와 메커니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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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전략적 선택의 과제 

한국 노사관계 선진화틀 위한 생산적 노사관계， 공동체적 노사관계， 사회통합직 노사관 

게는 목표요 경파다 그러나 이를 섣현시걷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수단이 뒷받침 

되지 않으띤 이는 공허한 주장으로만 끝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국가발전과 경쟁천략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국가정책의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토 추진시키는 총체적 노사관계 형성 

잔략과 설천전략이 대단히 미흡하였다 그 갤파 노사분쟁과 갈등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 

과 대증요법에만 급급하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발전 핵심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한언하면 국가 발전전략의 중심으로서 노 

사관계의 천략적 위치 섣정과 이를 추진시키는 총합적 국가 노사관계 전략의 수립과 섣 

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2) 전략적 선택의 핵심과제 

(구조) 

(기능) 

선진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사관계도 개별척 노사갈등 해소의 사안치유 중심의 사후적 

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총체적 국가발전시스템 구축증심의 사전적이고 적극 

적인 전략 실현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하겠다 즉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노사관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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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추진전략을 총체적이며 시스템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 

해 구조적 차원에서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그리고 기능적 차원에서는 참 

여촉진에 대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시급히 요청된다 

〈표 1 > 전략적 선택의 핵심과제 

목 표 l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서의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 형성 

구 조 | 인프라구축 / 제도개선 

기 능 | 참여촉진 

1 노사관계 인프라구축 전략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노사관제시스 

템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노동시장시스템 구 

축과 협력사회 구축을 손꼽을 수 있다 

노사관계의 본질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노동의 합당한 거래관계를 통하여 노사공존 

과 더불어 국가발전을 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노사관계 인프라구축의 대상 

(노동시장) 

… 

샌
 뺀

’
…
 

-
댐
 빽 

… 

-( 

인
 … 

r----------------~ 

------ : (노동판매) : 

4----- ; 노동시장 : 

(협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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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개발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노사관계의 건전한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없이 협력적 노사관계와 생산적 

지금까지 

노사관계만을 인프라구축에 

가치의 혼재성과 더불어 매년 똑같은 과격한 분 

쟁의 전철을 밟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시 

스템(인적자원개발)과 판매시스템(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노사갈등 이슈의 복잡성 , 강조함으로써 

고
 
。많

 
또
 

노동시장시스 

인프라 구축에 

급자와 수요7}간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자는 

템의 구축(광의)이 되겠고 후자는 노사협력사회 구축이 된다 노사관계의 

는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다 

1 ) 협력사회기반 구축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인 대상의 하나가 협력사회기반 구축이다 공동체적 노 

사관계， 생산적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협력사회의 기반， 즉 협력수행의 여건으로서 신 

뢰와 능력을 요구한다 신뢰와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협력적 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선진국간에 협력이 가장 잘 되고， 그 다음이 선진국 

과 후진국간이며， 후진국과 후진국간의 관계가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결국 협동사회 

의 기반으로서 신뢰와 협력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협력 (cooperation)을 하기 위해션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션행조건 (precondition)을 

갖추어야 비로소 가능하며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조건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 (economic interest in common) 

가존재해야한다. 

둘째‘ 자율적인 동기유발(self-help motivation)이 존재해야 한다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상호보조 하는 경제적 능력과 자조적 동기유발이 형성되 

어야한다‘ 

셋째，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히여 하나 이상의 공동의 사엽 (common enterprise) 이 

존재해야 한다 

넷째‘ 협력사업의 중심 목표는 각 구성원의 경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실칠적으로 잦출 수 있도록 노력 

만약 그렇지 못하면 노사협의제는 결국 형식적인 상호작용(pro-forma 해야 될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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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경제적 interaction)에만 그치게 되고 관련 법규는 사문화가 되어 버린다 

이해증진 목표를 적극적으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의 

협력사회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나가야 한다 션협력사회 차원에서는 국가적 기반구축으로서 또
 

모색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과제 즉， 사회안전망 및 근로복지후생 시스템의 확충과 노사신뢰 형성 및 국민노동교육 

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pre-cooperative society) 형성의 

