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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가 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전략이 된
다. 이에 조직구성원 간 지식공유가 중요함에도, 많은 경우 기업 세계는 과거
행동에의 집착, 관료주의 만연, 집단사고의 경직성, 고용불안 등을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이고 노사갈등도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지식공유는 지지부진하고, 높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직장 불만족을 느끼는 구성원들은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중
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와 맺는 관계를
실증 검토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한다.
자료는 경영참가를 비교적 충실히 시행 중인 ㈜우진교통과 그렇지 않은 ㈜
명성운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총 400부의 설
문지 중, 최종적으로 2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우선, 경영참가를 시행하는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은
㈜명성운수보다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가 높았고 이직의도는 낮
았다. 그리고 경영참가는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끼치며,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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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식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전략이 되는 시대가 되
었다. 과거에 비해 지식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행위는 어느 때보
다 필요해졌다.
특히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영 현실에서 지식공유의 과정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조직구성원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평가된다. 지식경영 차원에서 지식공유
는 조직의 생존을 담보하고, 성과를 증대시키며, 내부적인 효율성에 기여하므로 조직경영
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Small & Sage, 2005). 따라서 조직에서 지식경영을 실천하
고, 내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식공유
가 선행되어야 한다(Hendriks, 1999; Nonaka, 1994).
동시에 지식을 구성원 간에 널리 공유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목표이기도 하다. 지식공유
행위는 개인 및 기업의 문제해결과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한다. 나아가 이는 지식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시된다.
한편, 오늘날 조직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의 높은
이직률이다. 2015년 신문․인터넷․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구
직’이 직장인 705명을 대상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몰래 이직을 준비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91.5%가 ‘있다’고 했다(조상윤, 2016).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으로, 한국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였다(사설, 2015). 이
는 단순히 구성원의 불만족이나 이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구조에 치명적
인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나아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조직 성과로 유효하게 이어지기 위
해선 단순히 이직률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그런 아이디어들이 경영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처럼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과거
행동에의 집착, 관료주의 만연, 집단사고의 경직성 등 때문이다(Sharma, 1999). 2013년 삼
성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였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매년 82조∼246조원에 이른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편으로 조직 구성
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경영성과로 연결해내고 다른 편으로는 이직률 감소와 만족도
제고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를 제고한다. 과거 노사 간 단체교섭은, 생산된 경제적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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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과정에서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였다면, 노동자 경영참가는 노사 간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조직 과정에 노사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공통의 이해를 해결하고자 한다(최종태, 1981).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참여 형 경영방식이 지식 공유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기존 노사관계 및 조직관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경영 실
무에도 일정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경영참가가 지식 공유 및 이직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이 아니
라 경영참가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조직 공정성 인식이라는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얼마나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경영참가가 잘
이뤄진다 하더라도 조직 공정성이 별로 높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 지식 공유나 이직 의도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영참가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영참가 수준이 높고 비교적 충실히 실행
되고 있는 충북 청주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우진교통과 그에 대비되는 (통상적 기업)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를 포커스 집단으로 삼아 실증 분석을 했다.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경영참가 변수, 조직 공정성 변수, 지식 공유 의도 변수, 그리고 이직 의도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7년 1월∼2월 중 수집된 유효 응답지 총 2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검토에서는 관련 주요 문헌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약술한다. 셋
째,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요약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문헌 검토 및 가설 설정
1. 문헌 검토
경영의 새 패러다임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영참가는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
을 증대하고, 노동소외의 감소와 기존의 극심한 노사갈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결국 조
직 유효성 증가로 이어진다(최종태, 1981). 이미 선행 연구들은 경영참가가 노동환경의 개
선, 고용안정, 더 나은 보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만족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
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한다(Alchian & Demsetz, 1972).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가는 경
영전반의 혁신과 구조조정에 따른 자신들의 고용불안과 작업환경 변화에 직면, 경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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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언을 증진할 수 있다(Levine, 1990).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조직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는데, 생산성, 품질향상, 원가 절감,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그것이다(Erez, 1993).
경영참가는 크게 소유 참가, 결정 참가, 분배 참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최종태,

1981). 그런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참가가 핵심이다. 영역 별로 보면
소유, 결정, 분배가 상호 배타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영역이 의사결정의 대상이다. 따라
서 협의의 경영참가는 결정 참가다(손동희, 2007).
조직공정성 개념은 Homans(1961) 및 Adams(1963)의 사회교환 이론 등을 기초로 발전
되었는데, 오늘날 경영학 문헌에서는 주로 개인이 교환관계 속에서 자신이 투입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때 공정성을 지각한다고 본다(김명희, 2014). 물론, 조직공정성 개념에도, 분
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등 여러 하위 개념이 있다(Leventhal, 1980). 본 연구에서도 이
런 다차원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하나인 ‘지식공유 의도’란 정보나 지식, 업무 노하우 등의 공유
를 자기 목표화하여 조직 내에서 이를 실제로 전달하려는 의지를 말한다(Kramer, 1999;

