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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잭빼확싹 71업풍햄 

세계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충격 가운데서 문화적 변동은 시장의 통합 

이나 주권국가의 위상에 비해 주목을 적게 받은 편이다. 그에 관한 논쟁 

도 세계문화(global culture)의 형성과 국민문화(national culture)의 위축 

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쟁점은 。1 렇게 정리할 수 있다. 영화나 τV에서 

드러나듯이 기업을 통해 제작 。 배급되는 문화상품 덕분에， 연예계와 스포 

츠계의 스타들이 대표하는 대중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화가 다양한 국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 

하게 해주는 동시에 시간과 장소와 전통의 제약을 넘어서는 초국적인 동 

질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제 국민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끼치던 강한 영향력을 잃고 있지 않은가?1) 

이런 쟁점이 전면에 부각된 탓인지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 가운데서 다 

른 부분은 경시되고 있다. 기존 논쟁은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전파 양상 

이 달라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교통 。 통신기술의 발전과 무역장벽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학숲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띠4-AOC떼1) 

1) 세계화의 문화적 측면에 관해 지금까지 벌어진 논쟁을 일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 
료로는 무엇보다도 다음 논문 선집을 들 수 있다 Oavid Held and Anthony McGrew, 
eds., The Global Tran하ormations Reader: An Introduction to the Globalization 
Debate, 2nd ed. (Cambridge, Eng ‘ Polity Pr., 200이. chs. 20-25, pp. 23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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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덕분에，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전세계에 걸쳐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문화는 오랫동안 인간이나 물자의 이동에 따라 조금씩 천천히 전파 

되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 

넷과 매스미디어를 비롯해 이 새로운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문화싱품은 

지금까지 세계화에 관한 논쟁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런 경로를 거 

치지 않는 문화적 변동도 세계화에 수반되어 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이 세계화에 따라 때때로 급격한 변화를 겸고 있는데， 

그 파장은 기-치체계와 행동양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한 

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에서 계약제와 연봉제를 도입했고， 

한 세대 이상 고속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쇠퇴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문화의 변동은 세계화 

논쟁에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업문화의 측면에서 세계화에 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문화란 기업가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의식과 태도가 

아니라 기업에서 널리 공유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국민문화의 일부로 형성되고， 그래서 때로는 국민문화와 혼동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업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부 

문의 문화와 구분될 수 있다. 기업문화는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통해 구 

체적으로 표현되지만， 거꾸로 제도나 관행의 변경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 

를 겪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세계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방식으로 세계화 

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서 전개된 세계화는 미국화라는 단어 

로 특정지을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세계화는 미국화와 다른 것이지만， 오늘날 미국화를 배제하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화가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디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가 추진해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한국의 경험과 그 함의 237 

온 경제개혁은 미국경제를 모벨로 삼아 구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미국 모델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래에는 이른바 

“워싱턴 합의”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 걸쳐 신자유주의 

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시장기 

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자는 정책 노선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쟁점은 한국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구체화된다. 신자유주의적인 

미국 모델에 따라 추진되는 개혁 조치가 한국의 기업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이 글은 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이들 부문애서 진행된 구조적 · 제도적 변화는 상당히 밝혀져 

있으나， 문화적 변동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2)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부문은 세계화의 충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흡수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개혁을 주도해온 정부에 대해 기업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 

른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은 두 부문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를 밝히는 일이 아니라， 이들 부문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작 

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문화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설명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최근에 와서 

자주 거론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국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는 오랜 가치와 

관습으로 취급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서는 경제와 문화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경제성장의 문화 

사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다만 문화사적 

접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2) 특히 다음 문헌을 보라 정이한 · 이병훈경제위기와 고용관계의 변화: 대기엽 사례를 중 
심으로J，산업노동연구"~ 6: 1 (2000), 27-58; 송호큰기업조직과 고용체계의 구조변화J ， 
F경제와 사회~ 56 (2002), 161-190; 주무현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 
화 현대자동차의 사례J，산업노동연구~ 8: 1 (2002), 75-110; 주무현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영남지역 금속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J，경제와 사회~ 58 (2003),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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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면서， 문화사적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넘어서 문화적 변동의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경째얘혁의 품화적 파쟁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에서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조류라 

기보다는 도전할 만한 기회로 등장한다. 물론，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의 매스미디어에서는 대개 세계화가 지구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현상으로 

서 어느 나라도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추세로 묘사되어 왔다. 더욱이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경제개혁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충격과 좌절을 겪었고 이때 쓰였던 “IMF 위기”라는 신조 

어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고통을 저항하기 어려운 외부 압력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그렇지만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간주하는 경향 속에 

는 소극적인 저항이나 피동적인 수용 대신에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미 80년대 말에 노동운동이 활 

력을 얻고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다음부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흔 

히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계화가 화두로 부상 

하자 이런 견해를 증폭시켜 반복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중매체의 

여론 조작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경제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적절한 자원 배분， 심각한 정경유착 등 중대한 문 

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자 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개헥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 

라 국내에서 형성되어 있던 담론과 외부에서 요구한 조치가 만난 결과라 

는 접이다. 세계화가 넓은 강을 따라 흐르는 큰물이라면， 최근 한국에서 

추진된 경제개혁은 거기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일종의 물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날 한국은 20세기 전반기의 일본이 

나 18세기의 프랑스처럼 세계화에 편승하면서도 그런 경우와 달리 열강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한국의 경험과 그 합의 239 

에 끼지 못하는 탓인지 훨씬 내부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세계화와 경제개혁의 관계는 개혁론이 구체적인 조치로 변형되는 과정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엽구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세계화가 밀물처 

럼 들이닥치기 전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많은 경제학자 

들은 재벌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기업구조를 비판하면서， 문어발식 팽 

창， 과도한 차입과 부실한 경영， 그리고 낮은 국제 경쟁력 등 문제점을 지 

적했다. 이들은 대개 미국 유학 경힘을 갖고 있었는데， 대다수는 80년대에 

미국에 머무르면서 신자유주의를 역설하는 시카고학파로부터 영 향을 받 

아 한국경제의 모델을 일본이나 독일 대선에 미국과 영국에서 찾고 있었 

다.3) 그들 중 일부는 재벌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재벌을 해체해 

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매부분은 재벌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구조 

를 조정하고 업종 전문화를 추진한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헬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구조조정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행될 

수 있었다.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재별들에게 산하 기업 가운데서 일부를 

매각해서 봄집을 줄이거나 다른 재벌과 교환해서 구조를 조정하도록 요구 

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IMF의 제안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Th뻐에 따 

르면， 위기의 원인은 결국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서도 시장에서 퇴 

출되지 않는 데 있었고， 그것은 불투명한 회계가 용납되고 과도한 차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처방은 상장 기업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하면서 재벌들에게는 특히 통합 재무 

제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정부가 은행의 대출정책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과도한 차입에 의지해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4) 

3) Alice H. Amsden, “The Specter of Anglo-Saxonization Is Haunting South Korea," 

Korea ’'s PoU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úve, ed. by Lee-Jay Cho and 
Yoon Hyung Kim (Boulder, Colo.: Westview Pr., 1994), 87-125 

4) Intemational Monetary Fund, Ann띠1 Report of the Executive Board for the Financ따l 

Year Ended April 30, 1998 (Washington, D.C.: Intemational Monetary Fun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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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도 외환위기 이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 

다. 변화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평생직장”으로 표현되던 경직성을 낮추 

고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었 

는데， 이는 명예퇴직제와 조기퇴직제를 활성화시키고 계약제와 연봉제를 

확대할 뿐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도 도입하는 조치로 나타났디 

이틀 낯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년 초에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과 시위로 강력하게 

대응했고， 따라서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참호전처럼 장기화되었다. 여론도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찬반양론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외환위기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겸었다. 