2) 노동시장기반 구축 

노동시장은 노사관계형성의 기초이며 하부구조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이루 

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있는 노동상품의 생산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 

는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결국 노동상품의 거래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상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 노동시장의 형성 없이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다른 상품 

과 특성을 달리하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통상품은 그것을 거래하는 노동 

시장이 적합성， 효율성， 안정성을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 노사관계는 불만과 갈등을 면치 

못하게 되고， 건전한 생산적 노사관계와 산업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먼저 노동의 ‘생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기반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 

나인 인적자원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들은 한결같이 인적자원을 기업과 국가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경쟁전략의 원동력으 

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개발이 곧 오늘날 경쟁우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이 

며 기술축적 내지 혁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최종태 1996a. 1996bJ. 

즉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축적과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장기 안목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기술축적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기업성장과 발전의 기틀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근 

로자와 노동조합은 기업의 인적지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개발제도에 대해 기업의 

생존과 기술혁신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한 노사공존공영의 기틀로 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인력개발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포함한 노동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국가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을 개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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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노동의 ‘판매’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기반 구축에 핵선적인 요소 중의 하 

나인 노동시장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마는 노동시장을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노동시장개받정책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요컨대， 

생산적인 노사관계관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산엽적인 차원에서 기업가연합회와 노조， 그러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외부 빛 내부노동시장 개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일자리창출이 세계화， 정보화시대 

에 삶의 보람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동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청 

년， 여성과 더불어 중 · 고령 인력을 위한 일자리창출의 노력은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개 

발과 함께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특히 여성인력에 대해선 탁아소， 유아보 

호시설 등 사회복지정책과도 적극적인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서 노동시장기반 구죽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주요 과제 

즉，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시장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제도 개선전략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앞서 설명한 노사관 

계 인프라 구축전략과 더불어 노사관계 시스템의 제도 개선전략 또한 철실히 요청된다 

노사관계 시스템의 제도 개선전략에 대한 주요 당띤과제로서는 다음의 세 영역， 즉 기본 

권의 보호관련 제도개선， 참여 ·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제도개선，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 정 

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손꼽을 수 있다〔노사정위원회 . 2002J 

1) 기본권의 보호관련 제도개선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기본권의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 

제로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노사관계법의 재정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체계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9월 현재 17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847>>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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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tion) 과 1927R의 권고(Recommendation)릎 채태하였는 바，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회원국이 된 이래 지금까지 총 187R의 협약만을 비준했다 특히 결 

사의 자유원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볍(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연합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등 일부 변화를 보여왔으나， 우리 정부는 공무원 노동 

기본권， 기업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 펼수공익사업 등에 관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1993년 이래 연례행사처럼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충분한 

준비없이 ILO의 협약과 권고들을 한꺼번에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이러한 글로별 

기준에 미달되는 집단노사관계법은 노동기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수정해 

한편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개선 과제로 시급히 들 수 있는 것은 공 

공부문 노사관계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D 뇌L3시5ι 
T기lτ 디」 

민간부문의 대기업이었다 노조조직율， 전체 조합원 수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중， 노사분 

규의 횟수와 사회적 파급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 대기업의 제조업 부문은 노동운동의 중 

심지 역할을했다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의 중섬 축이 대규모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 

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통신， 전력， 수송부문의 거대 공공현업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물론이고， 금융， 사회보험， 교직 등의 사무직 공공부문 노조의 기능과 목소리도 크게 고 

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의 중섬 축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 

화에 걸맞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치의 비전과 전략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적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민간기업부문과 독과점적 환경하에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 

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그 지향점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틀과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회공익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 

시에 작동될 펼요가 있다 즉 노사관계 역학구도에서 상대적 비중이 증대하고 사회경제 

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툴과 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 개선， 공공부문 교섭제도의 개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저l 

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즉 산 

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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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제도개선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참여 · 협벽적 관계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구축과 노동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들의 개선， 협조적 협의체제의 구 

축 기엽별 고성과 참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청된다 

21세기 기업에 있어 노사간 신뢰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다 상호신뢰가 있어야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전투적 노동쟁의를 자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참여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노사간에 신 

