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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urrently facethefactthatglobalization istheworldwidespread and
dominanceofalloftheplaces.Withnoexceptions,LaborUnionhasbeenalso
experiencing the globalization with various efforts to bring labor-business
relations to a higher level,since the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Since the 6.29 declaration in 1989,a labormovementhad been rapidly
changed asatypeofstruggleand formed theearlierpattern ofthelabor
movement.AftertheIMF crisis,thelaborunion,however,hasbeen facing
variouschangeslikenew liberalism,amendmentoftheLaborRelationsMail,
addition offive-day working week and Road map fortheLaborRelations.
Accordingly,alabormovementisindisorderaswellasinthetransitionperiod,
whichleadstoweakeningofalabormovementandlowering oflabor-union
organizations.



Inordertoovercometheabove-mentionedproblems,laborunionsshouldtryto
changethemselvesfordevelopmentandcooperationoflaborsandbusinessin
each other.Even though laborunionsin publiccompaniesonly pursued for
benefitsoflabormembers,theyoughttoreform theirsystemsbyfollowingthe
currentglobalizationandtofindoutanew typeofstrugglepatterns.

Inthispaper,weevaluatetheeffectofdevotionoflaboruniononactivationof
laborunionbyperformingthecasestudiesandconductingapositivesurveyfor
theseveralrepresentativepubliccompaniesin Kwang-Ju including(GwangJu
MetropolitanRapidTransitCorporation,GwangjuMetropolitanCityCorporation,
GwangjuMetropolitanEnvironmentalInstallationsCorporation)

Weexpectourresultscanhelplaborunionsinidentifyingrightdirectionsfor
thefuture and moreoverallofthe laborunions in KwangJu in achieving
advancedlabor-business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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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제기 제기 제기 제기 및 및 및 및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우리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심화,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도
래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이런 현실은 노동
시장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선진적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우리나라 노동운동은 1987년 6.29민주화 선언이후 노동조합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노동자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큰 분수령
을 넘어 노사관계가 대립관계보다는 적대관계에 가까울 정도의 극한 투쟁일변도의
양상을 보여 왔으며,외환위기로 인한 IMF의 지배 속에서 출발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하에 이루어진 공기업의 민영화,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경제의 양극화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부익부빈익
빈 현상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상당히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현재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사회통합적 노사관
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또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하고,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 중에 있으며,2005년 6월23일에 결정된 OECD이사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늦어도 2007년 봄 또는 그 이전에 한국정부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진전을 주목하며,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의 충실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
하고 있다(노동부 2005).이에 따른 복수노조의 허용,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전임
자 임금 미지급등은 노동운동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의 혼란을 가져 올 것
으로 예상되며,이후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조직은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이
와 같은 전략 중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특
히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Etzioni1975).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몰입 증대방안이 기업의 경우 계속 세련화 그리고 정교화 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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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경우에는 임금투쟁 일변도라는 종래의 전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조직률의 저하와 노동운동의 약화는 조
합원과 노동조합간의 유대강화 방안,특히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태도가 어떻게 형
성되는 가를 파악할 필요성을 노동조합에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단체교섭,조직유지,그리고 정치활동 등 조합의 모든 활동의
성과는 조합원과 잠재적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몰입여하에 좌우되기 때문이
다.그리고 조합원의 노동조합몰입에 대한 연구는 몰입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 또는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이며,조
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Gallagher& Clark1989).또한 노동조합
의 몰입은 조합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고,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전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노동조합 뿐 아니라
회사와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Fullagar,McCoy&Schull1992).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측면과 기업성이라는 측면을 동
시에 지니고 있다.공공성과 공익성은 공기업 활동이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를 도모
해야한다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하여,기업성은 재화 및 서
비스의 최소비용으로의 생산,즉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따라서 공기업은 상호
배반적인 두 가지 성격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설관
리공단이 있으며,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으로 인한 각 공기업의 조직원들 역시 타 시도의
공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
는 신노사문화의 구현과 경영혁신에 따른 자구책 노력을 위해 노사가 서로의 존재를 인
정하며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신사적이며,합리적인 교섭을 함으로써 공동의 이
익을 추구해 나가는 공생적,화합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공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영향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조합 몰
입도가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분석하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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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만한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유지,발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방법 및 및 및 및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문헌적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
행연구를 통해 직무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등에 관련된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
문과 저서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연구모형
과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기초로 사용하였으며,실증연구를 위해 광주지역의 대표적
인 공기업(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의 조합원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현재 변화되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의 시대적인 환경과 공기업 노사의
한계점등을 통해 광주지역 공기업 노동조합에 있어 몰입도가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이로부터 도출된 구체적인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Ⅱ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써 몰입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몰입의 개념
및 접근방법,노동조합 몰입도와 관련된 개념 및 선행연구와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Ⅲ장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방법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될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즉,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설문지의 구
성과 내용,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척도,표본의 선정,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기술
하였다.
제Ⅳ장은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에서는 표본의 특성 및 신뢰성과 타당성분석,상
관관계분석,회귀분석,T-test,ANOVA 분석등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고,
제Ⅴ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요약 및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조사과정 및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
구되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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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몰입개념에 몰입개념에 몰입개념에 몰입개념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되는 다른 여러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몰입에 대한 개념
역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주로 사회학적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
다.몰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몰입에 대
해 매우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있다.
부케난(B.BuchananⅡ)은 조직몰입의 정의와 측정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가
없다고 하면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그 목표와 가치에 관련된 역할,완전히 기계적
인 값을 배제한 조직,그 자체 등에 대한 애착이라는 견지에서 정의하였다.그는
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자신의 것을 적용시키는 동일시 ② 자신의 작업역활 활
동에서의 심리적 열중 또는 전념으로서의 몰두 ③ 조직에 대한 애호감과 애착으로
서의 충성심의 세가지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1)
조직행동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성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①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②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의사 ③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바램
으로서 개념적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2)
흐레비니악과 알루토(L.G.Hrebiniak& J.A.Alluto)는 조직몰입을 “시간이 지나는
데 따르는 얹어걸이(sidebets)또는 투자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간의 거래나 변경
의 결과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정의한다.3)

1)BruceBuchananⅡ,"BuildingOrganizationalCommitment;TheSocializationof
ManagersinWorkOganization",AdministrativeScienceQuality,Vol.19,1974,p.533.

2)L.W.Porter,R.M.Steers,R.T.Mowday,& P.V.Boulian,"Unitperformance,
situaqtionalfactors,and employee attitude in spatially seperated work units,
OrgarizatidnalBehavior& HumanPerformance,Vol.19,1974,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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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에 대해 학자간에 일치하는 견
해는 없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의 학자들은 몰입에 대
해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몰입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학자로서,
Salancik,G,R(1977)는 조직행동론자가 인식하는 몰입개념과 사회심리학자가 인식
하는 몰입개념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몰입에 대한 접근방법을 태도
몰입과 행동몰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조직몰입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로는 Porter
등의 연구에 의해 개발된 조직몰입설문지(OCQ)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직몰입의 개
념에 대한 연구중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2. 2. 2. 2. 몰입 몰입 몰입 몰입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이론이론이론이론

몰입개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몰입개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한 만큼 정의
에 대한 일치한 견해 역시 없다.따라서 학자마다 그에 따른 연구방법과 결과가 차
이가 나지만 수용관계와 조직이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행동요건에 기초하여 몰입에
관련된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11)))BBBeeeccckkkeeerrr

Becker는 MarchandSimon(1958)의 이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몰입과 관련하여 side-bets이론을 제안하였다.즉,개인과 조직간의 관계
는 공헌과 유인이라는 단순한 교환관계를 넘어서 시간개념과 사소한 이해관계 또
는 투자의 질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근속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보상과 비용의 함수관계”로 보았으며,이는
개인의 근속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조직에 근
속하여 공헌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보상(임금)과 간접보상(복지후생 등)이외에
조직을 위하여 투자한 제요소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개인차원의 유인요소를 고려

3)L.G.Hrebiniak,& J.A.Alutto,"Personaland RoleRelated Factorsin the
DevelopmentofOrganizationalCommitment",AdministrativeScienceQuarterly,
Vol.17,1972,p.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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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개인적인 요소로는 근속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동료,상사관계,근
속년수,연금 등),사회문화적 기대감(직장이동에 따른 편견 등)이 새로운 직장의
적응과정에 대한 부담감등을 들 수 있다.따라서 개인은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조직
을 위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 투자요소를 포지하지 않을 것이며,또한 근속년
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몰입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4)

222)))KKKaaannnttteeerrr

Kanter(1968)는 몰입을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 하는 구성원의 의사”로 정의하면서,사회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시스템이 성
공적으로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부터 3가지 유형의 몰입을 획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anter는 또한 행위자의 몰입(근속몰입,결합몰입,
그리고 통제몰입)을 포함하여 사회시스템의 3가지 중요한 문제(사회적 통제,집단
응집력 및 행동시스템 의로서의 존속)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각기 다른 해결
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다시 말해서 몰입의 각각의 유형은 구성원에게 상이한
행동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근속몰입은 조직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구성원의 인지적 성향을 의미하
며,역할에 대한 애착 또는 평가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몰입을 가르
키고 있다.구성원이 이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 희생
과 투자를 하도록 구성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몰입을 의미한다.즉,구성원이
조직에 가입하거나 남아있기 위해 큰 희생을 했을 때(예를 들면 특정 직종의 도제
제도 또는 장기간 근속)구성원은 조직의 생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몰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결합몰입은 기존의 사회적 연대(결합)의 공개적 포기와 같은 기법 또는 집
단의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관