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IMF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자본을 끌 

어들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은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새로 출범한 정부 

는 무난하게 볍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처방에 따라 개혁은 과감하게 진행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은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듯이 보였다 재벌들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해 몇몇 산업분야에서 산하 기엽을 매각하거나 교환했고， 여러 계열 

사들을 독렵된 중소기업으로 분리시켰다 이런 구조조정은 재벌 총수들이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 

으로써 적어도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부터 겨우 4년이 지나는 사이에， 30대 재벌들은 산하 기업을 평균 30 

개에서 23개로 줄였고 또 자본에 비해 5배나 많았던 부채를 2배도 되지 

않는 규모로 줄였다. 금융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 

다.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서 4분의 1이 넘는 5727H 기관이 2001년 봄까지 

문을 닫았고， 그에 수반된 대량해고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게다가 정부는 137조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공공자금을 투입하 

30-32. 외환위기의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박대근 · 이창용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J，경제학연구~ 46: 4 (1998), 351-38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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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자율을 매우 높게 책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동 

시에 외국자본의 유입을 장려했다. 그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5) 

이런 개혁이 가져온 문화적 변동은 개혁의 물결이 조금 잦아든 다음부 

터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조조정과 대량해고로 인해 “평 

생직장”이라는 관념이 빠르게 퇴조하는 현상만 눈길을 끌었다. 그렇지만 

2002년경에 개혁의 물결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문화적 변동의 전반적인 

양상이 드러났다 그때에 이르면 한국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 

고 침체의 수렁에 빠져버렸고 따라서 이 각도에서 개혁을 바라볼 수 있 

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 것은 투자 열기가 식어버렸다는 점인데， 이는 재벌 

의 수비적인 자세를 시사한다.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성장을 이끌어가는 투자는 개혁으로 인해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 

었다. 국민소득 가운데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연 

평균 37.1%에서 25.9%로 크게 줄었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는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자산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12%나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3%로 떨어졌다. 이것마저도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 

해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그 가치를 늘려 잡은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부문에서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개혁론자들은 과거에 과잉투자가 있었다고 보고 투자 부진이 

차라리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경제가 성숙하변 투자 기회가 줄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기엽 

은 우선 과도한 차입을 막으려는 개혁 조치 때문에 부채를 감축하는 데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30대 재벌의 경우 부채비율은 1995년 347.5%에서 

5) 신장섭 • 장하준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장진호 역 (서울 창비， 
2004) , 140-191: r외환위기 5년 세계 석학들의 한국경제 진단~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 

금융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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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가 닥쳐왔던 1997년에 512.8%까지 치솟았다가 2뼈년에는 171.2% 

로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개혁의 일환으로 적대적 인수 。 합병이 허용됨 

에 따라， 이들 재벌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도 자금을 투입했다. 내부의 

소유 지분을 97년부터 99년까지 2년 사이에 43.2%에서 50.5%로 늘리고， 

남은 자금은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6) 최근 SK의 지 배 

주주가 소버린의 경영권 도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데서 드러나듯이， 재벌들은 그런 사태에 대비해 현금을 쥐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금의 운용 행태에서 볼 때 대기업이 공격적인 자세 

를 버리고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 

재벌들이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되는 현상이다. 특히 1973-79 

년간에 정부가 세계은행에서 무모하다며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중화학 

공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했을 때 재벌들이 수행했던 대담한 투 

자를 생각하면， 격세지감 운운할 정도로 달라졌다고 할 것이다. 

지배구조에서도 문화적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주의가 이전 

과 같은 모습을 띠고서도 조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배구 

조에 관한 조치는 다양해서， 계열사 사이의 상호출자에 대한 제한과 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금지와 내부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지배주주의 주력 

기 업 대표이사 등재와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그 요점은 한마디로 줄이자면 재벌 총수로 하여금 산하기업에서 손을 떼 

고 주력기업의 경영에 전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재벌들은 두 방향으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금융기엽과 더불어 LG 같은 재별은 지주회사로 변 
신함으로써， 산하기업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상호출자와 지급 

보증을 통해 계열사들을 이른바 선단식 구조로 편성하고 비공식적인 방법 

으로 통제하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른 재벌들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내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51.2%로 더 

욱 늘렸다.7) 여기에는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 이외에 산하기엽에 대한 

6) 신장섭 · 장하준한국의 구조조정~， 5• 10, 142-167; 장하준개혁의 몇'" (서울: 부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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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은 정부의 압 

력 때문에 “명예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을 없애는 대신 “구조조정본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총수의 통제력을 보호하려 한다. 게다가 총수들은 산 

하기업을 전문 경영자에게 맡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에 가까운 유대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인불 가운데서 적임자를 선택한다. 그들은 마치 봉 

건시대에 대영주가 직접 지배하지 못하는 영토를 가신에게 맡겨 통제한 

것처럼 산하기업을 통제하지만 그의 통제력은 영주와 가신 사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가족적 인 관계를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봉건시 대에 

비해 훨씬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처럼 총수의 통제력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적인 유대관계에 의지하는 경향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미 재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주의 문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개혁 조치로 인해 재벨은 더 이상 선단식 구조와 비공식적 통제력을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주의는 총수의 통제력 유지에 더욱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많은 재벌들이 지배구조를 실질적 

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개혁 조치 때문에 바뀐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변동이 미묘하다고 한다면， 노동시장에 

서 보이는 변동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구조적 。 제도적 변화부터 살펴봐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 

에서는 주변부가 커지는 동시에 중심부에서 더욱 멀어지는 경향이 보인 

다. 이는 요즈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비정규직은 새로운 조어로서 고용이 불안한 직종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그런 직종에 속하는 다양한 일용직과 임시직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늘어나고 그 성격이 바렘에 따라 새로 

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8) 사실 통계청은 2000 1년 8월부터 비정 

7) 공정거래위원회， “때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http://www.ftc.go.kr. 
8) 채구묵 r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J，한국사회학~ 36: 

5 (2002), 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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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는 크게 다르게 니

타난다. 예를 들어 2003년 8월 통계청 조사를 기초로 비정규직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때， 노사정위원회가 32.6% 

라는 결과를 내놓는 데 반해 노동계는 56.3%라는 수치를 제시한다. 노사 

정워원회가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 용 

역 등의 형태로 고용되는 비전형 근로자로 규정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임 

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는 시 

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노동계는 정규직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규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벼정규직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구성되는 

중심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처우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뚜렷하게 정규직과 구분된다. 한국비정 

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의 경우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96만원으로 정규직의 급여 182만원의 절반을 조금 념는다. 이것은 비정규 

직을 노사정위원회처럼 가장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로 한정해서 조사한 결 

과가 아니라， 노동계의 통념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다.9) 그리고 노동계처럼 비정규직의 개념을 규정하 

고 그 특징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6.6%에 불과한 데 비해 계약직에 종 

사하는 근로자는 55.2%나 된다.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 의미는 연령별 구성에 비추어볼 때 드러난다. 비정규직 가운 

데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인데 비해 30세 이상 50세 미만 

은 48.8%나 된다 바꿔 말해 여러 선진국에서 비정규직은 젊은이들이 본 

격적인 취업을 준비하면서 잠시 거쳐가는 단계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나 

이가 들어서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종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10) 

9) r노동뉴스J，월간 노동~ 2003년 2월， http//www.labor21.com 
10) 정형옥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이 J，여성연구~ 67 (2때4) ，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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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또한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된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종사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성벌어l 따라 다른데， 남성의 

경우에 대략 46%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70% 정도나 된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4분의 3을 념을 만릅 압도적인 다수 

