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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사결정학파와 시스템어프로치 

1 . 서 론 

본고는 경영학의 의사결정학파(decision-making school)의 시스템어프로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것이 노사관계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논리를 고찰코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연구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학과 노사관계론의 학제적 영역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리는 경영학의 연구 영역을 네 가지 기준， 즉 기능별， 산업 

멸， 지역별， 학파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 경영학 연구영역 설정의 기준 

기능열 

(functionl 
산업열 

(industry) 

지역열 

(area) 
학파별 

(school)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 

133 



134 勞使關係맑究. 제 16권 

첫째. 경영학의 연구영역을 기능별 (function)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경영학 연구의 인 

식대상인 기업은 가치창출을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이러한 생산과 판매를 효율적으로 묶어주고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돈’과 ‘사람’을 관리 

하는 재무 및 인사 기능과 함께 성과를 판단하고 촉진시키는 회계기능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학의 주요 기능별 전공분야로는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 

학 동으로 세분화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경영학의 연구영역을 대부분 기능별 

전공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경영학의 연구영역을 산업별 (industry)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즉 경영학의 인식 

대상인 기업이 속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의 이론과 실제에 차이가 발생하므 

로 산업별로 경영학연구의 전문영역을 취할 수 있고， 이를 경영학의 목적별 연구영역 설 

정이라고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거의 기능별 전공으로 

분화되어 있고， 산업별 전공의 특화가 대단히 미진하므로 실천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의 발 

전과 인력양성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경영학의 연구영역을 지역별 (area)로 세분화할 수 있다 경영학을 학문적으로 

이루는 2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경영의 현상을 ‘관리론’적 접근방식으로 다루는 미국 

식 경영관리론(business management)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영의 현상을 ’경제론’적 

접근방식으로 다루는 독일식 경영경제론(Betriebswirtschaftslehre) 이다. 전자는 실천 

적이고 기능적이며 기법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이론적이고 구조적이며 규법적인 측면에 

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경영학은 현장실무 중심에서， 독일 경영학은 

대학의 전공분야 설정 중심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특 

성과 장점이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보완관계를 통하여 통합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의 개성과 특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의 학문 

적 발전과 더불어 이론과 실제를 전개함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독일 

경영학의 특성을， 기능척이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미국경영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모방 

이 아닌 자기체질에 알맞도록 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전 

개되고 있다. 

넷째. 경영학 연구영역을 학파별 (school)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경영학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학문적 기틀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학파가 이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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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역사가 깊을수록 그 학문을 섬층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 

의 패러다임과 전개방법을 달리하는 다양한 학파가 형성된다‘ 그려므로 학문의 발전에는 

학파의 형성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학파간에는 논쟁과 협력을 통해서 상호 존중과 보완 

관계를 이룩하며， 이를 통하여 학문의 성숙을 촉진시킨다 오늘날 경영학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학파， 관리과정학파， 계량학파， 행동과학파， 사회경영학파， 역사학파， 노동지향 

경영학파， 제도학파 등 연구영역을 학파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업적과 연구방법틀을 검토 

할수있다. 

경영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기능별 전공， 산업별 전공. 지역별 전공과 더불어 추구하는 학파별 전공 분야의 위치룹 

확립함으로써 연구자의 지속적인 장기적 연구과제의 선택과 함께 본인의 학문적 정체성 

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학의 학파별 연구는 경영학의 학문적 위치릎 보다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경영 

의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고 관련학문과의 학제적 교류도 활발히 증대시켜 준다 특 

히 경영학의 의사결정학파에서 추구하고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어프로치는 노사관계론 

전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또는 제도 및 상황중심적인 전통적 노사관계론 전개를 벗 

어나서 현대적인 시스템적 노사관계론 전개를 위해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II. 의사결정학파와 시스템어프로치 

1. 의사결정론적 경영학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은 「의사결정」플 경영의 본질로 삼고 경영이란 「의사결정을 의미 

한다」 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의 위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은 현대경영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경영현상 

을 관리중심으로 다루던 미국경영학이나 개별경제학을 중심으로 다루던 독일경영학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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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경영의 중심영역으로 삼고 경영학을 전개 

시킴으로써 , 소위 의사결정론 경영학이 현대경영학의 연구에 하나의 주력부대로 등장하 

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에는 두 가지의 어프로치 방향이 있다. 

하나는 규범론적 의사결정 어프로치 (prescriptive decision-making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론적 의사결정어프로치 (descriptive decision• making approach)이다 즉 의 

사결정에는 규범적 모델과 기술적 모델이 있다， 전통적 의사결정론은 규범적 의사결정모 

텔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시키는 데 비하여， 근대적 의사결정론은 기술적 의사결정모델 

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 의사결정모텔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설명하는 근대적 의사결정론을 행동과학적 의사결정론이라고도 한다. 전통적 의 

사결정론적 어프로치는 주로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전개시킨 규범적 의사결정이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적으로 기술 · 분석하고 그것을 시스템 어프로치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기술적 의사결정론에 입각하여 경영학의 실증적 규범 

(Kirsch , 1970a , 1970b , 1971a , 1971b)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 

코 수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의사결정이론의 중요성을 조금도 과소평가하는 것 

은 아니며 다만 지금까지 의사결정론적 어프로치에서 등한시되어 옹 기술적 방법론을 부 

각시키고 이 양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이론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 

고자하는것이다. 

그러면 전통적 의사결정론인 규범론적 의사결정론과 근대적 의사결정론인 기술론 

적 의사결정론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음 〈표 1)과 같 

이 전통적 결정론의 중심을 이루는 규범론적인 경제학적 분석 모델과， 근대적 결정 

론의 중심을 이루는 기술론적인 행동과학적 분석 모델을 들어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표 1 > 앙 모댈의 비교 

경제학적 분석모델 행동과학적 분석모델 

(전통적 의사결정론) (끈대적 의사결정론) 

• 경제인 모델 • 경영인 모텔 

• 폐쇄적 모델 • 개방적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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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 의사결정에 관한 제 연구는 크게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분석과 행동과학적 분 

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영학적 분석은 미시경제학.OR.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등의 제 연구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인 경제인의 모델을 그 기본적인 프레임워 

크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의 목적이 기업의 목적으로 

전환되어진다. 기업은 하나의 통일인격으로서 이윤극대화 목적을 위해서 최적의 선택음 

행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경제인모텔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경제척 측면만윤 다 

루기 때문에 현실에서 기업의 의사결정들이 경영자나 관리자 등의 조직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설은 간과되고 었다-

후자의 행동과학적 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동과학의 어프로치를 택하는 제 연구 

를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행동과학적 의사결정론을 틀(framework) 로 한 제 연구를 

가리킨다. 이는 Barnard (1938)와 Simon (l 966)의 근대￡직론플 시작으로 Cyert & 

March (l 963) 등의 기업행동과학의 연구를 가리킨다- 행통과학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마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학의 가섣은 한 가지의 의제에 불과하다 

고 보고， 현실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업조직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통합 

된 결과라고 본다‘ 즉 설비투자결정이나 신제품개발의 결정 등과 같은 기업의 의사결 

정은 기업 그 자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내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통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동과학적 분석은 의사결정의 현실에 접근함에 있어 

서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동기를 중시하며， 의사결정자의 인지능력이나 계산능력의 제 

약을 인정하고， 또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조직적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다 

요약하면，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분석은 추상적인 「경제인」 모델과 폐쇄적 모델을 기본 

적인 틀로 하는 반면에， 의사결정의 행동과학적 분석은 현실적인 「경영인」 모델과 개방 

적 모델을 기본적인 틀로 하여 , 기업의사결정의 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Heinen (l971. 1972. 1976. 1978) 