4)박진환.“노동조합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2,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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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고 있다.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의 서약과정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입장으로의 공개적인 전환을 의미한다.조직은 전형적으로 조직
에 대한 구성원의 애착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예들 들면 오리엔테이션,유
니폼 또는 뺏지 착용 등)을 전개하고 있다.이와 같은 노력은 집단 구성원간의 응집
력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결합몰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셋째,통제몰입은 조직의 권위에 복종하고 조직규범을 내면화하려는 행위자의 몰
입을 의미하며,조직의 요구는 정당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평가되며,그리
고 이와 같은 조직의 요구에 대한 구성원의 복종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케 하는 몰
입의 한 유형이다.통제몰입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
도록 하는 조직규범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으로 정의되며,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과거의 규범을 포기하고 조직가치관의 관점에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몰입의 유형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Etzioni와는 달리 Kanter는 몰입의 3가지 유
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Kanter에 의하면 조직은 3
가지 접근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몰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이에 반해 Etzioni는 광의의 정의 또는 몰입 유형을 개발하려고 시
도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몰입 유형은 대개 3가지 유형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한다.
Kanter와 Etzioni가 제안한 몰입의 3가지 유형 모두를 포괄하여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학자들은 3가지 형태의 몰입중 하
나만을 사용하여 몰입을 이해하여 왔다.태도몰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덕적 몰
입에,행동몰입(교환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산술적 몰입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몰입에 대한 제 접근방법과 유형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마다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몰입과 연관된 여러 연구는 몰입을 보다 포괄적으
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구결과들의 불일치와 방법론상의 문
제점은 몰입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특히 몰입의 결정요인을 일
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Mathieu and Zajac 1990;Mowday,Porter,and Steers
1982;Reichers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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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대가 발생하여 두가지 이상
의 역할기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역할갈등으로 정의한다.따라서 역할전달자의
역할기대와 역할수용자의 역할행동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았다.이러한 갈등은 개인내부의 갈등,개인간 갈등,역할간 갈등 등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개인은 상사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
거나 상반된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
직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고 직무와 관련하여 긴장의 정도가 높아지므로 직무수행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6)

444)))EEEtttzzziiiooonnniii

Etzioni(1975)는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직의 명령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이라
는 관점에서 몰입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도적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높은 수준의 정의 성향을 의미한
다.순수한 규범적 권력은 사회적 권력과 다르다는 점에서 도덕적 몰입을 순수몰입
과 사회적 몰입으로 구분하고 있다.순수한 도덕적 몰입은 규범의 내면화와 권위에
대한 동일시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사회적 몰입은 일차집단과 그 구성원의 압력에
대한 민감성에 기초한다.
둘째,산술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낮은 정도의 正 또는 負의 성향을 의미하며,
대개 상인들의 거래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구성원과 조직간의 교
환관계에 기초하고 있다.즉,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여와 그들이 대가로 받는 보
상간의 공정한 교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셋째,소외적 몰입은 개인의 행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발견
되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가르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Etzioni는 몰입의 각 유형에 대해 조직이 조직의 명령에 대한 구성원

5)김정한,“노동조합몰입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pp.22～24.

6)박진환.(2002),op.cit.,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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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 메카니즘을 제안 하였다.도덕적 몰입에
대해서는 상징적 보상의 배분에 대개 의존하는 규범적 권력이 산술적 몰입에 대해
서는 임금,부가급여 등의 배분을 통한 물질적 자원의 통제에 기초하는 보상적 권
력이 마지막으로 소외적 몰입에 대해서는 육체적 제재의 위협 또는 실질적 사용에
기초하는 강압적 권력이 사용되어야만 일치하는 수용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7)

3. 3. 3. 3.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접근방법

태도몰입의 이론적 배경은 Fishbein and Ajzen(1975)의 이론(the theory of
reasonedaction)으로서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왜 특
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8)그들에
의하면 태도라는 구성개념은 신념,태도,그리고 의도라는 3가지 구성요소를 포괄
하고 있다.3가지 구성요소는 중복되는 변수도 있으나 각기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
을 받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구성요소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다.즉,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낳으며,형성된
태도는 다시 행동의도를 낳는다는 것이다.그리고 행동 의도는 태도에 의해서만 영
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거인의 주관적 규범(개인에게 중요한 준거자의 기대와 그
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개인의 동기 :예를 들면 친구,가족,동료조합원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이와 같은 틀 안에서 볼때 신념,태도 그리고 준
거인의 주관적 규범은 실제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행동의도만이 실
제 행동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신념과 태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自計式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신념의 측
정치는 태도의 직접적인 측정치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이에 관해
FriedmanandHarvey(1986)와 Kuruvilla(1993)그리고 Mellor(1990)등의 연구들에
의하면 측정도구로서 자계식을 사용하는 경우 태도적 구성개념은 실질적으로 신념/
태도와 행동의도등 두 가지 구성요인을 가질 수 있다(Friedman and Harvey

7)박진환.(2002),op.cit.,pp.16～17.
8)M.Fishbein,andI.Ajen.(1975),「Belief,Attitude,IntentionandBehavior:An
IntroductiontoTheoryandResearch」,Reading,MA:AddisonWe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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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KuruvillaandSverke1993;Mellor1990).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태도몰입은
이직,지각,결근,조직성과 등의 행동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9)
Porteretal(1974)는 조직몰입의 정의와 동일 시 되면서 조직몰입,이중몰입 및 노동
조합 몰입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그리고 조직몰입도는 가장 보편적인 척도로
인정받고 있는 조직몰입 설문지(OrganizatioalCommitmentQuestionnaire:OCQ)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이 설문지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측정하
고 있으며,많은 학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Angle and Perry 1981,
1983;O'ReillyⅢ andCaldwell1980;Steers1977)
태도몰입에서는 태도가 행동을 야기 시키고,행동몰입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이
그러한 선택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반해 그
들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어느 한쪽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로 보
기 보다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행동몰입 연구는 개인의
행동이 행동과 태도간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도록 강요한
다는 점에서 Festinger(1957),KieslerandSakumura(1966)가 제시한 인지부조화이
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몰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방법에서는 몰입을 조직과 구성원간의 유인과 공헌이
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마치와 사이몬(MarchandSimon,1988)은
몰입을 조직과 구성원간의 교환관계 즉 조직의 유인(예를 들면 임금,승진기회,직
무안정성 등)과 개인의 공헌(예를 들면 시간,노력,훈련 등)의 교환관계로 보았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로 서로 다른 것을
제공한다고 보고,구성원이 교환이 유리하다고 인식할수록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대된다는 것이다.10)
교환이론의 특성은 두 가지로 파악되어진다.첫째로 교환이론의 핵심은 심리적
계약으로 표현되는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다.일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명시적
으로 나타내는 법적 계약과는 달리 심리적 계약은 의무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9)김영희,“노동조합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화이트칼라노동조합을 대상으
로”,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pp.16～17.

10)김정한.(1994),op.cit.,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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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남아있는 묵시적 합의라는 특성이 있다.11)
둘째로 교환이론은 교호적 메카니즘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즉 조직이 개인
에 대한 공정한 대우라는 교환(상호작용)을 한다고 구성원이 느낄수록 이의 교환
작용으로 구성원의 몰입도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치와 시몬의 교환이론은 후에 호맨스(Homans,1967)의 사회교환이론으
로 발전하였다.
호맨스의 사회교환이론은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보상과 대가의 관계로 파악했다.
호맨스는 조직에 대한 개인의 몰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명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명제Ⅰ :개인의 활동이 보상되면 될수록 개인은 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명제Ⅱ :과거의 보상을 받은 자극과 유사한 자극이 가해질 때 그 개인은 같은

행위나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명제Ⅲ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개인에게 귀중한 것일수록 그는 그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명제Ⅳ :개인이 최근 특정 보상을 자주 받았을 경우 그에게 있어서 그 보상물의

값은 떨어지게 된다.
명제Ⅴ :개인의 행동결과로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면 좌절감으로 화가 치밀어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호맨스는 다섯 가지 명제로서 개인의 행동과 조직의 행동을 설명하였으며,이
명제는 특정 행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즉 개인의 행동이 호혜적인 보상을 받
는 상호작용일 경우에 이를 사회적 교환작용이라 하는 사람사이에 받는 보상이 크
면 클수록 더욱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12)
교환이론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몰입의 개념을 발전시킨 이론이 벡커
(Becker,1988)의 얹어걸이 이론이다.즉 교환이론에 시간의 개념과 도박에서 남이
돈을 거는 것에 얹어서 건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얹어서 건다는 것은 ‘개인이
조직 생활 중에 축적하게 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거에 중요하지 않은 여러

