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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관여 작 

업시스템이 경영성과를 높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설로서 고관여 삭업시스템의 활용 정 

도가 높은 기업의 구성왼틀이 더 높은 재량적 노력을 발휘하는가와 고관여 작엽시스템은 개인 특 

성 변수가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반적인 재량적 노력의 정도를 높이는가 

를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2002년 한국노통연구원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자료를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관여 작업시스탬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는 직접적으로 증진시커지는 못하지만， 구성원의 대립적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큰거하여 주요 발견점을 

토론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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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구성원들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내는 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의 글로별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설무계에서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관 

심이 증대되아 왔다(예. Womack ‘ Jones. & Roos. 1990). 이러한 관섬에 부응하여 

학계에서도 구성원틀의 참여와 몬업을 유도하는 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룹 향상시키는 지 

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섣증 연구 결과， 어떤 연구들은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기업의 성과를 호냉시킨다고 보고했지만(예. Appclbaum. Bailey. Berg. & Kalleberg. 

2000; Batt. 1999; Becker & Gerhart. 1996; Cappelli & Rogovsky. 1998; 

Delery & Doty. 1996; Huselid. 1995; Huselid & Becker. 1996; Ichnioski. 

Shaw. & Prennushi. 1997). 또 다른 연구들은 고관여 작업시스랩을 활용하는데 투 

자되는 비용을 고려하연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보고하였다(Cappelli & Neumark. 200 1).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왜 조직성과를 높이 

는 지에 대한 모텔구성이나 실증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왼들의 능력 활용 및 개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높아진 업무의욕을 통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예 

Pfeffer. 1998) 

물론 작업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성원 침여를 유도하는 일부 관행이 구성원들의 직무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어 왔다(Miller & 

Monge. 1986 참조) .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도 참여적 작업관행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ppelbaum et a1.( 2000)은 개별 구성원 참여관행이 아닌 전체 

작업시스템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는 하였다 이 연구는 고관 

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도와 내재적 보상을 높이고， 높아진 신뢰 

와 내재적 보상은 다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조직성 

과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증연구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또한 Whi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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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한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조직볼입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해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 향상에 공헌함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더 많은 능력과 지식의 환용이나 개발. 신속하고 정확한 의 

사결정， 높아진 업무의욕을 통한 재량적 노력의 발휘 등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Appelbaum et al. (2000)은 재량적 노략이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기업성파괄 연 

결시켜 주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재량적 노력의 

발휘 정도를 직접 측정하여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륜 유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섬적인 메 

커니즘으로 평가받는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관여 작 

업시스템의 활용이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대립적 

노사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두 가 

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경로의 일부를 실증적으로 밝혀는 데 공헌할 것이다 둘째， 작업시스템이 구성원 

을 둘려싼 중요한 상황요인으로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플 보여줄 것이 

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활용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한 상황을 조성하여 개인속성 

。l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 

분야에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고관여 작업시스 

템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할 가설을 제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분석 결과를 재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고관여 작업시스템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쉽게 전통적인 ‘테일러식 시스템’과 대조되는 작업시스템으로 이 

해할 수 있다(Cappelli. Bassi. Katz , Knoke , Osterman , & Useem , 1998: Edwards 

& Wright , 2001) , 테일러식 작업시스템에서 관리자는 계획과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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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관려자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작업자는 작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관리자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생산 활동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 

래서 통제 중심의 작엽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연에 고관여 작업시스템에서는 작 

업자 자신이 생산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한다 

고관여 작엽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김동배 .01 경 

묵， 2003). 그 동안 고성과 작업시스템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 고관여 작 

업시스템(High Involvement Work System) 또는 고몰입 작업시스템(1-퍼gh Corrunitment 

Work System) , SET 시스템 (Security , Employee involvement and Training).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 , 전환적 작업장 (Transformed workplace)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연구들이 모두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구성원들이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높은 성과 

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고관여 작업시 

스템이 반드시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고성과”라는 용어 

대신에 “고관여”라는 용어릎 사용한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작업시스 

템만을 대상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틀은 작업시스템과 더불어 작업시스템의 원 

활한 작똥을 지원하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라 관행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후자를 따라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지왼하는 몰입형 인적자원관리의 체계”로서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정의한다 

고관여 작엽시스템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연구자마다 다르 

다. Becker & Gehart (1 996)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대한 5개의 기존 연구를 조사했 

는데， 자율팀 (self-directed team)과 문제해결그룹 두 관행이 4개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Pfeffer (1 996)는 고용안정과 높은 염금뿐만 아니라 커뮤니 

케이션과 참여적 스키마가 반드시 있어야만 고관여 작업시스템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하 

였다 Wood (1 996)는 QC , 생산직 근로자의 품질업무 담당， 인사고과. 고용보장 등 18 

개의 관행의 실행 여부를 합한 것으로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McNabb & Whitefieff(1 997)는 팀작업과 유연성 관행 존재 여부로， Gittleman , 

