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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력 인 노사 계에 있어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한 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한편

으로는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성과로 이어지는지에 하여 견해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근로자 참여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그에 따

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역시 상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근로자의 참여가 개인의 직무만족,조직몰입을 넘어서 조직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경 의사결정 참여와 성과 참여라는

조 인 속성을 가진 두 가지 참여유형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 다.연

구주제를 검증하기 하여 『2013사업체패 조사』의 사업체 자료를 활

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 근로자의 참여는 체로 이직률,노사 계,품질수 ,노동생산성

과 같은 조직성과에 통계 으로 일정 부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하 다.

세부 으로 경 의사결정 참여는 이직률과 같은 인 자원 결과물과

노사 계,품질수 과 같은 조직차원의 결과물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성과 참여는 이직률,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가지 독립변수 모두 매출순이익률과 같은 재무

성과에는 직 인 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에서 근로자의 인사나 경 권에 한 참여는 소모 인 시간과 비

용의 지출을 가져온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근로자 참여의 본질 인 유형

으로서 의사결정 참여의 효과에 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

러한 결과에 해서 참여의 유형마다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이 다양하

게 나타나므로 차별 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근로자 참여의 보완성과 상

호 작용을 인식하고,근로자 참여 제도가 실질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근로자 참여의 성공을 한 그 바탕

에는 경 의 정보 공유,경 자와의 직 화 등 회사와 근로자간 조직 차

원의 커뮤니 이션 노력이 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횡단면 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변수들 사이에서 선형 인

련성만을 확인하 다는 한계가 있다.향후에는 시계열 연구 특정

로그램의 시행과 효과에 한 심층연구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주요어 :근로자 참여,조직성과,의사결정,성과배분,노사 의회,

커뮤니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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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최근 서울시가 공기업 산하기 이사회에 해 의결권을 가진 근로자

를 참여시키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도입 찬

성 측은 근로자 이사제가 사회 인 갈등 비용을 이고,조직의 생산 효

율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한다.반면 반 하는 측에서는 근로

자 이사제가 법으로 보장되는 경 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의 지연으로 경 효율을 해하고,법률에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도입할 경우 혼란만 부를 수 있다고 반발한다.이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

근로자 참여에 한 상반된 시각을 특징 으로 보여 다.근로자 참여

논란 속에는 참여의 상과 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함께 주장되고 있다. 한,근로자 참여의 유형은 그 주체와 수 , 상,

방법 등에 따라 과정참여와 결과참여,의사결정참여,성과참여,자본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 왔다.따라서 이에 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

며,그 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참여는 새로운 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 경제 기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들

의 인수 합병 분할이 활발하게 개되는 가운데 인력에 한 량 해

고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 됨에 따라 특히 근로자의 경 참

여에 한 요구가 계속되었다.근로자의 참여는 유형별로 보면 성과 참

여,의사결정과정 참여,자본참여 등 분류 기 과 목 에 따라 다양한 유

형과 정의로 활용되어 왔다.하지만 그 실질 인 근로자의 참여라 함

은 의사결정 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곧 기업경 에 련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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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정에 근로자,근로자 표 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참여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 계에서 가장 요한

기능 의 하나이며,인 자원 리 측면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인

자원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믿는다.더구나 경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한 인 자원 리의 요성이 커지고, 력 노사 계로의 환이

요구되면서 이에 한 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 히 근로자의 경 에 한 참여에 해서는 경 권의 침해

는 물론 의사결정의 지연과 노사 의견 립의 심화, 신활동의 해 요

인으로 보기도 한다.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바람직한 근로자의 참여 모

습은 인사 경 에 한 의사결정에 참여 보다는 성과 배분제 등 경

의 결과물에 한 제한 인 참여로서 이러한 참여 유형이 우리의 여건에

서는 더욱 합하다고 주장한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 역시

고용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해 나가는데 근로자의 의

사결정 참여가 커질수록 경 에 한 무분별한 간섭과 자율성 침해,비

효율 로 이어진다는 시각에 어느 정도 기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하는 최근의 경 환경 변화 속에서 조직이 어떻게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문제의식을 가지

면서 우선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해 근로자 참여 논란에서 거론이 되는 두 가지 조 인 참여 방

식,경 의사결정 참여와 성과 참여가 조직성과라는 측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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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필요성

오늘날 장기 인 경기침체와 경쟁의 심화는 조직구조의 빠른 응과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시 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

고 효율을 극 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내부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그 인 자원의 역량을 극 화하는 방

법 하나로 근로자의 참여가 증가하면 노동생활의 질이 높아지게 되

고,개인의 측면에서 조직에 한 심과 몰입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결근율,이직율 등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많은 연구에서 설명하

고 있다.아무리 시스템화 되어 기능하고,고차원 으로 체계화된 조직이

라 하더라도 결국 구성원 개인의 몰입과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장기 인 안목에서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변하

는 경 환경에서 조직에 한 신뢰와 함께 담당 직무에 한 만족을 높

이고,자발 인 업무 신 환경을 만들어 가기 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극 인 참여와 조직의 소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에는 부분 이론

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노사 계 실에 비추어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근로자

의 참여에 회의 인 시각에서는 통 으로 경 자가 담당했던 략 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의 역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 까지의 근로자 참여에 한 연구는 개념 이고 규범 인 논의가

많았다.일부 실증연구에서도 특정 조직의 구성원을 상으로 개인 차원

의 설문 연구를 통하여 그 성과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 개인 차원

의 변화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한 근로자 참여 에서도 부분 제

안제도,소집단 활동,품질활동 등 생산 장의 개선 작업 장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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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직무몰입 등에 미치는 효과,생산의 효율성 향상 등 제한 인

연구가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의 성과라는 좀 더 추정하기 어려운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근로자 참여”라는 매우 다양하고 일

반 인 개념에 해 후술하고 있는 참여의 유형 분류에 따라 략 이고

기업의 정책 내용에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해 “경 의

사결정 참여”로 한정하여 변수화 하 다. 한 과정에 참여,비물질 인

참여의 특성을 가진 경 의사결정 참여와 비해 결과에 한 참여,물

질 인 참여로서 “성과 참여”를 추가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효

과를 조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이러한 변수는 오늘날 근로자 참여

의 확 를 주장하는 쪽과 그 반 측에서 서로 경 투명성 제고 는

실 인 참여 유형으로 거론되는 표 인 근로자 참여의 유형이기도

하다.

한 그 동안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응답자의 주 인 인

식 정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여기에서는 노동생산성,매

출순이익률 등과 같은 계량 인 데이터의 측정을 병행하여 지속 인 경

쟁 우 를 의미하는 조직의 성과로서 인 자원 결과물,조직 결과물,그

리고 재무 결과물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의 두 가지 유형

이 조직성과의 다양한 측면에 어떠한 차별 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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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방법 구성

본 연구는 조직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노사간 커뮤니 이션이 조직성

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이론을

고찰한 후 연구모형을 설계하고,연구과제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2013년도 사업체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조사의 체 응답 사업체는 1,775개소이고,그 민간 부분의 표본

사업체는 1,656개소이고,공공 부문은 119개소이다.

조사 자료에 한 분석방법은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우선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변수들에 한 상 계 검증을 실시하 으

며,연구과제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 ,연구의 방법 구성을 제

시하면서 체 인 흐름을 언 하 다.

제 2장은 이론 배경으로서 근로자 참여에 한 일반 인 이론과 선

행연구를 소개하며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제 3장은 연구 설계로서 실증조사를 한 연구모형 설계,연구가설 설

정,조사 설계 등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 다.

제 4장은 실증분석으로서 표본의 특성,다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기술하 다.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결과 시사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과제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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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근로자 참여의 의의

1.근로자 참여의 배경

근로자 참여의 배경은 국가 는 기업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체 인

흐름은 국내외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변화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기

감에서 기인한 것이며,보다 직 으로는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극 인 참여와 창의성이 필요하게 되었고,마

지막으로는 고등 교육의 확 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근로자들도 참여에

한 욕구가 증 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1경쟁 심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에게는 세계로 시장이 확 되는 기회와

함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이러한

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

게 되고,조직이 기를 극복하여 이를 성공의 기회로 환하기 해서

는 이제 끊임없는 자기 신과 경 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생산기술,

조직, 리방식 등 경 의 반 인 분야에 걸친 자기 신을 통하여 상

품의 질과 가격 면에서 동시에 우월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어수 ,1995)

이러한 국제화․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기본

인 조건은 인 자원의 효율 활용에 있다는 인식이 세계 으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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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 의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미국의 Pfeffer(1994)는 미국의

우수한 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인 자원의 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통 인 경쟁 우 략인

기술,특허,산업 내의 략 인 치에서 찾기 힘들다.Pfeffer는 경쟁의

비교 우 의 원천은 항상 변화되어 왔는데,성공한 기업들은 각 기업만

의 고유한 인력개발정책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밝혔다.기술개

발 는 비용의 감을 통한 상 인 비교우 는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

할 수 있어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반면,인 자원을 통한 비교우 는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장기 경쟁 우 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 자원 활용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유

(informationsharing)와 경 참가(participationandempowerment)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를 폭넓게 참여시키며,자신들의

작업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게 할 수 있을 때 근로자의 직무와 일터에

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고,그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 역시 향상된다는

것이다.

1.2생산시스템 변화

근로자 참여를 강조하는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

진 기업의 생산과정의 변화이다.Piore& Sabel(1984)에 의하면 우리는

재 요한 산업의 변 기(industrialdivide)에 살고 있다. 량생산체제

(massproductionsystem)가 19세기 산업 명 이래로 지배 인 생산의

형태가 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의 산업의 변 기(second

industrialdivide)에 살고 있다고 본다.이제 유연한 다기능의 기능·기술

자와 과학자 엔지니어라는 인 자원이 그 기업의 핵심능력을 결정하

는데 가장 요한 자산으로 등장하게 된다.유연한 다기능의 기능·기술

자를 지력근로자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강철규,1994)지력(knowledge

power)이란 유연한 다기능의 기능·기술자들 엔지니어,과학자, 문경



-8-

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생산력화하는 것이라고 본다.소 지력노동자

가 필수 이며,이들 지력노동자들이 을 이루어 작업하고 제품개발

기술 신에도 을 이루고 참여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다.즉 유연 생산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 혹은 지력기업을 유

지하고 성공시키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극 이고 자발 인 참

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1.3근로자 욕구 증

근로자의 참여 증가는 근로자의 구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공 측

면의 변화의 흐름과 무 하지 않다. 표 인 것이 근로자의 의식변화로

서 노동시장의 주도층이 어지고,고학력화 되면서 심화되었다.노동시

장을 주도하는 계층이 상 으로 어지면서,이들 은 근로자들은 능

동 이며 능력 주의 개방 인 조직 문화를 선호하고 있다.이러한 고학

력의 은 근로자들은 경 과정에의 참가에 한 자신감과 내재 인 욕

구를 가지고 있으며 경 자들도 이러한 흐름에 해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치열하고 속 인 경쟁과 변화하는 생산시스템 속에서 근로자의 창조

인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보장해 수 있는 조직 환경의 조성이 어느

때보다 요하며,근로자의 참여는 차 이와 같은 환경의 핵심으로 자

리잡고 있다.