중심의 의사결정 지향적 경영경제학은 전통적 · 규범적 • 의사결정론을 넘어서는 근대적인 

행동과학적 · 기술론적 의사결정의 입장을 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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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학파의 시스템어표로치 

앞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의사결정학파는 접근 방법에 따라 계량적(計量的) 수학 모델 

을 사용하는 규범론적 의사결정학파와， 기술적(記述的)인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는 행동 

과학적 의사결정학파로 구분된다 따라서 의사결정론적 시스템어프로치 경영학은 기업을 

생산적 사회시스범 (Produktiv Sozial System)으로 보며 (Ulrich. 1970). 이를 사회 · 

경제 내지 사회 · 기술시스템으로도 표현한다 여기에 우리는 「시스템 (system) 생명시스 

템(life system) - 사회시스템 (social system) - 의사결정시스템 (decision-marking 

system)J 어프로치에 대한 이해가 펼요하다‘ 

1) 시스템 어프로치 

의사결정시스템 어프로치 경영학은 경영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에 시스템 어프로치 

를 한다. 원래 시스템은 그리스어의 Systema.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 (whole 

compounded of several parts) 란 말에서 유래되었다(Shrode. 1974). '시스템」 적 

사고가 모든 학문분에서 활발해점에 따라 시스템 개념은 각 분야마다 제각기 자기 나름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즉 철학， 자연과학， 공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있어서도 시스템적 어프로치가 널리 활동되고 있다 경영학에서도 

예외 없이 경영원리의 파악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시스템개념의 출발은 부분(parts)과 

전체 (unitary whole)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상호관련 모임'(set of interrelated part forming a complex but unitary whole) 

을시스템이라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이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구성인자 

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결합체’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스템이든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시스템의 「목적성」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 구성인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구성인자가 무켈서하게 서 

로 상호관계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최 종 태 139 

없다 이와 같은 유기적 구성을 시스템의 「구조성」이라 한다 

셋째， 이 구성인자들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를 시스템의 

「기능성」이라 한다. 

이렇게 불 때 시스템이란 뚜렷한 목적을， 그러고 인자의 유기적인 구성을， 동시에 각 

구성인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통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하나의 실 

체 (entity)로 볼 때 그 속성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천체성 (Wh이ism) 

목적성 (Obj ecti veness) 

• 구조성 (Structure) 

- 기 능성 (Function) 

〈그림 2) 시스템이 속성 

QÃ< 
~~ 

수단 

「시스템」 어프로치는 이상과 같은 「시스템」 의 네 가지 속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를 테변 그 「시스템」의 목적의 측면， 구조의 측면 및 기능의 측면을 분석적인 

입장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실제적인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 

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되어 하나의 종합적인 형태와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디 비록 목적， 구조， 기능 사이에 분화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들 상 

호간에는 필연적인 관련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플 이루고 있음윤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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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된다CZahn ， 1972) 

각 시스템은 목적. 구조， 기능의 개별영역과 이해관계른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독립적으 

로 있을 때는 독자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다른 부문과 결 

합될 때는 그것은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부문으로서 하위시스템 혹은 보조시스템이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하나의 독자적인 활동영역과 이해관계를 지진 독립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업이라는 조직시스템에 존재할 경우 기업시스템의 하나의 

하위시스템 Csub system)이 되는 것이다 또 하위시스템은 다시 자기의 목적， 구조， 기 

능을 지닌 구성인자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하위시스템의 구성인자는 전체시스템에 대해 

서는 구성인자의 구성인자가 되므로， 하위시스템의 구성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서브 • 서브시스템 (sub-sub system)이라 한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구성인자의 구성 

인자를 파악할 수가 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 

는 구성인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때 자동차의 바퀴는 자동차 

라는 전체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이 된다 또 바퀴 중에도 허브Chub)나 떼어링 (bearing) 

은 바퀴라는 하위시스템을 형성시켜 주는 시스템이 되므로 자동차 시스템의 서브 · 서브 

시스템이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경우도 각 개인은 하나의 인간시스범으로 파악되며 

그 개인은 가정의 하위시스템이 된다 또 가정은 국가에 비추어 보면 또한 하위시스템이 

된다 또 국가는 세계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과 하위시스템의 개념은 기업경영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기업을 하나 

의 시스템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수평적 · 수직적인 하위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기능에 따라 수평적으로 하위시스템을 형성하고， 계층에 따라 수직적으로 하위시스템을 

형성한다 전자의 경우는 영업부， 생산부， 같은 기능적 분화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사 

장， 부장， 과장， 계장과 같은 계층적 분화가 된다 

2) 사회시스템 어프로치 

의사결정론적 시스템어프로치의 경영학은 경영의 현상과 본질 파악에 사회시스템 어 

프로치를 한다 즉 기업은 하나의 시스템. 그것도 행동하는 생명시스랩Clife system)으 

로 볼 뿐만 아니라， 목적을 지닌 인간집단 행동의 사회시스템 C social system)으로 본 

다 즉 ’Bedingungen der LebensHiahigkeil sozialer System'으로 본다CHei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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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이를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서의 기업， 사회， 경재시스템으로서의 기업 또는 사회， 

경제， 기술시스템으토서의 기업 등으로 표현되지만， 모두 사회시스템을 기업의 근간으로 

삼는다， 

의사결정경영학의 시스범어프로치는 사회시스템 어프로치와 관련하여 우선 「생명시스 

템」 어프로치를 한다 즉 기업은 생명을 지닌 목적과 수단(구조 · 기능)을 갖춘 행동시스 

템으로 본다 우리는 시스템을 생명을 지닌 시스템(life system)과 생명이 없는 시스템 

(non life system)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생물체와 무생물체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같다 

첫째， 모든 생물체는 외부적으로 그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신속하게 

적응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생물체는 실내에 있거나 실외에 있거나 열대지방에 있거나 온대 

지방에 있거나 옷윤 갚아입을 펼요가 없다 그러나 생물체는 상황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 

지 않으면 죽게 되고 1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모든 생물체는 내부적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항상 자기 스스로 힘 

을 만드는 자생적인 힘‘ 즉 내생적인 힘 (endogcmous power) 에 의해서 헥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도 위급할 때는 외부적으로 수혈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외부에서 공급된 피는 내부에서 자기 피로 만들 수 있는 내생적 파워가 있을 때 비로 

소 회생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공급된 펴는 2-3일도 못가 

서 썩게 되어 그 생명체는 죽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금 

융 혹은 다른 세제조치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위기를 감 

당해 낼 수 있는 내생적인 힘이 없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은 밑 빠진 항 

아리에 물 붓는 식이 되는 것이다‘ 

생명시스템은 환경변화에 따라 자생적 힘에 의하여 그의 세포조직의 끊임없는 변신작 

용을 통하여 생존해 나간다 때문에 생명시스템은 항상 개방시스템 (open system)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스템 파악에는 개방시스템과 폐쇄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방시스템이냐 

폐쇄시스빔이야 하는 기준은 시스템이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경우는 개방시스템 (open system)이라 하고，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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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사결정이란 결심(의사형성)과 실행(의사실현)으로 볼 수 있고， 의사형성과 실 

현과정에서 각각 ‘목표설정 수단모색(구조와 기능) 상황분석-전략적 선택’의 어프로치를 

한다’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의 어프로치는 〈그럼 4)와 같은 두 개의 문제영역을 설정할 수 있 

다. 즉 이 그림에서 먼저 두 개의 큰 사각형 (점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상부의 큰 