Harrigan , & Joyce(1998)는 작업장 수준의 직접참가로서 팀， TQM , 동료평가 등의 

실시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Lawler et al.(1 998)은 정보공유， 교육훈련， 성과배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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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공유로 측정하였다 Bailey( 1993)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재량적 노력을 하고자 하 

는 동기부여， 그 노력이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필수 기술의 증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행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Appelbaum et a1.( 2000)도 Bailey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율성， 숙련증진정책， 인센티 

브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개념적 틀을 잡았다 구성원 참여와 성과 규명에 있어 개인， 

작업장， 조직이라는 다차원 연구를 실시한 김동배 · 이경묵(2003)에서는 셀프리더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별관행이 아년 관행들의 묶음으로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규정하는 이유는 관 

행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왼 모티베이션 기술 습득，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cDuffie ， 1995)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고관여 작 

업시스템이 작업장 수준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역할을 극대화하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큰 

로자의 자발적인 볼입과 숙련향상을 유도하는 볼입형 인적자원관리로 구성된다는 데는 

대체로 그 견해를 같이 한다(Cotton ， 1993; Delaney , 1996; 김동배 · 이경묵，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몰입형 인 

적자원관리 관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 참여적 작업조직 

참여적 작업조직은 현장에서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Appelbaum et a l., 2000) ‘ 생산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조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게 책임과 권한， 그리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Delery & Doty , 1996) 

전통적 작업 조직이 표준화， 세분화된 과업， 작업자의 자율 및 참여의 부재로 특정 지 

워진 반면， 참여적 작업조직은 이와 대조적으로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 

로 독자성을 갖는 과엽통합， 구성원 자율， 그리고 의사결정 참가라는 3차원으로 구성된 

다(김훈 • 김동배， 2001) 즉 고관여 작업시스템에서 작업자는 오퍼레이터 기능만을 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통합과 의사결정참가를 통해서 공정 전체의 흐름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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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게 된다(김동배 • 이경묵. 2003) 각 차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 집단에서의 구성원의 과엽이 전통적 시스템에서는 직능별 계층별로 세분화가 고 

도화되어 있던 데 반해， 참여적 작업조직에서 분화된 과업을 생산구성원의 과업으로 통 

합하는 것이 과업통합이다. 간접 부문의 업무로 분화되었던 품질관리 벚 보전 등의 과엽 

이 생산담당자의 직무로 통합되면서 작업 집단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작업의 완결성이 증 

가되어 노동의 의마가 한 차원 높아지며 작업자의 숙련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작업 

조의 자율은 작업 집단， 즉 작업조가 작업방법. 작업순서， 속도 및 목표 작업량 등의 의 

사결정에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이런 자율의 증가는 책임의 증가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 

정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대안들을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효과도 

증가시킨다 작업장 참가는 정상 작업과는 별도의 개발 활동， 즉 소집단 활동이나 제안 

활통 등을 통해 문제해결과 공정 개선과정에 구성원들이 개인적 또는 집합적으로 참여하 

는것을말한다 

2.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고관여 작업시스템에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참여적 작업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Ochniowski et al .. 1997) 작업조직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의 뒷받침 없이는 그 도입자체가 곤란하거나， 도입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 

해화될 가능성이 높다(김훈 · 김동배. 2001). 구성원들로 하여금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하려면 그런 역량과 동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함께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또한 숙련되고， 동기 부여된 구성원을 생산해 낼 

수는 있겠으나 성과 횡t상으로 이어지는 척합한 채널， 작업조직과 통합되지 않으면 그 영 

향력을 기대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MacDuffie. 1995) 

인적자원관리 연구에서도 개별적인 관행들의 효과를 연구하기 보다는 관행틀 간의 전 

체적인 구성이나 총합을 고려하는 시스템적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Bowen & Ostroff. 

2004) 예를 들어 Levine & Tyson (l 990)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이 성과를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이 관리자에게 부족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기술과 지식을 재량적 노력을 통해 사용하도록 동기 부여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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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의 생산 및 사업 전략이 이런 재량적 노역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 이런 몰입형 인적À~원관리 시스템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 주장하였다 

고용보 엄격한 선발， 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염지향적인 인적자원관리 관행으로서 대개 

집단성과급 등이 거론되는 한편 일본의 작업조 장， 강도 높은 교육훈련， 지위격차 김소， 

인사고과， 연공주의 임금 · 보상제도， 관행으로는 고용보장， 직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관리 

교육훈련， 생산직과 관리직 간의 지위격차 감소 및 생산직의 승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보상이 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 개발， 우리나라에서는 김훈 · 김동배 (200 1)가 고용， 

집단성과급을 포함시켰으 교육훈련 고임금， 내부승진， 고용보장， 분하여 엄격한 선발， 

며， 김동배 · 이경묵(2003)은 고용보장과 내부승진， 성과배분， 상대적 임금수준 등을 동 

Off~JT실시 여부 및 정도룹 숙떤형성으로， 기부여 차원에서 , 신입사원 교육부터 OJT. 