2.근로자 참여의 개념

Walker(1974)에 따르면 근로자의 경 참가는 “기업 계층의 최고 경

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경 기능에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9-

(조은 ,1999재인용).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근로자가 경 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 근로자의 참여 경 은 “임

과 근로조건,고용과 해고,투자 계획,직업훈련 등의 문제에 하여

기업수 에서 기업에 한 여러 결정을 내리거나,이를 비하고 수하

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양명호,

2012).

다른 정의로는 Jain(1980)은 “근로자 참여 경 이란 근로자가 기업

경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 수 에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과정”,Grew(1995)는 “참여 경 은 근로자가 조직 내부 여러 역에서

발언권을 크게 하기 해 참여능력 확 의 기회를 주는 의식 이고 의도

된 능력”이라고 본다.

국내 연구에서는 최종태(1988)가 “기업 경 상 여러 문제의 결정과 운

에 근로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이완 (2000)은 근로자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에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는 근

로자 참여 경 의 핵심이라고 보았다.참여는 형 으로 근로자의 생

산성,동기,직무 만족과 같은 요인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로 연구에서는 근로자 참여는 보상,인센티 등과 같은 외재 인

동기 보다 더 효과 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내 인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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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자 참여 제도

3.1품질 리소모임(QualityCircles)

품질 리소모임은 작업에 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특정한 작업

역 안의 근로자들이 정기 으로 만나는 자발 인 이나 원회를 의

미하고,통상 여기에 해 집단문제 해결을 한 교육 등이 제공된다.

품질 리소모임은 품질과 생산효율성 향상을 해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한 요한 도구로서 미국의 경 학자들에 의해 창안되었지만,자국 내

에서는 오랫동안 무시되다가 일본의 제조업체들에 의해 리 활용되면서

성과를 입증하 다.

품질 리소모임은 기존의 수직 인 작업 장의 조직구조와 차 등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보 되

어 있는 근로자의 참여 형태이다.그러나 통 으로 노동조합은 품질

리소모임 제도를 반 해왔다.그 이유는 부분 으로 품질 리소모임이

정규 작업일의 후에 회합을 가져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침해하므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 하거나 회합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회합은 품질과 생산성 개선에 역 을 두므로 그 결과 고용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3.2근로자 이사제(EmployeeRepresentationonBoard)

근로자 표 혹은 노동조합의 표가 기업의 이사회 의석을 가지는 것

으로 공식 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유럽

국가들의 경우 산업민주주의 실 을 한 한 수단으로 법률에 의하여 강

제되는 경우가 많으며,당사자 자율주의(voluntarism)를 지향하는 미국에

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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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자 이사제는 합법 으로 규정되어 왔지만,미국의 경우는 개별

기업들에서 실험 으로 행해져 왔다.

근로자 이사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다만 최근의 서

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 이사회에 근로자 참여 논란에서 보듯이 그 성

과에 하여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인 면에서는 노사간에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해졌고,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문제의

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한다.그 결과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노동자

들의 입장을 보다 존 하며,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 인

향력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그룹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실질 인 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그 이유는 근로자 이사의 수가 부분

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며,근로자 이사들은 경 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 되기도 한다.

3.3성과배분제(Gainsharing)

성과배분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비용 감,품질개선 등의 혜택을 종

업원들에게 정기 인 보 스의 형태로 분배해주는 제도를 의미한

다.이는 노사간 사 합의에 의해 결정해 놓은 표 목표와 실 을 비교

하여 표 목표를 과하는 부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

배하는 제도로서,단순한 정률 는 정액보 스제도와는 다르다. 많은

경우 성과배분제는 근로자참여 제도를 수반하고 있다는 에서 단순히

이윤 일부를 보 스 형태로 제공하는 이윤분배제와도 구별된다.

성과분배 제도의 요한 과제는 생산성 향상으로 취득한 증 분을 어

떻게 측정하고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다. 체로 기 노동비

용을 산정하고 단 생산에 소모한 실제 노동비용을 산출해서 그 차액을

상여 형태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간에 분배한다.그리고 상여 을 계

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진다.성과배분제도가 성공하려면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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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 되고 있다.첫째,기 노동비용이 객 성

이 있고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둘째,노동비용에 한 매출액 는 생산

액의 비율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지 말아야 한다,셋째,분배방법이 공

정하고 양측에 수용되어야 한다(조은 ,1999).

3.4종업원지주제(EmployeeStockOwnershipPlans)

종업원지주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격의 공모주,주식의 배당 등

의 특별한 조건 는 방법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서 주식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할 때까지 보 되며 체 주식의 일

부만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 이다.

종업원지주제의 설립목 은 연 계획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기업 연 으로 기능하거나 퇴직 을 보완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

된다. 한 이와 동시에 소속한 기업의 주식 일부를 근로자가 소유함으

로써 조직에 한 소속감과 애착을 제고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보다

조 이게 하며 노사의 계를 개선하기 한 것이다.하지만 종업원지주

제는 출연 자 이나 차입 이 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자 의 조

달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제3자의 기업인수를 막기 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되

기도 한다. 한 주식의 소유에 맞는 근로자의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

3.5노사 의제도(JointConsultationSystem)

노사 의제도란 경 자와 근로자가 등한 입장에서 단체 상에서 취

되지 않았거나 다른 제도에서 보통 취 되지 않은 근로조건 결정과

련된 사항에 해서 노사가 의함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며 력

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이다.노사 의제도는 비 단체교섭사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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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단순한 정보교환 인 통지·설명이나 의사교환의 단계에서 시작하여

자문,공동 의를 거쳐서 이제는 공동결정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동시

에 의안건도 고용,인사 노무사항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차 확

되어 기업의 투자·자 계획,생산·기술계획,공장이 ,합병 등에 이르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의회의 임무는 생산성향상 성과배분,노동

쟁의의 방,작업 휴게시간의 운 ,임 의 지 방법ㆍ체계ㆍ구조 등

의 제도개선과 같은 인사노무 리에 한 사항을 의사항으로 하고,근

로자의 교육훈련 능력개발에 한 기본계획수립,사내 복지기 의 설

치,복지시설의 설치와 리,각종 노사공동 원회의 설치에 한 사항

등은 의결사항으로,경 반계획 실 에 한 사항,분기별 생산계획

실 에 한 사항,인력계획에 한 사항,기업의 경제 ㆍ재정 상

황 등은 주로 보고사항으로 하고 있다(근로자 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제 20조∼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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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근로자 참여의 유형

근로자 참여의 형태는 국가,기업,그리고 같은 로그램을 도입한다

해도 운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참여의 정의는 한 사용하는 학자마다

그 의미가 다양하며,서로 다른 의미로 혼재해서 사용되면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실증 인 연구들이 있었다.(김강식,2007),

근로자 경 참여제도를 나 는 기 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데,우선 종합 인 분류를 살펴보면,최종태(1988)는 참가의 형태에 따라

성과참가,재산참가,그리고 의사결정참가로 나 고 있다.즉 넓은 의미

의 경 참가는 근로자의 생산수단의 운 과정,즉 의사결정과정에의 참

가뿐만 아니라 운 결과에도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산수

단의 운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 소유에도 참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어수 (1995) 한 근로자 경 참가의 본질 요건이 근로자가 의

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의사결정의 역을 생산과

정과 분배까지도 포함시켜 넓게 해석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근로자 경 참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 그

생산활동의 과정과 차,혹은 의사결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향을 미치

는 모든 행 나 제도를 통칭해서 말한다.

포 으로 분류해보면 근로자의 참여는 분배 즉 보상에 계된 참여

이고(ParticipationinDistributionorOwnership),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ParticipationinDecisionMakingorManagement)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1.성과 참여

성과 참여는 이익참여,분배 참여라고도 부르며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 성과에 한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연구에서는

세부 으로는 업 참여,수익참여,이익참여로 분류(최종태,1996)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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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보통 성과배분 제도를 의미한다.신건호·이승계(2011)는 이러한

제도의 목 은 노사간 이해 계 형성,근로자의 애사심 고취 창의성

증진,노사 력 진,노사 계 개선 등에 있다고 하 다.성과 참여는

기업의 임 정책과 한 련이 있다.성과 이란 일반 으로 개인이

나 집단 혹은 기업경 상의 성과(performance)를 기 으로 사 에 정해

진 소정의 방식에 따라 성과의 변동을 반 하여 근로자의 보수를 증감시

키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이를 보상제도와 련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

혹은 성과 (pay-for-performance)이라고 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참여 경 과 계되는 성과 은 기본 인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집단 혹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인센티

,이익배분,이윤배분 그리고 종업원지주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 성과증진에 한 참여의 가로 임 이외의 형태로 분배한다는

에서 결과 참여로 분류하고 우리사주 지분율,성과배분율을 통해서 측

정하기도 한다(이완 b,2000).

<표 2-1>:성과 참여의 종류

종류 내용

개별인텐티 제
개별근로자의 성과,즉 제품의 생산이나 작업단 에 따라

보상의 기 이 정해지는 제도

인센티 제
작업 는 문제해결 그룹과 연계하여 기 에 따라 보 스

수 결정

이익배분제도
기업의 경 성과 증진에 하여 근로자 는 노조가 극

기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보 스로 분배

종업원지주제도
회사의 경 방침으로서 종업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제도

(출처 :이원덕·유규창,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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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결정과정 참여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는 고유한 의미의 참여(김 재,1997)

로서 근로자 참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는 폭

넓은 개념으로 그 형태나 범 등이 매우 다양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

참여의 형태,정도,수 ,내용 혹은 범 등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의 종

류를 보다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 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를 작업장에서 노사 계를 안

정화하고,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동조합에서는 의사결정 참여를 경 성과의 개선을 목 으로 하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경 자 간의 권력의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힘의 균형

계를 확립하기 한 수단이라는 에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도 한다(Jain,1980:14).이러한 의사결정 참여의 성격에 하여 한편에서

는 리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틀 는 환경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참

여하는 것을 목 으로 권력지향 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해보기도

한다(이완 ,2000)

<표 2-2>:의사결정과정 참여의 분류

분류기 종류

참여의 형태 ①강제 -자발 ②공식-비공식 ③직 -간

참여의 정도 ①무참여형 ② 의형 ③완 참여형

참여의 수 ① 략 인 수 ②기능 수 ③작업장 수

의사결정력
①아무정보도 제공않음 ②사 참여 ③개인의견표시 ④의견

반 ⑤찬반결정 ⑥의사결정

참여의 내용 ①일상 인사 리 ②작업 ③작업환경 ④기업의 정책

참여의 범 ①문제의 인식,발견 ②문제해결책 제시 ③평가 ④최종안 선택

(출처 :이원덕·유규창,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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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참여유형

그 외 의 참여란 유럽에서 범 하게 보 되어 있으며 노동자

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 참가로서 노동자 이사제와 노사공동 원회

를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보통 단체교섭이나 노사 의회를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연구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직 참여하느냐 아니

면 표자 는 기타 매개체를 통해 간 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참여

의 효과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김강식,1996).