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벼정규직 종사자 가운데서 전문대졸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11) 이런 약자들은 많은 

경우에 외환위기 이후에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사용자들은 구조 

조정의 필요에 직변했을 때 흔히 계약제를 도입해 상용직 일부를 임시직 

으로 변경하고 그럼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하고자 했다. 그런 조치의 대 

상으로 떠오른 것은 대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고도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였다. 게다가 그런 일자리를 차지하 

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이거나 장 

기적인 저항의 가능성도 낮았다 노동조합은 그런 사람들이 상용직에서 

밀려나는 것을 용인했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에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 입지가 취 

약하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덕분에 중심부에서는 유연화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중심부 

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처우가 훨씬 나은 정규직 종사자로 채워져 있는 

데， 여기서 일어난 제도적 변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제의 도 

입이라 할 수 있다. 연봉제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수립된다. 하나 

는 개인의 엽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요 다른 하나는 개인이 직장 

을 쉽게 바꿀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이다. 이들 전제는 주 

변부는 물론이요 중심부 노동시장에서도 낯선 것이었다. 그래도 연봉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널리 도입되었다.2004년 6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을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4，370개 업체 중에서 연봉제 

를 도입한 업체는 1，2597H로서 전체의 41.9%에 달한다 2000년 1월의 조 

11)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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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그 비율이 23.0%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연봉제는 매우 빠 

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추세는 대기업 

과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다. 2002년 1월에 있었던 노동부 조사에 의 

하면，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66.9%에 

이르고 공공부문에서는 78.4%나 된다 12)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일어난 이런 제도적 변화는 뚜렷한 문화적 변동을 

동반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사실상 사라 

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원래 중심부에서 발전한 관념인데， 이제 거기서도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단행되었던 정리해고나 조기퇴직 내지 명예퇴 

직의 희생자들 사이에서 뚜렷한 현상이다. 그들의 경험과 고통이 한때 언 

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에 따라 “평생직장”은 허구에 불과했던 것처 

럼 보이기까지 했다. 연봉제 역시 이런 변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 것으 

로 보인다 안정된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 제도에 따라 자신의 능 

력과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서，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든 직장을 옮기려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기업의 성장 

과 개인의 발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는 데 유의하 

는 청년층에서 뚜렷하다. “평생직장”이 자리 잡지 못했던 주변부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거기서는 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중심부에 진입해 안정된 직장을 얻기가 더 

욱 어려워졌다. 이제 “평생직장”은 꿈꾸기조차 어려운 이상이 된 셈이다. 

이는 가족주의의 외퇴를 뜻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은 70년대에 중 

화학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도 그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일자려보다 많았기 때문에， 기 

업들은 대개 노동자를 쉽게 교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철강， 조선， 기계， 

정유 등의 산업부문에 진출한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비를 도입 

12) r 노동자료J，월간 노동~ 2004년 12월노동통계J，월간 노동~ 2002년 4월 두 자료 모 

두 http//www.labor21.co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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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육성하고 또 유지해야 하는 과제 

를 안게 되었다. 그 대책으로 경공업부문의 중소기업보다 많은 임금과 함 

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욱이 나중에 자세히 살 

펴보겠지만 그런 중심부 대기업에서 경영진은 필요한 기능을 직접 장악하 

지 않고 기능 인력에 의지해서 확보했고 13) 따라서 기능 인력으로부터 자 

발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가종주의에 호소했다. 기업을 가족에 비유 

하면서 직원들에게 가족적인 유대감과 충성심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주의는 “평생직장”과 짝을 이루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 관 

념의 소멸과 함께 쇠퇴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가족주의는 중심부에서 잔존하면서 변형을 겪는데， 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연봉제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호봉제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런 요소는 먼저 연봉제의 외형에서 드러난다 미국얘서도 연 

봉은 개인의 실적 이외에 물가 인상률이나 개인별 시장성 같은 요소를 고 

려해 책정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엽적과 능력이며， 그 

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를 기초로 봉급이 책정된다. 이와 같은 형태를 채 

택한 기업은 2이4년 6월의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15.7%에 불과하다.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형태는 연봉제와 호 

봉제를 흔합한 형태다， 이 혼합형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업적에 따라 개인 

별 인상률을 결정하며 상여금도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인데， 46.4%의 기업 

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보다 호봉제적 성격이 더 강한 성과가급 형태가 

있는데， 이는 기본급을 직급별 。 직능별로 인상하면서 그 위에 개인의 엽 

적에 따라 상여금을 얹어주는 것이다. 이런 형태를 채택한 기업은 13.8% 

에 이른다. 그 외에 기존의 호봉제를 단순화시켜 연봉제로 변경한 것도 

있다. 이 연수형은 기본급에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연봉으로 지급하지 

만 업적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호봉제적 요 

13)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ι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 Pr., 1989), 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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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또한 연봉제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형태든 간에， 연봉 총액 

중에서 업적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이다. 이런 

변동급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기업 (49.0%)에서 10% 미만이고， 나머지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37.2%)에도 30% 미만이다.14) 

연봉제 속에 들어 있는 호봉제적 요소는 가족주의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데에는 물론 여 

라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기업들은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임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평가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지 못하고 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 

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도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 1월의 노동부 조사에서 단적 

으로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업적을 평가 

할 때 개인의 업적만 평가하는 경우(19.6%)보다는 개인의 엽적과 함께 집 

단의 엽적까지 고려하는 경우(74.0%)가 압도적으로 많다 15)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연봉제에 호봉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연공서열 

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꿔 말해， 대기업을 비롯해 선도적인 기업 

들은 연봉제에 수반되는 개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집단을 강조하는 가족 

주의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I. 시장봐 국가， 그려고 깨업 

이렇게 가족주의가 최고 경영진에서 유지되는 반면에 그 하부에서는 개 

인주의와 뒤섞이면서 쇠퇴하는 등 기업문화에 의미있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린 윤곽을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과 발전 전략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 

14) r 노동자료J，월간 노동~ 2004년 12월， http//www.labor21.com 
15) r 노동통계J，월간 노동~ 2애2년 4월， http://www.labor21.com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한국의 경험과 그 함의 249 

서 살펴봐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대체로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최근에 제기된 개혁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문화의 측면에서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연 이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은 문 

화가 거의 거론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마치 거두어들일 것이 전혀 없는 

불모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 경제개혁에 관한 답론을 주도하는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사실상 문화를 외면하는데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한때 정 

치학자들이 정치문화에 주목했듯이， 최근에 경제학자들도 경제문화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한계에서 새로운 조류가 확산되는 데 

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개혁에 관한 논쟁에서 문화가 

무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더 깊은 사정은 경제개 

혁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면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과 그에 따르는 맹점 

을 파악할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커다란 맥락을 올 

바르게 인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시장기제라 할 수 있다. 