사각형이 곧 의사결정콘적 경영학의 연구영역이 된다- 하부의 사각형은 실증적 규범학으 

로서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의 타학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행하는 학제적 연구영역을 

나타내준다， 또한 상부의 사각형은 실천경영학전개의 초점이 되는데 반하여， 하부의 사 

각형은 이론경영학 전개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그림 4) 의사결정시스템 모형 
................................................... “ ... ““‘ .... ‘ .................. 、, ....................................... " ............................. " 

.. ~ ‘ ’ 

: . 
‘ 

1) 의사결정의 과정 

T핀r 

의사결정 시스템 어프로치 
(2 경영의사킬정의 기반) 

(3. 학제적 어프로치) 

실천세계 

’(실천경엉학) 

이론세계 

.. ! (이론경영학) 

우리는 의사결정의 의사형성과 의사실현의 주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각각 네 단계로 

구분하여 시스템어프로치릎 설명할 수 있다(Heinen. 1971a. 1971b. 1972. 1976.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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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가정 (경영목표 설정) 

의사결정학파는 경영의사결정의 출발점은 목표의 설정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시스템구성의 ‘목적’차원에 해당 된다， 그러므로 경영목표설정기준의 명확화는 목 

표설정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목표는 업 무적 차원에서도 실현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의사결정의 시간과 공간의 병확성플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목표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사결정 

의 기준체계 (Kri eteriensystem)가 목표설정과정에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된다고 강 

조하고있다 

나 수단탐색(구성요소 모색)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요청되는가 하는 구성요소의 파 

악이 시스템의 ‘구조 기능’ 차원에서 각각 모색되어야 한다 구성요소는 경영의사결정의 

보다 구체적인 영역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 각 요소는 가능한 수리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체계에 따라 여러 요소들이 정돈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영의사결정의 구조적 

분석과 기능적 분석은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길이 된다. 기능적 분석으로서는 

생산， 재무， 판매， 인사 등을， 구조적 분석으로서는 기업입지， 법률적 형태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 매출. 투자， 자금의 유동성 등을 중섬점으로 삼기도 한다 

다. 상황분석 (결과 예측) 

의사결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 상황파악단계다 앞에서 고찰한 목표달성을 

위한 각 구성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파악하여야만 유효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의사결정결과 

를 설병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설명모렐(Erklärungsmodell)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 

시 제시되어야 한다 경영목적과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 

계와 활동상황을 정확 •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안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 

영적 설명모텔과 예측과정이 이 단계에서 규명되어 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구체적인 행통지표(행동 파라미터)를 제시하는 변수와 더불어 이틀의 결과에 대한 일반 

적인 예측을 행하는 법칙이 이론적으로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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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로서는 원가기능， 판매기능， 조직기능 등에 대한 파악이 원가이론. 시장이론， 조직 

이론 등의 뒷받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경영의 외적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 

상황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라. 전략적 선택(대안 선택)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설명과 예측모텔은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이행된다 이는 적 

정 또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의사결정의 기준에서 탐색하여 사실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치판단을 하게 되며， 또 이 판단을 

통하여 다수의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경영상황에 맞추어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선택단계에서 이의 실행계획과정을 함께 마련하게 되면， 이러한 

계획과정 마련에는 연립적이고 연속적이며，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끔 되 

는것이다 

2) 경영의사결정의 기반 

목표설정， 수단모색. 상황분석， 전략적 선택 등 의사결정모델의 개발이 경영학만의 학 

문적 논의의 전개과정이라 할 수는 없다 다른 학문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의사결정론 

방식을 택하여 논의를 전개할 때에는 소위 경영학의 문제영역 형성이 펼요하다. 이를테 

변 의사결정에 경영학의 연구영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의사결정의 기초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영경제학의 기초모텔 (Grundmodelle der BWL) 즉 경영학 

에서 논의되는 경영의 객체적 대상으로는 조직시스템을， 그 중에서도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중성이 되는 기업시스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관 

심을 쏟고 있는 경영의사결정모텔은 조직시스템의 의사결정행동， 특히 기업시스템의 의 

사결정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학에서 논의하는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에서는 일반 의사결정의 내용 이외에 기초모델로서 기업을 초점으로 한 그의 연관 

시스댐의 내용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실은 경영행동 

의 구심점을 기업시스템의 행통에 둔다 하더라도 기업조직시스템 이외의 기타 연관시스 

댐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조직시스템 이외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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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사회시스템을 경영의 연관시스템으로 반드시 기초모텔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이란 조직시스템만을 두고는 기업행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학에서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조직시스템의 경영행동 

을 두고 볼 때에， 이를 결정짓는 개인， 집단， 사회 등의 연관시스템에 대한 행동의 이론 

없이는 경영행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학제적 어프로치 

의사결정 지향적 경영경제학이 응용과학으로서， 또 관련 종합과학으로서， 실천과학으로 

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인 방법이 펼요하다고 주장한다 Heinen (1 971b) 

은 수평적으로 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인접문제 (N achbardisziplin)와 수 

직적으로 의사결정론， 조직론， 시스템론.OR 등의 관련학문CInterdisziplin)과의 유기 

적인 조화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학제적 어프로치 Cmultidisciplinary)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실천과학으로서의 

경영학， 응용과학으로서의 경영학， 종합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의 의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경영행동과 관련하여 특히 개인수준의 행동파악을 위해서는 심리적의， 집 

단 내지는 조직수준의 행동파악을 위해서는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의， 그라고 사회수준의 

행동파악을 위해서는 경제학과 정치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들 학문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영학이 여타 학문의 도움만 받는 것 

이 아니라， 경영학은 하나의 독립과학으로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여타 

학문에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m. 노사관계연구의 의사결정 시스템어프로치 

1 노사관계연구의 대상 

1) 광의와 협의 

노사관계론의 연구대상을 쉽게 표현하면 「勞」와 「↑벚」의 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관 



148 勞使關↑級佛， 제 16권 

계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인 대 개인의 개별적 관계 보다 

는 집단 대 집단의 조직적 관계이며 이에 보다 더 연구의 초점을 둔다 그 관계 속에는 

노 · 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단체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를 다만 단체협력으로만 규정 지워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지는 큰 

로자 중심의 문제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 Dunlop( 1958)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노사관 

계를 행동의 다양한 규범과 칠서를 가진 산업사회의 서브시스템 (subsystem)으로 보아 

야 하겠다 여기에 노사관계 연구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가 필요하다 구섬점은 역시 

노사당사자의 관계와 행동에다 두어야 하겠고， 그러나 이의 직접 · 간접의 상호작용의 원 

심점을 동시에 연구하여야 한다. 

노사관계의 영역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로만 생각하던 것을 떠나서 보다 폭넓게 

이 사회의 모든 복합적인 관계로서 연구되어야 되겠다， 특히 Furstenberg( 1977)의 개 

념규정의 입장에 서서 개인과 단체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포팔시킨 노동 

자， 사용자 단체 및 국가 간의 복합형태로서 노사관계를 보아야 한다. 

노사관계연구를 협의의 노사관계연구와 광의의 노사관계연구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 

다 전자는 노사당사자관계의 연구로， 후자는 산업사회 서브시스범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전통적 노사관계 연구는 전자적인 입장에서 추구하지만， 근대적 노사관계 연구는 후자적 

인 입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자의 근대적 노사관계의 연구에서도 전자의 전통 

적인 노사당사자 관계의 연구를 관심의 구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의 연구대상과 광의의 연구대상 혹은 전통적인 

연구와 근대적인 연구는 상호 대체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보완관계적인 입장에서 상호 존 

중되어야될 줄로 안다 

2) 거시와 미시 

노사관계의 연구는 수준별로 볼 때 국가 • 사회수준과 기업 • 공장수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전자는 노사관계연구의 매크로적 차원의 대상이 되겠고 후자는 마이크로적 차원의 

대상이 되겠다. 