한 자본참여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경 에 주주로서 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다.이는 다시 자기

자본 참여와 타인자본 참여로 나 수 있는데 이러한 참여는 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사내 근로자들의 발언권을 높여주고,근로자

의 주인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이러한 근

로자의 자본참여는 회사에 해 경 자와 근로자가 공유하는 자본의 하

나로 보고,이러한 자본에 참여과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애사심이 증 됨

은 물론 회사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신건호·이

승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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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근로자 참여와 성과

근로자 참여와 성과에 한 의견의 립은 기본 으로 참가의 주체,

참가의 상과 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로부터 기인하고 있

다.경 참가의 유형은 기 에 따라서 과정참가와 결과참가,의사결정참

가,성과참가,자본참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 참여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참여는 최근 우

리 사회의 논란에서 보듯이 새로운 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1. 정 인 의견

근로자 참여가 기업성과에 정 향을 다는 이론으로 집단압력이

론,내재 동기부여이론 등이 있다.

집단압력이론은 근로자참여가 근로자들에게 경 에 한 책임을 나

어 가지는 것으로서 일부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동료들의

감시와 압력에 의해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언 된다.즉 근로자

참여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들 간의 자발 인 감시 감독을 활성화시킴

으로써 집단 감시감독 기능을 통해 기업 반에 걸쳐 공식 인 감시감

독 비용을 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직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다(Levine& Tyson,1990).

조직유연화론은 료주의 폐해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근로자 참여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탄력 이고 유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

여 조직의 경직성과 지나친 료화를 방함으로 조직효율성에 기여한다

고 본다.즉 근로자참여는 통 계를 통한 통제를 완화하고 조직구

조의 수평화와 유연화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조직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보다 효율 으로 가동되게 한다고 본다.

내재 동기이론은 근로자 참여로 인해 종업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기실 의 욕구와 일 자체의 풍성함을 실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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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직무만족도를 증진한다고 주장한다(Bowen& Lawler,1992;Eccles,

1993).즉 근로자참여는 일 자체를 보다 도 이고 흥미롭게 하는 요소

로 작용하며 근로자의 성취 욕구와 자기실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재

동기부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작업장 참여에서 문제해결 집단에 한 참여나 개선활동 경험은

근로자에게 학습의 과정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근로자와 장 감독자

가 각종 개선활동을 통해서 작업 표 을 정립하는데 참여하고,집합 인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은 조직 학습의 과정이며,이러한 과정은 상호 토

론과 비 을 거쳐 공동개선의 장을 마련한다는 에서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이 듯 근로자 참여는 지식 공유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직 학

습을 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김동배·이경묵,2003).

조직구조 측면에서 근로자 참여는 조직구조와 권력구조를 수평화(flat)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정보가 흐르는 거리와 경로를 단축함으로써 경

진과 종업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즉 근로자 참여

가 야기하는 조직구조 수평화와 경 자 권력의 이양(empowerment)은

작업장에서의 정보 지식의 형성과 달을 활성화하여 근로자 주도형

의사소통을 진할 수 있을 것(Harshman& Harshman,1999)으로 본다.

2.부정 인 의견

반 로 부정 인 시각에 따르면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

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용자에게 인력수 ·시설운

이윤보유에 한 권리가 독 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본다.사유재산권

이 인정되는 법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근로자의 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기업체의 이윤추구를 한 최고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이 등한 지 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따라서 기업주로부터 기업경 권을 박탈하는

공동결정제1)와 같은 제도 사유재산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다고

1)노동계에서는 행 노사 의회의 ‘의사항’규정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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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한다.근로자의 참여는 작업 장에서의 노사 계 는 생산활동에

서의 노사 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근로자의 참여가 가속화될수록 치열한 로벌 시장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본다.기업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에 하여 이해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

문에 공장의 이 이나 공장폐쇄,직제변동 등에 있어 의사결정 기간이

길어지고 탄력 인 경 을 하기가 힘들어진다.실제 독일의 공동 의사결

정제도의 경우 고용에 한 의사결정 시 종업원 표가 이사회에 참석함

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기업의 구조조정 등 여건변화에

한 응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지연을 가져와 작업방식 개선이나

신 략의 채택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 을 갖고 있다.

한편,이러한 부정 인 시각은 통 으로 경제학의 리인이론

(Jensen& Meckling,1976)과 거래비용이론(Williamson,1987)등에 기

반하고 있다. 리인이론에서 주인은 리인의 숫자를 최소로 유지하여

야 효과 일 수 있다.근로자 참여의 증가로 인해 조직 내 많은 근로자

들이 경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주인이 통제하여야 할 리인의

수가 많아져 그 통제비용이 증가하므로 근로자 참여의 증 나 그 활성화

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부정 으로 상될 것이다.즉 리인 이

론의 입장에서 근로자 참여제도는 리인에 한 감시나 감독비용의 필

연 인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유사하게 거래비용이론에서도 근로자 참여는 기업성과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거래비용이란 조직운 에 드는 비용을 의

미하는데,이에 따르면 경 자 는 리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따

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

고,경 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일임하는 경우 보다 의사소통과 이해·조정

경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근로자 경 참여 방안으로 독일

식 공동의사결정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박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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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기업 경 의 비효율성을

래한다는 것이다(김강식,2007;권순식 외，2009).

근본 으로 기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거래비용을 래하는 제약 속에

있다고도 한다.하나는 기업이 내부화 할 수 있는 거래비용으로 불완

정보와 불완 계약에 의해 래되는 거래비용이고, 다른 형태는 기

업에 의해 내부화 될 수 없는 거래비용,즉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집행

하는 제 3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데서 래되는 비용이라고 하는

데(좌승희,2002),참여는 자가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근로자 참여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하지만 많은 실증

인 연구 결과와는 상충된다는 에서 형식 으로 논리를 개한 성격

이 강하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김강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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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행연구

근로자참여와 성과와의 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자 참여가

생산력과 같은 성과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에 체로 동의하고 있

다.Latham & Steele(1983)은 참여가 근로자 목표 설정을 포함시킬 때

강력한 정 인 효과가 존재 한다고 결론 내렸다.Mtchell(1973)은 근로

자의 참여 경 을 의사결정의 공유(shareddecisionmaking)로 간주하

고 참여가 인간행 에 한 사회 향력의 효과를 증 시킬 뿐만 아니

라 개인의 문지식이나 기술이 용되는 역에 한 통제 향력의

발휘정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 한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

하는 것을 작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이로 인해 조

직목표 달성을 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를 자극한

다고 하 다.Lawler(1986)역시 사람들이 참여,통제,자아실 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경 참여를 하고 자신들의 과업을 통제할 기회가

있게 되면 보다 높은 수 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하 고,참여의 기회가

없는 조직의 경우 높은 결근율과 이직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체 으로 근로자의 참여가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김 재(1997)는 기업에서 참여 경

이 결근율 이직률을 감소시키고,생산성 향상 등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그 외에 조은 (1999),남정민· 병 (2010),김 재(1997),김동배·

이경묵(2003)등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참여 유형이 근로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직성과

차원에서는 근로자 참여가 생산성,품질, 신 등에 일정부분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권순식외,2009;이건 ,2012).

신범철(2003)은 종업원 지주제 하에서 근로자의 주식 소유를 통한 참

여 역시 생산성 제고에 실질 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사주의 보

유 확 를 해 정부의 정책 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 참여에 한 분류로는 체로 작업장 참가,재무 참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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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가(조은 ,1997),작업장 참여,인사정책 참여(남정민· 병 ,

2010),효율성 참여,형평성 참여(손동희,2009),의사결정 참여, 의

참여(이건 ,2012),의사결정참가,재무참가(김동배·이경묵,2003)등으로

나 어 보고 있다.이와는 다르게 김강식(2007)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참여를 분배 주 참가,가부장 참가,동반자 참가로 참여의 성격에

따라서 실증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노사 의회 활동을 통하여 살펴

보는 흐름이 있는데,김정수(1996)는 노사 의제는 복잡성,공식화 등에

정 인 계,성장성 집권화에 부정 인 계,조직몰입과 생산성에

유의한 향이 있다고 보았고,김재원·고진수(2001)은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는 문성 부족 의사결정 지연에 한 우려로 우선 노사 의회의

운 의 내실화를 통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이주희(2005)는

근로자의 경 참여에 한 노사의 의식조사,노사 의회 활용정도에

해서 고찰해보기도 했다.

박성 (2006)은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는 법 체제에서는 근로자의 경

참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기업체의 이윤추구를 한 최고 의사결정

에 근로자들이 등한 지 를 가지고 참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그

한계에 해 서술하 다. 자에 의하면 근로자 참여는 작업 장에서

는 생산 활동의 노사 계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배진한(2001)

의 연구 역시 참여 경 의 독립 인 경 성과의 제고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에서 한계에 주목하며,노조의 정 태도와 결합 했을 때 비

로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근로자 참여와 직무만족,직무성과에 하여

실제 인 향력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양자 사이와 강한 련성을 발견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체로는 직무만족,조직몰입과 같은

심리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성, 신 등의 조직성과에

해서도 단기 인 개선을 가져오고 장기 으로도 일부 지속 인 성과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김 재,199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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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사례를 개략 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3> 근로자 참여 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은

(1999)

경 참여에 따른

조직유효성

경인권기업

인사 리자

작업장참가,

재무 참가,

정책·인사결정참가

근로자몰입,

만족,

신뢰증가등

권순식외

(2009)

근로자참여,노사소통과

조직성과 계

동남산단

인사노무담당
근로자 참여

신,생산성,

품질

남정민·

병

(2010)

작업장참여, 인사

정책 참여의 향

공공기

인사노무담당,

조합간부

작업장참여,

인사정책참여
조직몰입

손동희

(2009)

근로자 참여 유형과

성과
200개기업

효율성참여,

형평성참여
재무성과

김동배

(2003)

작업장 신 향

요인

자동차 부품

산업근로자

참여 작업,

인사 리

직무만족,

조직몰입등

김 재

(1997)

