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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와 연구모형 

1) 연구과제 

본 연구는 분석수준을 국가 또는 산엽에 두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가진 실천적인 한계 

를 극복하고，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과정과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이 연구가 기업수순을 분석수준으로 삼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의 노동 

조합들이 대체로 기업수준에서 조직되어 왔고， 현실의 노사관계가 기업수준에서 이푸어 

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은 경영전략이 수럽되고 설행되는 장u易)이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은 노사관계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사관계의 여러 이슈들윤 경영 

전략에 포함시컴으로써 기업수준에서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일은 현대 전략적 노사관계론 

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이다 。l~ ~셔-'-7-이 I ""C ..1l!... '8 ←rlr~1 분권화 등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세계 각 

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화 추세와도 부합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과제의 배정에는 현시 

기 한국 노사관계의 여러 이슈블(예릎 틀면 대럽적 노사관계‘ 전투적 조합주의， 노조의 

대표권 배제 등의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노사관계론의 정립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푼(2003) 내용의 빌JF룹 새정러한 것이다 
동연구원에서 2차에 걸쳐 연구비 지왼을 받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왼 경영학과 박사과정 (2003년 2원 졸업예정) 

2/1 

논문의 연구등 위해 한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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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노사관계 재 이슈의 해결윤 위해서 기업 

별 수준의 마이크로 노사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지금까지 노사관개론은 주로 매크로적인 판점에서 다루어왔고 마이크로한 판점은 대단히 소 

홀히 취급하였다 --- 그러나 산업사회의 받전과 더불어 경영규모의 확대 빛 다양화에 따라 획 

일적인 매크로 정책요로서는 노사문지1의 끈본적인 해결윤 도저히 가져옹 수 없고 어디까지나 

노사당사자의 협력과 대럽의 윈천인 기업사정에 알맞은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라하여 

전통적 노사관계는 거시노사관계에 관심의 영역을 둔 데 비하여， 끈대석 노사관계는 ll]시노사 

관계에 관심의 영역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최종태. 1981: iii ) 

Kochan. Katz. and McKersie( 1986 ‘ 이후 KKM)는 바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연구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1 ) 세계화의 영향(impact)에 의한 각국 노 

사관계시스템의 수렴화( transformation) 여부[Katz. 1993: Erickson & Kuruvilla 

1998: Locke. Kochan. & Piore. 1995: Streeck. 1981. 1988: Crouch. 1993: 

Go1den. Wallerstein. & Lange. 1996: Abraham and Houseman. 1995: 

Muller. 1997: Parne11. 1999: Flecker & Schulten. 1999). 2) 바란작한 노사관 

계시스템에 대한 연구〔배무기. 1991 ‘ 1996: 박래영외. 1991: 조우현. 1992: 이효수， 

1999). 3) 민주노조운동의 노선전환 여부에 관한 연구〔김형기. 1992: 박승옥. 1992: 

이정택. 1992: 임영일. 1993: 황석만 · 박준식 · 노진귀. 1995: 김동춘. 1995: 노중 

기. 1995: 조효래. 1995: 장홍근. 1999J 등이었는 바， 이들 모두 국가수준의 노사관 

계시스템에 관한 연구인 점이 공통점이다 본 연구는 ‘성과(performance)를 내는 기업’ 

의 노사관계는 어떠한가， 이들 노사관계뜰의 유형화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유형별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과정과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사 양측의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현실의 기업들에서 진행되어온 노사관계의 실상을 가능한 한 가치판단을 배제 

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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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조선산업의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판 사폐연구이다 조선 

산업은 한국의 성공적인 후발공업화 과정의 축도(隔[폐)라고 한 만큼 자윈과 기술이 없는 

한국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숭을 도입하여 성공음 가둔 대표석인 캐치업 산업이다( [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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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 조선3사의 신조선 건조량 연도별 추이 ( 1973-2000) 

L느r쁜 -예1-대우 ~심성 

iff 셔\'o .... q-\‘ i’ jF 애þ~ .... tI' .... 상셔~ .... ~ ....... ~":J ~양패 흙 ... ~~ .... # .... cf .... 보‘훤 4에~ .... 4'''' ... r# ξ에 ,.f>" ，#생 

자료 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자료집 각년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 

선) . 삼성중공업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 조선엽이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적 

극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조선사로서 현재 한국 

은 물론 세계 1. 2 , 3위의 초대형 조선소들로서 국내 조선산엽 매출액의 80-90%플 차 

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의 조선산업은 일본파 세계 1위의 지위릎 놓고 극심한 경 

쟁상태에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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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한 일 시장점유 비 추이(수주량， GT 기준) 
(단위 %) 

1979 1993 1 998 1999 2000 2001 

한국 6.3 36.7 3 3.0 40.9 45.8 31. 9 

Q.)효츠 
=~ 49.5 33.3 4 1.1 30.0 28.5 40.2 

자료 Lloyd’s(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정보 2001년 l월호 2002년 11월호에서 인용) 

3)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는 1) 노사관 계시스템 이론， 2)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관한 이론， 3) 조직구조(시스템)의 변이에 

Dunlop (1958)의 대공황 이후 정비된 미국의 노사관계시스템 노사관계시스템이돈은 

(이를 뉴딜체제라고 부르며， 그 근간이 되 었던 제도는 노사대등(챔맺對쭉)의 단체교섭제 

도를 규정한 Wagner Act임)을 시스템이긍 」에 입각해서 해명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 

본과 독일의 세계시장에의 본격적인 진출로 야기된 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격화를 반영한 

미국의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KKM(1 986)의 전략적 선택모형 (strategic 

choice model)은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의 형성과 변환(the transformation of IR 

systems) 에 있어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 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수 

ion)을 해명하고 있다 Dunlop (1 958) 이 ‘근 

con f1 ict) 의 관계에 있는 노사를 단체교섭제 

}관계의 이론화를 시도한 것이라면， KKM 

준 노사관계시스템의 다기성 (diversificat 

본적인 이해갈등’ (fundamental interest 

도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플 모색하는 뇨二λ 

(1 986)은 노동자참가제도를 통해 경영전략 속에 노사관계 제이슈를 포함시킴으로써 노 

사갈등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해결대안 을 제안함으로써 소위 미국식 고능률작업시스 

템 (high performance work system)의 이론적 토대를 지l공하였다 

隊林(1963)의 이원적 노사관계이론은 노 사관계가 노조 경영자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종업원 경영자간의 관계로 이원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隊林의 이원적 노사관 

계론은 현시기 대기업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인 경영측의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 

표권에 대한 수용여부틀 해명하는데 도움。 l 된다 

North (1 990)의 정로의존이콘(path dc pendcnce theory)은 일단 변화가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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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로(path) 가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섣벙해주고 있다 

4)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모형 

가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차이 

영국， 미국 등의 앵글로색슨계 국가와 북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 등 국가들은 서로 

다른 매우 특징적인( typica l) 노사관계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Schmitter( 1979). 힘上 

殺(1 989) 등은 노동자의 이해관계틀 대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들 노사관계시스템의 

제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표 2> ) 

〈표 2) 노사관계시스템의 제유형 

산업주의 모형 네요건포라티즘모형 신자유주의 모형 자주관리 R형 

.f IJ益表明
이익의 완전표명， 부분적 자제， 산업주의 모형의 자율척 생산까라 노 1 

방법 
제도적 경쟁 협조적 협의， 유사형태 동자자지 

분권처l 집권저l 

만·무노조주의 당의 외곽조식으로 

노사관계의 자유로운 단체교섭 
정책참가의 수용 

01 기업내노사관 조각목표가 국가(운 

구조 과단체자치 계에으1 1:t r=D 동)직 목표와 일채 

경영자 배제적 

노사관계의 
사용자와노동조합 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자 

-X「서『 

우세한시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독일， 오스트리아， 2차대전 직후의 
典힌J國영〈 미국등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한국， 힐본，유고 

Y긴" 

자료 원 h殺(1989) . 輪換期σ)勞렁jJill:界: Schimitter( 1979).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연구자의 수정 보완 

노동자 이해관계의 조정방식에 있어서의 각국 노사관계시스템의 차이는 우선 이해관계 표 

명 (interest articulation) 의 방식과 이해 조정 (interest intermediation)의 방식에 있다 

각 유형의 특정을 살펴보면， 우선 산엽주의 · 선자유주의모형은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갈등(fundamental interest con f1 ict)음 내포하고 었다는 이데올로기에 바탕 

올 두고 있기 때문에 교섭력 강화플 위해서 파워게임에 의존한다(교섭주의.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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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1 이에 언F해서 네오코포랴티즘 • 자주관리 모형은 공동체적 이해일치 (rnutual 

gains1 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이해표명 (intercst articulation1의 부분적 자제 및 

협조적 협의 (cooperative consultation1틀 추구한다(협의주의， consu] tati vc-ori cnta ti on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에의 적용음 의도하여 〔그럼 2J 와 같 

。1 노사관계시스템을 유형화하였다 \1 한편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대 

변되는가， 즉 경영자가 노조의 대표권올 존중하고 이룹 수용하는가 여부에 따라 산업주 

의 · 네오코포라티즘 모형과 신자유주의 자주관리 모형야 구분띈다 여기서 노조대표권 

에 대한 수용 여부는 에형林(1 9631의 소위 이원적 노사관계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호혜 · 대등적 (rcciprocal and equivalent1 이 고 

통합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계급지배적 통합을 추구한다 

노조대표권 배재 

(union-rcp 

exclusion) 

나 연구모형 

(그림 2) 기업벌 노사관계시스템의 제유형 

협의주의 (consultative-oricntationl 

비노조 코포라티즘 마이크로 코포라다즘 

선자유주의 모형 산업주의 모형 

교섭주의 (bargaining-orientation)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조대표권 인정 

(union-rep 

acceptance) 

본 연구의 출발점은 조선 3사가 동일한 외적 환경의 동칠성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조직구조， 작업시스템 등 높은내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사의 노사관 