11)J.March.andH.Simon.(1958),「Organizations」,New York:Wiley.
12)정창택.(2002),op.cit.,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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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어걸이들이 조직구성원으로 남게 하는 과정’을 조직몰입이라고 하였다.예를 들
면 새로운 직장이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
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두려워 이직을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개인은 안정성
에 대한 자신의 명예를 조직에 머물기로 한 결정에 얹어걸이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다.또한 기업도 구성원을 조직에 남게 하기 위하여 연금과 근속으로 인한 조직 내
지위 등을 제공함으로써 얹어걸이를 한다.이와 같이 개인이나 기업에 관련된 이해
관계요소들 즉 얹어걸이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하게 한다는 이론이다.
한편 Mowday,Porter,andSteers(1982)는 Salancik(1977)의 연구를 확장하여 과
거의 행동이 행동과 일치하는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태도는 다시 다음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을 “자기강화주기”라고 명하고 있다.13)
태도몰입에서는 태도가 행동을 야기시키고,행동몰입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이 그
러한 선택과 일관성있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에 반해 그들은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어느 한쪽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로 보기 보다
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행동몰입 연구는 개인의 행동이
행동과 태도간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도록 강요한다는 점
에서 Festinger,KieslerandSakumura가 제시한 인지부조화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몰입개념의 태도몰입과 행동몰입으로의 구분은 조직몰입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
고,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Reichers1985)
첫째,몰입을 태도로서의 몰입과 행동으로서의 몰입으로 구분할 때 태도로서의
몰입은 조직목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조직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반영하고 있
다.그러나 태도몰입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직몰입 척도(OCQ)는 행동의도인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의 바램 까지 측정하고 있다.예를 들면 태도몰입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직몰입 척도에서 “나는 현 상황에서 조그만한 변화라도 있다
면,나는 현재의 조직을 떠나겠다”또는 “나는 현재의 조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
록 어떠한 일도 수행 하겠다”와 같은 설문항목은 이직 또는 존속의사와 아주 유사

13)김영희.(1995),op.cit.,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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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Mowday,Porter,andSteers1982).이들 항목은 실제로 행동의도를 반영하고
있다.이러한 척도구성의 결함으로 인해 이직을 예측하는데 부분적으로 높은 예측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태도로서의 몰입은 이직과 같은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고 있으나,이를 측정하는 조직몰입 척도는 구성개념의 구성요인이 되어
야 할 필요성이 없는 몰입의 결과로 가정되고 있는 행동의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이들 항목들은 Morrow(1983)가 언급한 “개념상의 군더더기"가 된다.
둘째,행동몰입은 개인의 태도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이론과는 달리 행위
가 태도를 결정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초기의 행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또한 태도몰
입을 측정하는 척도에 비해 산술적 몰입척도는 태도적 몰입척도와 상관관계가 높아
이론(예를 들면 얹어걸이 이론)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Meyer
andAllen1984).
셋째,태도몰입과 행동몰입은 특정한 하나의 조직행태인 기업에 대한 태도 또는
행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조직몰입 연구에서 조직형태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14)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구성구성구성구성․결정요인결정요인결정요인결정요인

1. 1. 1. 1.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개념개념개념개념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은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노동조합도 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조직몰입의 개념을 노동조합까지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여 진다.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노사관계의 실증적인 연구는 Gordon이 노동조합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1980년 처음으로 개발한 후 본격화 되었다.그의 연구는 조합몰입도를 측정하기 위

14)김정한.(1994),op.cit.,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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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계적으로 시도한 기념비적 연구로서 노동관계와 산업/조직심리학의 발전에 크
게 기여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Gordon의 연구 이후 노동조합 몰입 연구는 크게
조합몰입의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조합몰입의 주성요인,조합몰입의 결정요인,그
리고 결과를 다룬 연구로 구분되어 행해지고 있다.
Gordon은 노조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반 구성원의 충성심,자발적인 봉사정신,
노조의 목표에 대한 신념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노조몰입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하였다.노조몰입의 속성으로서 첫째,노조에 가입했다는 자부심
과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이익을 본다는 의식을 나타내는 노조에 대한 충성심,둘
째,일반 노조원이 수행해야할 의무의 완수를 나타내는 책임감과 세 번째로 일반
노조원의 의무 이외의 일도 수행한다는 노조일을 하려는 의지,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운동에 대한 신념을 찾아냈다.
Gordon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충성심과 신념은 과거의 사회화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노조일을 하려는 의지와 신념은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충성심과 정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현재의 노조활동의 정도,가입 후 1년이 지난후의 노조에 대
한 태도,친구와 동료의 노조관이며 노조에의 가입압력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또한 태도 및 만족도와 노조몰입과의 상관관계도 연구 하였는데 그 결과는
경영층 노조에 대한 만족도와 단위노조에 대한 태도와 충성심과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나,노조탈퇴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Gordon은 조합몰입은 회사몰입의 정의와 유사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면서 노
동조합몰입을 “노동조합에 대한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개
념적으로도 노동조합몰입의 구성요인 또한 조직몰입의 구성요인과 유사하게 “특정
조합원이 첫째,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바램,둘째,노동조합을
위해 노력할 의사,셋째,노동운동이념에 대한 믿음의 정도”등 3가지 구성요인을
가진 구성개념으로 특정 지워지고 있다.15)

15)김정한.(1994),op.cit.,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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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구성요인에 구성요인에 구성요인에 구성요인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Gordonetal.(1980)은 조직몰입 개념에 착안하여 노동조합몰입에 대한 개념을 발
전시키고 이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관련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그리하여 노동조합몰입을 정의함에 있어서 조직몰입의 정의와 유사하게 “노
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 노동조합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48개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37개 문항이 의의 있는
요인 적재치를 보였다.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16)
① 노조충성심 :이 요인은 조합원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조합의 수단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조합의 수단성은 조합에 가입함으로
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조합의 수
단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조합에 대한 만족과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
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② 노조에 대한 책임감 :이 요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
합원의 일상적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사의 정도를 의미한다.이 요인은 조
합을 위해 노력할 의사와 함께 조합을 위해 행동할 의도(행동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③ 노조를 위해 일하려는 자발적인 의지 :이 요인은 노동조합을 위하여 특별활
동을 하거나 조합원으로서 주어진 의무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의사를 의미한다.
④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신념 :이 요인은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가장 논란의 여
지가 많은 요인이다.앞의 3가지 요인들이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나
타내는 반면 이 요인은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나타낸다.
노동조합몰입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기본틀은 Gordonetal.(1980)의
4요인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그 후 Ladd,Gordon,Beauvais,& Morgan(1982)
과 Gordon,Beauvais,& Ladd(1984)와 Tetrick,Thacker,& Fields(1989)등의 많
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17)

16)M.E.Gordon,J.W.Philpot,R.E.Burt,C.A.Thompson and William E.
Spiller,"Commitmentto the Union :Developmentofa Measure and an
ExaminationofitsCorrelates",JournalofAppliedPsychology,1980,Vol.65,
No.4,pp.479-499



-16-

1990년도에 들어서도 Thacker,Tetrick,Fields,& Remple(1991)의 연구 등에서 4요인
해의 일반화를 입증하고 있다.한편 4요인해 모형이외에 대한 도전으로 Mellor(1990),
Kuruvilla & Sverke(1993)등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2요인해 모형과 Kelloway,
Catano,& Southwell(1992)이 주장하는 3요인해 모형으로 그들은 Gordon et
al.(1980)의 노동조합몰입 척도(30문항),FriedmanandHarvey(1986)의 노동조합몰
입 척도(20문항)를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몰입의 구성요인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합몰입은 하나의 태도적 측면(조합에 대한 충성심)과
두가지 의도적 측면(조합에 대한 책임감과 조합을 위해 노력할 의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그리고 그들은 Gordonetal.(1980)이 제안한 노동운동이념에 대한 믿
음은 이 요인을 구성하는 설문항목들이 모두 부정문이기 때문에 나온 요인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Fullagar(1986)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몰입의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2요인해 모형과 4요인해 모형과는 달리 상호독립
적인 5요인해 모형을 발견하였다.즉 노동조합에 대한 충성심,노동조합에 대한 책
임감,조직과 일에 대한 충성심,노동조합의 가치관에 대한 믿음,노동조합의 수단
성에 대한 인식이 그 내용이다.18)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몰입을 측정함에 있어서 위의 구성요인들 중의 노조충성
심과 노조에 노력할 의사만을 측정하고자 한다.이것은 이 요인이 구성요인들 중에
서 기존의 실증연구결과 비교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3. 3. 3.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몰입의 결정요인에 결정요인에 결정요인에 결정요인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노동조합몰입에 관한 연구중 대부분이 노동조합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

17)R.add,R.Gordon,L.Beauvais,andR.Morgan.(1982),"UnionCommitment:
ReplicationandExtension",JournalofAppliedPsychology,Vol.67,No.5,pp.
640-644.L.Tetrick,J.Thacker,and M.Fields.(1989),"Evidence for the
Stability ofthe FourDimentions ofthe Commitmentto the Union Scale",
JournalofAppliedPsychology,Vol.74,No.5,pp.819-822.

18)김정한.(1994),op.cit.,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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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
련의 변수 파악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이와 같은 변수의 확인으로 노동조합에
여러가지로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즉 노동조합이 이들 변수에 적절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구성원의 몰입이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조합의 역
량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부터 추출된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변수를 크게 3가지(개인특성변수,인사,조직 관련변수,
노동조합관련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는 나중에 실증연구에 가서 각
변수를 선정하고 측정척도를 마련하는데 기초가 된다.