개혁론자들이 종래에 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의 권 

위 대신에 시장의 활력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찾는다면， 그들을 비판하 

는 학자들은 한국이 아직도 후발 산업화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논쟁을 기업구조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개혁론자들 

은 시장기제에 대해 과신하고 있어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재벌을 

개혁하고 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시장기제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런 견해 아래에는 물론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면서 재벌을 비롯해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깔 

려 있다. 거기에는 또한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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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말해 미국은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자유로운 

시장과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와 

시장기제 사이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이는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미 

국에서도 재벌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효율성을 누리지 못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사를 살펴봐야 한다. 관심의 초점 

에 있는 대기업은 미국의 경우 자유로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 

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다. 미국 시장은 근대사에서 가장 빠른 성 

장과 격심한 경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주로 풍부한 자원과 급격한 인구 

증가，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시장이 

가져온 결과는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로 출발해서 300년 뒤인 20세기 초에 

는 유럽을 압도하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기업은 그런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을 때 탄생했다. 미국은 

1870년대 중엽에 공황을 겪은 후 1890년대 중엽까지 약 20년 동안 이른바 

대불황 속에서 물가하락세를 수반하는 낮은 성장률을 경험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빚어진 결과였다. 더욱이， 이 기간 

에 철도， 해운， 전신이 크게 발달해 지방시장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며 국내 

시장이 국제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그래서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한 

편， 국내에서는 물가의 지속적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은 결국 기업합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대기업은 해체하거나 적어도 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데 있었다. 미국 기업사의 대가 알프레드 챈틀러에 따르면， 많 

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데 만족했고 그래서 곧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들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 

고하며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동일 업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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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른 기업과 결합하는 수평적 합병에 이어 원료 채취에서 제품 판 

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기업들을 인수하는 수직적 통합을 추 

진했다. 또 독립된 기업들을 흡수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치러야 할 거래 

비용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생산 · 유통 시설을 통합하고 또 합리 

화시키는 조직혁신도 단행했다. 그렇게 해서 단위 비용을 최소한도까지 

끌어내리는 데 필요한 효율적 규모에 도달하고 또 제품의 흐름을 통합하 

고 조정해서 많은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는 이점 즉 규모의 경제와 속도 

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점은 예를 들면 가네기의 강철회사 

에서 톤당 생산비를 1874년 100달러 이상에서 20여 년 뒤 12달러로 낮추 

는 극적 인 효과로 나타났다 16)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런 이점을 활용해 이윤을 증대시키고 시장 점유율 

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다각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자 

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했다. 그래서 2차대전 

뒤에는 복합기업 konglomerate)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 

장했는데， 이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여러 사업체 

들이 느슨하게 결합된 거대기업이다. 예를 들어 Iττ는 모태인 통신 사업 

이외에 유리 제조， 주택 건설， 호텔 경영， 승용차 대여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사업을 벌인다. 이런 기업들은 이전과 달리 특정한 업종에 주력하지 

않는 만큼， 경영도 단일한 권위 아래 집중시키는 대신에 업종별로 분산시 

키는 느슨한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들은 제품 다각화에 주력 

했다. 기존의 생산 。 유통 과정에서 이미 취급하고 있던 제품 이외에도 그 

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처리함으로써 개별 품목의 단위 비용 

을 더욱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범위의 경제는 챈들러가 그의 저서 

T규모와 범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사업 다각화 

와 다른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와 합 

16) A1fred D. Chandler, Jr., The Visible Hand: The Mα1α!gerial Revolution iη Ameriam 
Business (Cambridge, Mass.: Harvard/Belknap,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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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은 흔히 생산 · 유통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 

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인수와 합병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지 못한다. 챈들러는 미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범위의 경제에 주 

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17) 

이처럼 시장은 원활하게 움직인다 해도 반드시 기업에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데 개혁론자들은 이 점을 잊고 있다. 기업들 

이 사활을 다투는 경쟁을 벌이는 미국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에 안주해왔다. 특히 

챈들러가 우려하는 복합기업은 기업이 시장의 압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효 

율적인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개혁론자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 

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재벌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 

하려는 것온 아니다. 개혁론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체제 

가 지니고 있는 이점을 옹호하면서， 재벌을 중섬으로 대기엽이 생산성 향 

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챈들러를 원 

용하기도 한다.18) 물론 챈들러의 논지에서 범위는 어느 정도 느슨한 개념 

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 처리되는 제품은 다른 

많은 제품과 다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챈들러 자신도 인정 

하듯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화학부문에서 높지만 철 

강부문에서는 낮은 것처럼 부문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그렇지만 그가 복 

합기업에 관해 우려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가 제품 사이의 유 

기적 연관성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챈들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재벌이 취급하는 제품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 

져 보지도 않고 사업을 확장해왔고 그래서 범위의 경제를 누릴 만큼 효 

율적인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 Alfred D. Chandler, Jr"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01 l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Mass,: Harvard/Belknap, 1990). 

18) Amsden, Asia’'s Next Giant,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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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화두는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은 주로 개혁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역설한다. 그들에 따르면， 국가 

는 산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에 관한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정책을 통해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국유화 조 

치로 장악한 은행을 통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통제하며， 재벌에 대해 

전략 산업에 진출하게 하고는 수출을 늘리도록 독려하며 경제개발을 추진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료제를 능력 위주로 조직하고 또 수출 실적 

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결정했다. 

간단히 말해， 국가가 수출을 통해 역량을 입증한 대기업에게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성장하고 

국민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산업 

정책으로 집약되는 국가와 은행과 재벌 사이의 제휴 관계에 주목하면서，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 

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산업정책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의 견해에는 강점에 못지않은 약점 

이 있다. 경제성장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은 한국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기는 해도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개 

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국가가 경제성장에 유 

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치중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산업정책론자들 

의 견해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서양의 경험과 구분해준 

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혁론이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 비록 최근에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19) 신장섭 • 장하준한국의 구조조정，;J， 장하준사다리 걷어차기~， 형성백 역 (서울‘ 부키， 
2에4); Ha-Joon Chang, The Political Economy of lndustrial Policy (New York: St. 
M따tin’s Pr., 1994); Jung-en Woo,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lndu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 1991). 

20) Meredith Woo-CuIlÙngs, ed., πle Developmen따1 State (Ithaca: Comell Univ. Pr., 
1999); Peter Evans, ErrÙJedded Autonomy: 5，따tes and lndustrial Tnα1하ormatíon 

(Princeton, N.].: Princeton Univ. P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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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일본경제의 오랜 침체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것은 국제적 비교라는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유용하다.21) 그러나 눈을 

안으로 돌리면， 국가 이외에 다른 경제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산업정 

책론자들은 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에 주목하는 반면에 조연은 경 

시하며， 간혹 조연으로 눈길을 돌린다 해도 조연의 문제점까지 보지는 못 

한다 실제로 개혁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견해에서도 노동자는 어디 

있는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기업은 자주 등징하지만 보조적인 위치 

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재벌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내부거래를 

활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부각된다. 반면에 비효율적인 구조 

를 비롯해 재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산업정책론자 

들은 성공담을 해설하는 데 관심을 쏟으며， 기존 경제체제에서 장점을 찾 

아내고는 그것을 지키고 키우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22) 따라서 벼판적인 

학자들은 기업구조의 개선에 관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천 

착하지 않는다. 

반면에 개혁론자들은 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기업구조가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생 

각할 때， 이런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 

에 관한 오해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개혁론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마치 떼어내야 할 혹으로， 그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한 

다 이런 태도 아래에는 국가를 단일한 실체로 간주한다는 암묵적인 전제 

가 깔려 있다. 그러나 국가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므로， 논쟁의 초점에 있 

는 역할을 국가 가운데서도 어느 기구에서 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떠오 

른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기가 어렵고 또 기 

21) World Bank, πl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Wor1d Bank, 1993); ]oseph E. Stiglitz and Shahid Yusuf, eds.,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1); Mas뼈ko 

Aoki, Hyung-Ki Kim, and Masahiro Okuno• Fujiwara, eds., The Role of Govem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lnstitutional Analysis (Oxford: 
Clarendon Pr., 1996) 

22) 신장섭 · 장하준한국의 구조조정~， 194• 2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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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를 개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국가론자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행정부라는 해답을 갖고 있다. 이 점은 

개발국가론자들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구조가 국가 가운데서 어느 기구가 어떤 성격의 권 

위를 행사하는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는 국가의 역할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가 시작되는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미국 

