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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또는
일관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화가능도이론을 응용하여 측정
시점 5회와 노사 양측 대표 1인으로 구성된 측정상황 하에서 노사관계 분위
기의 평가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차 요인인 측정시점과 노사 관점 차이의
상대적 비중과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사관계 분위기
의 총분산에서 사업체 차이에 의한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사업체
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이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시기 사업체 수준의 전략적･정책적 변화가 노사관계 분위기 변화
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 측정시점과 노사 관점 차이의 주 효과와
사업체와 노사 관점 차이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사업체 노사관계 분위기의 변
화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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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사관계 분위기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일관되는가? 일반적으로 ‘협조적 또는 대립
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노사관계 분위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
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내 규범들과 관행들, 그리고 노동조합-경영진 간
분위기(atmosphere)에 대한 인식(Blyton et al., 1987: 207)”을 반영한다. 사업체 수준의 선
행연구들은 ‘협조적･대립적’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 사업체의 시장 및
조직 특성, HR 등 사업체의 노사관계 정책, 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정책 등을 분석하였으며,
노동생산성과 다양한 효과성 지표들을 성과변수로 연구해왔다(가장 포괄적인 최근의 문헌
으로는 Dastmalchian, Blyton, & Adamson(2014)를 참조).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노사관계
분위기를 노사관계의 중요한 변수로서 다양하게 분석해 왔지만,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
기 자체가 얼마나 변화해 왔는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과 언
론, 그리고 기업들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조적인 노사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
해 왔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분위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변화해 왔는가를 실증할 필
요가 있다.

2005년 사측 대표가 평가한 노사관계 분위기와 2013년 노측 대표가 평가한 노사관계
분위기는 큰 차이가 있는가? 2008-2009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기침체에 대한 사업체와
노동조합의 반응은 노사관계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측정된 노사관계 분위기는 사
업체 효과 (즉, 사업체 고유 특성에 의한 노사관계 분위기의 차이), 또는 상황 효과 (즉,
평가자나 시간 경과에 의한 노사관계 분위기의 차이), 또는 이 둘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상황요인들로 측정시점과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한 노사 관점 차이에 초점
을 맞춘다. 측정시점 차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 효과로서 측정시점에 따른 노사관계 분위
기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와 노동조합의 전략적･정책적 변화가 노사
관계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이원(two-way)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 관점 차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사관계 분위기 측정이 ‘정성적’
또는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 효과로서 노사 입장 차이로 인한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업체의 전략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노사 관점 차이는 사
업체와의 이원(two-way)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공헌은 노사관계 분위기의 안정성 또는 일관성을 신뢰도 유형으로 개념화하
고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노사관계 분위기 자체가 얼마
나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일반화가능도이론과 방법(Cronbach, Gleser,

Nanda, & Rajaratnam, 1972; Shavelson & Webb, 1991; Brennan, 2001)을 분석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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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분위기의 관찰 값들을 사업체, 노사관점, 측정시점,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들을 분산성분(variance component) 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 결과 노사관
계 분위기가 노사 관점 차이와 측정시점들을 넘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일반화가능
도 계수를 통하여 추정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노사양측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년 간격으로 측정된 노사관계 분위기 관찰
값들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일반화가능도이론과 고전측정이론의 차이
를 검토한 후 일반화가능도이론의 분석틀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를 간략히 소개하며,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연구결과의 함의를 논의한 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반화가능도이론(Generalizability Theory)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일관되는가를 계량화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심리학 측정이론의 신뢰도(reliability)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전측정이론에서 신
뢰도는 검사-재검사(test-retest) 또는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같이 다양하게 계산
될 수 있으나, 이 방법들은 “측정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측정도구가 여러 측정항목들을 통해
서 또는 측정시점들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된(또는 유사한) 관찰 값들을 제시하는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신뢰도 개념을 적용하여 동일한 설문항목들로 반복하여 측정된
노사관계 분위기 관찰 값들이 변화한 정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분위기의 안정성

(또는 일관성)을 반영하는 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노사관계 분위기의 안정성을 신
뢰도로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 중의 하나는 “어떠한 요인들이 측정오차를 구
성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측정오차에 대한 가정의 차이가 고전측정이론과 일반화가능
도이론의 핵심적 차이라 할 수 있다(Cronbach et al., 1972; Shavelson & Webb, 1991;

Brennan, 2001). 다음 섹션에서는 일반화가능도이론과 실증분석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2. 일반화가능도이론과 고전측정이론
일반화가능도이론과 고전측정이론의 중요한 차이점을 [그림 1]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
표 2인이 2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서 노사관계 분위기를 평가하는 측정조건을 통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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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업체 × 측정시점 × 평가자 연구 설계
측정시점 1
평가자 1

평가자 2

측정시점 2
평가자 1

...