        1) 1) 1) 1)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인구통계학적 변수변수변수변수

개인특성변수는 보통 인구통계학적 변수라고도 하는 데,이 변수를 사용하는 논
리적 근거는 조직몰입이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유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고 그 정도는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
인을 차별화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있다.19)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개인특성변수가 활용되고 있으나 각 변수
와 몰입과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이에 관해 주로 언급되는 변수는 성
별,연령별,근속년수별,교육수준별 그리고 결혼여부별 등이다.
쉬어러와 모리시마(ShererandMorishima,1989)는 미국항공기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준거이론에 의해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내부적 요인,외부적
요인,산업관계,작업경험변수로 나누어 이중몰입을 연구하였다.개인특성변수로 여
성이 남성보다 노조몰입이 높게 나타났으며,나이와 근속연수는 조직몰입과는 정의
관계를 노조몰입과는 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김정한(1994)은 금속업종의 노동조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동조합몰
입의 결정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변수,직무 및 역할관련변수,노동조합관련변수,노
동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통제하는 변수로 결정하였으며,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국외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

19)김영희.(1995),op.cit.,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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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노동조합몰입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연구로는 Martin,Magenau,&
Peterson(1986)과 Sherer& Morishima(1989)등이 있고,반면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조합몰입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한 연구로는 Martin& Peterson(1987)
과 Mellor,Mathieu,& Swim(1994)등이 있으며,연령 및 근속년수와 노동조합몰입간
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성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연령과 노
동조합 몰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로는 Conlon&
Gallagher(1987)가 있고,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로 Gordonetal.(1980),
Fukami& Larson(1984),Martin,Magenau& Peterson(1986),Thacker,Fields,&
Barclay(1990),Mellor,Mathieu,& Swim(1994)등이 있다.
연령과 비교적 동일한 경향을 지닌 근속년수와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연구로는 Barling,Wade,& Fullagar(1992)
가 있고,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로 Fields,Masters,&
Thacker(1987),Thacker,Fields,& Barclay(1990),Mellor,Mathieu,& Swim(1994)등
이 있다.
교육수준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실증분석에 의하면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교육수준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다는 연구로 Fukami& Larson(1984)과 Magenau,Martin,& Peterson(1986)등이 있
다.그러나 보편적으로 교육수준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부의 관계
를 가질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20)

        2) 2) 2) 2) 인사인사인사인사․조직관련 조직관련 조직관련 조직관련 변수변수변수변수

노동조합활성화를 측정하기 위한 조절변수 및 노동조합몰입의 결정요인으로 고
려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인사․조직관련 변수가 있다.이 변수에는 구체적으로 회
사에 대한 근로의 댓 가로서 임금과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간접적 부가급부인 복지
후생,개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개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인 인사고과,교육훈
련,그리고 직급이나 직위의 상승이동인 승진등에 대한 관리와 조직 내의 여러 관

20)김영희.(1995),op.cit.,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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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에서 특히 임원진과 직속상사와의 관계,조직 내 여러 가지 의사소통 등의 조
직과정들이 포함된다.
먼저 인사․조직관련 변수와 단일측정치인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Colon과
Gallagher(1987)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Gordonetal.(1980)과 Fullagar& Barling(1987)등의 연구에서는 인사․조직관련
변수에 불만족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만족하는 조합원에 비해서 노
조충성심과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신념이 높고,노조를 위해 일하려는 자발적인 의
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Gordonetal.(1984)에서는 전문직(엔지니어 조합원)의 경우 인사․조직
관련변수는 조합을 위해 일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비전문직(기술직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조충성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직종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결국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노동조합몰입의 4가지 구성요인의 측정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조직관련 변수 중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로서 Schriesheim,
Morishima(1988),Fukami& Larson(1984)등의 연구에서는 임금불공정성에 대한 인
식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계를 갖는다.그러나 Kochan(1979)에서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이와 일치하지만,블
루칼라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1).
직무만족을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으로 나누어 분석한 주요 연구로
는 Conlon& Gallagher(1987),Kuruvillaetal(1993)등의 연구가 있다.Conlon&
Gallagher(1987)의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의 노조원 신분여하에 따른 조직/회사몰입
을 연구하였으며,내재적 직무만족과 노조몰입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외재적 직무만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편 Kuruvillaetal(1993)은 스웨덴과 캐나다 노조원에 대한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노조몰입과 내재적,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에서만
외재적 직무만족요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을 뿐,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21)김영희.(1995),op.cit.,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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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었다.그러나 노조만족과 내재적,외재적 직무만족과의 관
계는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예외적으로 스웨덴 표본에서 내재적 직무
만족과 노조만족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22)

        3) 3) 3) 3) 노동조합관련 노동조합관련 노동조합관련 노동조합관련 변수변수변수변수

Fishbein& Ajzen(1975)의 이론을 토대로 한 Kuruvilla,Gallagher,& Wetzel(1993)
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노동조합유인물의 숙지,그리고 노동조합활
동에의 참여와 같은 노동조합관련변수들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주요 원천이며,노동조합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동조합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관련변수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선행연구
에서는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노동조합에 대한 만족,노동조합집행부에 대한 만
족,조합원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노동조합직책의 보유여부,그리고 조합
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Gallagher& Strauss(1991)와 Kuruvilla,Gallagher,& Wetzel(1993)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태도인 노동조합에 대한 만족과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
간의 관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즉
노동조합에 대한 만족과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간의 중요한 구분은 노동조합몰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개발되는 조합에 대한 동일시를 반영하는 반면,노동조합에
대한 만족은 조합의 성과에 대한 보다 평가적이고 단기간의 현상이라는 데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만족과 노동조합몰입간의 실증연구는 Klandermans(1989)와
Kuruvilla,Gallagher,& Wetzel(1993)등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들에 의하면 노동조합
몰입과 노동조합만족은 별개의 개념이며,중복되는 요인도 있지만 결정요인과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Gordonetal.(1980)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에 대한 만족과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노동조합만족이 노조충성심을 제외한 나
머지 구성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Salancik(1977)와 Mowday,Porter,& Steers(1982)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
에의 참여와 같은 행동은 노동조합몰입과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22)박진환.(2002),op.cit.,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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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동조합에의 참여는 크게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동조합직책의 보유로
구분된다.
먼저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와 노동조합몰입간의 관계는 Fields,Masters,&
Thacker(1987),Fullager& Barling(1987),Kuruvilla,Gallagher,& Wetzel(1993)등
의 연구들로부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Gordonetal.(1980)은 노동조합활동에의 참여는 특히 노동조합를 위해 일하려
는 자발적인 의지와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감의 강력한 예측요인이 된다고 보고 노
동조합활동에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직책의 보유와 노동조합몰입은 Sherer& Morishima(1989)등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관련변수에 있어서 평상시의 노사관계분위기는 보편적으로 노동조합몰입,
조직몰입 또는 동시몰입의 예측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Fukami& Larson(1984)과
Angle& Perry(1986)의 연구에서는 조합원이 인지하는 노사관계의 질과 노동조합몰
입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역할갈등이론에 따르면 조직몰입과 노동조합몰입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인식하는 노사관계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의 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중몰입이 증대된다고 한다.
Gallagher(1984),Fukami& Larson(1984)등은 조합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한 이중몰입의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조절변수라 하여
Angle& Perry(1986)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화경험과 노사협력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노동조합몰입의 결정요인으로 개인특성변수,인사․조직관련 변
수,노동조합관련변수 이외에도 회사의 구조적 특성과 규모,외부노동시장의 특성
등의 요인도 노동조합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리고 경기변동,실업률 등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특성(외부노동시장)의 변화 또한 몰입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23)김영희.(1995),op.cit.,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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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노사관계에 노사관계에 노사관계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의미의미의미의미

        1) 1) 1) 1)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이유이유이유이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
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
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소위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로서 ｢
경쟁적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보장하고,기업간 경쟁에 따라 공급비용에
해당되는 가격이 결정되며,기술적으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의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합병된다｣는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시장실패는 크게 자연독점과 같이 경쟁의 해법을 찾
을 수 없는 경우와,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성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규제,행태규제,공적소유

의 수단이 동원된다.구조규제는 진입규제와 퇴출규제로 대별된다.인·허가제도와
같은 진입규제는 규제당국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실패가 큰 특정사업을 영위하
도록 강제함으로써,과잉설비 등의 사회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퇴출규
제는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사회공익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로 영위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규제이다. 수익률규제,가격규제 등의 행태규제는 자
산수익률,매출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업경영행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
연독점 등의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공적소유는 정부기구 자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의 존재를 의미한다.이상 3가지의 광의의 정부규제중 두 가지 이
상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공기업,특히 정부투자기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24)

24)이종훈,“공기업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대응”,한국노동연구원,1996,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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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기업특성기업특성기업특성기업특성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구분됨과 동시에,정부를 비롯한 여타 공공부문과도
상이한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표2-1>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공기업을 타 기
업․조직과 구분해 볼 것이다.
<표2-1>을 보면 공공부문(I～III)과 민간기업(IV)와의 가장 큰 차이는 기관(조직)

의 공적소유정도,달리 말하자면 정부소유로 인한 ‘주인의 불명확성’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공공부문內에서도 공기업은 ‘재정의 정부예산 의존도’기준으로 볼
때 정부나 정부출연기관과 구분된다.즉 공기업은 종업원에게 분배할 임금파이를
정부예산지원 없이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기관과 기본적으로
상이한 노사관계특성을 갖는다. 예산독립여부는 기관의 공익성의 정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체수입 조달능력으로 인해 공기업은 기업
경영목표에서 공익성 추구와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더 특기할 사항은 자체조달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중에서도 정부의

공적소유의 주체와 그 정도가 서로 상이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표
2-1>의 그룹III의 첫 번째 소그룹인 한국전력,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포철의
例를 보더라도,한국 전력과 한국통신은 정부의 지분이 50%이상인 정부투자기관으
로 분류되고,서울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지방공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포철은 정부의 지분이 50%미만인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된다.이와 같은 공기업의 분류는 각각에 상이한 법․제도가 적용된다는 측면
에서 경제적,노사 관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한국전력,한국통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지

만,포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적으로 유사한 기업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의
문을 제기하는 빌미가 되곤 한다.25)

25)이종훈.(1996),op.cit.,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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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공기업과 타부문과의 기관성격 비교