작업 단위내 노하우와 정보교환 정도 및 조직 수준에서의 다양한 정보공유 관행들을 정 

보공유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이처럼 고관여 작업시스템이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자들은 높은 성과릎 낳는 인 

적자원관리의 차원으로서 동기부여와 숙련 증진 관행을 공통적인 요인으로 섣정하는 것 

은 성과가 동기와 능력의 함수라는 전통적인 도식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김동배 · 이경 

Appelbaum et a l. (2000)의 경우에는 동기부여 증진 관행의 일부로 보았 

지만， 최근 들어 구성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위한 펼수조건이라고 언급되고 있 

는 정보공유는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뜰과 함께 구성원에게 조직성과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묵. 2003) 

는 점에서 별도의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론과가설 
m 

그 동안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사업장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작업시스템의 도입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 

어떤 연구들은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사용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 

못한다 

고 있다 

고 있지만， 다른 연구들은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사용이 기업 성과륜 향상시키지 

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비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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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원래 의도했던 구성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생산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아이디어의 활용， 업무 의욕의 증진 등에서 실패한 기업들이 있 

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입장에서 

그 시스템을 자신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기업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 

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 환경이나 구성원의 개인적 속 

성과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로별로 가설을 제시한다‘ 

1.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재량적 노력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만 하도록 

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생산 현장에서 창의성， 노하우， 지식과 지혜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 참여 유도방안에 대한 연 

구는 호오손 실험에서 시작된 인간관계론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의 

궤적은 사회기술 체계론， 품질관리분임조 및 자율적 작업집단과 관한 연구， 직무재설계 

론을 밟아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들 연구의 흐름을 보면 하나 

의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이 상호작용하 

면서 조직 구성원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하 

나의 관리관행만 사용해서는 조직성과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의도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Bailey ， 1993) 첫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행들이다 

테일러식 작업시스템에서와 같이 구성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일만 기계적이고 반 

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지 말고， 자신틀의 장의성. 기능，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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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안제도， 품질관리 분임조， 기계 및 설비 유지보수와 생 

산의 통합 등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 

능， 지식 및 정보가 부족하면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작 

업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한 관행틀을 포함한 

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 중요 정보의 공유 등이 그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고 생산성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과 정 

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했을 때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할 때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사 

용하는 기업들은 성과에 근거한 보상 재도흘 사용하고，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 

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며， 선발 시에는 지원자가 그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사람인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고관여 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구성원 참여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관여 작업시스 

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을 증대시켜 조직성과를 높인다는 주장이 가장 자주 거론된다 

(김동배 · 이경묵. 2003) 그 이유는 구성원의 노동 능력이 작업 활동으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완전한 감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Appelbaum et a l.. 2000)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학습과 숙련을 향 

상시켜 재량적 노력을 발휘할 역량을 갖추게 하고， 성과나 숙련형성과 연계된 보상 및 

승진관행이 구성원들의 업무의욕을 자극하고(Pfeffer & Veiga. 1999). 과엽통합이나 

참가 등의 고관여 작업조직 관행들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 일치 효과와 상호 교환에의 균형이라는 논리를 들 

어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과의 관계를 기절로 도출하고자 한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목표와 조직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공현 

할 ->
T 있다(Morishima ’ 1991 ; Kato & Morishima ’ 2002) Appelbaum et 

a l. (2000)은 고관여 작업시스템 하에서는 조직은 구성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구성원 

은 숙련 형성을 위해 회사에 공헌함으로써 구성왼의 목표와 조직목표가 합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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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재량적 노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으연 구성원들은 재량 

적 노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관여 작업시스템 하에서는 성과에 근거한 보상에 

따라 재량적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어 구성왼 목표와 조직 목표를 합치시켜 줄 수 있고， 

재량적 노력의 발휘로 일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구성원 목 

표와 조직 목표 간의 갈등플 해소해 줄 수 있다 구성원들이 재량적 노력을 발휘하면 조 

직성과도 높아지고 자신들이 받는 보상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도 

입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천통적 작업시스템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 

은 재량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과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직에서 자신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자신들도 조직을 위해 적게 공헌하려 하고， 조직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자신들도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Blau. 1964) 고관여 작업시 

스템은 고용보장， 능력개발， 정보공유， 참여기회 제공， 구성원의 가치인정 등 전통적인 

작업시스템에 비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구성 

원들은 자신틀에게 할당된 의무와 역할 이외에 동료를 돕거나 조직성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Bowen & Ostroff. 2004: 

Guzzo & Noonan. 1994: Rousseau. 1995: Tsui. Pearce. Porter ‘ & Tripoli. 