의사결정 참여,노

조태도와 유효성

섬유,기계

근로자

의사결정 참가,

노조의 태도

조직몰입,

노사 계

분 기

김강식

(2007)

근로자 참가와 경

성과
270개기업

분배 주참가,

가부장 참가,

동반자 참가

경 경제성과,

경 사회성과

배진한

(2001)

노동자 경 참가의

효과 결정요인
116개 기업

노동자 경 참가

행

생산성,

경 성과

이건

(2012)

커뮤니 이션과 참

여,조직성과

창원공단

근로자

의사결정참여,

의 참여
품질개선

김동배·

이경묵

(2003)

근로자 참여의

향요인과 성과

자동차

부품업

의사결정참가,

재무참가

개인성과,

집단성과

김진

(2010)

참여 의사결정의

향

공기업

직원

직무자체,

인사기능,

경 성과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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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직성과

일반 으로 지속 경쟁 우 를 의미하는 기업 성과는 인 자원 결과

물,조직 결과물,재무 결과물,그리고 자본시장 결과물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설명된다(Dyer& Reeves,1995;Rogers& Wright,1998).인

자원 결과물에는 이직률,결근율,이직의향,직무만족을 말하고,이런 요

인들은 조직 결과물,즉 생산성,품질 향상,그리고 고객서비스와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그리고 자본 이익률이나 자산 이익률, 업이

익, 업가치 등의 재무 결과물은 인 자원 조직 결과물의 효과로

해석되며,주가 지수나 시장의 평가라는 시장 결과물이 제일 후 에

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직률과 같은 인 자원 결과물,노사 계,생산성,품

질수 과 같은 조직차원의 결과물, 업이익,당기순이익,매출총이익과

같은 재무 결과물을 함께 고려한다.그럼으로써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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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제 1 연구모형 가설설정

1.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근로자의 참여는 경 의 의사결정 참여,성과

참여를 변인으로 하여 이직률,노사 계,품질수 ,노동생산성,매출순이

익률과 같은 조직 차원의 다양한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려고 한다.최종 으로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참여의 확 와 조직성과

제고와의 연 성,참여의 유형별로 차별 인 효과를 확인하면서,이를

한 사회 인 심의 요성과 근로자의 참여 확 를 한 시사 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이에 한 통제변수는 조직의 특성 변수들인 업종,조직규모,조직연령

과 시장 경쟁정도,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정도로 구성하 다.

<표 3-1>연구모형



-27-

2.연구가설

근로자의 참여에 해 리인 이론이나 거래비용이론 등을 통해서 기

업의 경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이러한 이

론을 기 로 일부 경 자 측에서는 근로자의 인사권이나 경 권에 한

참여가 확 될수록 경 에 한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불필요한 노사간

갈등의 발 등 부정 인 측면이 휠씬 크다고 주장한다.특히 경 의사

결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노사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노

사 계의 실에 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비 한다.

하지만, 부분의 련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참여는 체로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쳐 생산성 향상, 신과 같은 조직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측한다.근조자의 참여는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심을 받아온 주제로서 이러한 심은 산업 민주주의나 도덕 당 성

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참여가 조직의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이론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Dachler& Wilpert,

1978).1920년 에 실시된 호손 공장의 실험(Roethlisberger& Dickson,

1964)이나 1970년 의 직무특성 모형(Hackman& Oldham,1975)의 발

등은 작업장에서의 참여 개인 인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

은 물론 집단 차원의 성과에 의미 있는 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근로자 참여 유형에 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략 인 수 의 경 계획에 해 참여하는 것을 경 의사결

정에 참여로 의미를 보다 구체화여 활용하고자 한다.이는 경 자 역

에 속하는 경 의 의사결정에 해서 근로자가 상호 의하고,공동으로

결정을 진행하면서 노사간 조 인 계를 지양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련 연구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의결권의 정도를 높게 지각하거나

의사결정참가제도의 운 의 활성화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직무만족과

직무몰입,노사 계 등 조직유효성이 체로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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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졌다(김 재,1997)이는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의 증 와 제도의

활성화가 종업원들로 하여 경 자와 회사의 정책에 하여 신뢰와 믿

음을 갖도록 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한 신뢰감과 이해도를 증 시키고,

반면에 소외감이나 통제력의 부족을 경감시키기 때문일 것이다.근로자

의 의사결정 참여는 사용자의 배타 인 역에 있던 경 과 련된 제반

문제까지 상호 의하고 공동결정을 진행하면서 통 으로 립 계에

있던 노사 계를 지양하고 조 인 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참여는 기업의 경 목표를 정하고,경 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경우 사 에 정한 기 에 따라 근로자에게 집단 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

미한다.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지식․정보화가 진 됨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는데 성

과배분에 참여를 통하여 집단 성과에 보상을 연계시켜 근로자간의

력을 진하여 집단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한 성과배분에 참여는 근로자에 한

인 보상은 물론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기업의 경 목표와 근로자의 욕구

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여 노사 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성과 참여가 경 의 결과에 한 참여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에 한 참

여는 경 의 과정에 한 참여라고 볼 수 있다. 한 자는 경 활동

에 해 간 이고 물질 인 참여라고 할 수 있고,후자는 직 참여이

고 비물질 인 참여라는 에서 조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참여의 조되는 두 개념인 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와 근로자의 성과 참여가 개인 인 차원의 효용을 넘어서 조직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 결과변수인 조

직성과에 해서 보다 세분화하여 두 개의 차별 인 근로자 참여가 조직

성과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향을 상호 비교 조해서 살펴보려고

한다.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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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경 의 의사결정에 한 근로자 참여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이직률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노사 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품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매출순이익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이직률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노사 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품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매출순이익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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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방법

1.조사설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3년에

조사한 사업체 패 조사 데이터(WPS2013)이다.사업체 패 은 2002∼

2004년의 선행 조사를 마치고,WPS2005를 시작으로 2년에 1회씩 격년

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

로 국의 표성 있는 표본 사업체를 층화 추출한 조사결과이다.사업

체 패 조사의 층화는 산업구분,사업장 규모 지역 구분 등을 이용하

다.사업장 규모 구분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 으로 30∼99인,

100∼299인,300∼499인,500인 이상 등으로 구분하 다.지역 구분은 서

울권,경기․인천권,강원․충청권, 라․제주권, 남권 등 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 다.사업체의 업종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12개 업종

으로 구분하 다.따라서 표본설계에 사용된 체 층의 수는 지역(5),산

업분류(12),규모(4)를 조합하여 총 240개 층이다.

조사 방법은 방문 면 조사를 원칙으로 개별면 방식으로 조사하되,

고용 재무 황에 해서는 우편조사 는 웹조사 방식도 병행하여

작성되었다.

사업체 패 조사는 무엇보다도 인사담당자 응답용,노사 계업무 담당

자( 는 노사 의회 담당자)응답용,노동조합 표( 는 노사 의회 근

로자 표)응답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설문의 내용에 따라 응답자가 달

라진다는 차별 인 특정이 있다.한 명의 응답자가 체 인 설문을 작

성하는 경우 보다는 자신이 문 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 한 응답을

통하여 보다 한 응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사업체 패 조사는 규모의 방 함으로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변

수들에 한 설문과 응답내용을 포 하고 있다.이론 인 연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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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인 연구까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근로자의 참여와 조직성과

와 련이 있는 부분의 변수들이 사업체 패 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한 데이터의 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조사 표본추출단 는 원칙 으로 사업장으로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체기 통계조사(통계청)자

료를 기 으로 표본 설계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여 확인하고,공공

사업장 부문의 조사모집단은 기획 산처가 정한 공공기 구분기 에 따

라 결정하는 등 조사의 신뢰도와 표성이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상은 2013년도 사업체 패 조사에서 응답한 모

든 사업장이 된다.WPS2013은 최종 으로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

문 119개 사업장을 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이때,2007년에 부가조

사한 비정규직 법안과 작업장 신에 련한 설문,정년연장,통상임 ,

육아휴직제도,근로시간 련하여 일부 항목이 추가되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 되는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변수의

수,분석의 성격,척도의 종류 등 표본의 반 인 성격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방법을 용하 다.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차를 진행하 다.

첫째,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을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연구과제 검증의 사 단계로 독립변수인 근로자의 참여,종속변

수인 조직성과,통제변수의 각 요인들에 한 상 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셋째,경 의 의사결정 참여,성과 참여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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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 정의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 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설정된 근로자

참여,노사 커뮤니 이션 련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근로자 참여

근로자의 참여는 앞에서 언 한 Walker(1974)의 정의를 통하여 “조직

계층의 최고경 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경 의 기능에 향력을 행사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근로자 참여는 경 의사결정에 참여와 성

과 참여,두 가지에 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경 의사결정 참여는 근로자 참여 가장 핵심 인 것으로

의의 근로자 참여이다.국제노동기구(ILO)정의를 통하여 “근로자가 경

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 근로자 는 노동조

합이 기업경 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조직의 향력 공유되는 과정으

로 보기도 한다(김 재,1997).이는 경 자의 경 계획,설비도입,작업

조직 개편,훈련,분사·하청,고용조정 등 결정에 하여 근로자의의사결

정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성과 참여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련된 것으로 근로자에 한

보상의 일부를 기업의 성과에 연계하여 사후에 집단 으로 지 하는 제

도로서,기업의 생산성 향상,비용 감으로 인한 혜택, 는 목표 과

달성분에 하여 근로자 기여분을 분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조은 ,

2000). 한 성과증진에 하여 근로자 는 노동조합이 극 으로 참

여하고 그 가로 경 성과의 일부를 임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

부하는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김재원·고진주,2001).여기서 성과의 단

기 은 표 으로 이익이라는 에서 이익 참여로 부르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성과 참여는 경 성과에 한 근로자 기여분을 정해진 임

외에 배분하는 성과 배분제,우리 사주제,스톡옵션제 등의 제도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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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고 볼 수 있다.선행연구에서도 우리사주제 실시,스톡옵션제,연

등 근로자 재산형성과 련된 참여를 묶어서 결과에 한 참여라는

특징으로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김강식,2007).