평가자 2

측정시점 5
평가자 1

평가자 2

사업체 1
사업체 2
...
사업체 n

펴본다
위 측정조건은 사업체는 측정대상(object of measurement), 각 연도들은 측정시점

(occasions), 그리고 노사 대표들은 평가자(Raters)인, 즉 측정시점과 평가자 두 측면(facet)
으로 구성된 연구 설계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연구 설계를 단순화하여 분산성분

(variance components) 분석과 해석이 쉽도록 두 가지 사항을 가정하였다. 우선 노사관계
분위기의 다양한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각 설문항목들의 난이도가 동일하여 각 항목들에
대한 관찰 값의 차이가 임의오차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노사관계 분위기를 측정
하는 설문항목들에는 체계적인 난이도 차이가 없으며, 이 설문항목들의 평균값은 임의오
차가 상쇄된 참값(true value)으로 본다. 이를 기반으로 각 측정시점에서 노사 양측 평가자
들이 각 설문항목들에 응답한 관찰 값들의 평균값만을 이용한다.
둘째, 사업체･측정시점별로 노사 양측의 대표로 설문에 응답한 평가자들은 다르지만,
노측과 사측 각각을 대표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즉 노사 간 평가기준에는 체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노측과 사측 평가자들의 개인별 평가기준에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노사 각각의 영역(universe)에서 한 명씩을 임의로 추출하여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
기를 평가하는 측정조건과 동일하다.
노사관계 분위기를 신뢰도로 개념화하고 추정하는 데 일반화가능도이론이 고전측정이
론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가지는가? 고전측정이론에서 노사관계 분위기의 측정오차를 유
발하는 요인으로 노사 관점에 따른 체계적 차이나 측정시점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나, 이
두 요인들을 동시에 모델링할 수 없다. 노사 관점의 차이를 체계적 측정오차의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측정시점별 관찰 값들의 변화를 임의오차라 간주하고 노사 각각의 측정시점
에 따른 관찰 값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노사 평균값들의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측정시점을 체계적 측정오차의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평가자별 관찰 값들의 차이를 임의
오차라 간주하고 측정시점별 노사 양측 관찰 값들의 평균값을 구한 후 측정시점들 간 상
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고전측정이론의 ‘평행 측정도구(parallel measurement)’의
가정, 즉 평가자 영역 또는 측정시점 영역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동등한 평가자들과 측정시
점들을 임의로 대치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De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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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렇듯 고전측정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 계수는 측정과정에서 노사관점 차이와
측정시점이 노사관계 분위기의 관찰된 분산들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없다.
반면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측정과정에서 관찰된 분산들을 유발한 복수의 요인들을 동시
에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즉 노사관점 차이와 측정시점을 노사관계 분위기의 관찰 값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다룰 수 있으며 그 상대적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일반
화가능도이론은 분석과정의 최종결과물로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하는데, 이 일반화가
능도 계수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 노사관계 분위기가 평가자와 측정시점 영역에 걸쳐서

(across)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보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일반화가능도 계수
는 2명의 서로 다른 평가자가 5회의 측정시점에서 측정한 노사관계 분위기의 평균값과 잠
재적으로 동등한 평가자들과 측정시점들로부터 측정된 노사관계 분위기의 평균값 간의 상
관관계를 가리킨다.1) 이를 기반으로 노사관계 분위기의 관찰 값들이 잠재적인 평가자들과
측정시점들에 걸쳐서 일반화되는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

3. 일반화가능도 연구(Generalizability study)와 의사결정 연구(Decision study)
일반화가능도이론은 G study와 D study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측정도구 개발과정에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설계라는 ‘Spearman-Brown prophecy formula’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우선 G study에서는 측정값들에 대한 분산성분(variance

components) 분석을 통해서 분산성분들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D study에서
는 G study를 통해 추정된 분산성분들을 이용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고 일반화를 최대
화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계획한다. 예를 들어 G study를 틍해 추정한 평가자에 의한 분
산보다 측정시점에 의한 분산이 클 경우 D study 평가자의 수를 증가시킬 때 예상되는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각 측면의 수준을 결정짓는 방법으로, 또는 측면들 간 교차