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노사관행과 의식개선 방안， 법치주의 확립 방안， 노동위원회 

기능과 사적분쟁조정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협조적 협의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발전과 지역， 업종， 산별 등 중간 

수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 · 사 · 정 등 참여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 

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 노사정위원회콸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원화된 대화와 협의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사간의 협조적 협의체 재구축 

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기업별 고성과 참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노사간의 참여 · 협력 

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고성과 참여시스템은 노사관계 학신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고성과 참여 

시스템은 근로자로 하여금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바， 이는 고차원 

적 욕구인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동의 유의미성을 증가시키는 등 근로생할의 질도 향 

상시킨다 이처럼 고성과 참여시스템은 경영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때문 

에 노사간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고성과 참여모 

델의 개발과 기업별 노사협의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원 · 다층 교섭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각 수준별 교섭체제의 정비 맞 제도개선과 각 수준별 교섭체제의 

실현가능 망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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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 정비를 위한 제 

도개선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개별노사관계법의 개편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한 선결과제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불안정화， 실업문제의 심각화，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의 규제기능의 축소 고용형태의 다양화 영향으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노동법의 유연 

화 요청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정비와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근로 

기준법을 필두로 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이 산발적으로 존 

재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노동자는 사실 

상 종속노동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재의 근로자상은 노동보호법제가 마련되기 시작한 19세기의 근로자상과는 사회적 , 경제 

적， 정치적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즉 산업구조 · 생산구조의 변화 및 노동력 구성의 변 

화에 따라 취업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학력화로 인한 근로자 

의식구조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 노사간의 설칠적 대등관 

계로의 진행으로 집약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제 성격의 변화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 

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일방적 보호 · 

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충섣하게 재구성 

될 펼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과 벤처기엽 등에 대한 대 

응 전략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생산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설현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실업의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동을 전가시켰다 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 

금 및 근로조건을 스스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추구해 왔으나， 여전히 정규직 중심 

의 기업별 노사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정규 근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 

들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써， 비정규 근긍-자와 사용 

자의 관계는 극단적인 비대칭속에서 사용자 주도의 일방통행식 노사관계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항상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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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단노사관계의 제도화， 유형별 비정규근로지에 대한 정책방향，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칭되고 있다 

3 참여촉진 전략 

잠여촉진 전략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추진전략 시스템의 핵심과제로 등장된다 앞에서 

논의한 노사관계 ‘인프라구축’과 ‘제도개선’은 잔략시스템의 구조적 차윈의 과지1들인데 비 

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참여촉진’은 기능적 차윈의 파지1 라고 할 수 있다 

참여촉진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과세듬이 또한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 주요과제로서 다음 2가지 , 즉 구조척 폭1션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강화와 기 

능적 측면에서 ‘공동체적 노사문화(신노사문화) 창달‘펀→ 손꼽플 수 있다 

1) 사회적 합의기구 강화 

참여촉진 전략 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확립을 손꼼을 수 있다‘ 사회 

적 합의는 사회체계블간의 갈등적 요소를 자체 조싱비1커니즘에 의해 해결하거나 완화하 

여 결국 협약이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바탕플 둔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합 

의의 저1도화와 그 펼요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플과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사후협조도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고 노사가 서로의 존재가 

상대의 존재에 깊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설판단에 그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 · 사 · 정간의 사회직 합의 

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상호매타성보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극 

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낀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간이 3가지 방식으로 요약펠 수 있다 

첫째， 3자 협력 경험과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취약한 경우 사회적 합의 형성 메커니즘 

을 노 · 사 · 정 간의 합의서와 법에 근거하여 제도화시카고 상설기구화 하는 방식으로서 

독일의 협조행동제도(1967-1976) ，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 오스트리아의 둡가임 

금위윈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비정례적인 합의로서 노 · 사 · 정 간의 임금조정합의서를 교환히눈 방식으료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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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ocial Accord. 멕시코의 PECE. 스페인의 Social Agreement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비공식적 정례간담회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산업노동 

간담회， 독일의 Solidaritätsakt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침여촉진 전략의 일환으」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표격인 노사정위 