1997) 구성원과 조직이 교환관계에서 균형을 추가하기 때문이다(Tsui et a l.. 1997) 

위의 논리에 따라 아래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셜 1 :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조절효과 

사회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속성과 상황 요인의 함수라는 것이다 

즉 개인속성과 상황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의 속성이 어느 정도 행동으로 표출되는가는 상황의 힘에 따라 좌우된다. 즉 상황의 힘 

이 약할 때는 개인의 성격을 비롯한 개인 특성 변수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반면，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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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강할 때는 개인 특성 변수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상황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 

다- 따라서 상황의 힘이 강할 때는 성격을 비롯한 개인속성이 매우 다른 사람뜰도 유사 

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이다 이 

작업시스템은 앞의 가설 1 부분에서도 설병했듯이，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음 불러일으 

키는 강한 상황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참여기 

회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유도하며.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상황을 창출함으 

로써 직무의 내재적 동기부여 정도가 낮은 구성원에게 조차도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특히 집단성과에 대한 보상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강한 성과 압벽을 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Bowles & Gintis. 1993 ‘ Kandel & Lazear. 1992) 따라 

서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재량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 속성의 차이가 재량적 노력이라는 행동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 작업시스템은 구성원들에게 재량적 노력을 기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즉 개인 속성의 차이가 재량적 

울일 것을 크게 

노 

력이라는 행동의 차이로 잘 표출된다-

구성왼의 재량적 

연구에서는 이 

노력의 정도에 

중에서 구성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속성 변수는 다양하다 본 

노사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노사관계를 대럽관계로 

보는 구성원들은 그것을 상생관계로 보는 구성원들에 비해 재량적 노력음 기울일 가능성 

이 낮다 하지만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량적 노력을 유발하는 강한 상황이 제 

공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벽의 크기가 작아 

질 것이다‘ 상황의 힘이 개인속성의 힘을 누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틀어 강한 대립적 

노사관을 갖는 사람도 고관여 작업시스템 하에서 일하는 구성원틀은 주변 작업동료의 성 

과로 인해， 혹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혹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결정권 

한을 행사하고， 자기 작업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야느 정도의 재량적 노력을 기울일 것 

이다 위의 논리에 근거하여 아래의 가설을 지l시할 수 있다 

가설 2 고관여 직업시스템은 구성원의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 

의 크기흘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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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 방법 

1 자료및표본의구성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2년 10월에 우리나라 자동차부품회사를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2)는 개인용， 작업집단용， 사업체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300인 이상 규모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86개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 

여 연구 참여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결과 총 597~ 사업장이 연구에 침여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는 43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 

하는 784명으로부터 개인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없는 총 32개 

사업장. 605명의 개인설문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업체당 평균 응답 인원은 약 19 

명이며 적게는 10'정에서 많게는 30'정의 개인이 속해 있었다 

종속 변수인 재량적 노력과 독립변수인 대립적 노사관은 개인용 설문지에서 추출하였 

고， 조절 변수인 고관여 작업시스템 변수는 사업장 대표용 설문지에서 추출하였고， 작업 

시스템 변수 중 과엽통합과 작업조 자율은 작업집단용 설문지에서 추출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에 비해 통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엽체 특성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 만큼 

평균 종업원 수는 약 679명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연령도 2005년 기준으로 평균 만 32 

년으로 대다수가 오래된 기업들이다 생산직 인원은 평균 437명으로 남성이 대부분이 

며. 비정규직은 2M 사업체에서 평균 54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업원의 평균근속년수는 9년 정도이고， 월평균 이직률은 1.6% 정도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가 22%. 30대가 48%. 나머지는 40대 이상이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85 % 

이고， 기혼자의 비율이 66%였다- 직급별로는 조장의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율은 각 조별로 조장을 포함해서 5명씩 개인용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요청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비율이 

85.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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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고관여 작업시스랩 

앞서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포 

괄하는 시스탱으로 정의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여러 항목으로 구 

성된 복합 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작업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게， 참여적 작업조직은 과업 

통합， 작업조 자율， 작업장 참가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참여적 작업조직 지 

수를 계산하였다- 과업통합은 작업조 내에서의 로테이션 활성화 정도와， 작업조의 보전， 

품질 및 납기， 비용 동의 책임 정도를 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작업조의 자율은 작 

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 작업량， 조원 간 업무배분， 조내 로테이션， 휴가계획， 결왼 

시 인왼보충， 신입조왼 채용， 작업조원 훈련， 조원 고충처리， 조원 인사고과 작업시간 

및 초과근무， 조원 근태관리의 14개 항목율 작업조장이 각 4점으로 측정하였다 작업장 

참가는 소집단 활동 참가비율(%)과 연간 일인당 제안건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측정치는 3단계를 걸쳐 계산하였다 먼저 각 관행별로 표준화 

된 정수를 구하였다. 즉 해당 기업의 각 관행에 대한 관측치에서 그 관측치의 평균값을 

뺀 후 이를 그 관행의 표준편차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위의 3개 구성요소별로 하위 관행 

별 표준화된 점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작업장 참가 점수는 소집단 활동 참가 

비율의 표준화 점수와 연간 일인당 제안건수의 표준화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작업집단 점수는 위의 3개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점수를 평균하여 계 

산하였다 

볼입형 인적자원관리는 김동배 • 이경묵(2003)의 연구에서처럼 정보공유， 숙련형성， 

동기부여로 구분하였다 먼저 동기부여 증진 관행틀은 고용보장의 정도와 생산직 파장급 

이상 승진비율 및 연봉 중 성과 배분액의 비율， 동종업체 동일직종과 비교시 상대적 임 

금수준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 숙련형성은 재직자의 OJT. OfhJT실시여부와 신 