에서 국가는 일찍부터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에는 서양에서 가장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얼마 뒤부터 철도회사에 막대한 토지를 양도 

해서 철도의 건설을 지원했다. 그런 역할은 정경유착을 가져왔고， 이는 19 

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대기업이 대두했을 때 절정에 도달했다. 더욱이， 

많은 대기업은 여러 기업이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서로 합동해서 만든 것 

인데， 이런 대기업은 흔히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시장 

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록펠러의 스탠다드 요일은 당 

시 미국에서 소비되던 등유 가운데 80%를 공급하고 둥유 가격을 좌우하 

는 위치를 확보했다. 당대의 미국인들은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벌어 

지는 경쟁을 통해 경제를 운영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해 공화주의적 정체의 사회적 기반 

까지 침식하는 사태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 

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비자에게 혜택 

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기엽 사이의 연합이나 

합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체정함으로써 그것을 규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존재를 허용하면 

서도， 그것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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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는 방법이었다. 기업가들은 이런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디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히고， 이어서 단일한 권위 아래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 

으로써 대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별로 협회를 만 

들고 이를 통해 기업 사이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여기서 해 

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호소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대 

부터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우위를 차지하는 전통과 함께 입헌주의와 볍치 

주의가 존중되는 전통이 자리를 잡았고 또 19세기 초부터는 사법부가 행 

정부를 견제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로 대두했기 때문에， 기 

업가들은 법원을 통해 자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23) 

여기에 비추어보면 한국어l서 기업을 규제하는 권력의 소재와 성격이 드 

러난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위를 차지하는데다가 정치권 

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규제를 비롯해 시장에 개입 

하는 권력또 미국에 비해 훨씬 크고 또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널리 알 

려져 있듯이 행정부는 개발주의라는 기치 아래 인력과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는 흔히 기업의 

사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권력은 개발국가론자들이 인정하 

는 것보다 더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듯이 행정부는 

각종 인허가나 정책 금융에 괜한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 실적 같은 객관적 

인 기준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맥이나 뇌물， 또는 

심지어 “패씹죄”로 통하던 감정도 고려했다. 이런 관행이 경제개발과 함 

께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박정 

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24) 그와 같은 구조와 

성격을 지닌 권력이 한국의 기업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23) Martin ]. Sklar, 재e Corporate Reconstruction of American Capitalism, 1890 -1916: 
πle Market, the LαD， and Politícs (New York: Cambridge Univ. Pr., 1988); Tony 
Freyer, Regulating Big Business: Antitrust in Great Brítaín and Ameríca 1880-1990 
(Cambridge, Eng.: Cambridge Univ. Pr., 1992). 

24) 김형아유신과 중화학공업 -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JJ ， 신명주 역 (서울: 일조각， 2005). 
또한 Woo, Race to the Swift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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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볼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미국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보인다. 챈들러 

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기업틀은 20세기 전환기부터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확대된 조직을 통합하고 합리화하면서， 내부에 관료제적인 위 

계질서를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기- 통제하는 단일한 체계로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각화를 통해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개 취 

급하는 제품이나 지역을 단위로 사업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권적인 

체계를 도입했다.엉) 이에 비해 한국의 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독립되어 있 

는 기업들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장기에 형성된 패턴이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 

하는 상황에서， 재별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해 사업을 확장할 때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른바 선단식 

구조를 선택했던 것이다.26) 따라서 재벌은 산하 기업들을 상호출자와 지 

급보증으로 결속시키고， 그것을 기획조정실 같은 기구를 통해 총수가 통 

제하는 지배구조를 수립했다. 이런 구조는 미국과 다른 환경에 대한 반응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권력이 

외부에 존재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의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면， 기업 

은 내부에서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의 의중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공론에 부쳐 경영 방 

침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수집한 비공식적 정보를 바탕 

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를 거친 다음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 

는 재별의 지배구조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거푸집으로 삼아 만들어낸 그릇 

이라 할 수 있다. 

25) AJfred D. Chan버er， Jr., Strategy and Structure (Carnbridge, Mass ‘ Harvard Univ 
Pr., 1962) 

26) Chang, Political Economy of lndustrial Poliζ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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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의의 범위를 깨엽의 내부 구조까지 확대하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다고 해서 기업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워진 

다. 미국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기 

업구조가 기업을 규제하는 권력의 소재와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면， 한국 

에서 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대한 권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권 

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고 이에 따르는 자의적인 성격 

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개혁론자들이 거론한 적이 

없다. 그들은 더욱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중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그 

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국가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이 

른바 빅딜에서 그랬듯이 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듯이 국가개입의 확대를 용인한다. 다른 한편에 

서는 개혁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산업정책을 비롯해 국가의 역할을 제한 

하거나 축소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기업구조의 개 

혁에 관한 논쟁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반면에， 국가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 두 번째 문제가 경제와 별로 

관계가 없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외면해도 좋은 정치 문제로 간주되 

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두 문제는 정치경제학 원론은 물론이요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도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 

다. 

권력구조가 시장기제와 함께 기업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압력이나 환경 

을 구성한다변， 기업 자체는 기업구조를 결정하는 관건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일 

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보다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뜨거운 쟁점이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십여 년 전부터 한국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 

했고， 거기에 기업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80년대 말까지 앨리스 엠즈던을 비롯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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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론자들(assimilationists)은 성장 과정에 관해 선진 기술의 흡수에 주 

목하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요점은 이렇게 정려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서 고속 성장을 누린 나라들은 국가의 주도 아래 국내 저축이나 해외 차 

관을 통해 자본을 동원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해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생산설비를 도입했다는 것，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거기서 배출된 유능한 인재들에게 낯선 

설비를 실제로 움직여 보면서 배우게 하는 이른바 “실행을 통한 학 

습"Oearning by doing)을 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긴) 

그러나 이런 견해는 90년대 중엽부터 폴 크루그먼을 중심으로 하는 축 

적론자들(accum띠atio띠sts)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계 

량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재검토하고 생산성이 대 

부분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증가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산요소를 축적하는 방식에 주력했 

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작업 방식을 개량하는 등 생산요소의 투입 방법 

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생산 활동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보여주는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별로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 

다.잃) 흡수론자들이 이런 비판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반면에， 

축적론자들은 총요소 생산성이 국민경제 전반에 관해서는 물론이요 제조 

업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려운 개념 

이라는 지적에 대답하지 못했다. 따라서 논쟁은 90년대 말에 와서 정체 

27) 마nsden， Asia’'s Next Giant; 김인수모방에서 혁신으로~， 임융철 · 이호선 역 (서울 
시그마인사이트컴， 2000) 

28) AIwyn Young, “A Tale of Two Cities’ Factor Accumulation and Technical Change in 
Hong Kong and Singapor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ηomrcs 
Annual 1992 (1992), 13-65; idem,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떠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1띠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3 (1995), 641-680; Jong-I1 Kim and Lawrence J Lau, “The Sources 
of Econornic Growth of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 Joum띠 of 
the Japαnese αld International Economies 8 (1994), 235-271;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빼irs 73: 6 (1994), 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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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때) 

이 논쟁은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과 직결되어 있다. 축적론자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있다고 본다. 국제자본가들은 

고속 성장에 이끌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이른바 아시아의 용들에게 투자 

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거기서 높은 이윤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를 꺼리재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업구조를 비롯 

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린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개혁론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반면에 흡수론자들은 한 

국 등지에서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원인을 종래의 성장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 

는 오히려 기존 경제체제가 더 이상 순조롭게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론자들은 흡수론을 따르면서 경제위기의 원인과 처방 

에 대해 병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이미 80년대 말부터 

산엽정책응 폐기하고 금융부문을 자유화시키는 등 경제정책을 바꾸기 시 

작했고 그 결과로 국가-은행-재벌의 연계로 요약할 수 있는 기존 경제체 

제에 기능 장애가 생겼다.30) 따라서 이들은 축적론자와 개혁론자에 비해 

생산성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은 생산성 문제가 흡수론자나 산업정책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에서는 총요 

소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국민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 

고 산업부문별로 기업 수준에서 접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제과업 부문에서， 한국은 1990년대 중엽까지 노동자 일인 

당 투입하는 자본을 미국만큼 늘리고서도 총요소 생산성은 절반밖에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은 부문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29) Richard R. Nelson and Howard Pack, “The Asian Miracle and Modern Growth 
Theαy，" Economic Joumal 109 (1999), 416-436; Jesus Felipe, “Total Factor 
Prαluctivity Growth in East Asia: A Critical Survey," Jourr때 of Development 
Studies 35: 4 (1999), 1• 41. 