원회는 체질강화를 위해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공동체적 노사문화 창달 

오늘날 세계 각 국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대내 · 외적 환경변화를 극복하 

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협력적인 전략을 적극 전 

개시카고 있다 

생산적 공동체의 신노사문화 창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즉 종래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기본개념을 획립 

시키고， 이를 위한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 

와 다침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십 여 년간 기존의 정부에서도 반복해서 주 

장 되어왔다 그러나 바람직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는 결국 구축하지 못하였고， 집단 

이기주의적이고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신노사문화 창달노력에 대한 새로운 검토의 펼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IV. 전략추진의 행위주체 

실천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는 형성된 전략을 누가 실현시키느냐 하는 행위주체자 

(actors)를 규명하고， 그들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 행위를 하도록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천전략의 요체는 전략추진의 행위주체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행동 

을 유발시키는 노력이 되겠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의 행위주체자의 역할과 책임， 그 

리고 동기유발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추진시켜야 할 방향과 

주장은 많아도 행동과 성과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사관계의 문지l점과 

책임을 당사자들간에 서로 전가시키고， 자기들의 권리 · 권한은 목소리를 높혀 모두 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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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현상은 행위 주체자 중섬의 실천 추진전략이 확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로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선 노사관계 당사들이 노사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더불어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에 요청되는 추진전략에 행위주체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을 스스로 지니고 이률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실현가능 하다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과 목표달성 이면에는 반드시 행위주체자의 적극적 

인 참여와 성취동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주적인 참여와 동기유발 없이는 목표와 

계획은 허설에 그치고 용두사미(龍頭뾰尾) 격이 되어 버란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사관계발전 전략을 구사함에 너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형성전략 

모텔과 내용에만 급급했고， 그 결정모델과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현시키는 행동화 과정에 

있어 행위주체자의 책임있는 조뼈와 상호작용은 향상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의 

사결정은 이데올로기적인 주장과 집단이기주의 저항에 중도에 좌절되어 버리거나 카라스 

마적 개발독재자 또는 뷰로크라시적 편의주의 내지 이해평준화 작업에 조종당하게 되어 

본연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져 거래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주체자중심의 실천전략모색은 추진전략 설계상 절대적으로 요청되 

는사항이라할수 있다 

우라는 추진전략의 행위 주체자로서 다음 〔그림 4J와 같이 노 · 사 · 정 3당사자， 즉 노 

동조합， 사용자， 정부를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은 행위주체자 중심 

의 추진전략 수행의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림 4) 전략추진의 행위 주체자 

투입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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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 있듯이 21세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의 전개방향을 

생산적 · 공동체적 노사관계로， 그라고 이를 실현시키는 추진전략의 대상으로 인프라구 

축， 제도개선， 참여촉진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행위주체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노사관계의 

실정에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언하면 우리 
p~-=二
7' L • 

선진 노사관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이 상황변화에 따라 끊 

임없이 변신노력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사관계를 이끄는 행위 

주체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신이 있어야 하겠으며， 노 · 사 · 정의 행위당사자들은 이러 

한 추진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 인프라구축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노조와 사용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제도개선 전략의 

경우에는 노 · 사 · 정이 모두 중심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참여 

촉진 전략을 위해서는 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 노조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 

행위주체자로서 노조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행위는 노사관계선진화 추진전략에서 대단 

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즈음하여 노조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정책과 법제의 변화 등에 노조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수립과 관리는 대단히 주요한 과제로 등 

장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과거의 이념만 

을 고집하고 자기변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처를 게을리 한다면 조직체로서의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조합도 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황(situation)과 내생 (endogeny)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노사관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스템적 조합 

주의는 다원목표체계에 입각하여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취하며 , 

이러한 상황지향적 전략수립은 또한 다각화전략으로 전개된다 기업의 규모(size) . 기술 

(technology) . 환경 (environment) 등이 다양해점에 따라 노조의 활동에도 다원사회 



최 종- 대 23 

(pluralistic society) 속애서 계층별 내지 직능별로 이슈와 교섭조직의 역점음 달리하 

는 세분화전략이 젤실히 요망되고 있는 갓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의 이 /-C 。 닝 ~õH ìT"2흐 τ가 δH 보면， 노동조합의 행동은 