그 룹 기관 예
기 준 요 소

재정의
정부예산의존도

공적소유정도와
주인의 불명확성

공익성의
정도 독점여부

I 정 부 ○ ○ ○ ○

II

KLI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X

국립공원관리공단 ○ ○ ○ ○

III

한국전력,한국통신,
서울지하철공사,포철 X ○ △ ○

유통공사,KOTRA,
광업진흥공사 △ ○ ○ X

중소기업은행 X ○ △ X

IV 일반민간기업 X X X X

    2. 2. 2. 2.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공기업의 노사 노사 노사 노사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관계적 의미의미의미의미

            1) 1) 1) 1)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문제문제문제문제

정부가 대주주인 의미에서의 공적소유,혹은 공기업을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한다
는 주장의 핵심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즉 사적소유의 민간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실패가 존재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
지 못할 경우 (즉 공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정부는 기업을 공적으로 소
유함으로써 민간주주의 이기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도
록 (소유권에 근거하여)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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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권 행사가 최고경영자의 선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대리인으로서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따라 경영
할 유인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소위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소위 ‘재
산권이론’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즉 재산권이론은 「주인-대리인문
제의 핵심은 주인과 대리인의 상이한 목표,정보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인센티브구
조의 차이가 효율성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소유권이 다를 경
우 이는 상이한 인센티브를 초래하며,따라서 상이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주
장이다. 사기업의 소유자는 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잔여수익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 가치는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기업의 소유자는 기업이 효
율적으로 경영되도록 경영자와 종업원을 감시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며,이러한
사적재산권의 인센티브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주인인 민간주주와 경영자간의 목표불일치,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대리인 비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첫째,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은 주인으로서 행동하기 어렵다. 민간주주에게 기업이 창출된 가치가 배당금
이나 자본소득 형태로 이전되는 사기업과는 달리,공기업의 경우 경영효율성에 기
초한 기업이익을 소유주인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공기업 소유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예컨대 한국통
신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자기가 돈 번 것 처럼 기뻐하거나 구조적인
적자문제를 안고 있는 석탄공사의 존재가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생
각을 갖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을 “소유권
이 없는 소유주”,공기업을 “주인 없는 대리인”이라고 묘사한 것이 전혀 무리가 아
니다. 둘째,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다단계이어서 주인-대리인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국민-정치인-장관-
하급관료 등 다단계의 주인-대리인 관계는 공기업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부도 하
나의 대리인에 불구하고,정부내 책임관료의 이해관계가 주인인 국민의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공기업의 경영주가 임기도 보장 못받고 낙하산
인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좋은 예일 것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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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임금결정에의 임금결정에의 임금결정에의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규제논리규제논리규제논리

공기업의 임금결정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리는 앞서 언급한 ‘대리인 문제’의 존재
와 독과점에 의한 공기업의 시장지배권 행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경쟁적인 상품시장을 가진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노

사당사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이에 입각한 자율적인 임금결정은 노동시장에
서의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의 출발점이다. 민간에서 자율교섭을 통해 적정임금수
준이 결정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사용자는 기업수익에 대한 잔여수익
청구권을 가진 기업소유주이거나 그의 대리인이므로 렌트배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하여야 하는 유인을 갖는다. 둘째,경쟁적인 상품시장 조건하
에서는 적정수준을 크게 벗어난 임금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철수/이직으로 자산
결합이 깨어지게 되고 이는 경쟁기업과 차별화하여야만 가능한 ‘렌트창출 즉 임금
파이창출’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주인 없는 대리인’혹은 ‘다단계의 대리인’문제가 있으므로 경

영자가 사용자이면서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과도한 요구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유인이 작으므로 위의 첫번째 조건,즉 경영자가 노조의 압력에 굴하
지 않고 적정임금이상의 고임금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둘째,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소유 뿐만 아니라 구조규제,행태규제가 동시에 적용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먼저 많은 공기업의 경우(한국전력,한국통신,담배인삼공
사 등)진입규제가 병행되고 있다. 따라서,독점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수익성을 추
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위의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종합해 보면,공기
업이 큰 렌트를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렌트가 진입규제에 의한 독점렌트
일 것이고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아무런 원칙없이 높은 수익의 기
업에서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통해 고임금을 향유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는 것이다.정부가 사전에 적정임금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렌트창출만 가능하게 가격
규제를 취하는 것도 사후경영성과의 불확실성,가격규제가 갖는 수요조절의 효과,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적정유보이윤의 확보 등의 이유로 가능하지 않다.

26)이종훈.(1996),op.cit.,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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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업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적정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시장에서 퇴
출하지도 못하는 공기업도 있다. 만약 공익성이 큰 기업이 큰 수익을 창출했다면
기업의 경영방침에 위배된 경영행동의 결과일 것이다. 이 경우 위와는 반대로 정
부가 예산보조로 적정 인건비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 임금교섭은 역
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27)

3) 3) 3) 3) 기업경영에의 기업경영에의 기업경영에의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경영효율성 경영효율성 경영효율성 저하저하저하저하

공기업이 안고 있는 ‘대리인 문제’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화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임을 의미한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온 것도 이러
한 논리에 기초한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
타나는데 경영진 선임,인사․조직개편,경쟁전략의 수정과 사업다각화,가격결정
등 판매정책,임금결정,조달․구매정책 등 대부분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간섭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은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는 기본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문제로 인
해 경영효율성 제고의 해법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대리인 문제는 ‘충분한 정보
를 갖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부족한’경우인 반면에,정부개입은 ‘잘 해보려는 의도
(인센티브)는 좋으나,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강제 혹은 유도’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개입이 오랜 기간 체
질화되면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경직된 관료주의가 공기업
에 뿌리내리게 되어 경영효율성의 저하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경영진 선임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진의 잦은 교체이다.
경영진의 잦은 교체는 첫째,내부인사 보다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사장을 선임할

경우에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 물론 공기업경영에 있어서 오랜 근무경험을 통해
기업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일반적인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27)이종훈.(1996),op.cit.,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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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대리인 문제를 염려해서 내부인사 보다는 외
부인사를 선택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사장이 기업경영전
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을 갖고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
진할 충분한 시간을 임기로 보장받지 못할 경우,사장은 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실
천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의지를 갖기 힘들게 된다.
둘째,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짧은 재임기간은 단기적인 지표관리 중심의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과 맞물려 경영목표가 단기적인 시각에만 머물게 되는 문제점을 낳
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경영전략과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하더
라도 그 공(과실)은 차기 사장이 거둘 것이고 자신은 단기적인 수익악화나 노사 갈
등의 책임만 지게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공기업 사장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할지라도
수익성 등 단기적인 계량지표의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많은 공기업의 설비가 노후화된 것도 적기에 시설보수교체
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공기업 사장은 조직슬럼화
를 위한 고용조정이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인사관리개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노조 및 종업원의 반발을 우려하여 방만한 경영형태를 유지하는 경향
이 나타나게 된다.28)

        3. 3. 3. 3. 광주지역 광주지역 광주지역 광주지역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노사 노사 노사 노사 관계 관계 관계 관계 현황현황현황현황

                1) 1) 1)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의 도시 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2일에 광주광역
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주요기능으로서는 도시철도의 운영,도시철도의 운
영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28)이종훈.(1996),op.cit.,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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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으며,1
호선의 1구간은 현재 개통되어 상무역～녹동간이역을 잇는 14개 역의 11.96㎞로 운
행되고 있으며 상무역～평동역을 잇는 8.14㎞의 2구간은 2007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구 용산동에 1개의 차량기지가 있다.이밖에 2호선과 3호선도 건설할 계획에 있
다.
조직구성은 사장,이사(2),감사(1)외에 본사에 2실 5부가 있고 현업에는 1사업
소 3관리역을 운영하고 있다.총 종업원 수는 547명이며,본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7번지(마륵동 15-27)에 위치하고 있다.노동조합의 설립일은 2002년 12일
10일로서 가입대상 429명중 402명의 노조가입으로 노조가입비율 93.7%를 유지하고
있으며,상급단체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광주광역시투자기관협
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현재 2005년도 임․단협을 앞두고
있다.

                2) 2) 2)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
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제2394호에 근거하여 1999년
6월 1일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하여 도시공사로 발족하였다.
주요사업범위로서는 주택의 건설․분양 및 임대관리,택지개발 및 분양,체육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주차장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불법 주․정차차량 견인대행사업,
묘지공원조성 및 관리운영,화장장․납골당 관리운영,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공원․지하상가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
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 있다.
최근 경영혁신에 따른 조직구성의 변화를 주어 사장,본부장(2),운영사업단장(1)
외에 18개팀과 16개소의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는 162명이며,본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04-8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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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996년 7일 9일 창립하여 가입대상 236명중 233명의 조합가입으로
노조가입비율 98%를 유지하고 있으며,상급단체는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전
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및 광주광역시 투자기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2005년도 임․단협을 앞두고 있다.