2.2조직성과

기업성과의 다양한 차원을 Dyer& Reeves(1995)는 이직률,결근율,직

무만족,조직몰입 등 인 자원 리 결과물(HR outcomes)과 생산성,품

질, 신 등 조직 결과물(organizationaloutcome),자산수익률(ROA),이

윤,매출액 등 재무 회계 결과물(financialaccountingoutcomes),주식

가격 성장률 등 자본시장 결과물(capitalmarketoutcomes)로 분류한

다.인 자원 리와 기업성과의 계를 연구한 실증연구들은 기업성과를

가능한 다차원 인 으로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인

사 리 행의 향을 조직 결과물보다 원거리에 있는 재무 결과나 자

본시장 결과물 등으로 확장하는 것은 그 과정의 불명확함을 더하는 한계

가 있다는 을 지 하기도 한다.(송보화,2006;권순식,2004)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성과로서 조직몰입,근로자의 만족,노사간 신뢰

증 와 함께 생산성,이직률,노사 계,노동생산성,노사 계의 질(이병

훈·김종성,2009재인용)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특히 근로자의 참여는

품질개선,생산성 등에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조

은 ,1999;권순식외,2009;이건 ,2012)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 참여에 한 조직성

과로 이직률 인 자원 리 결과물과 노사 계,노동생산성,품질수 등

조직차원 결과물,매출순이익률과 같은 재무 인 결과물을 함께 고려하

고자 한다.

주요 지표 이직률의 경우에는 이직은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당한 사

유로 면직시키는 해고,근로자 자신의 희망에 의한 사직,퇴직 그리고 동

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로 배치 환에 의한 출로 이루어지는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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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이직률은 이직자 수를 월 말 근로자수로 나 어 계산한다.

여기서는 본사 계열사 등으로 이직 등을 제외하고 자발 인 이직근로

자의 비율을 측정하고자 한다.평균 으로 연령 가 낮을수록,근속연수

가 을수록 자발 이직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투하된 일정 노동력과 그것에 의하여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동하,2011),생산효율의 향상정도,기술수 의

변화 등 주로 기술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연구에서는

2013년 매출액을 종업원 수로 나 인당 매출액을 사용하고자 한다(조

순등,2009).

노사 계는 의로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람과 조직체 사이에 형성되

는 여러 계를 말하지만,보다 좁은 의미로는 그 계 가장 기본

인 것인 노동자와 사용자(혹은 경 자)의 사회 계를 의미한다.일반

으로 연구에서는 반 인 사업장의 노사 계에 한 인식수 의 정도를

질문하여 그 결과를 반 한다.참여,소통,인사정책 등과 조직성과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노사 계의 특성을 조 효과의 측면 는 조직성

과라는 결과변수로서 측정하기도 한다(김동배,2003;조은 ,1999;권순식

외,2009;이병훈·김종성,2009)

재무 성과는 업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순이익률,ROA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매출순이익률을 활용한다.매출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당

기매출액으로 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인데(최서희,2009)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지표가 업이익,당기순이익 는 매출액

을 활용한다는 에서 표 으로 매출순이익률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참

여가 재무 인 결과물에 미치는 향을 특징 으로 알아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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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일반 인 특성인 업종,조직규모,조직연령을 설

정하 다.업종은 설문지에 조사한 9차 개정에 의한 산업코드를 활용하

다.선행 연구에 의하면 업종별로 근로자의 참여 정도를 살펴봤을 때 기계

업종이 섬유업종 보다는 의결권의 수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상

으로 의사결정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김 재,

1997).조직규모는 체 근로자수를 활용하고,조직연령은 설문지에 기재된

설립년도를 사업체 통계조사 시 인 2013년에서 차감한 결과를 활용하 다.

다음으로 요한 외 환경변수 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통제하

다.경쟁의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는 주어진 시장경쟁에서 가격경쟁 가능성

이 높으며,그에 따라 기업의 생산규모와 부가가치 창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유병홍·김동주,2011).이처럼 시장에서의 경쟁정도는 조직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정도를 통제하 다.커뮤니 이션 요인

경 자가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유와 집단 차원의 노사간

화 등이 조직성과에 직 인 향의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선행연구

에서는 커뮤니 이션 활동의 결과로서 근로자가 느끼는 커뮤니 이션 만

족도는 기업의 성과에 직 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보여 다고 설명한

다(이건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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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변수의 분류 조작 정의

변수 조작 정의

근로자

참여

경 의사결정

참여

▪ 경 계획,설비도입,작업조직 개편,훈련,

분사·하청,고용조정에 한 근로자의 향

성과 참여 ▪ 성과배분제,우리사주제,스톡옵션제 시행

조직

성과

인 자원

결과
이직률

▪ 년도 체 근로자수 비 당해연도 자발

으로 이직한 종업원 수 비율

조직

결과

노사

계
▪ 반 인 노사 계에 한 인식 수

품질

수

▪ 경쟁업체 비 주력제품의 품질에

한 인식 수

노동

생산성
▪ 체 근로자 수 비 매출액

재무

결과

매출

순이익률
▪ 매출액 비 당기순이익의 비율

기타변

수

업 종 ▪ 산업 코드

조직규모 ▪ 2012년말 체 근로자수

조직연령 ▪ 재와 설립년도간의 차이

시장경쟁 ▪ 시장 경쟁에 한 인식 수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 공식 으로 시행하는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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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측정방법

선행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참여 략 인 참여에 해 사 정보없

음(0 ),사 정보제공(1 ),근로자 의견청취권 있음(2 ),노사 의 결

정(3 ),노사 공동결정(4 )으로 측정하 다(이완 b,2000).이를 참조

하여 경 의사결정 참여 변수는 경 계획,설비도입,작업조직 개편,훈

련,분사·하청,고용조정의 6가지 분야에 하여 근로자가 공식 인 통로

는 비공식 인 통로를 통해 결정에 여하는 의사결정력을 기 으로

사 에 정보도 받지 못함(1 ),사 에 정보만 제공 받음(2 ),근로자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3 ),근로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 됨(4 ),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거부권 행사 가능함(5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함

(6 )의 총 6단계로 분류한 설문지를 활용하 다.이는 실질 으로 근로

자의 참여가 의사결정력에 향을 미치는 인식 정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수 을 알아보려 한 것이다.이는 우리의 근로자 참여 제

도가 다소 형식 으로 시행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제도의 시행

여부 보다는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데 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과 참여는 경 성과에 따른 인 보상 형태의 성과배분제의 시

행 유무,우리 사주제 시행 유무,스톡옵션제 시행 유무에 한 설문지에

하여 한 가지 제도라도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성과 참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성과 참여 정도를 측정하 다.

다음 조직성과에 해서는 인 자원 결과물,조직 결과물,그리고 재무

결과물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인 자원 결과물

은 이직률을 선정하 는데,이직률은 자발 인 이직 근로자 수와 작년

체 근로자 수에 한 응답을 활용했다.조직 결과물은 노사 계,노동

생산성과 품질수 을 선정하 다.노사 계는 개량 으로 측정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사측 업무담당자가 응답한 사업장의 반 인

노사 계에 한 인식 정도를 활용했다.노동생산성은 당기매출액과 회

계기간 동안 평균근로자 수에 한 응답을 활용했다.품질수 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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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개량화된 평가보다는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업체 비하

여 어느 정도 수 인지 묻는 인식도 조사 설문을 활용했다.

재무 인 결과물로는 매출순이익률을 활용하 는데 당기순이익과 당기

매출액에 한 응답지를 활용하여 산출하 다.

본 논문에 활용한 구체 인 설문문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설문 문항

변 수 내 용

근로자

참 여

경

의사결정

참 여

▪ 분야별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경 계획,설비도입,작업조직 개편,훈련,분사·하청,

고용조정(6개 문항)

1)사 정보도 받지못함 ∼ 6)노사공동결정

성 과

참 여

▪ 귀 사업장은 경 성과에 따라 지 하는 성과배분제를

운 하고 있습니까? ) 는 아니오)

▪ 귀 사업장은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는 아니오)

▪ 귀 사업장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는 아니오)

조 직

성 과

이직률

▪ (남자)자발 이직 근로자수?

▪ (여자)자발 이직 근로자수?

▪ 작년 체 근로자수는?

노사 계
▪ 귀 사업장의 반 인 노사 계는 어떠합니까?

1)매우 나쁘다 ∼ 5)매우 좋다.

품질수

▪ 귀 사업장의 주된 (제품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업체보다 품질이 좋습니까?

1)매우 좋다 ∼ 5) 좋지 않다

노동

생산성

▪ 손익계산서의 당기 매출액은?

▪ 회계기간 동안의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

매출

순이익률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 손익계산서의 당기 매출액은?

(출처 :사업체패 조사 통합설문지 ve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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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제 1 표본의 구성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 기업들에 한 업종․규모․기업연령별 분포

노동조합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주요업종

본 연구에서 업종은 제조업 24개 부문과 비제조업 41개 부문으로 분류

되었다.표본추출에 사용한 틀은 표본설계 당시에 사업체 기 통계조사

(통계청)자료를 기 으로 표본설계하고,고용정보 DB를 이용하여 확인

하 는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표본 조사의 표성을 높 다.

업종은 조사 상의 41.7%(740개 기업)가 제조업종,58.3%(1,035개 기

업)가 비제조업종으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 다.세부 분야별로도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제조업 에서는 식료품 제조업(3.9%), 자부

품,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5.7%)이,비제조업 에서는 교육 서비스

업(6.4%),운송업(7.3%)부문이 상 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공공부문도 상당수 포함하여 민간부문 1,656개와 공공부문 119개 사업

장을 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2.기업규모

기업의 규모는 작년말(2012년)기 기업의 총종업원수로 측정되었는

데 200인 이하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60.7%),그 이상 규모는

39.4%로 분포되었다.그 에서는 총종업원수가 200인 이상 5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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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장이 37.1%,500인 이상의 규모 사업장도 17.2%가 포함되었다.

실제 사업체 패 조사 상 기업을 선정할 때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

는 규모 사업장은 수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따라서 본 연

구표본은 소기업과 규모 사업장이 하게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기업연령

기업의 연령은 설립년도를 기 으로 정하 다.2013년을 기 으로 설

립된지 평균 26.5년 정도 지났으며, 체 1,775개의 사업장에 하여

1970년 (15.2%),1980년 (19.5%),1990년 (27.7%),2000년 (23.3%)로

나타났다.기업의 연령은 1990년 이후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서 조사 상 기업의 다수가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4.노동조합

조사 상 기업 노조가 조직된 기업은 61.9%,조직되지 않은 기업

은 37.5%로 나타나 양집단에 한 비교분석이 할 것으로 기 되었

다. 한 인사담당자에 하여 노사 계가 경 략의 수립에 요한 고

려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하여 보통(37.8%)과 그런 편(42.5%)이 부분

을 차지하여 노조와 노사 계의 향을 비교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노조역사와 조직화 수 ,조직형

태 등을 악하 다.노조역사는 노조의 결성연도를 기 으로 볼 때

1947년부터 2013년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특히 노동운동이 활발

하던 80년 후반인 1986년∼1990년 동안이 26.3%로서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다.조직화 수 은 체 상시근로자 조합원 비율로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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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의미하는데 90∼100%가 가장 많은 것(17.9%)으로 나타났고,60

∼90%가 다음으로(9.3%)조사된 것으로 볼 때 노조의 역사가 비교 길

고 조직화 수 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53.3%),업종별·산업별(36.6%)순으로

조사되었으며,노동조합이 소속된 최상 단체의 종류에 해서는 한국

노총(51.6%),민주노총(29.8%),비가맹(17.5%)와 같은 순서로 조사되었

다.