조합의 대내 · 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적응 · 도전하는 전략적 선택의 행동이 상당히 미 

약하였고， 상황에 따른 행동이 전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치1 동일한 이슈가 반복 제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종태. 1996a. 1996b] 그 동안 우리 노동사회에서는 시스템적 

노동조합주의 이념에 충실한 노동조합이 자주 어용으로 매도되거나 도전 받아 왔으며， 

따라서 노조 집행부는 합리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강성투쟁에 의 

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조활동의 전개방향은 현대적 노동조합주의인 시스템조합주의에 。1
B 

각한 조직행동적 관점이 

직시스템으로서 

필요하다- 즉 노동조합윤 이념적 단체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조 

보고 유지 ·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다원목표체계 

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을 둘러싼 내 · 외의 상황을 중시하여 그에 적합한 천략플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조합시스템 자체틀 중심으로 본 때 한편으로는 대 사용자 및 정부관계， 다 

른 한편으로는 대 조합원 관계 속에서 그 활동을 전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용자 

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향적인 경영정책이 실현되도꽉 조합조직력 강화와 조합원 권익향 

상 전략플 수립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근로A 지향적 노동정책이 섣현되도 

록 노동입법 및 정책에 대한 노조의 견해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하여 협의 및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노통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 빚 전덕f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조합 자체의 채질강화륜 위해서는 민주지향적인 단결정책이 섣 

현되도록 노동조합 조직 빚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노조는 노사관계의 핵심당사자로서， 노동의 합리적 측면에서의 선진사회를 향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노동의 인간적 측면에서의 선진사회륜 향한 ‘근로생활의 질 향싱’에 적극 

뿐만 아니라 협력사회 기반구축과 노동시장개발에 적극적인 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참여를 해야 하며， 상생의 원랴에 따라 합리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프로 

그램과 노동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주체자로서 노동조합은 오로지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전도사적 

역 할(missionary role)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적인 전문적 역 할(profession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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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전략적인 임무와 역할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실히 갖 

추어야하겠다‘ 

〔그림 5]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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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원리 eJ주성의 원리 

자료원: 최종태 (1 996) , C전략적 노사관계론J ， (경분사)， p 69 

2 사용자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노동의 수요공급관계， 즉 노동상품의 거래관계에서 구매 당사자 

인 사용자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사용자들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 

지 못했고，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능력도 대단히 부족했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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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국 산업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노사관계는 많은 시련과 고동을 겪었으며 또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치민주화의 

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산업민주화운동은 1987년에 급격한 노사분 

규와 함께 강력한 투쟁적 노동조함(militant unionl과 과격한 노동행동을 유발시켜 산 

업불안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전략은 임기응변적이었으며， 체계 

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적 차원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존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의 노사관계를 정쟁력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올 적극 구사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 

를 기업경영의 중심고객으로서 또 노조를 산업평화 유지와 경쟁력강화의 왼천으로서 인 

식하여야 하며， 여기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노력과 투자플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과 가치관， 보수 및 신분관리 등의 내부노동시장관리 수준， 종업원 

의 잠가 등의 노동통제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산업과 업종의 

유사한 환경에 직변해 있는 기업들이라도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상이한 노사관계의 양상이 도출되고， 이것은 다시 기업별로 다양한 노사관계시스템을 형 

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자는 기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러한 기업특유의 요인들을 반영해 노사관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전적 노사관계시스템 

의 형성에서 행위 주체자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 

(세계화) 

사회적 환경 

(민주화) 

〔그림 6)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모형 

기업별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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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사용자가 기업을 오로지 물칠적 단위로써 경제적 · 기숨적인 시스템으로만 보 

고 이에 대한 투자에만 전력할 때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기업플 노사공동채 시스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들 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설히 요청된다 특히 정부 및 노조와의 합리적이면서 협 

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성공 

적으로 달성하도록 중요한 행위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층심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3. 정부의 역할과 전략적 선택 

오늘날 노동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현대 노사관계는 노사 양 당사자만의 관계(Bi-Partite)7)- 아니고， 노 · 사 · 정 3 