노사상호작용의 기초단위인 기업은 시스템체제로 볼 때 조직시스템 (organ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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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속한다 따라서 경영학에서의 노사관계론연구의 구섬점은 마이크로 차원의 기업 

의 경영정책과 실행에 연계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학에 있어서 노사관계론 연구의 

초점은 다른 학문분야와는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그 연구는 기업수준의 노사관계와 

항상 관련을 짓고 있다 즉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업수준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산업수준과 국가수준과의 연계플 모색한다 

생각건대 노사관계는 경영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 · 법학 · 사회학 · 정치학 등에서도 

노통경제학 · 노동법학 • 산업사회학 및 공공정책학의 내용 속에서 다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노사관계론을 대상에 따라 크게 미시노사관계론(micro-labor relations) 

과 거시노동관계론(macro-labor relations)으로 구분해서 논할 수 있다. 전자는 기업 

수준에 초점을 두고 다루는 데 비하여 후자는 사회 및 국가 수준에 초점을 두고 다룬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론은 주로 매크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고 마이크로 관점은 대단히 소 

홀히 취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론의 주요 내용은 노동경제학 · 노동법학 · 산업 

사회학 및 공공정책학 등의 입장에서 전개되었고， 사회경영 (soziale Betriebsführung) 내 

지 경영사회학(Betriebssoziologie) . 특히 경영사회정책 (Betriebssozialpolitik) 및 기 

업사회정책 (Unternehmenssozialpolitik)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경시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규모의 광대 빛 다양화에 따라 획일적인 매크로 정책으로 

는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저히 가져올 수 없고， 어디까지나 노사당사자의 협력 

과 대립의 원천인 기업사정에 알맞은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리하여 전통적 노사 

관계는 거시노사관계에 관심의 영역을 둔 데 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는 미시노사관계에 

관심의 영역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최종태. 1996al. 

3) 수직과 수평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수직적 관계 (vertical relations) 

- 수평적 관계 (horizontal relations) 

수직적 관계의 기반은 생산 활동에 있어서 경영자의 지휘， 명령， 통제의 경영관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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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야기되고， 수평적 관계의 기반은 노사의 대립과 협력의 산업민주주의 원칙에 입각 

한 경영민주화를 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또 수직적 차원은 노사의 개별관계가， 수평 

적 차원은 집단관계가 중심이 된다. 전자를 우리는 인사노무관리， 후자를 노사관계관리 

라고한다 

〈표 2> 고용의 수직 수평관계 

고용관계 

수직적 관계(개별관계) : 노무관리 수평적 관계(집단관계) : 노사관계관리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휘， 통제 관계에 있어서의 산업민주주의 의한 경영민주화에 있어서 노사 

상호작용 쌍방의 대등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인사 노무관리는 경영 내에 있어서 직무의 합목적적 수행을 위한 지휘， 명령 선상 

의 직무중심적 협력관계이다 따라서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채용， 배치， 이 

통， 승진， 교육훈련. 임금， 인사고과， 복지후생 및 의사소통 등이다.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률의 증진이 제일주의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능률화 논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조합 또는 노통자집단이며 이는， 기업외 

적인 존재로서 그의 지위를 확립하고 임금 및 작업조건 등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공동결정 

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접촉하고 행동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경영 

내에 외부집단이 개입되므로 다왼적 갈등의 개념 속에서 협력과 대결을 모색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경영권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이고 종속적이며 일방적인 관계에서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권과 경영권이 서로 수평적이고 대등하며 쌓방적인 관계에 

서 협력과 타결을 모색하는 정치시스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노사관계는 기업을 하나의 정치시스템 (political system) 으로서 외부파워 

(power) 개입 속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이 협력하는 다왼사회 (pluralistic society) 

로 보고 이들 관계를 대칭적인 파워관계로 본다 즉 기업은 오로지 직무적 차원의 경제 , 사 

회 및 기술시스템만이 아니고 직무역할을 초월한 파워를 초점으로 한 정치적 시스댐으로 

도보아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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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하위시스템으로서 경제， 사회， 기술적 요소 이외에 정치적 요소를 감안해야 된 

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을 다원시스템으로 보고 그 속에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서 정치 

시스템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 속에는 마시적 정치무대 (Mikropolitische 

Aktivität)가 있다는 것이다(FäBler ， 1970: Burn , 1961) 

기업의 구성왼으로서 종업원은 I 영역인 정치시스템과 口영역인 업무시스템에 관여하 

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기업은 경제 · 사회 · 기술 시스템인 동시에 정 

치시스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기업체계 (U nternehmungs-Verfassung)논 산 

업의 발전과 더불어 역할의 분화를 가져오며， 이것이 다시 지위의 분화， 소득의 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식의 분화를 가져온다 이 분화에 의하여 기업의 참여자뜰 사 

이에 계층이 생기며， 계층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정치적 권력관계 (political 

power) 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층과 경영층사이의 관계인 소위 노사 

관계로 손꼼을 수 있다 더구나 노동자틀은 계약관계 의한 법적 평등을 획보하고 있다‘ 

그틀은 경제적 권력을 가진 경영층이 부당하게 끼치는 피해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기회에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노동조 

합의 결성을 가져오고， 단체협약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인 사회에서의 상하의 수직적인 종속관계의 의미가 합리적인 수평적 계약관계로 전환됨 

에 따라 갈등의 제도화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사관계 계급적 혹은 계층 

적 갈등의 대립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경영체내의 외부세력과 결합되어 야기되는 집단행위와 의식의 정치적 행위 응 

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펼요한 것이다 기업 속의 인간은 한편 경영 사 

회시스템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위시스템인 일반 업무시스템에 종사함과 동시에， 다른 한 

편 상위시스템인 정치시스템에도 관여한다 

노사관계계의 행동논리는 바로 정치시스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수직적 

차원의 인사 · 노무관리는 일반 업무시스템 영역인 데 비하여， 집단적인 수평적 차원의 

노사관계는 파워를 전제로 한 정치시스템 사고에서 그 구조와 기능을 파악되어야 될 줄 

로 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합리적인 시장 또는 조정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순수경제모 

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여기에는 전제로 한 소위 정치경제모텔이 항상 요청되는 것 

이다(최종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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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업내의 정치적 영역과 업무적 영역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역휠 

정치자로서 증업원 영역( 1 영역) 

Q) 

적응자로서 종업원 영역( 11 영역) 

2 노사관계연구와 사회과학 방법론 

노사관계론은 노와 사의 상호작용관계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일 

환으로서 학문적인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학 

문적 연구를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체계적， 

경험적. 실증적， 객관적 및 계량적이고 연구의 결과물이 일반성， 추상성， 보편성을 지님 

으로써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합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 

실의 세계에 있는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잠정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이것을 논리의 세계 

에서 연역하여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그 예측된 것을 다시 사실의 세계에서 입증할 때 

이론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형성된 이 이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음의 새 

로운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 내지 가설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 공리에서 출발한 일반사항은 아직 문제규정 이전의 가설적 상태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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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험의 세계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경험의 세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변수와 변수간의 관계는 하나의 진리로 판명되어 이론이라고 불 

리게 된다 경험의 세계에서 판명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알아낸다는 의미가 되며‘ 그 

것은 또한 한 두 사람의 견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객 

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1앙볍의 속성이 경험적 · 실증적 · 객관적이라 

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이다 과학적 방법이 객관적 내지 일반적인 것이며 수학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므로 현상의 분석절차나 방법 역시 계량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김광 