1) (표 2)의 노사관계시스뱀의 제유형은 국가적 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에 판한 유형화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이룹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 우세한 노사 
관계시스템이었던 산영화 모형이나 198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선자유주의 모형은 모두 기엽 
별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특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를 국가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으로 
적용한(aggregation) 예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업별 수준에 보다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며 
국가수준에서의 협의모형인 네오코포라티즘 모형에 대해서는 일본식 노사관계시스템을 학계에서 이 
미 마이크로 코포라티즘으로 널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수준 상의 문제 (]evels issues)는 없다 
고 할 수 있다 자주관리모형은 기본적으로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자잠가틀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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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오 헝성되고 각각이 증대한 득성차이흘 보이고 았다는 점이다2) 

((변침 1)) 

왜 동일한 외부환경 하에서도 기업별로 노사관계시스템의 차이가 나는가9 노사관계시 

스템의 변환은 어닿게 일어나는가? 이러한 의문음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모헝올 〔그런 

3J 과 같이 섣정하였다 이 모행은 KKM(1986)의 변형으로， lv!ueller( 1984) 의 노사관 

계시스템 영향변수 분류에 따라 외적 변수릎 세기1화변수와 사회적 변수로 구분하였고， 

조젤변수흐는 조직적 변수를 두었다[세계화 변수(시장， 기술)‘ 사회적 변수(정치체제， 

산업정책‘ 노동시장， 노동관계법， 노동조합) , 조직적 변수(경영자변수 = 경영자의 가치 

관， 경영진략， 기업별노조， 조직변수 二 내부노동시장， 노동통저Illl 

〔그림 3J 조선산업에서의 기업수준 노사관계시스템 분화의 개념틀 

세계화 변수 (기술/시장) 

사회적 변수 (정부/노동) 

기업수준 

노사관계시스템 

자료 KKM (l986): Muellcr(1994)의 모형을 기초로 연구자가 정리 

KKM (1 986)의 노사관계시스템 모형에서와 같이 본 연구모형은 기엽별 수준의 노사관 

계시스템 형성에 관한 모형이다 이 모형의 기본 메커니즘은 외적 환경(세계화변수 및 

사회적 변수)이 기업수준의 노사관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의 증요성에 주목하며， 이는 경영전략 맞 노조1 조직제도(내부노동시장， 노 

동통제)의 차이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2) 개인석인 차왼에서 훤자가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구체적인 셰기는 1994년 현대중공업 63일 
파엽블 근접해시 관찰하면서부터 였다 9 래 선부터 소위 신경영선략’과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화두 
1 많은 연구자와 노동운동가플의 관심사였지만 내부분 이데옹문기적 판점에서의 규범적인 정답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 l될짧j엔을 결여한 것이 사실이다 펼자는 ‘현실의 노사관개가 과연 어떤가’블 
밝히고자 노력했다 만일 지나친 일반화의 의욕을 보이는 바가 있다연 개인적 가치관과 열정을 감추 
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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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탐구(when/how) 

를 통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제변수 및 그 영향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 (why)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사례연구(case study) 이다[Yin. 1994J 

사례연구는 사회과학의 연구릎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Yin 

1994J 실험법， 설문지법， 역사적 연구， 기록정보 분석볍 등 각 연구 전략들(research 

strategies)은 각각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이들 연구방법들의 장단점은 CD 연 
구과제의 유형.(2) 조사자가 실제의 행동사안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통제력.@ 역사 

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 

라 발생한다 사례연구(case study) 와 갇은 질적인 연구방법 (qualitative method)의 

주된 장점들은 그 컨텍스트(context) 에 대한 민감성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in their‘ natural settings) 조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질적연구방법이 가 

진 주된 장점들은 탐색 (exploration)이 가능하다는 집， 감춰진 특질들을 밝혀낼 수 있 

다는 점， 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가셜을 도출할 수 있는 

분명한 이론적인 틀이 없는 경우 칠적인 연구방법의 탐색적 특성은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Whipp. 1998J 사례연구는 데이터 (data) 와 시험적인 분석틀(tentative 

framework)간의 관련성에 대해 끊임없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절 도출이나 개념 정립에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Eisenhardt. 1989J. 이처럼 

질적연구방법의 개방적이고 반복할 수 있는 특성은 과정을 심층적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례연구 가운데서도 본 연구가 도입하고 있는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이 큰 사례일수록 실험변수가 최소화되고 설명요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결과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진다[Przeworski & Teume. 1970J 비교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이나 사례수가 적은 연구에 바람직하고， 특정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조망할 수 

있으며， 구조적인 접근과 상황적인 접근을 통합시킴으로써 연구사례의 심층적인 이해를 

3) 펼지숙긍 본 연구를 위해서 2000년 1월 현대중공업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7월의 삼성중공업 
현지조사까지 총 9회에 걸쳐 29명을 인터뷰했다 핵선적인 정보제공자들과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수차에 걸친 인터뷰를 동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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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산업은 비교연구에 적합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뜸히 조사대상인 현미， 대우， 삼성 등 조선3사는 그러한 요건을 훨씬 더 많 

이 충족시키는 사례라고 한 수 있다 

1 ) 연구설계 

(D 개별 기업 노사관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2) 3사의 노사관제시스템 변환기의 변이(유형분화)에 대한 비교연구 

@ 사례지향적 방볍 (fact finding)을 바탕으로 벤수지향적 망법 (mechanism의 추론) 

의 결함[Ragin ， 1987](가섣적 유형 제시) 등의 방법을 취했다 

2) 연구설계 테스트를 위한 전술((표 3). (별점 1)) 

〈표 3> 연구설계 테스트를 위한 전술(case studv tactics for four design tests) 

테스드 사례연구 전술(case study tactics) 연구단겨1 

개념타당성 
복수의 정보원으표부더 증거를 수신한 것 데이디 수집 

konstruct 一 증거의 지1 인(Chain of evidenccs)플 확립한 것 미이디 수집 

validity) 
핵심 정보원으로 하여금 사례보고서의 초고룹 검토시컴 것 션계， 수 ;j 분식 

내적타당성 
패턴 매칭( pattern-malching)블 얀 깃 데이더 분석 

(internal - 설명 논리를 세울 것 데이더 분석 

validity) 
시계열분석을 행할 것 (timc-serics analysis) 데이더 분석 

외적타당성 

(external - 복수 사례연구에서 복제논리 (replicalion lügic)를 사용할 것 연구선계 

validity) 

신뢰성 
- 사례연구 계획 (case study prolocol)을 세워서 이륜 활용 
할것 

데이더 수집 

(reliability) 
사려l연 f 데이터베이스룹 반전시킨 것 데이터 수심 

7Hè Yin , Robert K. (1 994) , Case study research 

증거의 연관성 (chain 0(' evidcncesl블 유지하고， 연구의 개념적 타딩성 (construct 

validity)플 확보하기 위해서 1) 노사관계시스템 이흔. 2)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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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전략적 KKÌ\!( 1986)의 변이에 관한 이관 특히 조직구조(시스템)의 3) 한 이론‘ 

모형 (strategic choice modeJ) 등의 이룬올 개념구성의 바탕으보 삼았다 

힐반화 가능성)윤 제고 갤과의 비교분석 비 교연구의 외 적 타당성 (extcrnal validity. 

훈새변수(control õ~ 가능한 선택함으로써 유사한 케이스간 한편으로는 위해서 하기 

표」 범위릎 넓히는 대신 변이 (variation) 에 대한 예측변수(pn、이 ctors) 의 variables)의 

을 좁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견과 나타나는 현상(phc'nomenon) 인 노사관계시스템의 

폭이 넓은 케이스픔 선택하고자 한 바， 조선산업이1시의 상위 3개사를 분석단위로 변이의 

일반화괄 연구겹과의 방법을 우선하되 하였다 .1)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한 사례지향적 

방법플 결합lRagin. 변환의 메커니즘윤 밝히기 위해 띤수지향적 노사관계시스템 

1987J 하였다 

풍해 

교자 연구의 신뢰도(rcliabilityl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안마다 복수의 정보워윤 통해서 

입각한 초기 연구계 연구개념에 까설적 확인코자 했으며 (삼각대조법 . triangulationl. 

투병성플 기하기 위해서 과정 획 (case study protocol)을 작성하고 연구의 진행과정의 

과정마다의 자료콸 문서화，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개별 노사관계 사례 
m 

노사관계사례룹 조사 

노사관계 사례는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개별 기업의 

윤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이슈와 쟁점 및 경과를 정리하였다 

3사에 대한 개별 연구계획 (case study protocol)의 따랴 조선 

하였다-

노동자 

넘는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영측과 대립적인 자주 

노조는 1987년 7월 현대중공업은 가장 성공적인 후발공업화의 성공사례로서， 

대투쟁과정 

노선을 추구하면서 민주노조운동에서 지도적 

설립된 후 2만명이 

경영진은 풍부한 자 왔다 역할윤 수행하여 

4) 이들 조선3사의 공통점으로는 catch-up헝 후발공엽화의 내표주자들인 심‘ 1970년대에 선덤왼 신생 

초대헝 조선소인 점， 서l계 1‘ 2. 3위의 성공적인 일뉴조선소랴는 접‘ 1980년대 후반의 낀주화시기 
에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던 점 한국의 디|표적인 개별그픔 계열사인 정 등이 그것이다 이는 

Przeworski & Teunc (l 970J의 여러 측변에서 유사성이 등l 사례일수폭 비교연구가 유리하다는 
지척에 부합하는 측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사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1개사는 비노조이며， 민 
주노총 소속의 2개사도 협의주의적 마이크로 코포라디즘과 신자유주의 포형으문91 분화룹 보여주고 

있다 유사성이 크면서도 노사관계특성의 차이가 큰 것은 연구견과의 일반화에 강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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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여유(rcso U!' cc rescrvation)괄 바탕으토 노조의 자주 · 연대노선블 견제하떤사 LL 
L 

질기게 노조활동윤 기엽내호 세한하고자 함으로써 강성노조와 대립적인 노사관계플 유지 

해왔다 자주·연대노선에 충설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노조의 노동자대표권플 지1 한하 