당사자간의 관계 (Tri-Partite)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점적인 당사자인 동시에，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제틀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 

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노사관계의 직접당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계층이나 소 

비자 대중의 이해 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 간접적얀 당사자로서도 역할을 하게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자로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 된다 

과 역할플 다하여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최종태. 1996a. 1996b) ‘ 

정부는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자로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또 이러한 정책은 기본 

적으로 질서확립을 위한 규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촉진이라는 양 날개를 사 

용한다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나 중재역할은 기본적으로 질서확립을 위한 규제정책을 근 

간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지원 · 촉진정책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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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J 정부의 전략적 선택모형 

입업 및 행정전략) 

「똑꾀 관[시픽 

| 정부의 전략적 선댁 | 

| 질서횟립 역할 l l 지원 측진 역할 ] 

(질서확립 및 지원전략) 

자료원 씌종태 (1996) , 「진략적 노사관계펀 (경문사)， p 149 

〈표 2) 정부의 역할 

질서확립 역헬 =r 지윈·족진역할 

디1 상 노사당자자의 행위와 역할 ，? l 프랴즈→트러처 및 분위기 행생 

환경적응 및 창출음 위한 번선 

(새로운 시스템 상대로 변화) 
표←L12 「} 산업질서 유지(헌 시스템 상태 유지) 

수단 노동-입법 + (노동행정) 노동행정 + (노동입볍) 

1 ) 질서확립 역한 

노사관계의 행위 주처1자로서 정부의 가장 주-g 한 역할은 산업평화 유지와 국까맙전을 

위한 법과 규칙플 지키는 노사관게가 되도파 철시감 확겁하는 역할이다 우리나아 노사 

관계는 법과 질서륜 존중하지 않는 노사관계효 국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_:o: _~l 1::1 
~-UI "2..-

법 파업이나 투쟁직 쟁의행위， 생산성을 무시한 인급 빚 근로조건 개선， 구조조정의 적 

주장으로 인한 경영권의 침해행위 극적인 반대， 책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영참여 E 
。

은 외국인 투자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음 떤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법과 침서괄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의 책임은 비단 노동측에서 만이 아니다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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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마찬가지다 부당노동행위， 절차와 분배의 불공정성， 투명성의 결여， 노동죠L여의 

무시 등은 노사관계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며 더욱이 정부의 분법행위에 대한 

처벌해태 행위나 관용은 법음 지커지 않는 노사관행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2_~_ u-l 낀l ,^1 
←r:λ "8 J.:.-r F?. 

서룹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인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 

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능한 노동지도자의 양성， 국민노동교육， 노사관 

계 중재자 및 판결자의 양성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구축， 노동시장 및 사 

회안잔망의 충실한 구축 등 노사관계의 하부구조른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 

가 앞장서서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가의 몫인 것이다 충분한 공적자금 투자를 

동한 노사관계의 인프라 구축은 외면하면서 법과 짐서륜 지카는 성숙된 노사관계관 기내 

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가꾸지도 않고 열애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사관계룹 비록 노사관계의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반드 

시 노사당사자들 스스로가 이를 지키도독 최선윤 다하여야만 비로소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민주화릎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들은 한결 

같이 당사자 스스로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룰과 질서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질서확립을 위한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윤 의미한다 규제는 부(←)의 강화(negative 

incentives and rewardsl다 따라서 규제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봇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것에 일정한 방향음 설정하기 위해서도 규제는 불가피해 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최소한의 인격보호적 차원에서 인간존중，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기본바탕을 만드 

는데 주어져야 한다. 흔히 규제는 시장경제의 볼완전성‘ 즉 시장실패룹 그 근거로 제시 

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시장은 현실적으로 어떤 균형전에 자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여 시장의 균형달성 

을 방해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노사자율적 교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불공정 거래관 

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력을 독점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 또는 노사관계가 노동시장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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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균형탈성을 방해하여 시장섣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문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윤 인삭하고 재 3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윷 가지게 되는 깃이다 

이증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의 권위에 바탕을 둔 정부의 조정 중새자로서의 역 