제 2 기 통계 분석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의 검증을 시행하기 이 에 주요 변수들의 기

술 통계량을 조사하여 데이터의 경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경 의 의사결정에 참여는 경 계획에 한 질문을 활용하 다.“사

정보도 받지 못함”,"사 에 정보만 제공받음”,"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근로자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 ”,"근로자가 의사결정에 거

부권 행사가능”,"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함”과 같이 근로자 경 의 의사

결정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에 하여 1에서 6까지의 값을 주고 모두 합

산하여 활용하 다.최소값은 6,최 값은 36으로 나타났으며 12에서 18

로 사이의 값이 체의 부분을 차지하여 경 계획의 의사결정에 참여

는 낮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참여의 경우는 성과배분제,우리사주제,스톡옵션제 시행 여부를

묻는 3개의 질문 문항에 해 각각 “0” 는 “1”의 더미 변수로 변환하

고,다시 그 하나라도 시행하는 경우를 “1”,하나라도 시행하지 않

는 경우를 “0”으로 더미 변수로 변환하 다.그 결과 성과 참여를 시행

하는 사업체수가 48.9%로서 그 지 않는 기업보다 다소 은 분포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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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종속변수인 이직률은 종업원 수 비 자발 인 이직자 수의 비율

을 통하여 측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상 사업체의 남녀 종업원의 자발

인 이직자수의 합을 구하여 년도말 종업원 수를 나 값으로 사용하

다.기 분석 결과는 평균이 0.15,표 편차 0.15로 조사되었는데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비자발 인 이직을 제외하고 자발 인 이직자 수

는 많지 않을 것이 상되므로 반 인 이직률 역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사 계는 사업장 특성에 한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설문내용을 활

용하여 1에서 5까지 “매우 나쁘다”,“나쁜 편”,“보통”,“좋은 편”,“매우

좋다”로 계산하도록 하 다. 체 표본을 상으로 반 인 노사 계

는 “좋은 편”(55.3%),“보통”(34.5%),“매우 좋다”(8.9%)순서로 평가되었

다.일반 으로 사업장 특성이 사업체의 회사측 담당자가 응답했다는

을 고려하면 소속한 사업체의 노사 계에 해서 체로 하게 인식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당기 매출액을 회계기간의 평균 근로자의 수로 나

어서 측정한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통하여 측정하 는데 평균은

646.3이고 표 편차는 1430.9로 측정되었다.노동생산성은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변환하 다.

재무성과는 매출순이익률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기순이익에

하여 당기 매출액으로 나 고 거기에 100을 곱한 수치인 매출액순이익

률은 음(-)의 값이 상당수 나왔는데,그 이유는 조사 상 사업체 에도

당기순이익이 마이 스를 기록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실제 계산식을 통하여 도출한 매출순이익률이 100%를 과하

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극단 값의 경우 결측으로 간주하면 조사 상 사

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은 평균 2.3% 정도로 나타났다.

업종은 산업분류에 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 어 제조업은

“1”,비제조업 체는 “0”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측정하 다.측정결과 평

균이 0.414으로 총 조사 상 사업체 에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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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조직규모는 근로자 수로 측정하 는데 평균 근로자 수는 352.9명으로

표 편차는 754.4로 측정되었다.조직규모는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변환

한 값을 활용하 다.

조직연령은 설문조사 연도인 2013년도에서 기업의 설립연도에 한 응

답을 차감한 값을 사용하 다.평균 으로 기업은 설립된 지 26.5년 정도

이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면 90년 이후가 부분을 차지하 고,

같은 방법으로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변환한 값을 활용하 다.

품질수 은 주력제품의 경쟁업체 비 품질수 에 한 응답지를 활용

하 다.1에서 6 까지 “매우 좋다”,“좋은 편이다”,“비슷하다”,“좋지

않은 편이다”,“ 좋지 않다”의 문항을 역변환하고 “해당사항 없음”

으로 답한 응답지는 결측 처리하 다.그 결과 “비슷하다”(42.5%),“좋은

편이다”(42.3%)가 부분을 차지하 다.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정도는 공식 인 커뮤니 이션 활성화를

해 회사차원에서 각종 제도들의 시행 여부에 한 응답을 더미 변수화하

고,그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측정하 다.설문에 활용한 제도들은 최고

책임자와 직원 회의,경 자와의 화,직 소통을 한 핫라인 운 ,

회합을 통한 경 정보 공유,정기 설문조사,정기 인 소식지 발간,사내

게시 설치,이메일을 통한 정보공유,인트라넷 정보공유이며,이 들의

시행여부를 묻는 9가지 질문을 모두 합산하여 1에서 9까지의 값을 산출

하 다.그 결과 평균 2.77,분산 4.0정도로 나타났고,합산한 값이 “1”

과 “2”가 체의 50% 정도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조사 상 사업체의 공

식 인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수 은 높지 않은 편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 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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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변수의 기 통계량>

구분 표본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독립

변수

의사결정 참여 1,775 16.679 7.118 6.0 36.0

성과 참여 1,775 .489 .500 .0 1.0

종속

변수

이직률 1733 .150 .159 .0 .98

노사 계 1775 3.721 .635 1.0 5.0

품질수 1635 3.699 .715 2.0 5.0

노동생산성(log) 911 5.695 1.221 1.36 10.09

매출순이익률 877 2.295 13.702 -98.12 99.01

통제

변수

업종 1,775 .416 .493 ,0 1.0

조직규모(log) 1,775 4.999 1.253 1.39 9.36

조직연령(log) 1,775 3.085 .653 .00 4.85

시장경쟁정도 1775 3.880 .924 1.00 5.00

커뮤니 이션

활성화
1,775 2.776 2.006 .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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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사용 되는 것이다.이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변수들 간의 련성 정도는 특정변수

의 분산 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공분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즉 두 변수 간에 공통으로 변하는 부분이 크면

상 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이 때 상 계의 강도를 나타내주는 것

을 상 계수라고하고 ±1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 계가 낮아진다.즉 변화의 강도는 값에 1이 가까울수록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 계는 낮아진다.상 계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련성 정도를 단하는 기 은 다음과 같다.상 계수의 값이 0.2

미만이면 상 계가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좋은 수 이며，0.2∼0.4정도

이면 약한 상 계，0.4∼0.7이면 다소 높은 상 계 0.7이상이면 높은

상 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 계수를 통해서는 변수들 간의 련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 실제 그 향력에 해서 측 가능한 수 으로 인과 계에

해서는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 참여의 하 요인의 상 계 분석을 결과로 나타내 보았다.

<표4-2>에서 보는 바와 같이,의사결정 참여와 이직률은 부(-),나머지

노사 계,품질수 ,노동생산성,매출총이익률과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에서도 이직률,노사 계 등에 좀더 한

계를 보여 가설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성과 참여의 경우 이직률과는 부(-),나머지 노사 계,품질수 ,노동

생산성,매출순이익률과는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

만 아니라 이직률,노동생산성에 상 으로 높은 상 계를 보여 가설

의 지지여부를 간 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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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 계 분석 결과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설을 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 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표 4-2:상 계 분석>

연구단
구성개념간 상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의사결정

참여
1.00

성과참여
.073

**
1.00

이직률
-.10

7**

-.14

8**
1.00

노사 계
.119

**

.065

**

-.04

9**
1.00

품질수
.072

**

.077

**

-.07

7**

.253

**
1.00

노동

생산성(log)
.029

0.23

9**

-.18

8**

.061

*
.050 1.00

매출

순이익률
.014

.067

*

-.08

2**

.081

**
.042

.073

**
1.00

업종
-.13

8**
.021 .025

.057

*

.115

**

.200

**
.039 1.00

조직규모

(log)

.143

**

.117

**

-.17

5**
.016 .017

.124

**
.000

-.07

2**
1.00

조직연령

(log)

.084

**
.009

-.16

6**

.080

**
.011

.127

**
.006 .019

.266

**
1.00

시장경쟁

정도

-.08

6**
.024

.069

**
.046

.098

**

-.02

6
.020 .031 .046 .008 1.00

커뮤니

이션

.113

**

.280

**

-.13

8**

.154

**

.084

**

.240

**
.031

-.02

2

.288

**
.044

.050

*
1.00

**상 계수는 0.01수 에서 유의함,*상 계수는 0.05수 에서 유의함



-47-

제 4 연구가설의 검증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력을 분석하기 해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순차 으로 살펴보았다.

1.근로자의 참여와 이직률

근로자의 참여가 이직률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 인 조직특성 변수와 함께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 등 총 5개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독

립변수로는 경 의사결정 참여,성과 참여를 투입하고 종속변수는 이직

률,통제변수는 업종,조직규모,조직연령,시장 경쟁정도,공식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정도를 설정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도출하 다.

<표 4-3: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통제변수

표

오차
β t값 p-value

공차

한계

이직률

상수 .027 - 11.833 .000**

경 의사결정 참여 .001 -.056 -2.355 .019* .941

성과 참여 .008 -.114 -4.751 .000** .916

업 종 .008 .012 .528 .597 .973

규 모 .003 -.102 -4.069 .000** .838

조직연령 .006 -.131 -5.469 .000** .924

시장경쟁 .004 .076 3.305 .001* .986

커뮤니 이션 제도 .002 -.067 -2.702 .007* .848

R=.278,R²=.077,수정된 R²=.074,F=20.857,p=.000

*p<0.05,**p<0.01수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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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참여가 이직률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가설<2-1>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경 의사결정 참여가

이직률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355으로 ±1.96이상이고,유의확률(p

값)이 .019으로 p<.05이므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성과 참여가 이

직률에 미치는 향은 t값이 –4.751로 ±1.96이상이고,유의확률(p값)이

.000으로 p<.05이므로 가설<2-1> 역시 채택되었다.경 의 의사결정 참

여와 성과 참여 모두 통계 유의수 하에서 근로자의 이직률에는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통제변수 에는 조직규모

가 커질수록,조직연령이 오래될수록,공식 인 커뮤니 이션 제도가 활

성화 될수록 이직률에는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반 로

시장경쟁 경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이직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종속변수인 이직률에 해서는 분석 상 각 요인들 부

분이 통계 으로 범 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0.85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

식에 한 R²=.077으로 7.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공차의 한계값이

0.1이하일 때는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의 결과 공차

한계 값은 모두 0.1이상으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2.근로자의 참여와 노사 계

근로자의 참여가 노사 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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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통제변수

표

오차
β t값 p-value

공차

한계

노사

계

상수 .107 - 29.510 .000**

경 의사결정 참여 .002 .117 4.922 .000** .944

성과 참여 .031 .018 .763 .446 .917

업 종 .030 .069 2.934 .003* .974

규 모 .013 -.065 -2.557 .011* .838

조직연령 .023 .079 3.274 .001* .924

시장경쟁 .016 .048 2.070 .039* .986

커뮤니 이션 제도 .008 .150 5.960 .000** .849

R=.223,R²=.050,수정된 R²=.046F=13.238,p=.000

*p<0.05,**p<0.01수 에서 유의함

근로자의 참여가 노사 계의 정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1-2>,<2-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가설<1-2>의 경 의사

결정 참여가 노사 계에 미치는 향은 t값이 4.922로 ±1.96이상이고,유

의 확률(p값)이 .000으로 p<.05이므로 채택되었다.반면,가설 <2-2>의

성과 참여가 노사 계에 미치는 향은 t값이 .763이고,유의 확률(p값)

이 .446이므로 p>.05로서 가설이 기각되었다.따라서 의사결정의 참여만

이 통계 유의수 하에서 조직의 노사 계 정도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와 비교하여 성과 참

여의 경우 주로 회사측에 의한 경 의 결과물에 한 참여의 성격을 가

진다.이러한 성과참여는 노사 계와 같은 조직 결과물에는 상 으로

향이 미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 다.