고자 하는 경영측의 노력이 결실플 맺은 것은 1994년 임단협에서의 ‘63임 파업’에서 」←」

조가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부터였다 

향력은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투쟁을 계기보 노조의 현장 노동자에 대한 영 

대의윈대회에서의 집행부 반대파의 견제로 노조의 노동자 

대표권도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대우조선은 살럽 후 수차에 걸친 경영위기륜 극복하고 현재는 세계에서 까장 생산성이 

높은 조선소의 하나로 생 장하였다 대우 조선노조는 현대중공업노조와 함께 1987년 노동 

자대투생 。l 융 미2'::_ \__ 7-。도~9_ 
|• r L←「←」←」τC-O~2. 이끌어왔으며， 지금도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에서 지도적 

지위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결정적인 기업의 경영위기와 대립적 노사 

관계 속에서 노조의 존립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대우조선 노사는 노동자참가의 확대와 

협의주의적 노사관계 관행융 정착시컴으로써 노조의 노동자대표권과 경영자의 경영혁신 

전략의 조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을 창줍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현대중 

공업에서와 같은 노조의 반자본가 지향의 자주노선과 신자유주의적 노조대표권배재노선 

간의 대립주의와는 다른 노사관계시스템 모형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1987년 민주화 시기에 ‘비노조경영’이라는 그룹 노사관계 정책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던 회사였다. 개발독재 시기의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노동통제 하에서 

별다른 조직화 움직임을 활 수 없이 안정적인 노사관게륜 이루어오던 삼성증공엽에서도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차에 걸친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시도가 이루어졌 

다 대표적인 사례흘 보띤 1987년 8월의 장원2공장에서의 노조결성시도와 1988년 4윌 

거제조선소에서의 

쟁은 노사간에 

10일간의 장기간 농성파업사건이 었다 이들 노조결성시도와 파업투 

노사협의회체제플 합의해냄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비노조 노사관계시스템 

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삼성중공업에서는 노조결성 시도 빚 볍외노조 

결성 등의 노동자의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와 

소송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삼성중공업의 노사는 노동자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준노조 

조직인 ‘노동자협의회’가 유일교섭단체로서 임금교섭권과 파업권플 보유하는 특이한 노사 

관계 유형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별첨 2> ‘ 〈별첨 3>. <별첨 4>의 표는 이상의 과정음 요약한 것이다 



조선3사 각각의 노사관계 변천과정의 특징은 다읍과 같았다 

첫째.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용자는 주요한 활동범위륜 기업내부에 한정하고 있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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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추구하는 파를 선택하고 노동조합 집행부는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이고 초기업적 

노사관계로서. [그림 2J에 노동자 대표권을 상호배제하는 경쟁적 노션을 고수함으로써， 

따르면 노조의 대표권을 배제하고자 하며 파워게임에 의한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 이슈의 

해결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형’이다 

노사가 노동자 대표권 노동자대표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해서는 노사 공히 

노조의 둘째로 대우조선은 사측이 

즉각적인 이슈에 노사관계 공유하며， Oabor representation)의 

노사협의 (proactive 지향의 문제해결 활성화함으로써 노통자참가를 자제하고 。-a 동
 

해
 
。

노 

consultation)를 통해서 노사간 합의 (conscnsus)를 추구하는 모형이다 

삼성은 비노조시스템으로 노조대표권은 부정하되 경영자의 하위 파트너로서 

대의원회)을 한정적이나마 활성화시키고 

셋째， 

동자협의회를 통한 대표권(집행부， 노 

사관계 이슈의 해결 방식은 노사협의이다 작업장 문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이다 

었으며，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전략적 선택 N. 

각 기업별로 이루어진 노사관계시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시기와 1990년대 이 

1)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전략적 선택 

노사관계 사례연구의 결과. 

변환( transformation)에 있어서 

한편 이상의 개별기업 

템상의 

후의 세계화시기라는 일정한 공통의 시기가 존재함을 획인할 수 있었다((표 4) ) 

민주항쟁과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직선제를 수락하는 

6.29선언. 7.8월 노동자대투쟁 등 민주화의 시기플 전후하여 일대 변신과 구조변환을 

1987년 6월 노동조합은 한국의 

경험하였다 

우선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민주노조)의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노동운동은 건국 이래 변면이 시도되어온 

등장과 정착을 플 수 있다 

즉 민주노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성과를 

1995년 전국민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시발로 한 폭발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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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성 및 1998년 합법화로 제도권 정착에 성공한 것이 그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민주화 환경 속에서도 비노조 노사관계시스냉은 비 

독 우여곡설을 겪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으로 노동사의 동의를 받아내고 

정착하였다는 점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나 포스코 등의 예가 이에 속한다‘ 

이처럼 개발 독재시기에 별다른 특성 차이를 룹 수 없었던 유노조와 비노조 시스템 

(union-and nonunion-sctting) 이 민주화 시기에는 분명한 특성 차이륜 보이띤서 노 

사관계시스템의 유형으로서 뚜렷하게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초접을 

맞추고 있는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시기에 있이서의 기엽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분화이 

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는 사전에 각 시스템음 뒷반침하는 내부노동시장 빚 노동통재 시 

스템 상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 분화를 측진시킨 또 하나의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의 시기였다 

세계경제는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가치면서 미국， Eη 등 선친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1 

^ 시장개방 압략 등 구조개편이 추친되었다 세계화 

(globalization)로 불라는 세계경세의 구조개편의 추세는 1989-90년의 소련과 동구사 

회주의권의 볼락과 1994년 UR 타갤‘ 1995년 wro체제의 개막으로 숨가밴게 진행되었다 

세계화의 물결은 한국의 기업들로 하여급 다양한 경영혁신천략을 추진하게끔 했다 

경영혁신천략을 강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1980년대 후반의 사회 · 정치적 민주화의 진 

전에 따른 사회전반의 제계층간( ~1)階層問)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기업 내부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이다 1987년 7 ， 8월 노동자대투쟁과정플 거치면서 성립된 띤주노조의 

제도화는 기엽 내외의 계층간 세력관계를 변화시컴으로써 기업경영시스템의 일디1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1990년대의 경영혁신운동이 노사관계의 여러 이슈틀의 해견 

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운동이 임금 

또는 단협협상 과정에서의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시기를 계기로 본격화 했던 것 

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1993년 현총련 연대임투의 성공적인 수행 

뒤인 1994년에 경영측의 대대적인 반격과 현장 동세력윤 강화하는 적극적인 혁신정책뜰 

이 추진되었다 이는 태우조선의 껑우도 마찬가지여서 1991 년 임 · 단협에서 노조 집행 

부가 골리아스 파업 끝에 그룹회장을 직접 거제로 불러 쟁점을 타견하는 성과를 거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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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경영 측의 현장 중심의 경영혁신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경영혁신운동은 노사관게에도 선대한 영향을 미치 1987년 이후 새로이 정럽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증대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우선 노동조합의 현장개입주의아 이에 대한 정영측의 강략한 노조의 노동자 대표권 배 

제정책윤 틀 수 있다 사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노조등의 정부와 사용자로부터의 자주 

노선의 추구는 기업내에서는 노조의 현장개입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작엽현장의 무 

정부주의 힌상을 노정함으보써 기업의 생산관리 치1계에 대한 선대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 

에 경영권과 공존하기 어려운 측띤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산업에서의 경영혁신운동의 첫 

번째 타갓은 현장질서 확립 내지는 반장 중심의 현장 동제시스덴의 복구였다 7d oj 르~Ql 
。 ü ，← 1

반장 증신의 현장통제력 강화 정책은 노조의 강력한 반받에 직띤하면서 노조의 현장조직 

의 배제의 수단으로 대의윈 · 소위윈 가운데서 회사 정책에 대한 지지자륜 구하는 방안이 

직극적으료; 추구되었다 이라한 정책은 경영측의 노조선거 개임 논란윤 벚기도 했으나 

갤과적 _o __ ~~ 강성집행부에 반대하고 친경영적인 성향의 대의원 수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민주노조 게열의 대기업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노조의 현장에 대한 영향력 

감소와 대의원대회의 집행부 견제 속에서 노조의 노동자에 대한 대표권이 약화되고 경영 

측의 신자유주의적 개별노무관리까 주도적인 노사관계시스템이 정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대중공업이다 

한편 노조의 적극적인 노동자참가주의 정책의 추구와 노사간에 극단적 갈등으로 인한 

파국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의 자제를 봉한 새로운 노사관계시스템이 실험되고 있었다 

사실 현재와 같은 민주화시기의 사회 제겨1층간 세력관계 속에서 노조를 배제한 신자유주 

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노조의 경영참가 빚 행동자제의 

합리주의노선은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선택가능한 대안임에 틀렴없다- 대우조선 

노사는 1991년 골리아스 파업 이후 이러한 협의주의적 (cons ul tati ve-ürientati on) 노 

사관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상의 두 차례의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은 기본적으로 개발독재의 종식과 덴주화에 

따른 사회 제계층간의 세력관계의 변화 빛 세계화의 진진에 따은 기업 경영상의 위기 등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려한 변환 속에서도 각 

개별기업의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경영전략의 차이， 기업경영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적 득 

성 등이 반영되면서 기엽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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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형성의 메커니즘 

인지Ihvhcn) 변한(h。、、 ) 에키니즘(、\'h、) 

개딴독재의 중 l 자주직 노조으I 1 - è>c사판겨1 정 색의 부새 

1 λ} <'11 

j현대 -0→二상업 j 

선략에의 대우조선 식과 민주화 l 제도화 1 후말기업(이1 산상의 세약， 징부 개발 

(1987. 88년) 적극석 참가) 

수출주도형 (지윈가전략) 

- 직극적 위힘간수형(내부화=관련다각화/:-1& ，0. 