웅， 1975)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보완적 혹은 경쟁적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들간의 체계를 확립시켜 주는 것이 패러다임 (paradigm)이다‘ 즉， 패러다임은 여러 

이론들의 체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 

이 패러다임은 문제선정과 해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론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이론의 일 

반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학의 그것과 꼭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의 대상이 지니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 이 정립되기 어 

렵고 역사성이나 교화적 특수성에 맞는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의 정립이 

현실적이다 Kuhn (l 970)과 같은 학자는 패러다임이 성립된 분야의 과학활동을 정상과 

학(normal science)이라 부르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아직 패러다임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원용하고 있는 과 

학적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인간형태가 무수한 복잡성을 

이루고 있는 사회현상의 속성 때문이며， 또 과학이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이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니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형태는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둘째. 인 

간형태의 정수를 알아내는 객관적 절차， 즉 실험 같은 방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셋째， 

사회과학연구는 연구자 자신의 목적의식을 통한 상징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상징적 연구 

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규범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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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방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 

과학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무시한다 다섯째， 가치중립의 문제와 가치개입의 불가분성이 

문제이다-

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그 대상과 전개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연구대상 

에 있어서 자연과학은 객관의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사회과학은 인간과 그의 의도 

적 행동(international behavior)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인간 

및 그의 의도적 행동 변화양상은 자연과학의 객관적인 세계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일 

차원적인 자연의 세계에서 활동되는 분석도구를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연속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다원적인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물론 지 

나치게 이론의 윤회만 계속ß}는 비경험 과학의 함정에 빠져서도 아니 되며， 사회현상의 특 

유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내용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interaction)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서도 대상의 상호작용을 존중하고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자연현상의 상호작용과 

사회현상의 상호작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기계와 기계의 상호작용과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 

는 데는， 분석할 수 없는 함축성 있는 상징적 논리 (symbolic logic) 에 의한 상징적 상 

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상호작용을 ‘시너 

지’ (synergy)개념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는 ’ 1+1=2’가 된다는 식이 아니라 ‘1+1=3’ 

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합리적인 분석적 차왼이 아닌 이해적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셜명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자연과학은 예측(prediction)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예측보다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 

이다- 물론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은 보편화된 법칙(laws)을 존중하지만 사회과학은 사회적 관습의 입장에서 설 

명된다. 또 사회의 구성적 의미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론처럼 경험의 연역 

적 통일성을 마련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연역적 논리에 입각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설명 

(exp!ication)하는 데 초점을 두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보다 추구 

하는 바의 보편성이 약하고 다루는 대상이 극히 가변적이다. 사회과학은 영혼을 지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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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행위를 다루고 있고， 그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생활조건으로부터 절대적으 

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규칙성 (regulation)을 찾는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김광웅. 1975) 

어느 과학이나 똑같이 과학적 활동의 근거를 가치전제에다 두고 있는 바， 자연과학에 

서의 가치전제가 선험적으로 단순하고 자명한 것이라면， 사회과학에서는 관심이 없는 연 

구란 행하여칠 수 없으므로 가치판단(valuation) 이 연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자는 가치명제룹 분명히 해야 하며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과학적 방볍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과학의 특성을 높 

이기 위해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과학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 

을 기해야 한다 

생각건대， 객관성과 보편성 및 과학성을 최대로 추구하는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그 자 

연현상을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연과학의 방 

법론 추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경계플 확정지을 수 없다는 불확정성이론이 Heisenberg 

(1 969)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방법의 적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심지어 사회현상 

의 분석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편견인 몇몇 변수를 찾아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 

를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이라고 확산시키려는 태도를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가치전제에 다분히 모순을 지녔거나， 혹은 처음부터 의도적이거나 주관이 많이 

담긴 조사내용을 가지고 연속성이 없는 불연속성의 내용을 연속성。l 있는 것같이 표본 

추출하여 그 결과를 절대시하는 그릇된 태도를 많이 볼 수 있다 

인간사회 현상을 객관적 · 분석적인 차원 이외에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 

황플 이해 (Verstchen)하는 지식과 능력이 사회과학에서는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점에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은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일치할 수가 없고， 사회현상분석 

에는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일치할 수가 없고， 사회현상분석에는 자연과학에서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전개에는 

인식론적인 대상(Erkenntnisobjekt) 이 경험론적 대상(Erfahrungsobjekt)과 더불어 

활용 되어야 한다. 

학문적 대상은 어떤 사상을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에 근거를 두느냐 혹은 인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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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 경험대상과 인식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어떤 사상이 경험적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형성된 것을 기점으로 분석 · 파악하는 데 비 

하여， 후자는 어떤 사상을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형성시 

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러기 때문에 경험이론에서는 객관설 내지는 객관 

주의적인데 비하여， 인식이론에서는 학문의 자율성에 근거를 둔 주관설 내지는 주관주의 

로 맞서는 된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일환으로서 노사관계론 전개에 있어서는 이 두 점을 모두 감안해야 

될 줄로 안다 물론 노사관계를 .순수과학’ 혹은 ‘이론과학.으로서가 아닌 ‘응용과학’ 혹은 

‘실천과학’으로 그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규명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식론적인 학문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Weber의 입장을 빌렬 필요도 없이 사회과학 전제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객 

관적인 경험대상에만 빠져서는 안 되며， 이와 더불어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선 

택하여 그것을 가공하는 인식대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론과학의 논리적 구 

조를 명확히 형성시켜 주고 그 전개에 경험적인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론이 하나의 독럽적 연구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론과 인식론의 대상이 동시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식론적인 특성을 내세운다고 해서 과학적 방법의 전개과정을 무시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론의 전개가 타당성 (validity) . 신뢰성 (reliability) . 

객관성 (objectivity)을 무시한 직관적 (intuitive)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연과학에서 비롯된 과학적 연구방법이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장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과학적 연구방법이 사회현상의 연구에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아 

도 분석적 · 경험적 입장에서 현상을 파고드는 ’과학정신 은 훌륭한 것임을 수긍해야 하며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동안 지나친 과학주의의 환각에 빠진 형태주의자들이 인간행동의 규명에 극 

단적인 통일성 (uniformi ty)을 꾀한 나머지 융통성 없는 모델을 정립하고. 복잡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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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지극히 단순한 몇 개의 변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하여 경고 

를 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읍미를 하는 바이다. 인간현상의 자료는 흔히 부 

정직하여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정확한 객관 

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과신하에 모호한 칠적 정보를 무리하게 양적 정보로 전환시키며， 

심사숙고된 개념이나 엄격한 규정과 자료처리도 없이 쉽게 마음 내키는 대로 자료를 조 

작하는 경우도 가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갇이 계량이 불가능하다든가， 측정이 불가능한 것음 

숫자로 만들어 조작 분석하는 경우 그 진의는 이미 마멸되어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숫자라는 도구를 빌려 사실을 오히려 분식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천과학으로서 그 

리고 응용과학으로서 노사관계론의 전개과정에는 다른 순수 내지 이론과학보다 정책과 

실제의 응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불가치적인 과희성의 주장 

은 순수한 이론정립에 휩싸여 실체를 다룰 수 없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볼론 이는 노사관계론을 발전시키는 데는 이론적인 측면의 정립과 뒷받침을 소홀하게 

취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노사관계론은 그 입중과정에 있어서 

실증적인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론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가설에 대한 

입증에서 실증적인 조사는 항상 논리적인 천개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느 것이 