입사원 훈련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정보공유는 사업장 단위에서 살시되는 구성원 간담회， 

정보소식지 공유， 직제회합의 3개 관행 실시여부로 조사하였다 볼입형 인적자원관리를 

구성하는 3개 요소별 점수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전체 지수는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36 勞使關係細究. 제 17권 

마지막으로 고관여 작업시스템 지수는 참여형 작업조직 지수와 몰입형 인적자원관리 

지수의 평균강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의 기본가정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몰업 

형 인적자원관리가 고관여 작업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똑 같은 가중치를 가지며， 참 

여적 작업조직에서는 과엽통합， 작업조 자율， 작업장 참가가 똑 같이 중요하며， 각 요소 

를 구성하는 관행들도 똑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복합지수를 만옮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이고， 이보다 우월 

한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2) 구성원의 노사관 및 재량적 노력 

개인 수준의 독렵변수인 ‘대럽적 노사관’이란 일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개인의 평소 

생각으로， 그 인식을 Metochi (2002)의 'them and us 측정 항목 중 3개 문항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them and us 란 노사간 사회적 정체성 (social identity)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노사간 분리와 이해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동배 · 이 

경묵， 2002). 구체적으로 대립적 노사관은 세 개의 설문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항 

목은 <D 노사는 서로 이해가 대립된다，(2) 나는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는 ‘중간이다’， 5는 ‘전적으로 그렇다’를 나타낸다. 

즉 점수가 클수록 개인의 노사관이 더 대립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 개 문항의 신뢰 

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Q값은 0.55였다 

종속변수인 ‘재량적 노력’이란 구성원의 현재 과업 역할에 대한 볼입의 정도를 반영하 

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Frenkel. Korczynski , Shire , & Tam (l 999)의 재량적 노력 

측정 항목 3개를 @ 필요하면 내 업무 이외의 일도 한다，(2)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 

으로 열심히 한다 라는 2개 항목으로 줄여서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는 ‘중간이다， 5는 ‘전적으로 그렇다’를 나타낸다 이들 세 개 문항 

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Q값은 0.58이었다 

이 외， 근속년수와 조합원 여부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근속년수는 그 회사에서의 재직 

기간을 연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제한 이유는 근속연수와 조직볼업이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데서 추론할 수 있듯이 근속연수에 따라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 

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여부는 조합원인 경우 0으로， 노동조합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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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경우와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않은 사업자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 

이라 값을 할당하였다 이를 통제한 이유는 노사관과는 별도로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구 

성원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가 달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관여 작엽시스템을 이루는 작업장 수준 근로자 참여 변수 및 개인 수준 변수들의 구 

체적인 측정내용과 기숨통계치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변수 측정 및 기술통계 

구분 츠정 N 평균 표준편차 

고관여 작업시스템 =(CD작업조직+(2)인적자원관리 )/2 32 0.01 0.34 

@ 작업조직=(과업통합+참가+자율)/3 32 0.03 0.61 

5점 ， 2개 항목의 표준화 평균 32 0.03 0.80 
과업 

←조내 로테이션 활발 32 2.97 0.89 
통합 

-조는 품칠‘ 보전， 납기， 비용 등 책임 32 3.06 0.90 

2개 항목의 표준화 평균 32 0.07 0.90 
작업장 

소집단활동 참가비율(%) 32 4.82 3.47 
참가 

←연간 인당 제안 건수 32 3.20 2.89 

4점， 14개 항목의 표준화 평균 32 -0.01 0.77 

-작업순서 32 2.88 0.93 

-작업방법 32 2.97 0.89 

-작업속도 32 2.84 0.77 

-작업량 32 2.69 0.84 

작업조 
-조원간 업무배분 32 2.87 0.72 

자융 -조내 로테이션 32 2.87 0.98 

→휴가계획 32 2.39 1.01 

결원 시 인원보충 32 2.56 0.93 

-신입조원 채용 32 l. 82 0.89 

작엽조원 훈련 32 2.56 0.99 

조원 고충처리 32 2.73 0.86 

-조왼 인사고과 32 2.28 0.97 

작업시간，초과근무 32 2.62 0.97 

-조원 큰태관리 32 2.69 0.9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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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변수 측정 및 기술통계(계속) 