        3) 3) 3) 3)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적절한 폐기물관리로 시민들
의 쾌적한 생활을 가꾸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환경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31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사업범위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사업,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사업,기타 시장이 필요하
여 위탁하는 사업등이 있다.
조직구성은 사장,이사(1)외에 1부 4사업소 12팀을 운영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는 186명이며,본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53-1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일은 2002년 11일 31일로서 가입대상 162명중 162명의 노조가입
으로 노조가입비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상급단체는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으
며,광주광역시도시공사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및 광
주광역시투자기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 활발한 활동과 함께 2005년도 임․단협
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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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실증분석을 실증분석을 실증분석을 실증분석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연구모형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광주지역 공기업(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
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태도몰입,행동몰입)및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구통계학적변수,인사 및 조직관련 변수)들이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본 연구의 모형은 독립변수를 노
동조합에 대한 몰입도(태도몰입,행동몰입)로,인구통계학적변수 및 내재적 만족도와
외재적 만족도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이러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가 종속변수
인 노동조합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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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가설의 연구가설의 연구가설의 연구가설의 설정설정설정설정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모형과 제2장에서 언급했던 독립
변수인 노동조합몰입도(태도몰입,행동몰입)와 종속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 및 내
재적 만족도와 외재적 만족도가 결과변수인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변수간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111:::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몰몰몰입입입도도도는는는 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1-1>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는 사회화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222:::개개개인인인특특특성성성요요요인인인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2-1>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2-3>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333:::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3-1>내재적 직무만족도는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외재적 직무만족도는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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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절 절 절 절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조작적 조작적 조작적 조작적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및 및 및 및 측정측정측정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연구마다 상이
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 용어들
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1. 1. 1. 노동조합몰입노동조합몰입노동조합몰입노동조합몰입

노동조합몰입은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의 정의와 유사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
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구성요인으로 Gordon et
al.(1980)의 4요인 모형은 다음과 같으며,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실제분석에 사용한
30개 설문항목중 10개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1)충성심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동시에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
음을 의미한다.
(2)책임감 :이것은 노조원에게 부과된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어느 정
도 있는가를 의미한다.
(3)특별활동의사 :이것은 노조원에게 부과된 일상적인 의무 이상의 특별활동을
수행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가를 의미한다.
(4)지지도 :이것은 노조가 제시하는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지지정도
를 의미한다.

2. 2. 2. 2. 직무만족직무만족직무만족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로써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시에 발
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로 정의하였으며,직무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전반적 직무만족과 직무의 어느 측면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내재적 직무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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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직무만족으로 나뉘어진다.내재적 직무만족은 직무에서 경험하는 경력개발,
성취감,자아실현,자율성,직무의 중요성,직무의 정체성과 같은 비경제적인 직무
조건에 대한 만족으로,외재적 직무만족은 임금,복리후생,승진,의사소통,상급자,
교육훈련 등 경제적 직무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한다.

3. 3. 3. 3. 사회화경험사회화경험사회화경험사회화경험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신규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또는 집단의 가치체계,
규범 및 요구되는 행위를 학습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본
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및 신입사원 교육시간에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교육(공
식적 사회화경험)과 동료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비공식적사회화경험)가 구
성원의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경험으로 이해하여 측정하였다.

4. 4. 4. 4. 노사협력프로그램노사협력프로그램노사협력프로그램노사협력프로그램

노사협력프로그램은 노․사 양당사자가 보다 나은 미래와 가능한 한 최선의 관
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된 바램을 제도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노사협력프로그램은 노․사가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그리고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정의에 부합
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반면 기업이 주관하고 노동조합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프로그램 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압도적
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의 명칭 여부를 떠나 기업에서 노사
협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조합원의 태도를 노사협력프로그
램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였다.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에 대한 만족과
노동조합의 프로그램에의 참여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변수는
Cooke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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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절 절 절 절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1. 1. 1. 1.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및 및 및 및 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조사기간

조사대상은 광주지역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설관리
공단의 종사원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조사기간
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10월25일까지이었으며,3개 기관에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으며,배포한 설문지중 3개 기관에서 232부가 회수 되어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2. 2. 2. 2.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구성구성구성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은 크게 독립변수인 노동조합 몰입
도(태도몰입,행동몰입)와 조절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 및 직무만족도(내재적 만족
도와 외재적 만족도)그리고 종족변수인 노조활성화(사회화경험,노사협력프로그램)
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설문항목 수는 37개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리커트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으며,A3,B6,C8,D4항목은 거꾸로 감산하여 분석하였다.설문지의 구성은
표3-1과 같다.

3. 3. 3. 3. 표본선정 표본선정 표본선정 표본선정 및 및 및 및 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활성화를 종속변수로,이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되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몰입도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 및
내․외재적 만족도의 변수들간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각 변수들 중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인 노동조합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공기업 노동조합
(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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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9일부터 10월25일까지 3개 노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조합 집
행부 간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총250부를
배포한 결과 3개 노동조합으로부터 232부를 회수하여 92.8%의 회수율을 보였다.노
동조합별 회수율과 노동조합의 특성은 <표3-2>와 같다.

<표 3-1>설문의 구성

측 정 변 수 명 항 목 수 번 호
노동조합 몰입도
태도몰입
행동몰입

5
5

A1-A5
A6-A10

인구통계학적 변수 6 F1-F6
내재적 직무 만족도 4 C1-C4
외재적 직무 만족도
임금 만족도
부가급여 만족도
승진 만족도

5
3
4

B1-B5
B6-B8
C5-C8

노사협력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태도
프로그램에의 노조의 참여

2
3

D1,D5
D2-D4

전체 항목수 37

<표 3-2>분석대상 노동조합의 특성 및 회수율

노 동 조 합 배 포 회 수 응답율(%) 상급단체

광주도시철도공사 150부 148부 98 민주노총

광주도시공사 50부 41부 82 전국지방공기업노동
조합연맹

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 50부 43부 88 전국지방공기업노동
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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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실증분석 및 및 및 및 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

        1. 1. 1. 1. 표본의 표본의 표본의 표본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4-1>과
같다.먼저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87.9%,연령은 25세미만이 39.2%,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이상이 76.3%,노동조합별로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63.8%,결혼여부는
기혼이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빈 도 비율(%)

성별 남 자 204 87.9
여 자 28 12.1

연령

25세미만 91 39.2
26세-30세미만 72 31.0
31세-35세미만 29 12.5
36세-40세미만 28 12.1
41세이상 12 5.2

결혼여부 미 혼 105 45.2
기 혼 127 54.8

학력

고 졸 13 5.6
전문대졸 37 15.9
대 졸 177 76.3

대학원이상 5 2.2

근무지
도시철도공사 148 63.8
도시공사 41 17.7

환경시설관리공단 43 18.5
계 2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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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신뢰성 신뢰성 신뢰성 신뢰성 및 및 및 및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타당성 분석분석분석분석

111)))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의 검사를 위해 신뢰성 분석을 Cronbach's α계수에
의해 실시하였으며,각 변수의 신뢰성계수는 <표4-2>와 같다.

<표4-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 위 변 수 설문문항 신뢰성 계수
노동조합
몰입도

태도몰입 4 0.806
행동몰입 3 0.649

직무만족도
외재적
직무만족

승진만족 3 0.865
임금만족 3 0.830

부가급여만족 2 0.774
내재적 직무만족 4 0.612

노동조합
활성화

사회화 경험 5 0.860
노사 협력 프로그램 4 0.819

222)))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
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
은 변수나 불필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들을 축소하고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며,나아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나타나는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서 특정변수는 각 요인들의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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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CA)과 함께,
의미 있는 요인추출을 위해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
용하였다.이를 이용하여 개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이 1이
넘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111)))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 몰몰몰입입입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충성심을 태도몰입으로,노동조합을 위해 노력할 의사
를 행동몰입으로 하여 관계를 분석하였으며,이러한 독립변수인 노동조합몰입변수
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4-3>에 제시되어 있다.노동조합몰입변수는 크게 태도몰입
(요인1)과 행동몰입(요인2)의 2가지 구성요인을 가진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요인
들과 독립변수들간의 요인적재량이 각 요인별로 0.60이하인 경우가 없고,대부분
하나의 요인과는 요인적재량이 높고,다른 요인과는 적재량이 낮아 구성개념 타당
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직무만족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은 표<4-4>와 같다

(((333)))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다음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종속변수인 사회화경험 변수와 노사협력프로그램 변
수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보았다.사회화경험 변수는 공식적 사회화경험과 비공식적
사회화경험의 2가지 구성요인을 가진 구성개념이며,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노사협
력프로그램 변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태도와 노동조합의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태도의 2가지 구성요인을 가진 구성개념으로서 각 요인과 독립변수
들간의 요인 적재량이 모두 0.60이상이며,하나의 요인과는 적재량이 높고,다른 요
인과는 적재량이 낮아 구성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그리고 요인1(사회화경험)은
총분산의 35.33%,요인2(노사협력프로그램)은 29.34%를 설명하여,두 요인은 총분산
의 64.57%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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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노동조합 몰입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설문항목 요인1 요인2
태도몰입 행동몰입

A -5 000...888333 0.10
A -2 000...777999 0.22
A -4 000...777666 0.01
A -1 000...777111 0.28
A -10 0.30 000...777444
A -9 -0.11 000...777333
A -8 0.37 000...666666
고유치 2.64 1.64
분산(%) 37.65 23.44
누적분산 37.65 61.09

<표 4-4>직무만족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설문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승진만족 임금만족 내재만족 부가급여만족

C-2 000...999000 0.14 0.06 -0.04
C-3 000...888555 0.11 0.12 -0.04
C-1 000...888444 0.11 0.15 -0.14
B-1 0.08 000...999000 0.11 -0.04
B-2 0.14 000...888999 0.14 -0.06
B-3 0.15 000...777333 0.21 0.14
C-5 0.09 0.11 000...888666 0.11
C-6 0.23 0.12 000...777888 0.00
C-4 0.02 0.21 000...777777 0.05
B-4 -0.14 0.00 -0.01 000...888111
B-5 -0.03 0.02 0.14 000...888111
고유치 2.39 2.25 2.09 1.37
분산(%) 21.70 20.41 18.96 12.47
누적분산 21.70 42.12 61.08 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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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노조활성화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설문항목
요인1 요인2