(crossed) 또는 내재(nested) 설계방법을 포함한 평가자와 측정시점의 적정 수를 결정짓는
의사결정과 관련된다. 이렇듯 일반화가능도이론의 2단계 분석과정은 G study 결과를 기반
으로 각 측면들의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분산성분들의 평균적인 변화들을 예측
하는 것과 동일하며, 데이터 분석의 맥락에서 평가자들 또는 측정시점들을 증가시킬수록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정도를 더 확신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2단계
분석과정의 최종 결과로서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측정
1)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고전측정이론의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등급 내 상관관계(intraclass
correlation)의 하나이며, 참값의 분산과 오차의 분산 합에서 참값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true
variance/(true variance+error variance))로 계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임의오차 분산을 유발하는 요인을 하나 또는 복수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일반화 정도에 대한 추론 또한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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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다룬다.

4. 상대적 의사결정과 절대적 의사결정
일반화가능도이론은 상대적 의사결정과 절대적 의사결정을 구분한다. 이는 평가방법에
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구분과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연구자가 면허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시험응시자들의 상대적 위치에 (즉 응시자 A가 응시
자 B보다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관심이 있다면 상대적 의사결정을, 또는 시험응시자들의
절대적 위치에 (즉 응시자 A가 시험통과를 위한 최저점보다 높고 응시자 B는 낮은지) 관
심이 있다면 절대적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하여 사업체 A의 사업체 B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관심이 있다면 상대적 의사결정이 필
요하며, 절대적 위치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화
가능도이론에서 일반화가능도 계수와 의존도 계수와 상응한다.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측정
대상인 사업체와 평가자 간,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들에 의한 분산을 오차분
산으로 감안하는 상대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다. 반편 의존도 계수는 측정대상, 즉 사
업체에 의한 분산들을 제외한 모든 분산들을 오차 분산으로 간주하는 절대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상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의존도 계수보다 같거나 크며, 결국
개별 사업체들의 상대적 위치가 아닌 절대적 위치에 공헌을 하는 분산들인 평가자와 측정
시점에 의한 분산과 이들 간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들을 고려할지 여부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이 일반화가능도 계수와 의존도 계수를 제시하지만 일반화가
능도 계수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관계 분위기의 측정값에서
개별 사업체들의 상대적 위치가 얼마나 일관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
하자면,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사업체의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 즉 평
가자와 측정시점의 주 효과와 평가자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를 제외한 측정오차들
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내적일관성 신뢰도의 해석과 동일하
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데이터
1. 데이터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년마다 조사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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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노사관계 분위기의 분산성분을 분석한다. 5회에 걸쳐 노사 양측의 대표 2인
이 동시에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 313개, 총 1,565개의 유노조 사업체들을 분석에 이용하였
다. G study 분석을 위하여 사업체×시점×평가자 연구모형을 사용하였다.

2. 변수 측정
사업체패널 조사는 노사관계 분위기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우선 노사관계
분위기를 총 6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하여 사측 대표인 인사노사 담당자와 노측 대표인
노동조합 대표자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며, 단일항목으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분위기를
사측 대표, 주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사 양측에 의해 조사
된 복수(composite) 항목들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6개 설문항목들은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 “협상은 노사가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노사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
한다.”, 그리고 “노사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툰다.”, 그리고 “노사는 서로 적대적이다.”
이다. 분석에는 측정시점별･평가자별 6개 항목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표 1>은 노사관계 분위기의 노사 양측과 측정시점에 의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도 값을 보여준다. <표 1>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한 사측 응답의 평균값이 노측 응답의 평균값보다 높은 반면 사측
응답의 표준편차는 노측 응답의 표준편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사측
응답의 평균값들 간 상관관계가 노측 응답의 평균값들 간 상관관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사측 평균값들과 노측 평균값들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2009년도의 사측 응답의 평균값과 노측 응답의 평균값이 다른 연도들과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과 2009년의 상관관계가 시간적으로 더 먼

2005년과 2011년 상관관계보다 낮은 것이 눈에 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상관관계가 시
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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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응답자별 노사관계 분위기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
사측 응답

노측 응답

평균

표준
편차

2005

2005

3.99

0.50

(0.854)

2007

3.86

0.52 0.303*** (0.877)

2009

3.67

0.53

0.080

0.131*

(0.842)