구분 측정 N 평균 표준면차 

@ 인적자원관리 =(동기부여 +숙련형성 +정보공유)/3 32 -0.02 0.31 

4개 항목 표준화 값의 평균 32 -0.06 0.61 

-고용보장 정도(3점) 32 l.66 0 .47 
통기 

생산직 과장급 이상 승진비율 32 2.97 2.09 
부여 

연봉중성과배분액 비율 32 2.92 2.05 

-동종업체， 동일직종 비교 임금(5점) 32 3.70 0.61 

3개 항목 표준화 값의 평균 32 0.05 0.61 

숙련 재직자 OJT 실시 여부 32 0.89 0.31 
형성 -재직자 Off-JT 실시 여부 32 0.85 0.36 

신입사원 훈련시간 32 2.57 l.81 

3개 항목의 표준화평균 32 -0.04 0.63 

정보 -구성원간담회 유무 32 0.76 0 .43 

공유 정보소식지 유무 32 0 .48 0.50 

-직제회합 유무 32 0.90 0.30 

5점 .3개 문항의 평균값 (a= .55) 595 3.07 0.64 

노사는 이해 대립 595 3 ‘ 18 0.85 
노사관 

-노사는 하나가 될 수 없음 595 2.80 0.95 

사용자는 근로자 처지를 이해 못함 595 3.23 0.85 

5점 .2개 문항의 평균값 (a= .58) 592 3.53 0.74 
재량적 

필요시 업무 이외 일도 담당한다 592 3 ‘ 54 0.98 
노력 

-요구하는 기대 이상으로 노력한다 592 3.53 0.76 

3. 분석 방법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자료를 분석해 주는， 즉 각 수준별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해 주 

는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을 사용하였다. 위계적으로 구조화 

된 자료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같이 다수의 상위 단위에 대한 자료와 상위 단 

위에 속한 다수의 하위 단위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여 다수의 분석 단위를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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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다른 단위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조직에 대한 자료와 

각 조직별 개인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자료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직에서 나온 개인들의 응답 사 

이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계산된 표준오차의 측 

정치는 왜곡될 수 있다. 즉 상위 수준인 각 조직 사이에서는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하위 

수준인 통일 조직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는 각 조직의 고유한 영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독 

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계적 자료에 대하여 개인 수준 각각의 자료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회귀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통계분석기법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위계적 선형 모형이다(Bryk & Raudenbush. 

2002).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개인과 작업장 수준별 모형을 제시하연 다음과 같다 

이러한 

개인수준 

= ßOi + ßlJ*(대립적노사관)ü + ß2i * (근속년수)u YÜ(재량적노력) 

+ ß3j * (노조가입여부)u + rü 

/01 * (고관여작업시스템 )j + UOj 

/11 * (고관여작업시스템 )j + U1j 

/00 + 

작업장수준 

ßOj = 
ßlj - /10 + 

/20 + U2i ß2i = 

/30 + U3J 

위의 모텔에서 % 는 J 조직에서 일하는 l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이고. ß，ω 는 J 

조직에서 대립적 노사관， 근속년수， 노조가입여부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재량적 노력의 

ß3j = 

노조가입여부가 ß ]j • ß2i .ß3J는 각각 J조직에서 대립적 노사관，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는 회귀계수이다 
환
 

소
 「

근
 

평균값이다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개인 수준 모델을 통해 구성원의 대립적 

작업장 수준 모1필을 통해 조직 수준의 변수인 고관여 

노사관이 재량적 위의 

이를 위해 먼저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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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개인간 분산과 집단간 분산을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예측 변수도 포함시키지 않 

은 모형 (Null model)을 검증해 본다 두 번째로는 개인 수준에서 개인의 노사관이 재 

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전체 평균으로 중섬화된 노사판을 

개인 수준 모텔에 포함시켜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재량적 노력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직별로 개인수준에서 획득된 절편의 

크기 (ßα)를 고관여 작업시스템 변수들로 예측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조직별로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 (ß]j)를 

고관여 작업시스템 변수로 예측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V.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값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값을 제시한 것이다 작업조직과 

인적자원관리를 합하여 산출된 고관여 작업시스템 지수는 평균이 0.6으로 최저 ‘68에 

서 최대 80의 값을 나타냈다 구성원의 노사관은 평균 3.07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 

자들은 평균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가 대립적도， 상생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는 평균 3.53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 

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작엽조직 지수와 인적자원관라 지수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본 기업에 있어서 작업조 

직과 인적자원관리가 이론에서처럼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정보공유의 경우 고관여 작업시스템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관행임 

에 불구하고도 주로 다른 관행들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설 검증 결과 

1) 꺼무모형 (Null Model)의 추정 

위계적 선형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노력의 작엽장 내， 작업장 간의 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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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변수 

1 근속년수 

펴규 표τ 
~ -- 편차 

8.77 5.59 

2 3 4 5 6 7 8 9 10 11 12 

2 노조가입여부 I .15 .35 -.19 

띠
 
여ω
 m 
m
ω
 m
ι
 
mm 

m 
m 

n
{니
 
까
‘
니
 

[

-

과
」
 

j 

3줄
 

사
 
력
 ”

1 

감
←
 

‘
가
 μ
”
 

노
 
노
 
객
 1 

괜
 lj 

끼
 

스
 

끽
 
엠
 
펴
내
 
조
 

적
 

적
 

시
 

조
 
자
 
통
 
자
。
 겁
 

때
 싸
샘
 
쩌
배
 
쐐
 땐
 뼈
애
 
쩌
얘
 
샤
?
 