진략) 

내부노동시 상 대표권 취약 

비 노조시 스댄 l 비노조정책(공동체주의) 삼성중공업 

의 재노화 1- 선딴기업(자원 여유‘ 독자적 사업진약=동경진 
략) 

수입대체형(내수 독J'}전시장) 

소극석 위험회피형(공동체 유지) 

내부노동시성 대표권 발탈 

세계화와 경영 l 교섭주의 모행 μ 노동자밀집 · 개방적 득성(육지) 
혁신 전략 1 (bargaining) 1 가부장적 가시판(patriarchal values) 

(90년대 초반) 1 1 - 자기자본 증시의 경영 

노사대럽(양극화 사용자는 성장지향 •• 노 

동자는 연대지향) 

노조 리더섭 취약 

노사간 경쟁 및 이익의 최대표출， 자원 여유릎 

바망으로 한 버티기 

• 배제직 대표권 경쟁 

혐의주의 모형 l 고립적 지역 득성(거제도) 

(cons버tation) 1 실용주의적 가치판( pragmatism) 

차입의존 경영(노사단합의 조건， 정부 의존) 

강력한 뇨죠 리더심 

기엽의 노동자 참가 중시‘ 행동의 자제 

대표권 노사꽁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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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후반의 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 번환 

첫번째 변혁기인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시기에는 개발독재의 종식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체계적인 노동통제가 이완되면서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제도화 

된 시기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업별 노사관제시스템은 다양한 분화현상음 보이고 있으 

며， 이러한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다가화 현상은 경영자의 가치관과 경영전략， 기업 

의 내부노동시장 빚 노동통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의 견과이다 

가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 

1987년 이후의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큰 사건은 민주노총의 분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인 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1945년 직후의 좌익노조안 전평이 반공산주의적인 남한 단독 

정부에 대항하는 전위대로서 적극적인 환동을 하다 불법화되어 소멸한 이후， 1960년 

4.19릎 전후한 시기， 1970년대 여성사업장 중심으로 종교계 1잉 진보적인 지식인의 지 

원을 받은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의 진보적인 학생운동 출신자의 대거 

현장투신의 결과 활발하게 조직화를 시도한 시기의 이념지향의 민주노조운동 등 통칭 

‘민주노조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자주적인 노조운동은 개발독재의 체계적인 노동통제 

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 양김의 야당세력과 학생운동 및 노동계， 진보적 지식인운동， 종교계 

등 재야세력이 연합한 6월민주화항쟁이 집권당으로부터 직선제릎 약속하는 6.29선언을 

이끌어낸 후 전국적으로 폭발한 7.8월 노동자대투쟁의 분위기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 

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들은 각지역 및 엽총별 노조협의회의 형태로 

결집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한 조직노동자수는 1989년 1원 현재 약 20만여 병으로 전치1 

조직노동자의 10%에 불과했으나. 2000년 말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수가 61 만 5천 

명으로 전체 조직노동자 150만여 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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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동조합 조직현황(2000년 12월 말 현재) 

(단위 맹， %) 
「←

구분 」z-gHl스」 
조합왼수 

계 LIFI 여 

한국노종 3,754(659) 872 ,113(57 1) 70 1.849(57.5) 1-----2 70 264 (')5 7) 

민주노총 1.362(23.9) 614 ,95 1(40.3) 488 ‘529(40 () 

중간노조 582( 10 2) 39 ,931(26) 30 ,739(2.5) 

전 처1 5,698 (1 00) 1,526 ,995( 100) 1,221 , 1 17 ( 100) 

자료 노동부 

• 1998년 12월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140만1940명이며 조합수는 5.560개임 

1999년 12월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148만 666'챙이며 조합수는 5 ， 637개임 

나 비노조시스템의 재정립 

126,422(4 1.3) 

9 ,192( :3 0) 

:305 ,878( 1 (0) 

삼성에서는 일찍이 1977년 제일지1당 공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지만 사측의 집요한 공 

작에 의해 열흘남짓 만에 와해된 일이 있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민주화시기에는 

여러 계열사에서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으나 중앙임보룹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서의 노조 

결성 시도는 모두 섣패하였다 이 시기 다른 재벌기임의 경우도 노조설립올 저지하려고 노력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유독 삼성만이 비노조릎 고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임까‘) 

우선 총수의 강력한 비노조경영의 의지블 뜰 수 있다 칭업자인 이병철이 tl]노조정앙의 신 

념을 갖게 된 것은 사업초기부터 였음을 다음과 같은 깐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망 후 한 

국사회에 좌익운동이 확산되었플 무렵 대구사변 융 즈음하여 일부 좌익유r동가의 λ타에 

따라 삼성의 초μ업도시인 대구시의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고 삼성의 공정마저 비타협적 

인 과격한 노동쟁의로 폐쇄하는 사태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륜 계기로 기업경영은 노사화합 

의 바탕 위에 서야 한디는 확고한 소신을 세우게 된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89]'1 1 

5) 대구사변이란 1946년 10원 1일 냥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전평의 총파업 지침에 따5 것으로 
이 시기에 이병칠은 대구에 조선양조파는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사 말히는 사건이 미구사변윤 
1갈하는 것인지 아니연 1960'건 4.19혁명 직후의 셰일오직 파업농성을 말하는 것인지 문t성하지 않디 

〈호암의 경영첼학〉에는 대구사변과 관련된 노동쟁의띄 구체척인 사항은 기숭되어 있지 않다 만인 
이 진숭이 제일모직 쟁의와 혼동한 것이라면 이벙섣은 딩사 제일모직 노동쟁의에 깊숙이 시l입하고 
있었던 E 총민주회 세략인 선노협 을 단순한 공동세 외우서l역이라기보다늠 이념직인 좌익 십단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성의 미노조주의가 기엽공동체를 위힘하는 외부적 영 
향과 이칠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삿인지 아니변 사회주의석 좌익운통으로부터(자본주의 

적) 기엽윤 보호한다는 반응l주의 이념에 바당윤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시는 아직까지 깊이 있거1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병철이 직접 정미하거나 이야기한 친숭 어디에서도 상성의 비노조주의 

가 반공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늠 내용은 딴견한 수 없었다 연구자가 얄기로는 위 진츄이 유일 

한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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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른 기업과 자밴화된 임금수줍 및 복지후생이다 이병철은 삼성의 경영방침의 

하나로 ‘입계 최고의 디1 우， 업계 최고의 관로조건’윤 내서1 웠다 이는 창업이래 삼성이 줍 

곧 지켜온 원칙이었다 이병철은 이미 1070년대에 삼성의 급료깐 정하쓴 원직으로 “첫 

째 물가릎 반영， 생활이 안정되도판 최소한의 생겨l비는 되어야 한다 늪째 타사보다 높 

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블 서1우고 “득히 경영진의 잔뭇으로 회사의 엽적이 부진하다 

고 해서 종업윈의 급료괄 적게 주어서는 안된다기삼성경재연구소 1989)고 강조하였다 

셋째는 노동자 대변기구의 활성화륜 플 수 있다 삼성은 개발독재 시기에도 다은 기업 

에서 미쳐 신경윤 쓰지 않고 있었던 노동자 대표판 활용한 노사간 커뮤니케이션윤 활성 

화시키는 내부민주화를 추구하였다 이벙칠은 낀잔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 현장의 

의견을 정영에 반영시키고 상호이해와 공동발전윤 위한 힘의의 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 

였다 이는 삼성식 비노조성영의 중요한 득성으보시 노조플 무조간 반대한다기보다는 노 

조보다 나은 제도적 기반음 마련함으로써 공존공영의 경영블 싣현하겠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이병철은 “노사협의회플 더욱 활성화하라 종업원의 섣점적인 대의기구로 육성하고 경 

영진과의 직접대화창구로 정착시켜 하의 상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라”고 강 

조하는 등 노동자의 대표권이 비노조시스템의 핵심적인 요건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 1989) 

넷째는 삼성공동체 교육과 승진가능성윤 들 수 있다 삼성의 신입사원교육은 철저해서 

사무관리직은 수개월， 생산직도 4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는 ’삼성인’의 귀속의식(의식 

상으로 회사와 일체화시키고 업겨l 선두주자로서의 엘리트의식 심어주기가 그 핵심내용 

엄)을 고취하는 것올 목표로 하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공동체적 귀속의식을 뒷받침하 

는 것의 하나로 높은 승진가능성을 들 수 있다， 삼성중공엽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 

의 생산직 출신 간부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3사의 노사관계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경우와 같은 

전투적인 민주노조로의 분화와 삼성중공업의 경우와 같은 비노조로의 분화 외에 1987년 

이전의 개발독재 상황에서 일반적이었던 체제 순응적인 노조로의 분화가 보여지지 않는 

조선산업 외의 다픈 기업의 신생노조에서도 그려한 경향을 보기 어렵다 이는 점이다 

1987년 이전의 제도순웅적인 노동조합이 새로운 민주화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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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이후의 기업별노사관계시스템의 번환 

두번째 변혁기인 세계화 시기에는 유노조 기업내에서의 전투주의적 자주 · 연대지향의 

강경분파와 협의주의적 공동체 지향의 온건분파에 대한 경영자의 천략적 선택이 있었다 

가 현대중공업의 길 ‘ 교섭주의 (bargaining一orientation) 모형 

현대중공업 노사관계 변천과정에서 노사관계시스템 형성과 관련된 변수의 제조건을 살 

펴보면， 몇가지 논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영자의 가치관과 기업의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창업주인 정주영의 가부장적 가 

치관(Patriarcha! va!uesl을 들 수 있다 정주영은 명예회장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본인이 생 

각하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닌 어떤 노조내부 분파와도 비타협적으로 배제정 책올 일관되 

게 추구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오너의 가부장걱 가치관은 노조 내부의 실질적인 대표 

권을 가진 ‘합법적 노조집행부’ 를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자체를 배격하 

그러나 이러한 노조배제 정책이 노조로부터 자 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게 만들었다 

유로운 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합볍적， 회사 친화적인 노조의 선택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삼성과 같은 치밀하고도 일관된 비노조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아니었 

으며 지금 상황에서 비노조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여하튼 

이러한 평가 여부에 따라 2002년 9월에 출범한 회사 친화적 노조집행부에 대해서도 신 

자유주의적 정책을 관철시키려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 협의모형을 발전시킬 것인지 