2011

3.85

0.61

0.135*

0.139*

0.152**

2013

3.85

0.56

0.098+ 0.191*** 0.167** 0.270*** (0.854)

2007

2009

2011

2013

2005

2007

2009

2011

2013

사측 응답

(0.883)
노측 응답

2005

3.70

0.62 0.502*** 0.276***

2007

3.67

0.62 0.312*** 0.512*** 0.117*

0.124*

0.144* 0.419*** (0.889)

2009

3.58

0.54

0.063

0.174**

2011

3.76

0.66 0.216*** 0.134*

2013

3.73

0.61

0.109+
0.080

0.079
0.081

0.087
0.534***

0.155** 0.171**

(0.834)
0.143*

0.133*

(0.900)

0.116* 0.458*** 0.169** 0.201*** 0.205*** 0.205*** (0.875)
0.219*** 0.194*** 0.502*** 0.151** 0.162** 0.239*** 0.292*** (0.883)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조사」 2005-2013, n=313.

2. G Study: 분산성분 추정
<표 2>는 G study를 통해 추정한 분산성분과 분산비를 제시한다. 분산비는 각 요인들의
총분산에 대한 상대적 공헌도를 가리킨다. 우선 사업체 효과는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
차이에 의한 분산을 의미하며 총분산 중 14.2%에 해당하였다. 측정시점과 평가자의 주효
과는 각각 측정시점과 노사관점 차이에 의한 분산을 의미하며, 측정시점은 총분산의 1.4%,
평가자는 3.2%를 설명하였다. 주효과만으로 평가한다면 노사관계 분위기의 총분산은 주로
사업체 효과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측정시점에 의한 분산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G-study 결과: 사업체 × 측정시점 × 평가자 연구 설계
d.f.

Sums of
Squares(SS)

Means of SS

Estimated
variance
component

Portion of
Variance(%)

312
4
1

300.846
18.217
19.040

0.964
4.554
19.040

0.050
0.005
0.011

14.15
1.42
3.20

E×O
E×R
O×R

1,248
312
4

482.582
71.558
4.619

0.387
0.229
1.155

0.116
0.015
0.003

32.55
4.17
0.90

E×O×R, 임의오차
총합

1,248
3,129

193.576
1,090.436

0.155

0.155
0.356

43.61
100.00

분산 요인
사업체(E)
측정시점(O)
평가자(R)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5-2013, 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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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E×O)는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특
정한 측정시점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총분산의 32.6%에 해당하였다. 반면 사
업체와 평가자 간 상호작용 효과(E×R)는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노사 관점의 차이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총분산의 약 4.2%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측정시점과 평
가자 간 상호작용 효과(O×R)는 특정 측정시점에서 노사 관점의 차이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하여 0.9%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분위기에서 가장 큰 분산은 사업체,
측정시점, 평가자 간 상호작용 효과(E×O×R)와 측정되지 않은 체계적 오차와 임의오차에
의한 것으로, 총분산에서 43.6%에 해당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G study 결과는 노사
관계 분위기가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가장 크게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노사 관점의 차이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합쳐서 총분산 중 10%를
설명하였다. 이는 노사관계 분위기에서 노사관점의 차이가 평균값의 수준에서 보이는 차
이보다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산출을 위해서는 일반화의 범위와 측정오차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표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하면

0.15(=0.050/(0.050+0.1116+0.015+0.155))이다. 이 수치는 하나의 측정시점에서 노사 중에
서 한 측만의 응답을 이용하여 계산한 일반화 정도로서 매우 제한된 일반화 정도를 가리
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측정시점과 평가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 예상되
는 일반화가능도 계수 결과를 제시한다.

3. D study: 일반화가능도 계수 추정
여러 평가자와 측정시점에 따른 노사관계 분위기의 일반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D study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상대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일반화가
능도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가자 수와 측정시점을 증가시킬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표본과 같은 5회에 걸쳐 노사 양측이 응답한 연구 설계를 상정한 경우

(NY=5, NR=2),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0.522(= 0.050 / (0.050 + 0.1116 / 5 + 0.015 / 2 +
0.155 / (5*2)))로 나타났다. 만약 측정시점 수를 고정시키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각 1명씩
평가자를 증가시킬 경우(NY=5, NR=4),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0.592(= 0.050 / (0.050 +