3 

4 

5 

6 

7 

8 

9 

m 

11 동기부여 

12 숙련형성 

13 정보공유 

64 -.08 .07 

74 .1 2 .00 -.11 

34 .07 -.02 -.05 • 02 

61 .05 .02 -.03 -.02 

31 .07 -.08 -.06 -.01 

60 -.08 02 -.01 -.01 

90 .20 -.07 -.06 -.02 

77 -.02 .09 .00 00 

-.06 .61 .07 -.14 .03 -.01 

05 .61 .03 .22 • 03 .51 

04 .63 .00 

mm 

얘
 
재
 
돼
 
이m
 

m 
mm 

끼
 
여ω
 

02 

07 

07 

49 

46 10 

40 .17 

49 33 

39 -.43 

60 .1 7 .Oï 

49 .33 .29 

39 -.43 • 24 

14 

16 08 

rl > .07 이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석으로 유의하며 1.1 > 10 이면 유의수준 05에서 통게적으로 유의함 
표본의 크기 592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모형을 추정하고， 여기서 작업장 간 분 

산 예측치인 '0가 통계적으로 유의마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수준 

κ(재량적노력) ß(); + 1‘'ù. lìJ - N(O , σ21 

작업장수준 

ßOJ 
二 /00 + UOJ , U(/i - N (O, , ()1 

위의 모델을 추정한 결과가 〈표 3)인데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은 평균 3 ， 54이며， 작업 

장 수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윈의 재량적 노력에 

있어 작업장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플 의미한다 작업장별 평균 재량적 노력의 차이 

( uü，)의 분산 값이 03으로 개인 수준 오차(rij) 의 분산 값인 0.51보다 작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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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검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업장의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분산 

통계적으로 유의미 (p= .002) 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준과는 별도로 작엽장 수준의 

은 약 6% (= Var(uQj) !Var(uQj + rü))로 나타났다 

P강 

〈표 3> 수준별 재량적 노력의 분산 추정 

표준오차 

輔-
總

m 

ω
 

002 
P강 

04 

60.33 

x2 분산 

03"" 

고정효과 

작엽장평균재량적노력 . r 00 

무선효과 

작업장평균재량적노력 UOJ 

개인수준. rij 51 

‘ p<.l “ p<.05 .... p< 01 (양측검정) 

2) 임의계수모형 (random coefficient model)의 추정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한 조건으로 아래 식에서 ß]j의 계수가 유의미하여야 하 

r 0 .2]- r 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는 절편의 해석상 편의를 며， 

노사관에 응답자 전체의 평균 

적인 노사관을 빼어 입력하였다(Hofmann ， 1997 , 1998) ‘ 

노사관을 전체 평균으로 중섬화하였다 즉 개인의 위하여 

개인수준 

二 ßo j 十ßlJ * (대립적노사관)jj + ß2j* (근속년수)jj Yjj(재량적노력) 

+ ß3j * (노조가입여부) jj + rjj 

rjj - N(O , 0
2

) 

작업장수준 

r 0) uω - N (O, /00 + UOj. ßOj 二

UlJ - N (O, /10 + UlJ ßlJ -

r 3) 

U2j - N(O , 

U3j - N(O , 

/20 + U2j 

/30 + U3J 

ß2j = 

ß3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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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4)는 위 모텔을 추정한 결과이다 개인의 대립적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계수를 작업장 간 평균한 값인 η쐐 값이 0.10으로 %택검정을 

하였을 때 0.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녔다. 이 결과를 보면 개인 

의 노사관이 대립적일수록 재량적 노력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를 위해 투입한 근속년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근속년 

수가 높아질수록 구성원들의 재량적 노력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표에서 r 1의 값이 0.0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데， 이는 대립적 노사 

관이 재량적 노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작업장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ßlJ 의 값이 작업장 특성 변수에 의해 셜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o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대립적 노사관， 

근속년수， 노조가입여부에 의해 셜명되지 않는 재량적 노력의 작업장별 평균(ßlj) 에서 작 

업장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작업장 수준 변 

수를 사용하여 작업장 간 재량적 노력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 

에. 가설 1에서 제시했던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검증할수 없게 되었다. 

〈표 4) 대립적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 

고쟁효파 추갱치 표준오차 

절편 ， r 00 3.37*** 0.07 

노사관， r 10 -0.10‘ 0.06 

근속년수， r 20 0.02** 0.01 

노조가입여부， r 30 0.05 0.09 

무션효과 훌산 x2 

절면 ro 0.03 18.83 

노사관 r 1 0.03** 28.11 

근속년수 r2 0.00 22.73 

노조가입여부 r3 0.06'* 29.38 

개인수준. rÜ 0.70 

‘ p<. l. ,. p<.05. '" p<.Ol (양측검정) 

-
강-
m
 
% 

m 

없
-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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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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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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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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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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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모형의 추정 

구성원의 대립적 노사관이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고관여 작업시스템 지 

수에 의해 조절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개인수준 

Y;j{재량척노력) = ßα + ßlj * (대립적노사관)u + ß2j*(근속년수)v 

+ ß3j * (노조가입여부)u + rù 

ru - N (Q, (1 2) 

작업장수준 

Pω = /00 + /01 * (고관여작업시스템)j+/02*(평균노사관)j + UOj 

UOJ - N(O , r 0) 