그 외 통제변수 에는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규모가 크고 설립연도

가 오래될수록 노사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아마도 규모가 커지고 조직의 역사가 길수록 담조직 등을 통한 체

계 인 노무 리가 진행된다는 을 반 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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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인 커뮤니 이션 제도의 활성화 될수록 노사 계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3.23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

식에 한 R²=.046로 4.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공차의 한계 값은

의 회귀분석 결과 모두 0.1이상으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계 으로 추론할 수 있다.

3.근로자의 참여와 품질수

근로자의 참여가 품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5: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통제변수

표

오차
β t값 p-value

공차

한계

품질

수

상수 .129 - 23.870 .000**

경 의사결정 참여 .003 .085 3.413 .001* .952

성과 참여 .036 .050 1.956 .051* .911

업 종 .035 .128 5.214 .000** .974

규 모 .015 -.014 -.536 .592 .830

조직연령 .028 -.002 -.084 .933 .913

시장경쟁 .020 .104 4.263 .000** .988

커뮤니 이션 제도 .009 .062 2.328 .020* .941

R=.202,R²=041,수정된 R²=.037,F=9.936,p=.000,

*p<0.05,**p<0.01수 에서 유의함

근로자의 참여가 경쟁업체 비했을 때 생산 제품의 품질수 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2-3>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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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설 <1-3>의 경 의사결정 참여가 품질수 에 미치는 향은 t값

이 3.413로 ±1.96이상이고,유의 확률(p값)이 .001으로 p<.05이므로 채택

되었다.가설 <2-3>의 성과 참여의 경우 유의 확률(p값)이 .051로 p>.05

이므로 기각되었다.따라서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 참여는 통계 유의

수 하에서 경쟁업체와 비한 기업의 품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통제변수 에는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국내

시장의 경쟁 정도가 심할 경우에 주력 제품의 품질수 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커뮤니 이션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품

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9.93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식

에 한 R²=.037로 3.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공차의 한계 값은 모

두 0.1이상으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근로자의 참여와 노동생산성

근로자의 참여가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

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하여 아래처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6: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통제변수

표

오차
β t값 p-value

공차

한계

노동

생산성

상수 .232 - 18.891 .000**

경 의사결정 참여 .004 .005 .208 .835 .938

성과 참여 .065 .181 6.821 .000** .908

업 종 .063 .206 7.990 .000** .968

규 모 .027 .036 1.316 .188* .843

조직연령 .052 .089 3.363 .001* .913

시장경쟁 .034 -.037 -1.461 .144* .987

커뮤니 이션 제도 .017 .182 6.613 .000** .845

R=.381,R²=145,수정된 R²=.141,F=32.357,p=.000,

*p<0.05,**p<0.01수 에서 유의함



-52-

근로자의 참여가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2-4>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자의 참여가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향은 성과 참여만이 t값이 6.821으로 ±1.96이상이고,유의확

률(p값)이 .000으로 p<.05이므로 <2-4>는 채택되었다.근로자의 성과 참

여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조직의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는 노동생산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결과를 통하여 근로

자의 의사결정에 참여만으로는 노동생산성과 같은 조직결과물에 직

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수 에는 제조업일 경우,조직이 오래 될수록,커뮤니

이션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노동생산성에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2.35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

식에 한 R²=.141으로 1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공차의 한계 값

은 의 회귀분석 결과 모두 0.1이상으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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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자의 참여와 매출순이익률

근로자의 참여가 매출순이익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

구의 가설에 한 검증을 하여 다음과 같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7: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통제변수

표

오차
β t값 p-value

공차

한계

매출

순이익

률

상수 2.822 - -.233 .824

경 의사결정 참여 .054 .017 .597 .551 .938

성과 참여 .789 .063 2.185 .029* .909

업 종 .767 .041 1.486 .138 .967

규 모 .326 -.014 -.477 .634 .841

조직연령 .631 .004 .128 .898 .912

시장경쟁 .415 .021 .747 .455 .987

커뮤니 이션 제도 .202 .015 .505 .614 .844

R=.083,R²=007,수정된 R²=.002,F=1.315,p=.239,

*p<0.05,**p<0.01수 에서 유의함

근로자의 참여가 사업체의 매출순이익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2,3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가설<1-5>의 경 의사결

정 참여가 매출순이익률에 미치는 향은 t값이 .597이고,유의 확률(p

값)이 .551이므로 p>.05로서 기각되었다.가설 <2-5>의 성과 참여 역시

매출순이익률에 미치는 향은 t값이 2.185로서 ±1.96이상이고,유의 확

률(p값)이 .029로서 p>.05이므로 기각되었다.근로자의 참여는 모두 기업

의 매출순이익률에 통계 인 유의수 하에서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그 성과 참여는 매출순이익률에 근소하

게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외 통제변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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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순이익률에 한 향은 통계 인 유의수 하에서 유의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239에서 1.31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귀식

에 한 R²=.002로 2.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공차의 한계 값은

의 회귀분석 결과 모두 0.1이상으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6.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와 성과 참여의 두 가

지 서로 다른 참여유형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확인하고자 하 다.

먼 ,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은 통계 인 유의수 하에서 조직성과의 하 변수 이직률,

노사 계,품질수 에 해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노동생산성,매출총이익에는 유의한 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따라

서 “경 의 의사결정에 한 근로자 참여가 높을수록 조직성과는 높아질

것이라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 <가설1-1>,<가설1-2>,

<가설1-3>은 채택되고,<가설1-4>,<가설1-5>는 기각되었다.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근로자가 경 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그에 따라 생산성과

같은 효율성 향상,노사간 신뢰 개선 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 의 의사

결정에 한 근로자 참여는 직무만족과 몰입 개인차원의 성과와 보다

련성이 있는 이직률과 같은 인 자원 결과물,노사 계와 품질수 과

같은 조직차원의 결과물에 향을 미치지만,노동생산성과 매출순이익률

과 같은 조직성과에는 한 향에는 한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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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로자 참여의 하 변수 근로자의 성과 참여는 조직성과

의 하 변수들인 이직률,노동생산성의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노사 계와 품질수 에 해서는

유의한 향을 발견할 수 없었고,매출순이익률에 해서도 통계 인 범

에서 근소하게 유의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성과 참여가 높을수록 조직성과는 높아질 것이라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2> <가설2-1>, <가설2-4>는 채택되고,

<가설2-2>,<가설2-3>,<가설2-5>는 기각되었다.

근로자의 참여와 조직성과의 계에 한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경

의사결정 참여와 성과 참여는 조직성과의 다양한 부분에 서로 다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의사결정에 참여가 보다 본질 인 근

로자 참여를 의미한다는 에서 일터에서 근로자의 몰입과 동기부여를

가져와 이직률,노사 계,품질 등에 보다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성과 참여는 본질 으로 경 의 결과물에 한 분배의 차원이라

는 에서 노동생산성에서 뿐만 아니라 매출순이익률과도 통계 인 허용

범 는 벗어났지만 근소하게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성과 참여와

기타 변수인 노사 계,품질수 에 한 향력은 통계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 으로 통제변수 에는 시장경쟁의 정도가 이직률과 품질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쟁이 심하여 경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근로자의 자발 인 이직이 많아지고,경쟁에서 생존하기

한 주력제품의 품질수 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다.시장의 경

쟁 정도가 실질 으로 조직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 스와 만

족도 등의 하를 유발하여,그 결과 자발 인 이직률을 높인다고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주목할 부분은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가 이직률,노사 계,

품질수 ,노동생산성과 같은 종속변수에 리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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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설내용 결 과

가설1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1-1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이직률에 부(-)의 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노사 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품질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노동생산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5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매출순이익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근로자의성과참여는조직성과에유의한 향을미칠것이다.
일부
채택

2-1 근로자의성과참여는이직률에부(-)의 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2 근로자의성과참여는노사 계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기각

2-3 근로자의성과참여는품질수 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기각

2-4 근로자의성과참여는노동생산성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채택

2-5 근로자의성과참여는매출순이익률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기각

으로 나타났다.커뮤니 이션 제도는 사내 게시 운 ,경 자의 장

화,핫라인 운 등 회사의 각종 공식 인 커뮤니 이션 제도에 한 시행

여부를 합산해 측정하 는데 조직 내 원활한 정보의 공유와 경 자와 근로

자 사이에 소통의 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에서 나타난 가설에 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8: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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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정리

근로자의 참여는 인 자원 활용의 극 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

보하고,노사간에 공생 인 력을 실 하기 한 주요한 수단이다. 재

근로자 참여 제도는 기업을 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도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주로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제한 으로 활용

되거나 신인사제도의 측면에서 도입에서 시행까지 사측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의 효과가 극 화되기

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한 노사의 인식변화와 사회 인 합의,정부의

정책 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여기에 한 문 인 연구 역

시 지속 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근로자의 참여가 실제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라는 문제에 해서 통계 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2013년도 사업체패 조사에 있는 1,775개의 사

업체 자료를 분석의 상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근로자의 참여와 련된 요 변수인 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

경 의 결과물에 한 참여 성격을 가지는 성과 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가 근로자 개인 차원의 성과를 넘

어서 조직차원의 성과로 이어지는지,조직성과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에 한 설문응답을 살펴보면 작업단

에서 근로자의 작업 장 개선에 한 참여를 묻는 질문이나 성과 배분

참여에 한 응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상 으로 낮은 참여율2)보이는

2)앞의 경 의사결정 참여의 평균값인 16.6을 체 6문항으로 나 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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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앞의 성과배분제,우리사주제,스톡옵션제를 통

해 성과 참여 여부를 분석했을 때 48.9%의 참여율을 보이고,작업 장

개선 련 제안제도,소집단활동 시행을 통해 효율성 차원의 작업 장

개선 참여율을 분석해보면 62.7%의 참여율3)을 보이는 것과는 조된다.