30) 신장섭 • 장하준한국의 구조조정~，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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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종래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줄여 말 

하자면，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잡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에 가깝고 

일본이 60 정도인데 한국은 5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축적론자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생산성은 그들이 말 

하는 것과 달리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 비해 40 

에 불과했지만， 80년대부터 뚜렷하게 상승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은 성장 

과정에서 생산성을 상당히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31) 

안타까운 것은 생산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혁론자들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재벌을 비효율성의 주 

범으로 간주하고 출자총액제한에서 사외이사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기업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기업이 살 

아남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역설한다. 그렇지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눈을 돌려 생산성이 결정되는 생산 

현장이나 그것을 포함하는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측 

면에서 개혁론자들이 거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영권의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생산성 격차를 비롯해 재벌의 문제점은 총수가 

경영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을 토대로 산하 기업 

들을 지배하고 또 이런 지위를 자녀에게까지 상속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총수에게 대표이사로 등록해 경영에 관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옮으로써 퇴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 대신 전문 경영 

자들이 경영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증되지 

31) Martin Neil Baily and Eric Zitzewitz, “Extending the East Asian Mirac\e: Micro
economic Evidence from Korea,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8 (1998), 249-308 (이 논문은 한글로 번역되어 책자로 간행되었다 
『맥킨지 보고서 - 한국 재창조의 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8); Martin Neil Baily 
and Robert M. Solow, “Intemational Productivity Comparisons Built from the Firm 
Leve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 3 (2001) , 151-172. 또한 다음도 참고하 
라. Dirk Pilat, “Comparativ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1967 -1987," 
Journal 01 Development Economics 46: 1 (1995),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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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론적인 문제점은 개혁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치밀하게 뒷받침해주는 

챈들러에게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대기업의 성장에는 “조 

직역량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규모의 생산 g 유통 시설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는 위계적 관리조직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한 대 

기업에서는， 그런 관리조직의 고위층이 기업의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중간층이 구매와 판매， 그리고 생산과 연구 등 기능 가운데 어 

느 하나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품목의 관리를 전담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는 조직혁신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챈들러는 특히 고위층의 중 

요성을 역설한다. 고위층은 전문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 

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더 나은 보상과 직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 경영자들은 매 

우 합리적인 존재로 묘사된마. 이는 챈들러가 조셉 쉽페터의 기업가적 역 

량(entrepreneurship) 개념과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을 혼합한 결과다 

잘 알려져 있듯이 쉽페터는 혁신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중시하면서 그것 

이 기업가적 역량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베버는 관료제를 근대적인 합 

리성이 구현되는 제도로 간주한다. 챈들러는 이런 명제들을 결합해서 관 

료제적인 관리조직에서 상부에 자리 잡은 전문 경영자들이 기업가적 역량 

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32) 

챈들러에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의 견해 아래에는 하나의 

명시적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기업으로부터 단기적인 이 

윤 배당을 기대하는 데 반해 전문 경영자가 그 속성상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 전제는 1930년대에 아돌프 벌리와 가디너 

민즈가 제기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명제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에 제임스 버념이 주장한 전문 경영자의 대두라는 명제， 이 물을 결합한 

것이다，33) 그러나 이런 전제는 옳지 않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국에 

32) 배영수미국 기업사의 최근 동향J，서양사연구~ 30 (2003), 29-62. 
33) Adolf A. Berle and Gardiner C. Means, Modem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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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백한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만， 소유자가 단기적인 이윤에 매달리는 반면에 전문 경영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 소유자라고 해 

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먼 훗날에 돌아올 커다란 이윤을 바라지 않는 

다는 법이 없고， 전문 경영자라고 해서 기업의 단기적인 팽창과 머지않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명망과 타기업 영전을 노리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사실 이는 얼마 전에 미국의 기업계가 일본의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깨닫 

게 된 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소유자든 전문 경영자든 간 

에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과 조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혁신하 

는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된다. 사실 이것이 챈들러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이 낮은 요인은 기업의 내부에서 접근할 때 개혁론자들 

처럼 경영권의 소재 문제로 압축할 수 없다. 그 요인을 올바르게 파악하 

는 데는 기업 수준에서 생산성을 탐구한 최근 연구가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무엿보다도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노동 

자 일인당 투입하는 자본이 비슷하다 해도 업체별로 보면 투자 총액이 적 

고， 그래서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한국 기업들이 흔히 첨단 시설과 지식 

을 도입하고서도 뒤떨어진 경영기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기엽들은 미국만큼이나 선진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지 

만， 부품 공급과 품질 관리 등 관리 측면애서 볼 때 일본은 물론이요 미 

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한국경제가 고속 성장을 누리는 동안 기엽들은 

투자를 하기만 하면 쉽게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진적인 경영기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잉) 

이 견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초점을 경영진에 

(New York Macmillan, 1932); James Bumham, The Mα11Jger띠1 Revoluti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New York John Day, 1941) 

34) Baily and Zitzewitz, “Extending the East Asian Miracle‘” 특히 잃8-292쪽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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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탓에， 노사관계에 대해 가끔 언급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현 

장과 노풍자의 역할을 경시한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설비를 움직이는데도 선진국만큼 생산성을 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는， 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 생산과정과 작업 

조직을 살펴보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 경영기법을 나무란다. 게다가 경 

영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경시한다. 선진적인 경영기법이 쉽 

게 배울 수 있는 기능이라 해도， 그것을 한국 기업에 도입하는 데는 문화 

적 차이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기업 

문화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까지 경영에는 니·라마다 다른 특정이 있고 

문화적 환경은 거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경영기법에 관한 

논의에서 문화적 차이는 중시되지 않는다. 