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입증만으로 

노사관계론이 발전할 수 없듯이， 충분한 이론적인 뒷받침 없이 지나치게 실증적인 조 

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론적인 연역이 없는 상엽적 실증조사(commercial empirical 

research) 내지는 사이비적 실증조사(pseudo empirical research)가 되어서도 안 된 

다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검증 

하는 귀납적인 방법에서도 ‘비교’， ‘분석’， ‘판단’， ‘추론’， 개념형성’에 논리적인 바탕이 있 

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사는 보다 더 수직적인 갚은 연구가 될 수 있고， 산만한 

연구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상호교류는 여타의 학문연구와 더불어 노사관계 

론에 있어서 단지 과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차원적인 입장으로 자연과학과 똑같이 노사 

관계의 모든 현상을 다룬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과학성에 따른 몰가치적 

인 객관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현상의 연구에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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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보완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높여서 생명 있는 인간의 사회적 세계의 의미를 이해 

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형태의 외면만을 관찰함으로써 의식이라는 핵심을 간과 

하는 오류를 탈피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파고 들어가 한 개인의 사적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남이 상호작용하는 상호주체적인 (inter-subjecti ve) 사색을 주제개념으로 삼아 인 

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종태. 2000) 

이와 같이 노사관계론에서도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검토가 과학적 차원의 검 

토와 더불어 요망된다 

3. 노사관계연구의 의사결정시스템어프로치 

1) 의사결정중심의 노사관계연구 

전통적인 거시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은 노사관계 연구에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신념이나 선택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문화나 사회구조와 같은 개인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미시적 접근에 의해 볼 것인가 혹 

은 거시적 접근에 의해 이해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사회과학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철학 

의 주체로서 치열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사회현상이나 인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려 사회과학에서는 전체 사회차 

원에서 설명하려는 거시적 접끈을 주로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욕구와 행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곤 했다 미시적 접근에 

서는 인간행위 및 사회현상을 개별적인 행위 주체자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 

시하여 거시적 접근으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내지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Platon과 Aristoteles로 대별되는 양쪽의 흐름을 절충 내니 

종합하거나 서로를 연결시킴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Plotimos적 

방법론(정달용. 2000)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 

의 하나로서 전략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략적 선택이론이 그 패러다 

임으로 등장되고 있다 독일 경영학의 경우는 문제해결지향적인 의사결정론적 시스템론 

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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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그 동안 사회과학의 흐름은 거시적 접근에 의해 구조주의와 기능주의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적 접근이 주된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래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주체없는 사회과학으로 비판하고， 행위자 

의 의도와 행위를 통하여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며 거시현상 분석을 위한 마시적 기초를 

주장하는 행위적 접큰으로 패러다임적 전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연법칙에 의한 일정한 규칙성 (regularity) 이 보장되며 

객관적인 실체의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칙성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며 이의 검층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경우 사회의 규칙성은 행위자의 

지속적인 지향성에 의해 나타나므로 행위자의 주체적인 의지나 신념， 즉 행위천략을 이 

해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규칙성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전체적인 사회변화는 이제 미시적 접근법에 의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이제는 개인의 행동이 합랴적인 기준에 의 

해서 판단되고 이해되며 나아가 개인의 전략적인 행동이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다- 제로섬에 근거한 경쟁시대가 아닌 포지티브 섬 또는 새로운 국면으로서 합리적인 선 

택에 근거한 논쟁의 시대에서 사회 속의 인간관계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과 

학의 하나인 노사관계에서도 과거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상황과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행위자의 의도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에 의한 결정행위에 대한 연구 

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최종태. 1996a) ‘ 

노사관계를 하나의 생명을 지닌 행동시스템으로 보고 행동을 구현시켜 주는 주체， 즉 

노사당사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사 

결정 중심의 노사관계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무릇 시스템은 생명을 지닌 동태적 변신시스템과 생명이 없는 정태적 고정시스템으 

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노사관계시스템은 인간생활의 

사회시스템으로서 상황변수에 따라 계속 변신하지 않으면 존럽의 가치를 앓게 되는 것 

이다 ‘살아있다’는 말은 ‘변신의 힘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어진 여건변화에 

따라 삶의 보람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신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주관적인 

욕구(subjective needs)는 객관적 상황(objective situation) 에 비추어 볼 때 어떠 

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주관적인 의지를 어떻게 형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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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설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노사관계연구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강 

조한다 

2) 전략적 선택 중심의 연구 

노사관계연구의 의사결정시스범어프로치는 전략적 선택 중섬의 노사관계연구를 강조 

한다. 의사결정은 의지형성 (Willerb iJ dung)과 으1^1실현 (Willerdurchsetzen)으로 구 

성되며， 또 이것이 생명을 지닌 행동시스템의 힘과 파워의 왼동력이 되기도 한다 생 

각건대 의사결정의 주체자로서 노 · 사 · 정의 당사자는 노사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주어진 제반 상황을 파악하여 여기에 적절한 대책인 전략의 과제를 강구하지 않으 

면 안된다 

이를테면 노사관계당사자의 주관적 욕구인 합목적성의 추구는 그의 객관적인 상황인 합 

상황성 속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당사자의 주관적 · 합목적적 욕구는 항상 

노사관계의 객관적인 상황의 고려속에서 모색되어야만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당사자는 각각 자기의 주관적 욕구와 객관적인 상황을 최대공약수로 통합시키는 역할 

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과 상황사이에 노사관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사 

관계시스템도 이러한 전략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최종태. 1996b)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에서 전략적 선택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기 위한 의사결정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즉， 전략의 형성은 상황과 이를 인식하는 의사결정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주어진 틀 속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소극적 관점과 역으로 조직의 

전략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관점을 동시에 지넌다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시스템 전개에서도 같은 의미로 전략적 선택모형을 설명할 수 있 

다 다음 〈그립 6>과 같이 노사관계에서의 상황요인은 일반적 상황으로서 사회 • 문화적 

환경과 경제 • 기술적 환경 , 구체적 상황으로서 노동시장 · 규모 · 기술 · 작업장 특성 등으 

로 구분되고， 행위주체자로서 노동조합 · 사용자 · 정부의 세 당사자， 전략대상으로서 노 

사관계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림 6)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모형 

·시회문화전 환경 

·경제기술적 환경 

·노동시장 

·규모j 기술 

.작업장특싱 

행뭐주체자의 

전략적 선택 
노시관계시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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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현실적 요청에 의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현실적 요청과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노사관계의 새로운 위상을 확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노사관계에서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히는 시스템이론 중심의 

결정폰과， 주체로서 노사당사자의 자유재로탤 강조하는 임의론이 이분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결정론의 특징은 Elster (1986)의 ‘2단계’ (two-step)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 

에 의하면 인간은 일련의 외부상황적 제약을 확인하므로써 행동의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 

고， 자신의 행동선택 메커니즘에 의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 

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를 강조할 때 환경결정주의 (environmental determinism) 혹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이라 하고 후자를 강조할 때 행동결정주의 (action determinism)라 

한다. 임의론은 행위자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그 결과로서의 다양한 자유재량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환경보다 인간이 지난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의사결정론적 시스템 어프로치는 노사관계시스템이 결정론과 임의론의 어느 한 측면에 

의해 일차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노사관계시스템은 환경이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와， 주체의 주 

관적 인식으로서의 자유재량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의 두 가지 차왼에 따라 네 가지로 유 

형화할 수 있다 1) 

1) 이는 Whittingtion (1988)이 인간행동을 설병하는 논거와 일치한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척 구 
조(environmental structure). 인간의 자유의지 (human agency)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정도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차왼의 정도에 따라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l 행동결정론(action determinism). 해석적 잉의론(interpretive voluntarism). 
현실주의 (realist sociology) 퉁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인간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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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영향 정도는 노사관계를 둘러싼 기술 · 노통과 제품시장 · 정부규제 등의 환경이 