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노사관제시스템 형성에 있어 경영전략도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대는 삼성. LG 등 선발 기업보다 뒤늦게 재벌기업의 길을 걸어간 후발 주자로서 선발주 
자틀이 향유한 내수 독과정 이윤으로부터 배제당하고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을 선택하였 

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Kuruvilla 

(1 99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저원가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저 

임금정책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정은 현대의 

경우는 차입경영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중심의 기업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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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업경영권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의 정주영 전회장은 ‘나는 어떤 

기업도 내가 땅을 고르고 얄뚝을 박아서 성공시켰다’는 것올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러 

한 경영방침은 필연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입각한 ‘노동착취형’ 경영과 노사관계 

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전략이 1987년 이후의 대럽적이고 전투적인 산업주 

의모형의 노사관계를 낳았던 젓이다 

둘째로 현대의 내부노동시장 정책은 우회적인 경영자의 선택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앞에 거론한 경영전략과 멸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대중공업의 자기자본 중심의 

다각화전략은 숙련을 제외한 임금 빛 복지후생에 대한 정책에서 항상 후발자의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의 설득에 의한 모티베이션 효과를 추구 

하는 소위 ‘헤게모니적 통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내부 

유보에 바탕을 둔 튼튼한 재무구조는 노동조합을 교섭력의 한계에까지 내볼아서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드라이브하여 왔다 이 또한 경영자의 가 

치관과 경영전략 선택에 따른 펼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의 가치관과 경영전략과 짝을 이루는 노동조합의 노선도 경영자의 선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이념지향적인 

해고자와 조합주의적 집행부간의 대립과 분화， 자주 연대지향적 활동가조직과 비전투적 

온건노선을 지향하는 활동가 조직이 지속적으로 대립 · 분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대중공업 경영측은 노조 내부의 자연스러운 분파활동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파 

트너를 선택함으로써 대표권을 가진 노동자측 파트너를 통한 간접적인 노동통제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직접 회사가 노조집행부 또는 현장활동가들과 대립 · 경쟁함으로써 노조 

의 노동자 대표권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사의 정책은 현대 

중공업노조 내부의 온건합리주의적 노선의 존립큰거를 박탈하고 강성분파가 회사와 대립 

하는 전투주의적 자주노선을 고수하게 만든 요인이다 

나 대우조선의 길 : 협의주의 (consul tati ve-orientation) 모형 

대우그룹의 최고경영자인 김우중은 노사관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여 그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인 노사관계 정책을 추구했다 대우조선 현장 경영진과 실무자들은 현대 

정주영의 ‘합법적인 노조’나 삼성 이병철의 ‘비노조’ 등의 가치에 속박되지 않고， 합리적 

인 노사관계를 추진할 조건과 재량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대우조선의 차입경영 방 



,:.:. t성 작 231 

식은 노조의 선택보다는 평화를 유지함으보써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호다 중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조와의 대립윤 회피하는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하 

였다 6) 

대우조선이 조선 3사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마숙한 내부노동시장의 조건에 

있었음에도 볼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임금인상과 복지후생플 세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 

데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을 틀 수 있디 대우조선은 1989년 부도지경에서 정부의 지 

원쓸 받는 속에서도 기본급 85.000원의 업계 상위권의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었는 바， 

이는 김우중 회장이 자본과 부채달 동일시(자산)하는 소위 차입경영 빙식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76년 산엄은행으보부터 한국기계관 인수하고서도 바대한 

복지후생시섣투자륜 한 바 있고， 대우조선 인수사에도 요구되는 후생복지시설투자룹 거 

부하지 않있는 바， 이는 현대의 정주영회장의 관리회셰직 사고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김우중회장의 노조에 대한 대우는 경영사정에 비추어 상대적으호 후했다 

고 할 수 있다 7) 

이러한 경영자의 가치관은 대우조선노조의 러더심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켈 수 있는 조 

건음 제공했고. 1989년 4월 대우조선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가 900'정에 단하는 가대한 

현장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던 깃이다 노조는 이러한 여유 공간에서 

경영측과 작극적인 협의틀 동한 노동자 이해관계단 조절해내고자 했다 경영측의 석극적 

인 경영혁신전략에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동자참가 확대 정책과 노조 의사갤정기구에의 

개입 등 노사관계정책을 내포하고 았었고 이는 노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 약화플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위기를 대우조선노조가 경영참가노선으로 극복할 수 있었 

던 것은 노조의 리더십과 노선전환8) 이 경영측음 션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분이다 대우조 

6) 이러한 경양에 내해서 조성재 (2001 )는 노사의 안합(collusion) 이랴고 불렀다 

7) 조선 3사 가운데서 원급제륜 도입한 순서는 삼성， 내우‘ 현대의 순이었다 이는 기염의 경쟁역으로 
본 때 정반내의 순서였다 

8) 대우조선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I시추)는 199， 1년 시1 세화와 신경영전략으모 노동3 장이 위 끼어1 저 
해 있다는 인식 하에 2달여의 내부논의 끝에 적극적인 깅영참가달 통한 문제해결의 갈을 잣아냈다 
이러한 "c낀추의 논의 견과는 1994년 9윌 당선된 6니1 집행 ~\I~ (위원장 백순환)에서 칭씌화되어 
1995년의 원급새 및 임 · 직급처1 계 개편 협의i 이이졌다 이러한 노민추의 노선선환이 E 사관계에 
영향응 미지 수 있었던 1989년 ]윈부터 2000년 10윈까가 근 11 년동얀 노빈추출신의 노조위왼장 
이 대우조선노조의 집행부듭 맡아 안정된 리더섭을 유지해온 것이 크게 삭용했다 이에 반하여 현대 
강공엽의 깅우는 거의 매기까다 이섣척인 성향91 노조섭행부블 l매출함으호써 노조띠디십이 깨우 불 

안정했다 여기에 갱영측의 노조배제정책과 노조의 자주 · 연대지향 노선의 영향이 켰다( (별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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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의 협의주의적 노사관계시스템은 1995년부터 본직적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 일 

만 매듭을 지은 임금 벚 직급체계 개편블 위한 장기간의 협의과정에서 획립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소위 현장파가 집권한 9대 집행부(2000 10.23.- 2002.IO.16l으로 중 

단되였으냐 10대 집행부에서 노민추 출신의 노조집행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복구 

될 것으코 보인다 

4) 요약 

노조대표권 배제 

(union-rep 

exclusion) 

〔그림 4J 는 두 차례의 

〔그림 4) 기업일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경로 

협의주의 (consullative-orientation) 

λlλ1 .3.._:，1.0-1 
1그。 6 6 '" 

떤대중공업 

대우조신 

교섭주의 (bargaining-orientation) 

노조대표권 인정 

(union-rep 

acceptancc) 

노사관계시스템 변환 케이스의 여러 경로를 보여주고 었다 
。

τ→ 

선 첫번째 노사관제시스템 변환의 계기는 1987년 6월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서， 。1 시기에 무노조 기업이나 순응적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사업장의 노사관계시스 

템은 〈노조대표권이 배제된 협의주의 유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시 

스템 유형은 두 가지의 경호를 취하는데 재 l 경로는 민주화 환경 하에서 노동자참가적 비 

노조주의륜 재정립하는 경우(예 삼성중공업)이고 제2경포는 노조플 설립 또는 민주화합 

으로써 교섭주의적인 산업주의모형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노사관계시스템 변환 

의 계기는 1990년대의 세계화 충격에 따른 것이다 。1 사가의 노사관제시스템 변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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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도 두 가지로 분화하고 있는데， 제 1 경로는 마이크로코포라티즘으보의 이행이고(예 

대우조선) , 제 2정갚는 신자유주의 모형으로의 이행이다(예 현대중공업) 

V. 조선3사 노사관계시스댐의 특성과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화 

1 ) 조선3사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 

Schimitter( 1979) 및 f김↑ 1:웠(1 989)의 분류에 따른 〈표 2)의 노사관계시스템의 세유 

형들은 또한 노사관제시스템의 핵선적인 역사적 변환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갓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제유헝은 한국의 

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노사관계시스템 변환을 이해하는 데에도 깨우 유용 

〈별첨 5)는 Schimitter( 1979) 빚 ff1L웠(1 989) 의 노사관계시스템 분류기준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인 조선 3사의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2)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세유형 

〈벨첨 5)의 분석을 토미로 노사관계시스템 유형 올 구분하는 기 준으로서 , 노동자의 

。1 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의 기능적 측면에서 협의주의 (consultation) 교섭주의 

(bargaining)의 축을 설정하고， 노사관계시스템의 구조의 측면에서 노사관계 각 주체의 

가치관 및 노선의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노조대표권 (union-rep. )의 인정 또는 배제의 축 

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릎 바탕으로 협의주의-교섭주의， 노조대표권 인정-노조대표 

권 배제 등 2개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별 노사관제시스템의 유형화릎 시도하였 

다( [그램 5J) 

이러한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화는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기업내 노사관계시스템을 구 

조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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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권 배제 

(union-rep 

exclusion) 

1) 연구의 요약 

(그림 5)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화9) 

협 의 주의 (consul ta ti vc-ori en ta tio n)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비노조 코포타티즌〉 〈마이크로 코포라타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시자유주의 모헛〉 〈시자유주의 모헛〉 

교섭주의 (bargaining-orientation) 

VI. 결론(토론 및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조대표권 인정 

(union-rep 

acceptance) 

첫째， 한국조선산업에서의 내부노동시장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단계적 발 

전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987년 이전의 소위 개발독재시기에는 정부에 

의한 체계적인 노동통제의 결과 노동자의 요구가 철저히 봉쇄된 상태에서 기업의 펼요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양성을 위한 사내 직업훈련， 장시간 노동플 뒷받침할 숙소 및 사내 