이들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 수준 

에서 생산성 격차에 접근할 때 시야를 경영진과 경영기법에 국한시키지 

말고， 노동자를 포함해 기업에서 널리 공유되는 기업문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생산현장， 특히 생산체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서 생산체제란 경제체제와 권력구조까지 포괄하 

는 거대한 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물질 

적 조건과 인간의 노력을 결합하는 미시적인 체계를 가리킨다. 이 둘은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후자를 움직이는 구성 

요소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생산체계는 공장에 도입되는 기술과 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생산과정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분담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조직 그리고 작업조직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 수행을 통채하는 통제형태와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에 형성되는 문화，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체계를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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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생산왜째와 71업문화 

생산성 격차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문화까지 고려하면서 생산체제에 주 

목할 때도， 한국과 미국을 역사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미 

국의 높은 생산성은 흔히 생각하듯이 많은 기업이 넓은 시장과 풍부한 자 

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규모로 공장을 짓고 첨단 설비를 들여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정을 구축한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생산과 

정에 잠재되어 있는 생산력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 많은 물량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조직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노동을 통제하는 

형태도 조정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물론 매우 유연한 노동시 

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기능뿐 아니라 인종과 

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산업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 

다도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은 그런 노동시장에 한편으로 적응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노동력이 부 

족하고 값비썼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노동력을 절약하는 데 커다란 관심 

을 기울였다 더욱이 19세기 말부터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때 강철， 기계， 전기， 정유， 화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생산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로 시설을 구축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기대 

한 만큼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 

로 생산과정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그것도 숙련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데 있었다. 숙련 노동자들은 유럽에 비해 취약한 조직과 전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생산과정에 관해 기업가보다 우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 

고 있었기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생산과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테일러주의에 주목하게 되었 

다. 테일러주의는 노동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숙련 노동자가 하던 작 

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미숙련 노동자에게 맡기는 한편， 수많은 노동자 

들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는 원칙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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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원칙을 도입하는 곳에서는 대개 격심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숙련 노 

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려 했고， 경 

영진은 그것을 빼앗아 효율적인 작업조직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 

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일러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확산되 

었고， 그것도 창시자 프레드릭 테일러의 제안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보급 

되었다. 그렇지만 복잡한 생산과정에 맞추어 작업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 

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잃) 

작업조직은 노동에 대한 통제형태와 함께 더욱 발전했는데， 이는 포드 

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를 토대로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기계화시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원 

칙으로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 

는 이른바 “기술적 통제형태”를 실현시켜 주었다. 이로써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 

하거나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다 그래서 기엽가들은 임금을 크게 인상하 

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강화시켜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결국 포 

드주의는 2차대전 이후에 주요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 전 

략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런 전략에 따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기업 

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작업조직과 통제형태도 개 

발되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밀한 직무기술서와 업무규정집을 개발하 

고 그것을 토대로 개별 피고용인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재편하고 “관료제적 통제형태”를 도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서 노동시장 

35) Frederick W. Taylor, Scíentific Management (New York: Harper & Row, 1964); 해 리 
브레이버먼노동과 독점자본~， 이한주 · 강남훈 역 (서울 까치， 1987); Daniel Nelson, 
Managers and Workers: Origins of the New Facto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1880-19，찌 (Madison, Wisc ‘ Univ. of Wisconsin Pr., 1975); David Montgomery, 
Workers ’ Control in America: Studies in the History of Work, Technology, and 
Labor Struggles (Cambridge, Eng.: Cambridge Univ. Pr., 1979); 배영수노동과정론 
- 테일러주의 논쟁 J，성곡논총~ 23 (1992), 102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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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했고， 그것은 임금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백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노동시장과 구분된다 36)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도 생산과정과 작업조직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 

기업들은 기계화나 자동화 같은 생산기술의 진보 덕분에， 생산과정의 측 

면에서 볼 때 대체로 포드주의의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거기에 걸맞는 작업조직을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 

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했을 뿐이지， 생산과정 전 

체에 걸쳐서 모든 개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개발 

하고 또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바 

꿔 말해，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판리조 

직이 작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태일러주의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많은 관라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단일한 

구조로 편성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관리조직이 발전하지 않은 것 

이다. 여기서 앨리스 엠즈던은 오히려 장점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관리조직이 작아서 의사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엠즈던은 거기에 따르는 단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강조하듯이 “실행을 통한 학습”은 선진적인 시설을 도입한 다음에 생산과 

정에서 진행되었고， 거기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은 생산현장에서 움직이는 

노동자와 관리자들에게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기엽가들은 그런 것들을 경 

영진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재구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봉급과 “평생직장”을 들먹이며 그 지식을 지나고 있는 사람 

36) Stephen Meyer, III, ]이he Five Dollar Day ’ Lαbor Management in the Ford Motor 
Corr뼈ny， 1908-1921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 1981); Richard Edwards, 
Contested Terrain: ηl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79); David M. Gordon, Richard Edwards, and Michael 
Reich, Segmented Work, Divided Workers: ηl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αbor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Eng.: Cambridge U띠v. Pr, 1982); Sanford M. 
Jacoby, Eηlploying Bureauσacy:MαJagers， Unions, and the Trw때ormatioη of Work 
in American Industry, 1900-1945 (New York Columbia Univ. P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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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붙들고 있으려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테일러 

주의룹 거치지 않고 포드주의로 넘어갔던 것이다. 

뛰떨어진 작업조직은 낡은 형태의 노동통제와 짝을 이룬다. 중소기업이 

나 꽤기업이나 가렬 것 없이， 모두 포드주의 아래서 가능한 “기술적 통제 

형태” 이외에 주로 “단순한 통제형태”에 의존한다. 이 형태에는 우선 강제 

력을 이용하는 방법， 특히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방법이 있었다， 

국가는 오랫동안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키고 내수보다는 수출에 역점 

을 두는 경제정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기업을 도와줄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기엽틀은 적합한 작업조직과 통제형태를 개발하지 않고서도， 지출하는 노 

동비용에 비해서 높은 노동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빽을 갖고 있 

었다. 바꿔 말하면， 억압적인 국가가 작업조직과 통제형태의 개발을 막는 

배정이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 

것은 생산현장에서 감독이 ‘인간적으로 잘 해보자’며 접근하는 데서 잘 나 

타나는데，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근로의욕을 고무하는 방법이다. 국 

가는 ‘잘 살아 분세’라는 구호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내걸고 물 

질적인 풍요를 약속했고 기업은 안정된 일자리와 더 많은 봉급을 약속했 

던 것이다. 

이런 작업조직과 통제형태를 갖고도 생산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생산현장을 지배한 맹렬한 근로의욕과 그 아래에 깔려 있던 

가족주의 문화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는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비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와 같은 근로의욕은 사회 · 경제적 

인 배경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오랫동안 풍부하 

고 저렴할 뿐 아니라 교육도 많이 받은 노동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 

에， 노동자들은 격섬한 경쟁에 둘러싸여 있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는，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자세를 갖춰야 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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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은 물질주의와 결합된 가족주의에 있다. 이것은 어떤 집단이 물질적 

인 풍요를 위해， 마치 가족처럼 구성원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종래의 연구는 이 문화가 1980 

년대에 중화학공업 부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널리 확 

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 이외에 

국가와 자본의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의 소산으로 간주한다.37)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종래의 연구는 모든 노동자 

들을 툴러싸고 있던 외적 환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가 왜 

하필이면 80년대에 중심부 대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뚜렷하 

게 나타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이들은 60-70년대에 경공업 부문 

의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비해 고용 안정성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과 연륜 덕분에 국가나 자본에 대해서도 더 비판적인 태 

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민주정치나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투쟁의 견지에서만 노동운 

동에 접근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60-70년대에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했던 노동운동이 노동조합과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듯이 38) 80년대에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벌였던 중심부의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족주의는 곧 사라 

져야 할 문화로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맹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업조직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가족주의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테일러주의를 건너띈 

중심부의 대기업에서 그 대체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다. 이는 가족주의를 구성하는 정서와 윤리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집단도 포 

37) 임영일 · 차성수 · 박준식 · 이상영독점대기업 노동자의 의식연구J，한국사회노동자연 

구 1" (서울’ 백산서당， 1989), 143-271; 이영희독점대기업 화이트칼라노동자 연구J ， 
같은 책， 273-324; 구해근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역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38) 김원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서울’ 이매진，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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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정서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흔히 ‘집안’이라는 느슨한 혈연집단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 뚜렷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갖 

고 있다. 또 지 연과 학연을 통해 구축된 인간관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소 

속감과 충성심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기업애서도 통한다. 사원들은 동료 

사이에 혈연관계의 수준은 아니라 해도 지연이나 학연에 가까운 유대관계 

를 기대한다. 이 유대관계에서 이상형은 형제자매의 관계여서， 동료들 사 

이에서 사적으로 쓰이는 호칭으로는 선배와 후배보다 형님과 언니 그리고 

동생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웃어 

른은 아랫사람들에 대해 가부장적인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아랫사람들 

은 그에 순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갈등은 횡적이거나 종적이 

거나 간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이성적인 

타협에 못지않게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기업 이 

름 다음에 ‘가족’이라는 명시-를 붙이는 관행은 사용자의 선전에 그치지 않 

고 피고용인의 동의를 볼러일으키는 것 같다. 