사회화 경험 노사협력프로그램
D-1 000...777000 0.26
D-3 000...777000 0.26
D-4 0.16 000...888444
D-2 0.23 000...888000
고유치 3.18 2.64
분산(%) 35.33 29.34
누적분산 35.33 64.67

(3) (3) (3) (3) 상관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분석분석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서로 관련성이 있
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가 있다.상관관계 수 r은 -1≤ r≤1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
정도를 파악한다.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11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유무
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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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태도
몰입

행동
몰입

승진
만족

임금
만족

내재
만족

부가
급여
만족

사회
경험

노사
협력

태도몰입 3.05 0.57 1.00

행동몰입 3.39 0.510.40** 1.00

승진만족 2.47 0.620.27**-0.06 1.00

임금만족 2.83 0.57 0.16* 0.16* 0.29** 1.00

내재만족 3.10 0.580.25**0.24**0.28**0.36** 1.00

부가급여만족 3.12 0.62 -0.01 0.15* -0.17** 0.02 0.13* 1.00

사회경험 3.09 0.570.51** 0.12 0.38**0.28**0.23**-0.17** 1.00

노사협력 3.06 0.550.52**0.21**0.37**0.23**0.31**-0.120.56** 1.00

*p<.05 **p<.01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가설검증

1. 1. 1. 1. 가설가설가설가설1111의 의 의 의 검증검증검증검증: : : : 노동조합몰입도와 노동조합몰입도와 노동조합몰입도와 노동조합몰입도와 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

1) 1) 1) 1)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몰입도가 몰입도가 몰입도가 몰입도가 사회화경험에 사회화경험에 사회화경험에 사회화경험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검증검증검증검증

가설1-1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조활성화의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화경험(Y1)을 종
속변수로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몰입도(X1),행동몰입도(X2)을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검증결과는 <표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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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노동조합 몰입도가 사회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사 회 화 경 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태도몰입 0.554 0.061 0.555 9.020 0.00***
.273 43.025

행동몰입 -0.113 0.069 -0.100 -1.633 0.104

*:P<.05,**:P<.01,***:P<.001

표<4-7>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면 회귀식의 적합성은 F=43.025,유
의확률은 행동몰입도의 경우 0.104이나 태도몰입도의 경우 0.000임을 제시하고 있
어 유의확률이 통상적인 유의수준보다 작으므로 적어도 태도몰입도의 경우 편회귀
계수는 0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또한 설명력(R2)=0.273으로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이는 독립변수인 태도몰입도 및 행동몰입도가 종속변수인 사회화경험
에 대하여 27.3%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나아가 사회화경험에 대한 태도
몰입도와 행동몰입도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해 보면 태도몰입도의 경우 표준화계수
=0.555,t=9.020이며,행동몰입도의 경우엔 표준화계수=-0.100,t=-1.633으로 나타나
행동몰입도보다는 태도몰입도가 사회화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
실을 시사해주고 있다.따라서 가설1-1은 부분채택 되었다.
즉,노동조합에 대한 몰입도(태도몰입,행동몰입)중 태도몰입도가 노조활성화(사
회화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된 것이다.

2) 2) 2) 2)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몰입도가 몰입도가 몰입도가 몰입도가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검증검증검증검증

가설1-2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조활성화의 하위요인 가운데 노사협력프로그램(Y1)
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몰입도(X1),행동몰입도(X2)을 독립변수
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검증결과는 <표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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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노동조합 몰입도가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노사협력 프로그램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태도몰입 0.493 0.059 0.515 8.341 0.00***
.267 41.781

행동몰입 5.422E-
02 0.067 0.005 0.081 0.935

*:P<.05,**:P<.01,***:P<.001

표<4-7>에서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면 회귀식의 적합성은 F=41.781,유
의확률은 행동몰입도의 경우 0.935이나 태도몰입도의 경우 0.000임을 제시하고 있
어 제시하고 있어 유의확률이 통상적인 유의수준보다 작으므로 적어도 태도몰입도
의 경우 편회귀계수는 0이 아니라고 할수 있다.또한 설명력(R2)=0.267으로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이는 독립변수인 태도몰입도 및 행동몰입도가 종속변수인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하여 26.7%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나아가 노사협
력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몰입도와 행동몰입도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해 보면 태도몰
입도의 경우 표준화계수=0.515,t=8.341이며,행동몰입도의 경우엔 표준화계수
=0.005,t=0.081으로 나타나 태도몰입도가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따라서 가설1-2는 부분채택 되었다.

2. 2. 2. 2. 가설가설가설가설2222의 의 의 의 검증검증검증검증: : : : 개인특성요인과 개인특성요인과 개인특성요인과 개인특성요인과 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

1) 1) 1) 1)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검증검증검증검증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4-9>와 같다.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성조합원
의 경우는 태도몰입도에서(t=9.933,유의도=0.000),여성조합원의 경우는 행동몰입도
(t=2.086,유의도=0.047)에서 노조활성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남성조합원의 경우 노조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반면 여성조합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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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해 노력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4-9>성별에 따른 노동조합 몰입도의 노조활성화에 대한 회귀분석

*:P<.05,**:P<.01,***:P<.001

        2) 2) 2) 2) 교육수준에 교육수준에 교육수준에 교육수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검증검증검증검증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4-10>과 같다.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행동몰
입도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고졸/전문대졸
의 학력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태도몰입도에서(t=2.093,유의도=0.042),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역시 태도몰입도에서(t=10.190,유의도=0.000)노조활성
화에 대해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졸/전문대졸의 경우
보다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태도몰입도에서 보다 더 노조활성화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노조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성 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남 자
태도몰입 0.524 0.053 0.616 9.933 0.000***

0.350 54.210
행동몰입 -0.83E-

02 0.061 -0.069 -1.120 0.264

여 자
태도몰입 0.283 0.169 0.308 1.676 0.106

0.359 13.994
행동몰입 0.246 0.118 0.384 2.08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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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조합 몰입도의 노조활성화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수준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고졸/
전문대졸

태도몰입 0.222 0.106 0.332 2.093 0.042
0.198 12.547

행동몰입 -2.98E-
02 0.107 -0.044 -0.279 0.782

대졸이상
태도몰입 0.576 0.056 0.641 10.190 0.000***

0.397 58.846
행동몰입 -3.27E-

02 0.065 -0.032 -0.502 0.616

*:P<.05,**:P<.01,***:P<.001

3) 3) 3) 3) 연령에 연령에 연령에 연령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검증검증검증검증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조합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4-11>과 같다.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30세이하의
경우 태도몰입도에서(t=6.218,유의도=0.000),31세～40세 이하의 경우 태도몰입도에
서(t=7.865,유의도=0.000)노조활성화에 대해 유의성을 띄고 있으나,행동몰입도의
경우엔 유의성을 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1세이상의 경우엔 태도몰입도 및
행동몰입도에서 노조활성화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이는 조사대상이 공기업인 관계로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인 승진체제
로 인하여 연령이 많은 조합원의 경우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조장급 이상의 책임
성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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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연령에 따른 노동조합 몰입도의 노조활성화에 대한 회귀분석

연 령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30세이하
태도몰입 0.593 0.095 0.607 6.218 0.000***

0.311 19.847
행동몰입 -0.187 0.109 -0.167 -1.711 0.091

31세～
40세이하

태도몰입 0.528 0.067 0.646 7.865 0.000***
0.415 34.787

행동몰입 -4.96E-
03 0.073 -0.006 -0.068 0.946

41세이상
태도몰입 0.233 0.127 0.323 1.827 0.076

0.218 5.144
행동몰입 0.160 0.142 0.200 1.130 0.266

*:P<.05,**:P<.01,***:P<.001

        4) 4) 4) 4) 결혼여부에 결혼여부에 결혼여부에 결혼여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차이 차이 차이 차이 검증검증검증검증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
해 조사한 결과는 <표4-12>와 같다.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혼자의 경우는
태도몰입도에서(t=6.941,유의도=0.000),기혼자의 경우는 태도몰입도에서(t=7.780,
유의도=0.000)및 행동몰입도에서(t=0.273,유의도=0.785)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노조활성화에 보다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2>결혼여부에 따른 노동조합 몰입도의 노조활성화에 대한 회귀분석

*:P<.05,**:P<.01,***:P<.001

결혼여부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미 혼
태도몰입 0.584 0.084 0.629 6.941 0.000***

0.334 24.847
행동몰입 -0.176 0.096 -0.166 -1.836 0.069

기 혼
태도몰입 0.489 0.063 0.596 7.780 0.000***

0.366 36.583
행동몰입 1.92E-0

2 0.070 0.021 0.273 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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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가설가설가설가설3333의 의 의 의 검증검증검증검증: : : : 내재적 내재적 내재적 내재적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및 및 및 및 외재적 외재적 외재적 외재적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와 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노조활성화

1) 1) 1) 1) 내재적 내재적 내재적 내재적 직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가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검증검증검증검증

본 연구는 내재적 직무만족도(성취감,자아실현,직무의 중요성)가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내재적 만족도의 정도가 노조활성화에 조절적 역활을 하는지
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노조활성화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행동몰입과 태도몰입의
관계를(모형1),내재적직무만족과의 관계를(모형2),행동몰입×내재적직무만족과 태도
몰입×내재적직무만족과의 관계를(모형3)으로 구분하였다.분석결과 모형1의 경우
t=10.361,설명력= 34%,모형2의 경우 t=4.871,설명력= 9%이며,모형3의 경우는
t값이 0.347과 0.458이며,설명력의 경우 37.7%로서 변수가 많아질수록 t값이 낮아지
므로 내재적 직무만족도가 노조활성화에 조절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
지 못했다.여기서 유의성은 판단하지 않았으며,분석결과는 <표4-13>과 같다.