근로자가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에 해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는 응답자료에서 나타난 통계량과 같이 실제로도 근로자의 경

의사결정에 한 참여 수 은 높지 않고,효율성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작업장 개선 결과물에 한 참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통계분석 결과는 두 가지 근로자 참여 유형 모두 조직의 성과에 부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근로자의 참여가 직

무만족,조직몰입과 같은 개인차원을 넘어서 조직차원의 성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으로 구분해 보면 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이직률을 감

소시키고,노사 계에 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주력 제품의

품질수 을 높이는 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는 근로자 표기구인 노동조합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질 인 참여의 유형으로 이를 통해서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은

인 자원 결과물과 일부 조직결과물의 수 에서 폭넓게 정 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경 의 결과물인 성과에 한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노동생산성 증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끼

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출순이익률과 같은 재무 결과물

만 에 평균 2.7 으로 나타난다.

3)성과 참여 변수와 같은 방법으로 “귀 사업장에는 업무 개선 련 제안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까?”,“품질개선,생산성 향상,비용 감,고객 불만 해결 등의 문

제해결이나 개선활동을 한 소집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의 설문(사업체

패 조사 통합설문지 V1.4)에 하여 한 가지 이상 시행하고 있으면 작업 장

개선 참여로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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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근소하게 통계 으로 기각은 되었지만 어느 정도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성과 참여가 경 의 결과에 한 참여라는 을

고려했을 때 사업체의 매출,당기순이익 등 재무 인 지표와의 연 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타당한 분석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화와 상과 같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의 노사 계의 실을 고려했을 때 인사권이나 경 권 참여가 아닌 성과

배분제 등의 이익참가 방식을 더욱 합한 근로자 참여의 유형으로 설명

하고 있기도 하다.하지만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 의사결정

에 한 참여가 성과 참여와 비교해서 조직성과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를 통한 내

인 동기 부여가 보상 인센티 와 같은 외재 인 동기부여 보다 더

욱 효과 일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인지능력,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될수록 외 인센티 가 높다고 해서 능률이나 성과로 이어지

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흥미와 도 정신과 같은 내재 인 동기가

없으면 높아지는 보 스가 오히려 부담감과 스트 스를 유발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덧붙여 공식 인 커뮤니 이션 제도가 활성화되면 마찬가지로 이직률

을 낮추고,노사 계,품질수 ,노동생산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조직내 원활한 정보 교류의 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 한 커뮤니 이션 제도의 활성화는 분석결과에서 밝 진 것

처럼 성과에 직 으로 향을 주기도 하지만 간 으로 소통,신뢰와 같

은 정서 인 요소를 통해서 참여의 효과를 극 화하는데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근로자의 참여 제도를 성공 으로 운 하기 한 바탕에는 경 정

보 공유,간담회 등 회사측과 근로자간 조직차원의 커뮤니 이션을 보다 활

성화하여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력 인 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요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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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의의와 시사

근로자 참여는 의사결정의 공유를 기 로 하여 노사 상호의 이익을

해 력하는 것으로 근본 으로 근로자의 직무나 기업의 반 인 경

측면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 하여 그 향력을 증 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근로자에 한 정보제공,자문,공동결정과 같은 경 참가는 력

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기업목표에 한 이해와 몰입

을 유도할 수 있는 한편,근로자들의 의사결정과 련한 통찰력과 향

력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 과 서울시 산

하기 이사회에 근로자 참여 제도 논란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참여가 조

직의 생산성과 신활동을 해한다는 시각도 많다.이미 경 자들은 경

정보 공유,알림 제도 등 각종 커뮤니 이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동반자 계를 만드는데 최 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기업의

인사와 경 권에 한 참여를 확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노사 계

실에 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따라서 근로자의 참여 방

식은 경 자의 고유한 경 권에 한 참여가 아니라 성과 배분제,우리

사주제 등을 통한 경 성과물 참여에 한정하는 것이 더 효율 이고 우리

의 여건에도 합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는 성과

참여와 비교해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직무만족,조직몰입 등 개인 인

차원과 함께 체로 조직성과에도 더욱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자 참여 방식을 략 의사

결정의 참여보다는 사업장에서 일의 수행과정에 한 개선 제안,그

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에 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차

이가 있다. 한 성과 참여 방식이 노동생산성,매출순이익률과 같은 조

직성과에는 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지만,이러한 재무

인 성과는 인 자원의 결과물에 한 효과로서 장기 인 안목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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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에서 해석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 참여 유형은 조직성과의 다양한

요소에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 참여 방식들은 상

호 보완 으로 실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배분

에 참여와 의사결정에 참여,근로자 직 참여와 의기구를 통한 간 참

여가 동시에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근로자 참여의 다양한 방식들을 균

형있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선행연구에서도 의사결정 참여는 결과 참

여와 결합하면 조직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 참여를

통해서 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성과 배분과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김강식,2007).

근로자의 참여는 실제로 제도의 도입보다는 운 의 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다.근로자의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사회

인 비용낭비 등을 부각하기에 앞서 참여가 실질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일반화되어 있는 각종 의체나 노

사 의회와 같은 공식 인 제도나 기구가 례 으로 는 형식 4)으로

운 되는 경향이 크다.이러한 에서 근로자 참여에 한 실질 인 장

치의 마련이 필요하다.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 근로자 참여 로

그램의 도입 역사가 아직은 짧은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다른 한편으로

로그램을 실행하기 에 과정과 목표 그리고 주변상황에 합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마치 유행처럼 도입하는 것과도 무 하지 않을 것이

다(이원덕·유규창,1997).

마지막으로 근로자 참여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커뮤니 이션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경 의 방향성이나 정보를

극 으로 공개하며,경 자와 종업원의 일체성을 높여 가는 것이 요

하다.근로자의 참여는 력의지나 태도에 따라 그 수용과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참여의 도입에 한 검토가 진행될 때에는 제도

4)노사 의회에 한 평가 내용을 보면 합의를 통해 논의 사안을 결정하는 정

도에 한 평가는 낮았다(이주희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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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겠지만 정작 그 바탕에는 소통과 상호이해

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의 참가수 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동기와 목표에 한 몰입도

는 향상될 수 있으며 조직의 의사소통도 개선될 수 있다.이러한 결과

조직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조직은 비용 부담이나 제

도정비에 따른 손실보다는 제도 시행의 효율성 증 로 인한 이익을 보다

장기 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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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과제

본 논문은 2013년도 사업체패 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조직에서 근로자

의 참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실증 인 검증을 진행하 으나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횡단면 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변수들 사이에서 선형 인 련

성만을 확인하 다.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의 여부

를 단정 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보다 일반화되고

설득력이 높은 연구는 패 자료가 축 되면서 시행 기간에 따라서 효과

의 변화를 추 하는 시계열 연구의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일반 인 설문문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 로그램의 시행과

효과에 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근로자의 참여 정도를

연구에 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에 활용한 설문의 응답자가 리자 심의 특정 계층에

집 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근로자 참여 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 근로자의 생각과 효용의 정도를 반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확

한 성과를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근로자의 참가는 체 기업이나

공장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에 한 인사노무담당자,노사 계자 등의 평

가와 효용감은 근로자가 경험하는 실제 상황과 참여 효과에 한 반 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 주 인 개인의 인식에 기 하여 측정하 다는 에서 시행상황

이나 참가효과에 해 부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설문문

항에서 로그램에 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 로그램의 내용

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다.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에서 자료에 한 보편 타당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설문을 통하여 근한 한계를 여 히 가지고 있다.

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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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해 살펴보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조직성과를 이해하는 것

은 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조직시민행동의 증가 같은 근로자 개인에 한 성과를 고려

하여 조직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에 한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조직에서 효율성과 련된 작업장에서 참여,성과 참여,정책

과 인사결정 과정에 참여 등 근로자의 참여는 상호 배타 인 것이 아니

며 기업이나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 으로 채택 운 되

고 있다.선행연구에서는 제안제도,생산성 향상운동,QC와 같이 작업장

의 효율성 개선과 련된 참여는 물론,인사 원회,고충처리,징계 원

회와 같은 형평성 참여 역시 조직성과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다(손동희,2009).이러한 참여의 형태별로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단계별 과정이나 상호 보안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조건 등

에 해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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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Employee'sParticipationonthe

PerformanceofOrganizations

JungWookJae

DepartmentofPublicEnterprisePolicy

The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relationshipbetween

Employee's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As

Employee’sparticipationplaysanimportantroleincooperativelabor

relationsandmotivationofemployees,thereisanincreasinginterest

inanddemandforit.Butontheotherhanditisalsothefactthat

disagreementastowhethertheparticipationofworkersleadstothe

Performance oforganizations or not.This study examines 1,775

enterprises(1,656intheprivatesector,119inthepublicsector)among

『2015BusinessPanelData』 andconductsregressionanalyses.

Theresultsoftheanalysesarebrieflysummarizedbelow.

First,theparticipationofworkerswerefoundtobeastatistically

significanteffectonthePerformanceofOrganizations(turnover,labor

relations,productquality,laborproductivity,such as) In detail,

Participationin managementdecisionsindicatesthereiscorrelative

informationfrom organizationaloutcomes,suchashuman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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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dustrialrelations outcomes,increase in quality levels and

turnover.Also,participationin outcomesshowedthatasignificant

impactontheturnoverandlaborproductivity.However,thosethe

twoindependentvariablesdidnotfindastatisticallydirectimpacton

.financialperformancesuchassalesmargin.

Some research papers show that participation in HR or

managementrightsofworkersresultsintheexpenditureoftimeand

moneyconsuming.Ontheotherhand,thisresearchconfirmseffects

ofthedecision-making participation asoneofthekey factorsof

workerparticipation.

Eachtypeofparticipationleadstovariouseffectonachievementof

organization. Rather than understanding fragment effect of

participation,Itisimportanttounderstandinteractionandcomplementing

ofworker'sparticipation.The basis forthe success ofemployees

participation lies in directdialogue with the company,including

organization-wide communication efforts and sharing managerial

information.

Thispaperhasbeen conducted mainly based on alinearflow,

leadingtorevealingthelimitedrelationshipbetweenthevariables.In

the future,itseems thatin-depth study of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time-series research and specific

programsaremoreneeded.

Keywords:employee’sparticipation,performanceoforganizations,

participationin managementdecisions,participationinoutcome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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