식당의 제공， 저임금 체제하에서의 모티베이션 (motivation) 수단으로서의 상여금제도의 

실시， 기업조직의 등최 

노동자대투쟁 

임금인상과 관리사무직 수준의 다 

실시 근간을 이루는 관리사무직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차별적 

소한의 내부노동시장 정책이 추진되던 

이후 노조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조의 

1단계가 있었다， 

요구에 의해서 

이어서， 1987년 

양한 후생복지제도가 실시되었던 제2단계，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영혁신전 

9) [그림 5}는 Schimitter( 1979). 힘上웠(1989) 등의 노사관계시스템 분류 및 IiMtlí;ι三 (1963)의 노 
동자대표권의 이윈성에 관한 이론을 바당으로 조선3사의 노사관계변천사례 및 비교사례연구의 견과 
릎 정리 기엽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화륜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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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추진과 조직 효과성윤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티베이션 정책의 수행에 따른 노 

동자참가의 확대， 인센티브(incentive) 제도의 확산， 능력주의 인사제도의 확산 등 현재 

도 진행중인 제3단계 등의 단계적 발전(段階띠發IftJ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1987년 노조활동이 활성화된 이후의 시기에 보여지는 임급얀상 및 후생 

복지제도의 동형화(同型化)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션을 선도한 기업과 이를 따 

라 모방한 기업간에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삼성 대유L→현대 순의 시행을 브이고 있는 바‘ 

여기서도 경영자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얄 수 있었다 

품째， 이둡 사례기업에서의 노동통제는 직접적 인적 통제， 관료제적 통세， 헤게모니 동 

제의 순서로 발천하였으며‘ 이러한 노동풍제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조직구조의 발전과 

새계화 시기의 경영혁신 전략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응을 확인하였다 득히 노동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노동자 대표권의 소재(所在)가 기염의 위계 

구조({파밤1야〕울)인지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다른 비노조 대표기구인지에 따라서 노사관계 

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파정에서 경영자의 중요한 노동동 

재 수단이 노동자참가의 확대와 노조의 현장조직 장악에 바탕플 둔 노조 의사결정기구에 

의 영향력 행사임플 확인했다 조사대상 3사의 경우1 노조나 바노조 대표기구 내부의 의 

사결정에 대한 경영측의 영향력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획립되어 있었으나 

이라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는 서로 다른 양싱윤 보였다 어1플 뜰면， 

비노조 시스템인 삼성중공업의 정우는 노조플 통한 노동자 고충처리 경보릎 가장 적극적 

으로 활성화시카고 있는 케이스였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대의원 대회의 섣대다수가 경영 

자로부터 자주적인 노조집행부와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노조를 동한 대표권 행사샤 노사 

관계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최근 집행부 변동 이전에 

는 노조의 의사겹정기구가 거의 기능정지 상태에 있다고 한반큼 석극적인 경영층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 

셋째， 외부적 환경의 급객한 변화에 따찬 노사관제시스템의 변환 속에서 경영자의 전 

략적 선택 빚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식에 따라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형의 분화 

가 나타나고 있응블 확인했다 이판 기업에서의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전략적 선백은 

다음의 두 시기에 이루어졌냐 

1) 1980년대 후반의 유노조 · 비노조사스템의 분화이다 민주화 및 개받독재의 종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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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권 새력관게 속에서 민주노조의 제도화와 비노조의 정자이 이루어졌다 

1990년데 이후 유노조시스템의 협의주의와 교섭 주의낀의 분화이다 1990년대 r 
E즈 

어 본각화된 세계화의 진진에 따파 시장개방과 정생조건의 악화에 따픈 경영위기룹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정영혁신진략은 유노조 기염내 노사관개시스템음 마이크로코 

포라티증 모형과 신자유주의 모형으로 분화시키고 있유을 확인했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이러한 발견사실플은 우선 선천적으~던 한국의 현사기 노사관계 이슈의 하나인 대립적 

인 노사관계시스템이 정제사회작으로 n!치는 부작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시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에 있어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댁 

이 수행한 결정적인 역 할윤 밝헨 갓은 기업별 노사관게의 재 이슈에 디!한 세도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심천적 기여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 

는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과정에서의 다기화 현상을 밝힘으토써 현시기 한국의 

노사관계 셰이슈릎 해결에 있어서 경영자의 7] 딘<Â~ 
1 • , -, 선액의 중요성음 제기함으로써 노사 

관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였다 

한국 조선산업의 노사관계시스템은 1980대 후반의 낀주화 시기와 1990년대의 세게화 

시기에 이루어진 외적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으로 중대한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을 경험하였다 그라나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각 기엽은 나람대로의 노 

사관계정책윤 통해 다양한 기엄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분화플 보였다 이러한 기업별 유형 

의 분화는 어디까지나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이랴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복할 점은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 (strategic chüice) 

이다‘ 

외적환경의 변화는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에 결정적인 영향블 n! 치는 요인이지만， 구 

체적인 변환의 과정은 모든 기업뜰에게 소위 최적해(i읍1험때. üptimum solution) 만이 

일의적(-義的)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실행가능한 대안둡(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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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기업조직의 조건과 경영자의 가치관， 사업전략 기타 역사적 요인에 따라 적합 

한 대안을 선택하는 재량권(웠넓 fl1L discretion)ol 경영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것이 

KKM(1986)의 전략적 션댁이콘의 핵선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사관계시스템의 변 

환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은 외적인 환경변화이지만， 현설의 노사간에서 노사관세 제이슈 

의 발생지점은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대안(↑t柔， alternativcsl의 선액과 보다 

일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섣 노사관계의 관리라는 실천적 의미에서 불때 
」

←」

사관계 이슈의 핵심은 민주화 시기나 세계화 시기에 일어나는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수준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일이며， 이는 경영자의 사엽전략(business strategyl과 노사간의 협의와 교섭 

의 결파인 실무제도(practices 1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다 이틀 요소플은 전략경영 

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전략적 션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항들이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 

틀을 민주화시기에서의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과 세계화시기에서의 노사관계시스템의 벼 」

환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사관계 제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욱 강조될 펼요가 있다‘ 

경영전략의 차원에서의 겨 。

둘째， 본 연구는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형성과정과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의 노사관계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한계인 계몽주 

의적(양豪主義的) 시각， 즉 기업별 노사관계의 제이슈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주의나 

그간 학계 및 정부측 일각에서 소위 글로별 표준 내지는 ‘best practice’가 존재한다는 

시각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산，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현실의 노사관계 문제 

를 진단하거나 해결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반발 및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 행위를 왜곡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계몽주의적 시각은 오히려 노사가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배우고， 경 

험을 축적하며， 룰(rulel을 만들어나감으로써 학습효과Oearning effectsl를 거두는 것 

을 방해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노사관계시스템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었다 

노사문제해결이 정부에 의한 국가 빛 산엽적 수준의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기업별 특수성(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도 본 연구 

의 설천적 기여 (寄與， contributionsl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노선과 정책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 뿐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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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그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도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조가 대응해야 할 경영전 

략이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의 설상을 분석함으로써 노조 

의 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조의 정 책과 행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사실들은 현설의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의 과정과 메커니 

즘을 밝힘으보써 한국적 노사관계시스템에 관한 이론적인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현실에서 ‘성과(performance)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노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외적 

환경의 영향과 그 변환 과정에서의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었 

연구 초점을 룹으로써 사관계를 운영 · 관랴하고 있는가에 

다 이러한 연구방침을 통해 동일한 외적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사관계시스 

템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 본 연구는 한국적 노사관계시스템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적 노사관계시스템의 12]-;,41l} 
g ‘」 。

향을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경영자의 전략적 선태에 따라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형성 

의 경로(path) 가 제도화(insti tutionalization) 되는 현상을 ul-~ll_::;;ζL 
E프 υnT"C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한국적 노사관계시스템의 특성 및 다양성에 관한 연구의 길잡이로 

서 유용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유조노환경 하에서의 기엽별 노사관계시스템이 신자유주의 모형과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모형으로의 분화하고 있는 사섣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개별기업들 

노사관계시스템의 다양한 변。l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의 

다. 현대중공업의 -"j 。
끼31. 1980년대 후반의 노조의 적극적얀 사용자에 대한 자주노선과 

전국적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정책이 경영측의 노조를 통한 노통 

자 이해관계 조정의 대표권 배제 정책과의 대립 · 갈등하는 속에서 파워게임에 의존하는 

소위 ‘전투적(戰댐的) 조합주의’와 협의 배제의 교섭주의적 (bargaining-orientation) 

관행을 지속해오다가， 1990년대의 세계화 시기에 경영측의 적극적인 경영혁신전략의 걸 

과 신자유주의 모형의 노사관계시스템의 정착을 보았다 한편 대우조선의 경우， 1990년 

대의 세계화 시기에 경영측의 경영혁신전략이 노조의 노선전환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참 

가 확대 정책과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협조적 협의 과정을 거쳐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유 

형의 노사관계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었다 이들 노사관계시스템의 제유형은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cs)나 ‘바람직 한(desirable) 노사관계시스템’이라는 계몽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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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시스템 정합적인 선택의 결과붙듭이며， 선악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강요한 점은 각각의 기업의 노사관계시스템의 

‘지1 섣’(體質)의 장단점과 병리현상음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처방윤 내림으로써 기업별 

노사관계의 셰이슈갚 시스빈 정합석(션상(1 ’J)으로 히1 결할 수 있음완 이해하는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가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깐다， 

첫째， 우 선 사례연구 일반이 가지는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서의 한겨1룹 단 수 있다 。1

는 본 연구의 사례들(cascs)의 경 우처럼 외적 환정에 대한 높은 통제수준(기술 시장， 

산업정책 노동시장， 정치적 분위기 수출산업화 진략 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외는 아니며 통계적 싣증연구가 가진 염민성올 컵여하고 있는 전에서 기인한다 

또한 조선산업 이외의 산업이나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들의 발전 망향에의 석용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물째， 세세화 시기에 있어서의 조선산업에 있이서의 유노조시스낸의 분아까 현재 진행 

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룬은 잠정적 성객유 가지고 있다는 점도 힌계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노조기업에서의 노사관개시스템이 신자유주의 (nco-liberalism) 

모형과 마이크로 코포라티즘(micro-corporatism)으로의 유형화 현상음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f「형들이 그대로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분에서와 갇은 마이크로 코포라다즘 모 