<표 4-13>행동몰입 및 태도몰입이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내재적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변 수 노조활성화
모형 1 모형 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행동몰입
태도몰입

-.054
.524

-.055
.606

-.945
10.361

-.172
.387

-.177
.448

-.653
1.652

내재적
직무만족 .261 .306 4.871 -.043 -050 -.157

행동몰입×
내재적
직무만족
태도몰입×
내재적
직무만족

.030

.033

.169

.190

.347

.458

R2
AdjR2

.343

.337
.094
.090

.377

.363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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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외재적만족도가 외재적만족도가 외재적만족도가 외재적만족도가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영향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검증검증검증검증

본 연구는 외재적 만족도(승진,임금,급여)가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
어 외재적 만족도의 정도가 노조활성화에 조절적 역활을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
기 위해 노조활성화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행동몰입과 태도몰입의 관계를(모형1),
외재적직무만족과의 관계를(모형2),행동몰입×외재적직무만족과 태도몰입×외재적직
무만족과의 관계를(모형3)으로 구분하였다.분석결과 모형1의 경우 t=10.361,설명
력= 34%,모형2의 경우 t=4.755,설명력= 9%이며,모형3의 경우는 t값이 -1.259
와 -0.044이며,설명력의 경우 37.7%로서 변수가 많아질수록 t값이 낮아지므로 외
재적 직무만족도 역시 노조활성화에 조절적 역할을 할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다.여기서 유의성은 판단하지 않았으며,분석결과는 <표4-14>과 같다.이와
같이 내․외재적인 직무 만족도가 노조활성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조사대상이 공기업이라는 특이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4-14>행동몰입 및 태도몰입이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재적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P<.05,**:P<.01,***:P<.001

변 수
노조활성화

모형 1 모형 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행동몰입
태도몰입

-.054
.524

-.055
.606

-.945
10.361

.456

.514
.469
.594

1.102
1.317

외재적
직무만족 .409 .299 4.755 .909 .666 1.710

행동몰입×
외재적
직무만족
태도몰입×
외재적
직무만족

-.190

-.006

-.767

-.027

-1.259

-.044

R2
AdjR2

.343

.337
.090
.086

.37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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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제 제 제 제 1 1 1 1 절 절 절 절 분석결과의 분석결과의 분석결과의 분석결과의 요약요약요약요약

본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가속화되어가는 시대적인 변화속에 노사관계법의 재개
정 및 노동운동방식의 변화 ,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등 과도기적인 직면에 처해있
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인 노사공존 및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몰입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 광주도시공사 , 광주
환경시설관리공단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몰입도가 노조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 노동조합활성화에 대한 노조몰입
도를 태도몰입과 행동몰입으로 , 조절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변수와 내·외재적 직무
만족도를 , 노동조합활성화 (하위변수로 사회화경험 , 노사협력프로그램 )를 종속변수
로 하여 실증적 설문조사의 통계분석을 토대로 하여 각 변인들 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 각 요인들이 노조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의
수준을 검증하였으며 , 종속변수에서 말하는 노동조합활성화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노사협력프로그램의 경우 논문의 대상이 사기업이 아닌 광주지역 공기업인 관계로
전적으로 노동조합만의 활성화만이 아닌 노·사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두며 ,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노동조합몰입도 (태도몰입 ,행동몰입 )가 노조활성화 (사회화경험 , 노사협력프
로그램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태도몰입도의 경우 노조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행동몰입도의 경우는 노조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조합원들이
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원 경우 많은 관심과 충성심을 보이고 있
으나 ,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 및 노력할 의사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수 있다 .

차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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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노조간부들을 활용하여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조
직강화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둘째 , 개인특성요인이 노조활성화에 미치는 차이검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
이검증의 경우 , 통계적으로 남성조합원의 경우는 태도몰입도에서 , 여성조합원의 경
우는 행동몰입도에서 노조활성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는 여성으로서의 신분불안과 남성직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심리
적인 잠재요인의 표출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검증의 경우 , 

통계적으로 고졸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진 조합원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합원
의 경우 행동몰입도보다 태도몰입도에서 노조활성화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가 태도몰입도에서
보다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조활성화
에 보다 적극적임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태도몰입도와 행동몰입도에 있어서 노조활성화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외환위기 이후 닥쳐온 경제의 어려움과 구조
조정 및 경영혁신등으로 인한 높은 연령대의 보수화를 추론해 볼 수 있다 . 결혼여
부에 따른 차이검증의 경우는 , 미혼자의 경우는 행동몰입도에 있어서는 노조활성화
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기혼자의 경우는 태도몰입도와 행동몰입도
에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기혼자의 경우 근속
년수가 많아 노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셋째 , 내·외재적 직무만족도가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조절적 역할
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조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모두 공기업 직원으로서 내·외재적인 직무만족도에서 있어서 어
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기
업 노동조합에 있어서 노동조합 몰입도 (태도몰입 , 행동몰입 )와 조합원들의 개인특
성 그리고 내·외재적 직무만족도가 노조활성화 (사회화경험과 노사협력프로그램 )

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와 협력를 바탕으로 한 신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
해서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 보다는 노조활성화 (사회화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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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프로그램 )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노사간 서로의 이해정도를
높이고 ,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의 만족과 회사의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제 제 제 제 2 2 2 2 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한계와 한계와 한계와 한계와 앞으로의 앞으로의 앞으로의 앞으로의 연구과제연구과제연구과제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

첫째,본 연구는 표본추출방법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대표적인 공기업 중 광주도
시철도공사,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시설관리공단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연구결과가 보다 설득력
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직종의 확대(사기업포함)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가설 검증에 사용한 연구방법이 면접조사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
행하지 않고 설문에 의한 조사만을 이용함으로써 설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응답
자의 태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셋째,노조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조합몰입
도,인구통계학적특성,내․외재적 만족도 요인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분석이 되지 못하였다.왜냐하면 실제로 노조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주 많
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의 이러한 한계들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을 가하
게 되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범위의 대상의 확대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
사방법을 통해 모든 가능 변수를 통합한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노조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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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몰몰몰입입입도도도가가가 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몰몰몰입입입도도도가가가 노노노조조조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한 귀하의 정성어린 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써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부디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오로지 학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따라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또한 본
설문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보장과 아울러 통계적 자료작성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2000000555년년년 111000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이이이 강강강 옥옥옥

kkkooobbbllleeeeee@@@ccchhhooosssuuunnn...aaaccc...kkkrrr(((000111111---666000777---666888333444)))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오오오 찬찬찬 식식식

ooojjjiiirrriii222000000222@@@kkkooorrreeeaaa...cccooommm (((000111000---444666222888---999999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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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참참참여여여도도도(((몰몰몰입입입도도도)))

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생생생각각각///참참참여여여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사사사
의의의 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평평평소소소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조합원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2.나는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3.나는 노동조합에 대해 충성심을 느끼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4.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5.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6.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대의원이나 간부
로서 일할 용의가 있다.

7.필요하다면 나는 노동조합 간부직(위원장․
사무국장등)에 입후보 하겠다.

8. 나는 우리회사의 노동조합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꺼이
하겠다.
9.조합원의 역할과 사원의 역할을 병행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다.

10.나는 노조간부들이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때 기꺼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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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임임임금금금 및및및 복복복지지지후후후생생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

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임임임금금금 및및및 복복복지지지후후후생생생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평평평소소소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나의 임금은 적정수준이다.

2.당신의 임금수준에 만족하십니까?

3.회사내의 다른 사원과 비교할 때 나의
임금수준은 적절한 편이다.

4.우리 회사의 각 직급별 임금수준은 합리적
으로 설정되어 있다

5.우리 회사의 임금수준은 광주지역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6.나는 우리 회사의 복지후생제도(급식시설,
구매시설,오락,체육시설 등)에 대해 만족
하지 않않않는는는다다다.

7.광주지역 다른 공기업의 복지후생은 우리
회사보다 좋다.

8.우리 회사 동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받는
복지후생 혜택은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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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직직직무무무 및및및 승승승진진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만만만족족족

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직직직무무무 및및및 승승승진진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평평평소소소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
치치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직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람(성취감)
을 느낀다.

3.귀하는 직무수행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하고 자신의 업무가 자신의 성장과 발
전에 기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내 직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족
할만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5.우리 회사의 승진제도 운영은 합리적이다.

6.우리 회사는 열심히만 하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다.

7.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승진기회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8.우리회사의 승진체계는 나의 개인적인 승진
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미미흡흡흡하하하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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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노노노사사사협협협력력력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견견견해해해

다다다음음음 항항항목목목은은은 노노노사사사협협협력력력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평평평소소소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분분분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노사협력프로그램은 노사관계분위기 개선
에 도움이 된다

2.나는 적극적으로 협력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노조는 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
고 있다.

4.나는 노조가 지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않않겠겠겠다다다.

5.협력프로그램의 실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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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다다다음음음은은은 참참참고고고로로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성 별 :① 남( ) ② 여( )

2.연 령 :만( )세

3.학 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
④ 4년제대학졸( ) ⑤ 대학원 이상( )

4.근무지 :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②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③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 )

5.근속기간 :( )년 ( )개월

6.결혼여부 :① 미혼( ) ② 기혼( )

많많많은은은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가가가정정정에에에 항항항상상상 건건건강강강과과과 행행행복복복이이이 가가가득득득하하하시시시길길길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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