β]j = /10 + /11*(고관여작업시스템 )j + U1J 

P깅 /20 + U2j 

ß3j /30 + U3j 

Ulj - N(O , r 1) 

U2j - N(O , r 2) 

U3j - N(O , r 3) 

위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설 1의 

지지여부를 나타내는 r 01의 값은 동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의 지지 여부를 나타내 주는 것이 r 11값인데 , 이 값은 0.25로서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 
준 0.10에서. 단측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방향도 가 

셜 2에서 예측한 것과 같은 방향으혹 나왔다， 양의 값을 갖는 r 10와 음의 값을 갖는 rll 

를 모두 고려해 보면， 구성원들의 대립적 노사관은 재량적 노력의 정도를 줄이지만， 고 

관여 작업시스랩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대립적 노사관으로 인한 재량적 노력 

의 감소 정도가 작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았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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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조절 효과 

P값 표준오차 추정지 

3.69*" 

고정효과 
m 

0.55 r 00 절편‘ 

46 
--n 

U 0.08 101 삭업시스템， 

02 0.18 0.43** 1 1Iι 평균노사관， 

15 0.06 0.09 110 기울기 절편 

07 0.14 0.25* 111 기울기 작업시스템， 

01 0.01 0.01** -=1.5::.1.3 6 
~，넌T. 120 

54 

P값 

0.09 

x2 

0.06 

분산 

1 :JO 

무선효과 

노조가입여부， 

0.21 19.17 0.02 r 。절편， 

0.02 30.13 0.04** [11 노사판‘ 

0.15 23.00 0.00 [2 μ
 얀 

A
「근

 
0.09 25.32 0.05* 

0.49 개인수준 rij 

‘ p<. l. •• p<.05 .... p<.Ol (양측정정) 

r :3 노조가엽여부， 

VI. 토론및 결론 

본 연구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직성과에 공헌하는 지를 얄아보는 

직접적으로 영 노력의 정도어l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재량적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을 미침으로써， 혹은 열성히 일하도록 하는 강한 상황올 조성하여 개인 속성변수가 재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륜 줄여줌으로써 조직성과 향상에 공헌할 수 노력의 정도에 량적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2년 한국노동연구윈이 수집한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을 사용하여 구성원 참여에 관한 설문 자료를 위겨l적 션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 중에서 작업장 간 차이는 동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노력의 재량적 

났다 이는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이 작업장에 따라 차이릎 갖는다는 것으로 개인의 생산 

작엽시스템을 비롯한 작업장 수준의 변수들에 득성뿐만 아니라‘ 

의해 영향플 받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파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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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검 

증은 분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관여 작업시스템은 구성 

원의 재량적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대립적 노사관의 영향력을 줄여주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립적 노사관은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고관여 작업시스템의 사용은 그 부적인 영향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으 

로나타났다 

그 동안 고관여 작업시스템， 더 넓게는 구성원 참여를 증진시키는 인적자원관리 관행 

들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 

몰입 , 이직률 등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일부 논문이 일인당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Appelbaum et al.. 2000: Berg. 1999: Cappelli & Rogovsky. 1998: Hodson. 

1996. 2002: Miller & Monge , 1986) 작업시스템은 하나의 상황요인으로서 개인속 

성 변수가 개인성과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 

하고. Whitener(2001)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작업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강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개인 특성 요인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 

기를 작게 함으로써 작업장 성과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연구결 

과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작업장 성과， 더 나아가 조직성과를 연결되는 경로를 밝혀 주 

었다는 점에서 작업시스템에 관한 연구 분야에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중요한 한계점 두 가지와 이에 따른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한 기업의 수가 327ß로 작은 편이다‘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엽의 수 

가 줄었기 때문이다 미래 연구에서는 같은 산업에서 서로 다른 작업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립적 노사관이 재량적 

노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관여 작업시스뱀이 조절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다른 중요 

한 개인속성 변수틀을 포함시키지 못했고， 고관여 작업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다른 개인행동 변수도 다루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에서 전문자료수집 회사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한계로 다른 변 

수들을 연구하지 못한 것이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다양한 개인 속성 변수와 개인행동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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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연관된 중요한 미래 연구 주제는 고관여 작엽시스템과 조직 성과간의 관계 

에 대한 기존 연구가 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미 

래 연구에서는 작업시스템을 근거로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예측 모형을 만들고， 예측치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과 예측치 이하의 성과릎 내는 기업을 비교 연구할 펼요가 있 

다 이러한 연구는 고관여 작업시스템이 조직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다 병확하게 설 

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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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mployees’ Discretionary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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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igh involvement work system 

(HIWS) on employees' discretionary effort. We hypothesized that HIWS 

directly enhances employees' discretionary effort and that HIWS indirectly 

enhances employees’ discretionary effort by decreas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on employees' discretionary effort. In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we focused on the employee s perception on 

management-labor relations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We 

tested the hypotheses with 592 employee level data from 32 Korean 

automobile parts manufacturer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 l. Results 

showed that HIWS do not directly affect emplyees' discretionary effort but 

weaken the effect of employees' negative perception on management-labor 

relat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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