가족주의는 그런 정서와 함께 쌍무적인 윤리로 구성된다. 그것은 구성 

원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요 구성원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정 

한 태도를 요구한다. 가족주의는 어떤 집단이든 일단 신입의식을 거쳐 그 

구성원이 되고 나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 적대감에 가까운 

배타적 감정을 배양함으로써 내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소속 집단을 위한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집단만을 위한 

이기주의도 용인한다. 구성원은 집단에서 자신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고통도 참아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그 바깥에서는 집단 

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의와 원직도 굽힐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집단은 그런 구성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장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담을 진다. 이런 쌍무적인 윤 

리는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의 암묵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 관념은 노 

동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 

장해야 한다는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평생직장”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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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가져오는 요인일 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의 근 

로의욕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울인 온갖 노력보다도， 차라리 내면화된 가족 

주의적 윤리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맹렬하게 일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바로 이런 윤리가 한국 기업들이 낙후된 작업조직과 통제형태에도 불 

구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빠르게 커나간 비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는 한국의 고유 문화로서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문화는 차이가 있기는 해도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존재한다. 가족은 이 지역에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가치관의 산실이었다，39) 더욱이 가족주의는 유교문화권 바깥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20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뚜렷했는데 아직 

도 사라졌다고 말하기 어렵다쩨 이처럼 가족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쇠퇴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에서 뚜 

렷하게 드러나듯이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경향， 즉 자본주의가 생명과 재 

산으로 집약되는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발전하면서 그것을 더욱 확산시킨 

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41)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경제위기 이후 

에 한국에서 보이는 “평생직장”의 소멸과 가족주의의 쇠퇴는 결코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가족주의의 쇠퇴가 작업조직이나 노동통 

제의 발전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요즈음 작업조직과 노동통제는 

겉으로 보기에 관료제로 재편되는 듯하다. 대기업은 오래 전에 수립한 관 

39) 에력 흡스봄극단의 시대i 이용우 역 (서울: 까치， 1997). 
40)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Glencoe, m ‘ Free Pr, 

1958); Rudolph M. Bel!, Fate and Honor, F/αnily and Village: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Rural ltaly since 18Gη (Chicago: Univ. of Chicago 안， 1979). 

41) Charles Sellers, The Market Reuolution: Jacksonian Amerim, 1815 -1846 (New York: 
Oxford Univ. Pr., 1댄91); Youngsoo Bae, Labor in Retreat: Class aηd Community 
Among Men ’s Clothing Workers of Chimgo, 1871-1929 (Albany, N.Y.: State Univ 
of New Y ork P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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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틀 최근에 도입한 계약제와 연봉제로 보완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서 사행하는 제도를 간소화시켜 수용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방대한 

조직체계와 단일한 권위구조 그려고 정교한 인사제도를 볼 수 있다. 그러 

나 판료제를 움직이는 직무기술서와 업무규정집은 대체로 매우 소략하거 

나 그렇지 않으변 포괄적인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수 

행하는 지침으로서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흔히 새로운 직 

책을 맡으면， 자선의 직무에 대해 전임자로부터 대충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통료들에게 물어 가면서 일을 배운다. 업무의 변밀한 분담과 

긴밀한 조정， 바꿔 말해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기본 

원려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대개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도 호봉제적 요소를 유지 

히고， 그럼으로써 가족주의적인 윤리에 의지해 맹렬한 근로의욕을 보존하 

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기업가들은 계약제와 연봉제가 도 

입된 다옴에 더 열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만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 

의 경력을 위해 전직을 준비하거나 심지어 부업에 신경을 쓴다고 우려한 

다. 그래도 생산체제에 주목하고 작업조직이나 통제형태를 개선하려고 노 

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속 성 

장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생산체제-선진적인 생산과정과 전끈대적인 작 

업조직과 통제형태， 그리고 가족주의적인 윤리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던 

생산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한국의 생산체제를 원활하게 움직였던 문화가 쇠퇴하고 개인주의가 대두 

하고 있는 반면에， 생산과정이나 작업조직， 또는 노동통제가 종래의 형태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수많은 작업장에서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심부의 대기업보다는 

경제개혁의 충격이 큰 주변부의 중소기업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인 

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부 대기업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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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가족주의가 후진적인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중 

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므로 생산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주의의 쇠퇴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주의 발 

전의 산물로서，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전반에서 커다란 조 

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업가들이 문화적 변폼을 중심으로 생산체제에 일어나고 있 

는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즈음 경제개혁으로 인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가들은 대개 수출 

에서 활로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비부진을 탓하며 투자를 꺼린다. 일 

부에서 투자에 나선다면 그것은 거의 모두 “조직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 

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가들이 과거 

처럼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개량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 

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요즈음 헥신을 화두로 삼고 있 

는 듯이 보이지만， 쉽페터의 의도와 달리 조직의 측면을 경시하면서 발명 

같은 기술의 측면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축적 

론자들이 비판하는 과거의 성장 방식 즉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확대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 

하는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산체제가 

흔들림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나타났던 과거의 생산성 증가 추세 

마저 약화되는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개혁에 수반된 문화적 변동은 흔히 경시되지 

만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았다. 지금까지 밝힌 것처럼 경제개혁에 관 

한 담론은 시장기제와 국가개입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처럼 기업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에서 출발해 기업구조에 접근하는 개혁론이나 그에 대한 

비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제안을 찾아보기는 

어 렵다. 더욱이 기 업 내부로 눈을 돌려 생산체제에 주목하고 생산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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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개혁이 세 

계화의 물결을 타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또 개혁안도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생산성 

문제가 경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축적론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 

이지 않는다 해도， 투자나 수요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생산성이 

한국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개혁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대 

체로 기업의 내부， 특히 생산현장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 

는 것 같다. 어쨌든 생산성 격차를 조금씩이나마 좁혀가던 생산체제가 흔 

들리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작업조직 

과 노동통제는 물론이요 그것들을 움직이는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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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corporate culture. Korea has 

recently instituted various reform measures 뼈 its corpor없e structure and labor 

market, which involve subtle but significant cultural changes. Familism is quite 

alive in the chaebol’s govemance structure. It also persists among managers aηd 
workers employed by core firms, forming a symbíotic relationship with 

increasingly pervasiveηdivi뼈aiism. But it seems to havε languished in 
peripheral firms. 

These cultural changes are slighted in the Korean discourse 0뼈 economic 

reform. It is focused on market mechanisms VS. state interventions and corporate 

ownership vs. pro옮ssional management. Socia! scientists and policy makers 

have rarely 압aid attention to the point of 힘roduction where workers, along with 
managers, decide productivity under a given productio뼈 regimε. 

Compared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 core firms of Korea appear to have 
established a peculiar production regime. They have instituted Fordist 맹ro
duction processes, while skipping τaylorism and failing to develop work 
organizations; they resorted to outdated forms of labor control as well as 
repressions by the state. Korean firms have still remained competitive, owing 

not just to low wages but to work ethic based on familism. But this production 
regime is not safeguarded against cultural changes, including the decline of 

familism, involved in econor뼈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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