사용자 · 근로자 혹은 그 조직 · 정부 등의 주체들간의 관계와 규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를 의미한다. 한편， 자유재량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 · 노동조합 • 정부 등의 주체가 각각 주도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노사관계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시스템론， 이 

데올로기론， 의사결정론， 의사결정론적 시스템론(전략 선택론)등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패러다임별 의의를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 시스템론， 노사관계시스템은 주체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외부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는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 적’ 패러다임이다 여기서는 다윈의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을 강조하며， 외부영향이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 

문에 여기에 적합한 노사관계시스템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던 

롭으로 대표되는 제도학파적인 접근이 이에 해당된다‘ 

@ 이데올로기론: 이는 노사관계시스템이 외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시스템론과 

같지만， 그 사회내에 내재된 가치， 문화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간의투쟁에 의해 노 

사관계시스뱀이 설계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사관계시스템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 선호체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 의사결정론 이는 Weick (1 969). Silverman (1 971)의 행동이론(action theory) 

에 기초를 둔 것으로 행위자의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설계는 주체가 

외부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 · 해석한 결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즉， 주체의 주 

관적 개념화를 강조한다 

@ 의사결정론적 시스템론 노사관계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환경과 주체 모두를 강조하 

는 것이다‘ 노사관계시스템은 환경적 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각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각 주체는 환경이 

제공하는 현실적 범위내의 대안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노사관계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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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새로운 모형은 환경과 활동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히 활동주체들의 

환경에 대한 전략적 행동에 의해 노사관계시스템이 결정된다는 의사결정론적 시스템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종래의 노사관계가 제도적 관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 

로 보고 새로운 설병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즉， 과거의 제도적 관점에서는 ‘노사 

양당사자가 당사자의 역할에 의해 규정되어진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노사관계라는 제도 

(rule)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변화의 주도자로서 당사자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을 계기로 기존의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를 형 

성하는 데에는 행동주체로서의 당사자의 전략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여기 

에 의사결정론적 시스템이론에 의한 전략적 선택론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최종태， 1996b , . 
20이00) 

전략적 선택론을 중선으로 한 노사관계는 단체교섭만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전략차원， 

교섭차원， 현장차원 등 세 가지의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종전의 단체교섭중심에서 

벗어나 다면적이고 종합저인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사관계 

의 활동영역은 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분쟁조정 등에서 기업의 목표， 구성원의 

욕구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활동영역으로서 세 가지 수준을 강조하는 전략적 선택론은 Kochan , Katz , 

McKersie( 1986) 등에 의해서도 이론화되었다‘ 그틀은 노사관계 수준을 단체교섭 및 

인사정책 수준뿐만 아니라 노 • 사 · 정 3당사자의 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전략적 수 

준， 구성원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작업현장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Kochan 등은 전략 · 정책， 단체교섭， 작업현장수준의 세 가지 의사결정수준과 노 · 사 · 

정 3당사자를 구분하여 〈표 3)과 같은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수준은 해당 

수준만이 아닌 다른 수준에도 영횡탤 미칠 수 있다. 

가장 하위수준(micro)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개별 종업원 또는 근로자집단의 노동환경 

과 연관된 것이며. 중위수준(meso)의 전략은 단체교섭의 관행이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 

된 결정이다‘ 그리고 상위수준(macro)의 전략적 선택은 거시적 차왼 또는 조직전체와 

연관된 것이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노 • 사 · 정 3자간의 구성에 의한 의사결정의 전통으 

로 상위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갚이 관여하여 왔다 각 당사자가 어느 수준의 의사결정 

을 중시하는가는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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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KM의 세 가지 수준별 노사관계활동 

수준 사용자 노조 정부 

경영전략 정치적 전략 

장기전략과 정책결정 투자전략 대표권 전략 거시경제 및 사회정책 

인적자왼전략 조직전략 

단체교섭 및 인사정책 
인사정책 

단체교섭전략 노동법과 노동행정 
협상전략 

작업현장및 
관리감독방식 단체협약관리 근로기준 

개인·조직관계 
근로자참가 근로자참가 근로자참가 

직무젤계 및 작업조직 직무설계 및 작업조직 개인의 권리보장 

자료 Kochan. Katz. & McKersie. 1986 

3) 행위주체 중심의 노사관계연구 

노사관계연구의 의사결정시스템 어프로치는 상황도 중요시 하지만 행위주체중심의 노 

사관계연구를 또한 강조한다 노사관계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어프로치는 행위자로서 자 

유재량을 지닌 관련당사자들， 특히 권력이나 이해관계， 가치를 지닌 당사자들이 나름대 

로 상황을 분석하고 내린 의사결정 빛 이들간의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서 노사관계시스댐 

을 이해하기도 한다(최종태. 1996a. 1996b) 

설로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과제는 누가 전략을 형성하며 실현시키느냐 하는 행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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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즉 형성전략과 실천전략의 요체는 전략추진의 행위주체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 

에 따른 행동을 유발시키는 노력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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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동기유발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 추진시켜야 할 방향 

과 주장은 많아도 행동과 성과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사관계의 문제 

점과 책입을 당사자들간에 서로 전가시키고， 자기들의 권리 · 권한은 목소리를 높여 모 

두 챙기려는 현상은 행위주체자 중심의 설천추진전략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하다 

실로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노사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더불어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에 요청되는 형성과 추진전략에 행위주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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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지니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설현가능하다(Kochan. Katz. & McKersie. 1986) 자주적인 

참여와 동기유발 없이는 목표와 계획은 허실에 그치고 용두사미(읍탬lfi뾰尾) 격이 되어 

버린다 

지금까지 노사관계 연구결과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형성전략모텔과 내용에만 

급급했고， 그 결정모델과 내용을 설제적으로 구현시키는 행동화과정에 있어 행위주체자 

의 책임있는 참여와 상호작용은 항상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이데올 

로기적인 주장과 집단이기주의 저항에 중도에 좌절되어 버리거나 카리스마적 개발독재 

자 또는 뷰로크라시적 편의주의 내지 이해평준화 작업에 조종당하게 되어 본연의 목표 

와는 거리가 멸어져 거래비용만 발생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l 러한 점에서 행 

위주체자 중심의 실천전략 모색은 노사관계 연구상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수있다 

우리는 전략선택의 행위주체자로서 노 · 사 · 정 3당사자. 즉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를 

손꼽을 수 있다- 전략적 선택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경영학과 조직론 등에서 사용되어 왔 

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노사관계론의 틀 내에서 다룬 연구지는 Kochan ‘ Katz & Cappelli 

(1984). Kochan. Katz & McKersie (1 986)이다- 이들의 전략적 선택 이론은 변화하 

고 있는 미국 노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동태척’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자하면서 시스 

템이론을 기초로 전략적 선택이라는 동태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Katz와 Kochan 등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 노사관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전통적인 Dunlop (1 958)의 모텔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Dunlop모텔은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라는 노사관계의 세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 

에 대한 합의를 공유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노사관계 규칙과 절차가 수렴될 것이라고 기 

대하였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상정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경영자를 노조 

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만 인식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비노조주의 부문의 인적자원관리상의 혁신이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까지 파급되면서 

경영자가 오히려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각국 및 각 기업에 

서의 노사관계가 수렴되고 안정되기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이 두드러진 특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Dunlop 모텔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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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와 Kochan 등이 Dunlop 모텔을 수정하는 핵심은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이다 