0.1116 / 5 + 0.015/4 + 0.155 / (5*4)))로 증가한다. 반대로 측정시점만을 2회 증가시킬 경우
(NR=2, NY=7),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0.590(= 0.050 / (0.050 + 0.1116 / 7 + 0.015 / 2 + 0.155
/ (7*2)))로 증가한다. 측정시점보다 평가자를 증가시킬 경우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G study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상
호작용 효과에 의한 오차분산이 사업체와 평가자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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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study 결과: 사업체 × 측정시점 × 평가자 연구 설계
분산 요인

Estimated variance
component

NR

2

2

2

4

4

4

NO

5

6

7

5

6

7

사업체(E)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0.050

측정시점(O)

0.00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평가자(R)

0.011

0.006

0.006

0.006

0.003

0.003

0.003

E×O

0.116

0.023

0.019

0.017

0.023

0.019

0.017

E×R

0.015

0.007

0.007

0.007

0.004

0.004

0.004

O×R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O×R, 임의오차

0.155

0.016

0.013

0.011

0.008

0.006

0.006

총합

0.356

0.080

0.103

0.097

0.092

0.089

0.084

(1) Absolute error

0.053

0.046

0.042

0.039

0.033

0.029

(2) Relative error

0.046

0.040

0.035

0.035

0.029

0.026

(3) E[var(X)]

0.096

0.090

0.085

0.085

0.080

0.076

(4)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0.522

0.559

0.590

0.592

0.631

0.661

(5) Index of Dependability

0.487

0.520

0.547

0.566

0.602

0.63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조사」 2005-2013, n=313.

분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2)
절대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의존도 계수 또한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측
정조건을 변화시킬 때 의존도 계수는 각각 0.487, 0.566, 그리고 0.547로 나타났다. 의존도
계수가 일반화가능도 계수보다 더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계산 시 분모에 평가자
와 측정시점의 주효과와 평가자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Ⅴ. 토 론
본 논문은 노사 양측의 대표가 5회에 걸쳐 노사관계 분위기를 평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또
는 일관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화가능도이론을 이용하여 노사관계 분위기
에 대한 사업체, 측정시점, 그리고 평가자의 주효과와 이들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분산들
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하였다.

2) 보다 현실적으로 사업체별로 노사 담당자들을 1명씩 추출할 경우, 평가자들이 사업체에 내재된(nested)
측정조건, 즉 (평가자: 사업체)×측정시점 하에서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추정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측정시점 5회와 평가자 2인의 경우 0.491, 측정시점 5회와 평가자 4인의 경
우 0.572, 측정시점 7회와 평가자 2인의 경우 0.5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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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 study를 통해서 사업체의 주효과와 사업체
와 측정시점들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이 평가자와 측정시점의 주효과에 의한 분산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사측 평가자가 노측 평가자보다
노사관계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체계적 차이가 총분산에 미
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사관계 분위기에 있어서 사업체와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체의 노사관
계 분위기가 측정시점별로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노사 양측의 평가자 2명과 측정시점 5회로 구성된 교차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한

D-study 결과는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0.522로 보고하였다. 이 계수는 사업체 차이에 의한
분산을 분자로, 상대적 오차분산(체계적 측정오차의 요인인 측정시점과 평가자와 사업체
간 이원･삼원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과 사업체 차이에 의한 분산 합을 분모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 차이에 의한 분산이 노사관계 분위기 총분산의 52.2%를 설
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 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고전측정이론을 응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
다. 측정시점만을 체계적 측정오차의 요인으로 간주할 경우, 측정시점별로 5개의 노사 응
답의 평균값을 구한 후 5개 평균값들 간 상관관계들(inter-item correlations)의 평균인

0.230을 신뢰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노사 관점 차이만을 체계적 측정오차의 요인으로
간주할 경우, 노사별로 5회 응답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두 평균값들 간 상관계수인