할수행이다 정부의 조정 및 중재역할이 공정하고 합려적일 때에는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다 정부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할 및 정 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의 。l해상층과 불신에 따륜 엄청난 사회의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갓이다‘ 

2) 지원 · 촉진 역할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자로서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역할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 

왼 · 촉진 역할을 뜰 수 있다 오늘날 노동과 노사관계 갈등야기의 주요 이슈의 이띤에는 

노사당사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 

대 노동시장.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불가. 세제， 금융 등이 그것이다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축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정부가 지니고 았다 오늘날 정부의 지왼역할의 

비중이 급속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또한 

규제중심의 역할에서 지원중심의 역할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적 역할은 배분정책 또는 유인정책 (positive incentives and rewards) 

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인전략은 바람직한 활동 또는 재화에 대하여 가격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만틀어 냄으로써 대상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도 

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은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주체의 자발적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근로생활의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플 효과적으로 

이처럼 정부는 노사관계의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지원 · 협력자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규제만으로는 달성된 수 없다 즉 바란직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 

당사자인 행동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노사관계를 형성 할 수 해서는 노사관계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노력이 나타났윤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벽블 강화하기 위한 지원역할을 전개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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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오늘날 정부는 산업사회의 변동에 따른 노동 · 노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 촉진 활동 빚 

기능으로는 복지정책지원 활동， 고용창출 빛 인력개발 활동， 노동입법 정비 환동 등의 

사회적 인프라 기반(social infrastructurc) 을 구축하는 노력을 뜰 수 있다 

4 합리적 전략선택 기반조성 

노사관계 당사자， 즉 행위주체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리적인 전략적 선택의 행동없 

이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자주적으로 적극적인 역할과 합리적인 

전략적 션태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자들의 능력과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노사선 

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적 행동 또한 기대 하기 어렵다 환언하면 행위주체자들의 리 

더십을 비롯한 전략적 션댁의 능력과 조직 없이는 선진화를 위한 합목적 행동은 이루어 

지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적 행똥이나 눈치적 기회주의 행동으로 이어져 매년 똑같은 계 

속 반복적인 갈등증폭의 노사관계로 빠지게 마련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릎 위한 우리의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는 장기적 안목에서 행위주체자의 합 

리적 전략선택을 위한 기반조성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윤 히여야 한다 

v. 결 프E」 
'L-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 

며 전개 되어왔으며， 현재 전환점에 서 있다 다른 선진산업국들이 수 백년 걸려서 달성 

한 경제와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 이란 짧은 기간에 소위 ’압축성장’을 해 

왔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고도성장’정책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캐치 업‘ 

(catch-up)정책음，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부장적(가산적) 위계사회’ 정책을 통해 

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단적인 노사관계관라와 갈등플 야기시켰고， 

이는 불신과 투쟁적 노사관계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는 노동과 인적자원을 국제경쟁력의 중심자 

원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산적 노사관계를 국가발전의 핵심천략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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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저임금 고도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고임금 저성장 시대하의 노동 다 

정보화시대를 맛이하게 개방화， 서1 겨1 화， 원동럭으모 산고 과 노사관계를 국가경쟁력의 

강화’ 이슈는 ‘산업민주화’ 이슈와 함께 전환 노동과 노사관계의 ‘경쟁약 따라서 되었다 

점에 선 한국 노동 · 노사관게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z}
L 노사관게의 양상은 전근대석인 갈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근대적 우리나라의 

동시에 혼재되어 

따라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정책은 종합적 차원에서 등이슈들이 

의 국가발전과 근료L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정책깊정을 추진시카는 노력윤 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 한 정 책추진의 노동정책의 우리는 한국사회 선진화판 위한 2대 따라서 

그러 향상’。1]. :0<1 
• 1 

‘-방향을 노동의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자산화와 근로생활의 

형성’에 각각 초접 노사관계의 고 노동의 집단적인 차윈에서는 ‘산업평화 유지외 공동체 

개발， 천지판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얀적자워 요청된다-윤 두고 전개시키는 것이 