형으로의 동형화( I페멤化)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헬 수 없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시기의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라나대우 

7-션이 보여주는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모형은 ‘노조 없는 코포라다즘’〔힘 1--웠， 1989J 이 

라는 평가칠 받는 일본의 마이크모 코포라티즘은 노사관계의 역동생 (dynamism) 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도 파도기적 특성인지 아니떤 문화적 특성의 차이인지도 

아직 확인한 수 없다 

센째， 본 연구는 경영전략의 측띤을 중선으로 기업열 노사관계사스템의 변환을 연구하 

였다 

다 

따라서 노조의 정책과 행동의 관신에서의 _t}_ λ，.=j _Q→ ,,_ -, L • 처1 계적으효 이푸어지지 붓하였 

따라서 본 연구의 사사선은 노사 양측의 상호작용으쿄서의 노사관계룹 해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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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반드시 요구될 ‘노동정치’의 측띤이 가볍게 취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 

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펼지는 본 연구에서의 시사선플이 장기적인 노사관계 전망에 있어 

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나 향후의 연구방향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다응과 간은 추가적인 연구른 통해서 극복뀔 수 있올 것이다 

CD 조선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연구의 측적 

CZJ 1987년 이전애 한국노총 산하에 있었던 노조의 변화 정로의 연구 

3 본 연구에서 밝혀진 노사관기1시스템 변환 벚 분화에 대한 영향요인윤 변수화하여 

기업별 노사관계시스덴의 제 유헝에 대한 션증연구 



~c 병 각 241 

〈별점 1 ) 연구설계에 대한 검증 전술(case study tactics for four design tests) 

셰스트 사례연구 진숨(CélS l' stuclν tactics) 연구단셰 

복수의 정보윈으또부터 증거른 수집할 깃 
문사( 1 차 archivals) 인더뷰 판찰， 엔구문헌， ?1 문 등 "H 처1 인 
터뷰는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하되， 노조의 경우는 일반조힘원-"느ε 데이더 수섭 
간부 선직 간부 활동가 사용자~주은 고우1 관리지 싣무자 현장 부 
서장 현장 간목자 등 다양한 정 .'e_원으←5츠부터 정보듀 수집한 것 

개념타당성 
증거의 체인 (chain of evidcnccs)음 확립얀 것 

( construct 
valiclity) 

증가갈이 섣멍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집중적으토 뒷받침하는 

우‘ 이에 대한 섣벙논비가 필요한 

핵선 정보윈으보 하이 b[ 사려]보고서의 초j_1_플 깎토시켜라 
각사면 핵심 정보윈으쿄 하여균 분각내용을 검토키1 하이 이들악 
유권해석을 돼 깃 ! 
패턴 깨칭( pattern-rnéltching) 윤 할 갓 
패턴을 설정하고 이윤 사례와 비교해 판 것 가령 蘇林( 1963) , 
Schirnitter( 1979) 등의 특정 이돈에 입각한 기업별 노사관계시 
스텍의 유형화(산업주의 모형 노조 없는 코포라티즘 마이크_r-.~ 데이더 분석 
코포라티즘 신자유주의 모행 등)를 시도하고(가성) 조선 3사의 
노사판계 변한 사례시 이러한 유형화플 입증하는가(support) 여 
부륜확인 

설명 논리를 세울 것 사이1칠 인판되게 섣영하는 논 "_1 를 세울 것 

내석타당성 
예컨대 KKJvl ( 1986)악 노사판계시스템의 변환에 관한 이폰(전략 
적 선택 이룬)에 입각하여 3사 노사관게 변환 사례를 섣명하는 

(internal 
논리플 세움 1) 외적환경(민주화， 세계화)의 격변에 따라 기업밸 

validity)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한이 일어나며， 2) 기업내부의 조직적 요인 데이터 분석 
(경영자의 가치관， 경영전략 노동통지l시스템， 내부노동시장의 반 
전 등)에 의해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외적환경의 동 칠성에도 울구하고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의 분화현 
상윤섣명함 

시계열분석을 행할 것( tirne• series analysis) 
개별 사례연구(individual case study)에는 역사적 방법(시계열 

데이터 분석 
분석)을 사용하고， 각 개별사례의 비교(cross caS8 study)에는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일정시점에서의 변환의 다기성을 연구한다 

외적타당성 
- 복수 사례연구에서 복세논리 (wplication logic)를 사용할 것 

(external 
복수의 사례둡에 적용할 복제논리를 개말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실 

연구성게 
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취급하지 않은 다른 대상에도 적용할 수 

validity) 
있도록 설명논리를 일반화(generalization)함 

사례연구 계획 (case study p;져rotoco1)음 세워서 。1플 사용할 것 
전체석인 조사계획 맞 구체 인 세부조사계획(일정， 대상， 접근방 데이터 수집 
법， 체크리 λE)을 세워 조사과정상의 일판성을 확보할 것 

신뢰성 
- 사례연구 데이티베이스표 발진시킬 것 
연구의 과정과 젤차단 투병하게 추적할 수 있도룩 과정마다 관련 

(reliability) 문서달 정리하여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예컨 
대， 연구 괴정을 세세히 정피하여 문서화함( clocurnentation)은 데이터 수집 
볼론 그 과정에서 이돈의 수징이 있는 경우 이륜 명시하고 인터 
뷰 빛 관찰을 -‘흙H서 생생된 자갚(내용)나 참고문헌 등 bibliography 
를 문셔화하여 데이터 "11 이스로 반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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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의 변천사례 

사건 이슈 빚 쟁점 경과 

1974년 현대조선소 노동쟁의 위엄관리제 철폐 임금인상 직영과 하도급 노동자간 차별 

(1974.919) 하도급 노동자 보너스 지급 철폐， 임금인상， 위임관리 

진환중지 

1987년 노조민주화투쟁 노조인정 , 차별보너스제노 철폐 , 노조인정， 임금인상， 

(1 9877.21-9.19) 임금인상， 비인격적 노무관리 차별보너스제 도 철폐 

철폐 

1988년 4. 26 총선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총선 노똥자 내부 분열 (노조의 총선 

출마에 대항하여， 김진국 노조 출마는 데사용자 자주노선의 표현 

수석부위원장이 같은 지역구에 사측의 종업원 선거동원 정몽준 

출마 54 .4%. 김진국 30.6% 득표) 

1988년 단협체결 투쟁 경영측의 어용화 시도에 대항 대중적 지도자 및 현장활동가 

(1 988.12.12-1989 .4 .18) 하여 대중적 지도부 인정 요구 양산， 노조의 현장권력 강화 

1990년말 및 1991년딴의 경영측의 강성 배제 정책 대중적 지도자 및 현장활동가간의 

노조 임왼선거 갈등과 민주파 내부분열， 중도 

합리주의 분파의 좌절 

1993년 현총련 연대엄투 정부가이드라인 4.7%선 돌파 현장 생산관리체제의 이완 

1994년 엄 단협과 철도 불순목적의 정치파업 논란 정영측의 대대적인 반집행부세력 

지하철 연대파업 무노동무임금 조직화(일부 대의왼 파업철회 

서명. 4.777명 노조탈퇴서 제출 

등) . 지도부 구속 

1994년 이후 경영혁신전략 적극적인 현장 통제력 강화， 

‘힘찬21. 비전2010 전개 현장감독자의 지위 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통제 

1999-2002년간의 실리노선 對 자주노선의 대결 친회사적 대의원에 의해서 

전노회집행부 강성노조 집행부 사실상 기능정지 

2002.9월 노조임왼선거 실리노선 對 자주노선의 대결 실리적 친회사파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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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3) 대우조선 노사관계의 변천사례 

사건 이슈 빛 쟁선 j 정과 
1987년 상고문사건 빚 노사협의회 비판， 인갚인상， , 18맹 해고， 이중 최은석 백순환 등 

노조결생 시도 노조인정 1 리디의 지역훤팡 시작 
1987년 노조민주화투쟁 노조인정， 임금인상， 비인까끽 「l 이←←석←←규→ 사망으호 진국식 연대누쟁， 
(198788) 뇨 l유판리 천폐(인사기강， 인신 노조인정， 현장 등재력 우력화 

기강) 

1988년 임금 및 임금협상 등에서 경영측 무력한 노조내부의 노선갈등 

단체협약 협상 모슴 

1989년 정부의 대우조선 임급인상 자세， 그룹 자구 뇨-_ '!! 김투승회장 사재(주식매각)로 엄급인상 

정상화조사 89.4윈 노민추 결성(회윈 90()'생， 

(898.28) 양동생위왼장 사되로 노민추 ÎC-도의 

노동조합 성립， 경영혁신운동인 

〈희망 90s분동〉 전개 
._---‘• 

1990년 단협갱신투쟁 노민추의 강성드라。l .t'-로 노조 집행간부 19병 구속으갚 바걱 

김우증회상과의 직진 교섭윤 

통한 타결 요구 

1993-4년 임 ·단협 노사 공히 무쟁의 교섭 추구 [ 김우증회장 비서출신 
노조뷔원장(최은석)의 석극척인 

무쟁의 노력이 결실 

1994년 노민추 노선진환 경영측의 적극적인 경영혁선선아 

(1994.7-9월) 추진으로 노조의 입지 축소에 내 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경영침가 노선 정리 

1995-2000년간 임끔 빛 노조의 생산식 인사적 체 해소 대우조선 협의주의 노선의 정 착 

직급체계 개편 협의 및 경영측의 경쟁력 향상플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간의 

갈등， 현장 감독자에 대한 치우 

2000년 노조임원선거 노민추의 협조주의노선에 대한 강성 현장중시의 ‘현장누후보 낭선， 

비판과 비정규직 및 산재문제 이후 경영측의 적극직인 노조 환동 

제기 개입으로 노조 기능정지， 위원정 등 

핵심 간부 5병 구속 

2002.10원 노조임원선거 협의주의 대 현장노선의 대견 노민추 후보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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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침 4) 삼성중곰업 노사관계의 번전시려| 