먼저 이들은 전략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단체교섭을 노사관계의 전부로 인식하던 Dunlop 

system에 반대하여 기업차원의 노사관계를 전략적 차원， 단체교섭적 차원， 현장차원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략적 차원이라고 파악하였다- 기업 

의 외적 환경요인이 변화하변 경영자는 사업의 경쟁전략을 이에 적응시키려 하며， 또 사 

업의 경쟁전략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자의 가치， 신념， 철학에 일치하도록 결러진다 

결국 외적 상황이 노산관계시스템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제약하는 전 

략 · 구조 · 역사에 대한 경영자의 분석과 결합하여 노사관계시스템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전략중 왜 경영자의 전략을 강조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Kochan 등은 정부와 노조가 전통적인 단체교섭시스템에 집착한 반면， 경영자는 외적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쟁적 기업환경은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가 선택가능한 여러 전략， 예를 

들연 인사정책， 투자정책， 노조정책， 경영계획 등은 단체교섭시 경영자의 협상력에 영향 

을 미치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에 성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조와의 관계개 

선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사정책에 관한 경영자의 

선택은 기업전체의 경영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외부상황으로는 특히 경제기술 

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 주체로서 경영자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그 후 노 · 사 · 

정 3당사자 모두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략적 선택이론의 기본 

틀은 노사관계의 과정과 결과가 상황 압력과 당사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황과 당사자 반응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시기에 따라 

서 변화한다고 본다- 외부상황의 변화는 기업이 경쟁전략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며， 이 조 

정과정에서 고려된 선택영역은 의사결정자의 가치관， 신념， 철학 등과 일치하도록 여과 

되고 제약된다‘ 즉 외부상황의 변화는 경영자와 노조가 일련의 반응들울 시작하도록 하 

며， 상황과 경영자 · 노조 · 근로자 · 정부의 상호작용이 함께 결과를 결정한다 다른 노사 

관계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경제기술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 

경， 노동시장이나 제품시장의 변화가 독립적 효과를 갖거나 유일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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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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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사관계에서의 주체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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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chan. Locke ‘ Piore. 1992 

이 이론의 핵심적 논리는 위의 〈그렴 7>에서와 같이 노사관계의 주체로서 노동조합 · 

사용자 · 정부의 ‘선택’과 자율성이 노사관계시스템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따라서 비록 노사관계 상황이 중요하고 노사관계시스템의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가 

노사관계시스템의 출발점이 되지만， 이들 압력이 엄밀하게 노사 상호작용시스템과 노사 

관계의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각각의 과정에 노 · 사 · 정 3행위 주체자 중심의 선택 

이다 

과 그 상호작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결론 

의사결정학파는 경영학 연구에 있어서 의사결정학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의 현상과 본질을 의사결정에다 초점을 두고， 그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영학의 인식대상인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것도 생병을 지닌 시스템으 

로서 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지를 지난 사회시스템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선 그의 설정된 목표를 위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전략적 선택 

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 즉 의사결정론적 경영학은 경영시스템을 구조와 기능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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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살아있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시스템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문제점과 중요성 중 

심으로 경영활동을 융합시키고 조화시키며 일치시키려는 의사결정 시스템어프로치에 입 

각하여 전략적 선돼을 중시 여긴다 

경영학의 의사결정 시스템 어프로치는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익한 학문척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 

노사관계를 보는 이론적 시각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양대 대립적인 

관점을 손꼽는다면 하나는 투쟁적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적 관점이라 할 수 있 

다‘ 전자는 막시스트적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에， 후자는 베버적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에 

각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를 보는 지배척인 시각은 후자의 시스템적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 노사관계를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정착시킨 Dunlop (1 958)의 노사관계 시스 

템론의 시각에서 한 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론은 다시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노사관계를 하나의 생명 

을 지닌 시스템(li ving system)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노사관계 연구를 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과 같이 노사관계시스템 

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를 오로지 투쟁의 관계로 규정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생명을 지닌 사 

회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최종태. 1996a. 1996b) 따라서 그의 성장 발전을 하기 위 

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이( variation) 선택 (selection)←유지 (retention) J 등 끊임 

없는 변신의 노력을 기하도록 정책을 구사하는(Campbell， 1965: Aldrich. 1979. 1999) 

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노사관계시스템을 연구함에 있어서 생태론적인 환경과 유전론적인 관행(Baum & 

Singh. 1994)을 존중하여 전략적 선택론을 존중 하여야 한다 경제적 · 사회적 · 기술적 

인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전통척인 노사관행과 문화를 도외시한 노사관계 연구는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이론과 설제를 제시할 수 없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연구는， 행위주체자의 신뢰성 (reliability) 

과 책임성 (accountability)에 의한(Hannan & Freeman. 1977. 1984)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시스템 어프로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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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국가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노사관계시스템도 사람， 국가， 사회 . 동식물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음 지년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시스템도 자기 실 

정에 알맞은 개성을 지닌 생명체로 유지 ·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연 기업은 물론 국가사회 

와 국가경제의 성장 •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마치게 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시스템도 하나의 생명을 지넌 시스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적응과 변신의 능력이， 내부적으로는 내생과 혁심 

의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안정된 노사관계. 발전적인 노사관계， 생산 

적인 노사관계라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정적인 변에서 변신과 혁신의 능력이 있 

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적 측면의 변신과 혁신을 수행하는 실체는 바로 노사관계 가치창출의 행동 

적 주체인 노 · 사 · 정이 상황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노사 

당사자들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전략적인 노 

력이 펼연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즉 노사관계의 전략적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이해가 반 

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 · 기술환경 속에서는 노사관계를 하나의 

생명을 지닌 사회시스템으로 보고 이의 성장 · 땅전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계급투쟁 

의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서 의사결정론적인 상황적 전략선택의 유연적 사고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하나의 생통하는 ‘사회시스템’으로 노사관계를 보는 눈 

을 확립시켜야 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특정이라 할 수 있는 다원사회， 민주사회， 급변사회 하에서는 노사관계를 오로지 결과지 

향적인 (result-orientedl 입장에서 분배적 계급투쟁의 메커니즘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되고， 과정지향적인(process-oriented 1 입장에서 가치창출을 위한 상호작용적 · 이해관 

계적 사회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최종태， 1996bl , 

오늘날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은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위주체자의 능력 

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하나의 생명을 지닌 사회시스템으로 보는 

눈과 더불어 전략적 선택행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학의 의사결정시스템 어프로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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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력이 절실히 펼요하다 

〈표 4> 상황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과거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이념 산업평화 유지 • 경쟁력 제고 

행동양식 제로섬게임 • 포지티브섭 게임 

전 략 외부환경 적응전략 • 내부자왼기반전략 

l:IJ -6J 공정분배 • 인적자원개발 

접근방식 이해관계 지향 • 문제해결 지향 

실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사관계의 패러 

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종래의 상황중심적 노사관계의 어프로 

치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의사결정론적 경영학 어프로치에 의해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화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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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pproach of decision-making school 
on the industrial relations study 

Jong-Tae Choi*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s and features system approach of 

decision-making school on the industrial relations. General systems theory 

emphasizes the way in which organized systems (human and non-.human) 

respond in an adaptive way to cope with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external 

environments so as to maintain their basic structures intact. Systems theory 

models of decision-making in human groups and organizations emphasize their 

interaction with ‘ outside’ actors and organizations and concentrate on identifying 

the particular elements in the environment of the group or organization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outcomes of its decision-making. To understand what an 

organization did , try to find out what threat or opportunity it was responding to 

and how its pre-existing response mechanisms worked to do this. This paper 

suggest that systems approach models of decision-making to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provide very useful and significant framework to theorist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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