노사관계시스템 구촉， 그리고 후자릎 위한 주요과제로서는 공동체적 일자리 창출 등을， 

J벅-함성， 이슈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배분 등을 각각 삼을 수 있다 

후진성은 노동 · 노사관계에 있어서 

역동성윤 자아내었고， 이는 시간적얀 차원에서 

압축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요컨대 

‘압축적 본 띠1 맞 행동으l 혼재성 가치의 

특성’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역동적 특성’을 각각 도출시켰다 

오늘날 세계화， 

전통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한국사회 선진화칠 위한 노사관계정책은 우리 노동과 노사관계의 

맙축적 역동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적합적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하겠다 

노사관계의 ‘맙축적 

적인 갈등해소의 산업민주화 전략과 동시에 현대적인 국가 발전의 경쟁릭재고 전략이 

즈
 
「‘병행성’ (parallc])플 요구한다 

역동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특성’은 노사관계 전략의 

우리는 한국 노사관계의 득성을 ’압축적 

õ, 
U 

추구에서는 단일목표가 아닌 다원복표 관리가 그러므로 병행성 추구되어야 하겠다‘ 께 

달성을 위한 효 꽉표설정과 그의 ~져 
。 D각 목표의 적정수준 달성 하에 전략적 필요하고 

융적인 관리가 요청된다. 

‘전환성’( transformation) 플 요구한 특성’은 노사관게 전략의 ‘역동적 

가부장적 

또 노사관계의 

노사관계에 

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화릎 위한 진환점에 선 한국노사관기l정책은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투쟁적 노사관계로， 공동체 동만자적 노사관계에서 즉 전단적 다 

향상’에다 초점 ;<1 
E즈 삶의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말을 통한 ‘국가 정쟁력향상과 근로자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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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가 되도록 전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 

은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O 노동보호 중심의 소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책에서 노동발전 중심의 적극적 노동 · 노 

사관계정책으로의 전환 

O 산업평화 유지와 갈등해소 중섬의 소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책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중심의 적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책으로의 전환‘ 

0 노 · 사 양당사자(Bi-Partite) 중심의 소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책에서 노 · 사 · 정 

다자(Tri-Partite) 중심의 적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 책으로의 전환 

O 규제 중심의 소극적 노동 노사관계정책에서 지원 · 촉진 중심의 적극적인 노동 · 노 

사관계정책으로의 전환 

0 개별적 사안치유 중심의 소극적 노동 · 노사관계정책에서 총체적 노동인프라Oabor 

infrastructure) 구축 중심의 적극적인 노동 · 노사관계정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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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Choice for Advanced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Jong-Tae Choi* 

AB8TRACT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of unions , 

managers , and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 hyper-competition periods ‘ 

Over the last three decades ,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has 

received much attentions from western academics and business people. This 

growth is based not only on progressive entrepreneurship but also the high 

qualitative labor forces of low cost. During these periods , however , Korean 

industrial relations had been suffering from various problems , such as severe 

labor-management disputes , large and long-term strikes , and illegal 

labor-management' s activities. 80 Korean company' s competitive capability is 

weakened.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s characterized by complexity of 

issues , mixture of values , and dynamics of activities 

Now ,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tands in a turning point. 1 think Korean 

industrial relations system can andbe said to have being undergone trans 

formation , because the network of basic assumptions and principles underlying 

that system , or its deep structure , is changed , and such change is due to 

hyper-competitiveness , globalization , deregulation of markets , and automation 

1 think that the basic orientations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 21C 

‘ Professor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 College 01 
Business Administr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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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productivity and community-oricnted industrial rclations. That is 

thc stratcgic choice of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o achievν thesc goals 

several issucs to bc rcsolvcd are fo l!owed: thc cstablishment of industrial 

rclations' s infrastructure. the advanccmcnt of industrial rclations ’ s institutions 

and thc support of participation in unions. managers. government. But morc 

important issue is actor' s rolc who implcmcnt it. In this scnsc. unions' , 

managers' , and govcrnment' s strategic choicc are critical to achievc 

productivity and community-oriented industrial rebtions 

With this paper , 1 hope to contributc to a bcttcr understanding of the rolc 

of unions , managers , and governmcnt' s strategic choicc to achievc 

pfoductivity and community• oricnted i ndustrial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