사건 이슈 및 생성 경고1 

1960년 제일오직 부당노동행위 줍시 불법 4.19 직후의 낀주화 }11 위기 타고 

노조결성사긴(19606 13- 휴식( 152벙) 및 폐업 철회 진 '.c회(김말굉) 경북도노련 지윈으로 

8.10) 노조결성요구 빚 노조인징 노조결생 요구 삼싱의 비노조 정영 

방심 빚 사내에 재한왼 노사까시1의 

틀 헝성 계기가 됨 

1977년 제일저l당 노조탈퇴 λ1 반납 및 노조인정 전국화학노띤의 조직윈 투입에 의한 

김포공장 노조결성사건 유일교선단체 인정 부당~y:동→ 노조결성시도 사례모λ1 화학노약이 

(7710.22-11.17) 행위 증지 적극적으~로 새입했으나 노조결성 좌질 

1987.8 창원2공장 임금인상 등 30개 항목 경영측의 간5;자중신의 유령노조 

'.0:죠결성 시도 걸성으로 설인신고 좌신， 주동자의 

인사조치 . 30개 요구 사항 빚 

노사협의회 합의 

1988년 거제조선소 4.16 임금인상，노조인정 10임간 파입농성‘ 유령노조진숨， 

민주항쟁 (416-4.25) 농성자 및 F도자 걱"1. 노사협의회 

합의(파업권 유일교섭단체) 

1988.11원 노조결성사건， 이 후 노조견생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l• 법←←외노조 견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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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점 5) 조선 3사의 노사관계시스템 특성 비교 
「←←← 「←→

현대증공업 매우조선 λULλ 。1 ζ 。드-g 1'~ 

이해관계 이해관계의 완진 표맹， 이해관셰 부분석 자체， 이해관겨1 부분직 자제， 

표병의 방볍 처Il .'ê적 경쟁 협조적 협의 (cooperati vc 힘적 협의(sφordinativC' 

consultation) consultation) 

노사 이해관계 노사간에는 극본삭인 공웅체적 이해일치 공동체석 이해일치 

이해 상층의 존재 (rnutual gains) (rnutual gains) 
(‘ fundarnental interest 
con f1ict') 

노사관계시건템의 자유로운 단체교섭 정잭참가의 수용 정 팩참가의수용(종속) 

구조 (collcctive bargaining) , (acccptance of policy (acceptancc 0 1' policy 
단체자치 pmticipation) participation) 

노사관계의 사용자 사용자와 노동자 사용자 

주역 (actors' ) 

경영자의 가지관 가부장적 (patriarchall 자유주의직， 온정주의적 가치판 

( rnanagerial 가치관 실용주의적인 ( patcrnalisrn) 비노조， 

values) , 후발기엽(자원빈곤‘ 노사관계관 노사협의회 시스템에 

경영전략 수출주도 산업화정책) 후말기엽(지윈빈곤， 대해 노사합의 

( rnanagernent - 정부의 정제개발계획 수출주도 산업화정잭) 선발기업(자원여유) 

strategy) 적극동참 칭부의 경재개발계획에 독자적 사업전략 

- 자기자본 위주의 관련 직극동참 (동청구상) 

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차임경영 - 노동자협의회 퉁한 

노동자 착취적 노무관 • 노사간 담합을통한 노동자이악대변휠동의 

려를 통한자본축적블 산업평화 추구 활성화 

주구 작업장 수준에서의 - 노동자참가 활성화 

- 노조의 현장개입 배제 노동자참가 - 자율적인 현정문화 
활성화(반생산회의) 

노조 지주 연대노성 .. 경영 참가적 합리주의 비노조 

- 해고자 복직문제 연계 노선 ... - 적극적인 고층처리 

교섭 해고자 복직문제 분리 (대의원활동의 활성화) 

무노동무임금 수용거부 교섭 • 노사협의회 적극 활용 

정부가이드라인 분쇄노선 • 무노동무임금 수용 

• 현장개입주의 적극적인 경영참가정책 

노사주체간 노조를 통한 대표권 배제 노조콸 통한 대표권 인정 노조 대표권 배제(삼성은 

상호작용(노조를 노동자협의회라는 경영자에 

통한대표권 대해 종속적인 지위의 

인정 여부) 준노조 대표권윤 확립) 

배무기 (1996)에서는 Duniop (l 958)에서의 actor는 단순히 노사까계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의 당사자라 
는 의이보다는 보다 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플 노사관계의 ‘1':쁨 로 표현하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íf‘ | 왔(1989)도 主짜이파고 쓰고 있다 

.. 자주노선이란 노사간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이 촌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이해 
의 조정 l상식도 이성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기보다쓴 파워게임에 의해서 가능한 한 노동자의 분배 몫을 늘려 
야 한다는 진투적 조합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 합리주의 노선이란 이성적인 협익틀 통해서 가능한 한 거래비용이 끈 분쟁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의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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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칩 6)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노조 리더십 

1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변동 상황 

연도 1 지도부 변동관련사항 
1988 양동생집행부(1988. 1.1 8-1989.12.12 

1990 최태한집행부(1990 1.11-1990.8.20) 

1990 백순환집행부(1990.8.20← 1992.2.14) 

1992 정석윤(1 992.2.14-1992.1 1. 13) 

1992 최은석(1 992. 11. 13-1994 8 24) 

1994 백순환(1994.9.17-1996.9.24) 

1996 나양주(96.9 24-2000.10.23) 

2000 김정곤(2000 10.23.-2002.10.16) 

2002 김국래 (2002.1016 당선) 

자료， 대우조선노동조합 홈페이지 

비고 

r집행부 위왼장) 

며임기 

l 대 (87810 이후 비상집 

2 대 양동생위원장 잔여 

3 데. 1991. 3.27 구속 

껴임기 4 대， 백순환위왼장 잔여 

5 대(방향전환) 

6 대 

7-8 대 

9 대(강성 현장파) 

10 대 

• 2-8대는 노민추 출신이며 .9대는 현장중시의 강성파임 2002년 10대 선거에서 노인추 출 신 깅국래가 당선 
되어서 노민추 재집권 

2 현대중공업노조 지도부의 변동 상황 

연도 | 지도부 변동 관련 주요 내용 
17월 21 멜 권오성외 50여명 노조설립신고 

1987 1--←구「←← 
8월 14 일 2대 이형건집행부 출범 

1988 12월 11 일 3대 서태수집행부 출범 

1989 14월 28일 4대 송명주집행부 출범 
1990 11 월 20일 5대 이영현집행부 출범 
1992 11월 24일 6대 이원건집행부 출범 

1993 
5월 26일 7대 윤재건집행부 출범 

11월 24일 8대 이갑용집행부 출범 

l994 111월 29일 9대 윤재건집행부 출범 

l996 11월 10일 10대 김엄식집행부 출범 
1998 11월 1 일 11 대 윤재건집행부 출범 
1999 112월 12대 김종첼집행부 출범 
2001 112월 13대 김덕규집행부 출범 
2002 19월 14대 최윤석집행부 출범 

비고 

어용노조 시비로 사퇴 

’87년 총파엽 구속 

설파업 후사퇴 뇨:노분쟁， 노조 표류. 128。

잔여임기 보궐선거 

”제 유지 

인 →사퇴 

취임전 구속.8자의 직대체 

’92임단협 부결 뒤 직권조 

잔여임기 보궐선거 

‘94년 63일 파업 후 구속 

잔여임기 보궐선거 ’95임 

무쟁의 

무쟁의 

무쟁의(전노회출신) 

무쟁의(전노회출신) 

실리파 민노투출신 

금협상 무쟁의 

자료 이수원(994)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현대중공업 인력개발부 담당자와의 면담에 의해 작성함 
• 1994년 63일 파염 이후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배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2. 13대 집행부에 
전노회 출신이 당선된 후‘ 사측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통제하였으며 

보궐선거에서 친회사적 섣리노선의 민노투 출신인 최윤석이 당선됨 

강생 현장조식인 

002년 9월 임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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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ormation of Firm-Level lndustrial 
Relations Systems in the Korean 

Shipbuilding lndustry 

Byung-Jik Noh*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literature that primarily focuses on the analysis at the national or industry 

level ‘ Instead , this looks into the formation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firm-level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kind of IR systems are formed 

inside the firms that produce a good outcome and which intcrnal factors of 

the fïrm affect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IR systems. The difference of 

this study from other studies is that thc level of analysis is the fïrm not the 

nation nor the industry. And the study is not the normative study to fïnd 

out what is the desirable IR systems' but a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procedurc of the formation and the mcchanisms of the IR systems of the real 

firms exccuting a good performances 

This is a case study that includes the largest three companics in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ey , also , are the largest three in the world 

shipbuilding industry. At fïrst , 1 executed the individual case studies of the 

three firms' IR systems and compared thcir transformatio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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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drawn from thc study are as follows 

1. It was found that the intcrnal labor market of shipbuilding industry 

dcveloped by threc stagc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company' s 

resource reservation. which comes from it' s capital accumulation 

2. The labor control in these companics has developed in sequencc of dircct 

personal control. bureaucratic control. and hegemonic control 

3. At thc transformation of IR systems according to the radical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the managerial strategic choice makes the 

、rariations in the typCS of the firm-level IR systcms. The strategic choices 

among these companies were executed in the following two periods 

1) The one was the diffcrcntiation of the by union and non-union IR 

systems in the late 1980s. It was deeply connectcd with the political 

libcration and the end of the dcvelopmental dictatorship at that time 

2) From the early 1990s. the differentiation of union systems in 

shipbuilding companics has startcd. It diversified to consultative 

orientation model and bargaining-orientation model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 spite of the similarity in the external cnvironment. the tree 

companies showed diffcrcnt paths in the developmcnt of IR systems ‘ and 

in this process the managerial strategic choices played a decisi ve rolc 

Thus it is ncccssary to emphasize the strategic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op managemcnt in solving the issues of thc industrial rclations 

2. This study prcsents thc first step toward the practical solution of the 

managc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the 

issues of the firm-level IR) 

3. 1 found there was a diversification of nco-libcralism and rnicro-corporatism 

models in thc firm-levcl IR systems 0 1' Korean unio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