0.625를 신뢰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전측정이론을 근거로 한 신뢰도 추정은
체계적 측정오차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화가능
도이론은 체계적 측정오차의 두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정확하게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일관되는가?
본 연구자는 일반화가능도 계수 0.522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체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사업체의 구조조정이나
참여적 작업관행과 사업체와 노동조합의 전략들은 특정 시점의 노사관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이병훈, 2004; 노용진, 2006; 이영면･이주형, 2014; 김승호･김동원･정흥준, 2015;
박선영, 2015). 예를 들어,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그 일환으로 새롭게 실시
된 인사고과 제도의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한 영향은 사업체와 특정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분산으로 포착되며, 본 연구의 D study 결과는 이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노사관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사업체와 특정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로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분위기의 총 분산 중에서 약 24%를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한 사업체패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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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포함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본 연구가 해당 기간 노사관계 분위기의 안정성 또는 변화한 정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들을 노사관계 분위기의 변화 유형들을 파악하지 않
았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많은 사업체들의 노사관계 분위기가 대립적(협력적)으로부
터 협력적(대립적)으로 변하였다면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반
면 사업체가 계속해서 협력적 또는 대립적이었다면 일반화가능도 계수는 매우 높게 추정
되었을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들이 잠재적 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 등 다수준 분
석을 활용하여 유형별 결정요인들의 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보다 상세한 논의
는 Bliese & Ployhart(2002)를 참조할 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사업체의 노사관
계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후속 연구들은 전체 표본을 대
상으로 노사관계 분위기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기보다 사업체패널 조사의 장점을 활용하
여 노사관계 분위기의 변화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대립적’이었던 노사관계가 2017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역대 정부나 언론은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라 규정해왔으며,
이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듯이 World

Economic Forum(WER)(2015)는 2015-2016년 국제경쟁력 지수의 노사관계 항목에서 우
리나라가 140개 국가 중 132위,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기획재정부, 2017)는 2017년 세계 경쟁력 지수의 노사관계 항목에서 63개국 중 62
위로 발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노측 응답의 평균이 3.58~3.76점과 사측 응답의 평균은

3.67~3.99점으로 사측이 노측보다 더 호의적으로 노사관계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사관점 차이에 의한 분산은 총분산의 7.3%(0.007/0.096)로 노사
관계 분위기에 대한 평가에서 노사관점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였다. 이 상충되는 정보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분위기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
여준다. 이는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조사된 노사관계 분위기가 실제 노사의 협력적 관계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여부, 임금상승(노용진, 2011), 2000
년대 파업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장기화되는 경향(송민수･김정우, 2014), 언론보도 방식 등
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명의 정보원(singe informant)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측정오차
관련 논쟁에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Personnel Psychology의 2000년 겨울호에서 Gerhart

et al.(2000)은 조직을 대표하는 1명의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근로자들을 통해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Huselid and Becker(2000)는 측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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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측정오차를 감소시키는 데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수준의 연구에서 여러 응답자들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는 것은 시간적 또는 비용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Gerhart et al.(2000)의 D study 결과는
응답자 1명을 증가시킬 때 상응하는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증가 정도는 응답자를 늘리기
위한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Gerhart et al.(2000)과 Wright et al.(2001)과 같이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조직을
대표하는 노사 양측의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측정오차를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2009년 사업체
패널 조사에서 측정된 노사관계 분위기의 관찰 값들의 측정오차 문제다. 이러한 측정오차
는 측정시점 주효과보다는 사업체와 측정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로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논문이 제시한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크기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었음을 시사
한다.
둘째, 환경요인으로 평가자와 측정시점만을 고려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적자원관리 관행 또는 작업장참여 관행 등 노사관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5개 요인들에 대한 분산성분 분석은
총 31개의 분산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그만큼 결과 해석이 어려워진다. 이에 후속 연구는
요인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어떠한 요인들이 일반화가능도 계수의 차이를 유발하는가와
같은 조절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분석모형은 평가자들을 임의효과로 가정하였으나 노사관계 분위
기가 평가자의 인적 특성, 특히 나이, 직급, 근속연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업체패널 조사의 데이터 한계로 인해 이들을 감안할 수 없었는데, 후속 연구는
이와 같은 평가자들의 인적 특성들이 측정값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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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across Time
and the Perspective of Labor and Management
Kyoung Won Park
This paper analyzes how industiral relations climate was stable (or consistent), using the
2005-2013 workplace panel survey. Applying the analytical procedures of the
generalizability theory to the measurement condition in which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was repetitively evaluated by two raters (one from a labor union and the other from
management) in five occasions, this paper estimates the ratio of variances due to time and
difference in the perspective of labor and management and due to their interaction with
establishments to the total variance in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and the generalizability
coefficients. The main results are two-fold. First, the variance due to establishments
explained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variance in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Second,
the variances due to the occasions and the raters and due to their interactions with
establishments explained the relatively small portion of the total vari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during the past 9 years was of considerable
stability. And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to the changeability
of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of establishments in Korea.
Keywords : industrial relations climate, generalizability theory, stability, occasions, ra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