Szulanski, 1996). 지식 공유 의도가 있어야 실제로 지식 공유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
식공유 의도가 조직관리의 중요 변수로 등장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구성원들이 현재의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의사나 의도의 정도이다. 이직의도는 전술한 두뇌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조
직 내 구성원들의 창의적 역량이 상실될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이기에 조직관리의 중요 변
수로 등장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산업사회에서 노동윤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내생적으로 연결된다. 일례로, 무임승차나
기회주의(도덕적 해이)는 인간의 자연성이 아닌 자본주의의 재산권 구조와 관계있다. 따라
서 경영참가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Bowles & Gintis, 1990). 또, 경영참가를 통한 통제력(자율성) 증대는 직원들의 심
리적 주인의식을 고양한다(Pierce et al., 2001). 즉, 직원이 대상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 조직을 자신의 일부로 보게 되고, 이는 소유의식과 목표설정과 같
은 참여의식을 증대 시킨다. 이렇듯 경영참가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만족도는 물론 조직성
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Cotton, 1993).
즉, 경영참가가 이뤄지면 직원들이 조직과 일체감(identification)을 느끼고, 일 자체의 활
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회피행동 및 감독비용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Bowles & Gintis, 1990). 이렇게 경영참가는 노동에 대한 의식 및 태도 그리고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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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바꿀 수 있다. 증가된 선호는 구성원들의 목표설정 참여를 통해 직무만족과 같은
직원들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상사로부터 받은 목표에 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목표설정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관여한다면, 절차적으로도 과정이 공정하다
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목표설정의 권리를 제공받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욕구 등을 충족시켜 직원들의 만족도도 증가시킬
수 있다(Locke & Schweiger, 1979).
특히 경영참가와 조직공정성의 관계를 보면, 조직의 목표설정에서부터 참가하는 정도와
구성원 의사결정 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 그리고 공정한 기준, 일관성, 윤리적인 절차
형성 등은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ies et al., 1986). 또 직원들이
의사결정이나 조직 내에서 참여할 기회가 충분하며, 직원들의 참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직원들은 조직이 공정하다 느끼고, 설사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또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한다(Kernan & Hanges, 2002).
특히, 최근 여러 기업에서 시행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인사고과에 참여하
게 되면 결과 인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평가자들이
다면평가제도가 가지는 발전적 목적과 평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Waldman & Bowen, 1998).
이 모든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직원들의 경영참가와 조직공정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한다.
가설 1 : 경영참가는 직원들의 조직공정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경영참가는 구성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기대된다

(Cotton et al., 1988). 경영참가를 취하는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제안을 권장하며, 최
종적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Chen & Tjosvold,

2006). 또, 경영참가는 구성원들에게 경영과정에 주인의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식공유 활성화와 신뢰 구축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Huang et al., 2010; Srivastava et al., 2006). 실제로 구성원들은 참여를 통해 다른 구성원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긴밀히 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업무에 필요한 다양
한 기술과 경험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낸다(Huang et al., 2010).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참가는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의 질을 높여주고 상호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메커니즘을 유도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개발하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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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vatava et al., 2006).
또, 결정참가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자
신의 직무에 대해 더욱 열정을 갖게 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높인다(김정식․차동옥, 2013).
참가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 행동들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의사결정참가와 지식공유간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경영참가는 직원의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통제, 참여, 자존심, 자아실현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자신들의 과업을 통제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느낄 것
으로 예측된다(Lawler, 1988). 반면 참여의 결여는 불만족의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며, 참
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높은 결근과 이직이 초래될 수 있다. 경영참가 실시 조직
은 직무확대, 자율성 부여, 의사결정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참가를 독
려하며, 그 결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한다(Dachler & Wilpert, 1978). 작
업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가의 효과는 직무만족이다. 즉, 참여는 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권한과 책임감,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해 직무만족을 증가시킨다.
경영참가를 하는 작업환경은 기술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등을 조직구성원들
에게 인식시켜, 구성원들이 작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구성원 개인들은 높
은 직무만족, 동기부여, 성과, 그리고 이직률과 결근율 저하와 같은 결과를 낸다(Hackman

& Oldham, 1975). 또 경영참가는 직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 이직을 감소시키고 이직
의 감소는 기업특유의 기술 축적을 낳는다(Kato & Morishima, 2002). 실제로, 직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이직의도는 낮게 지각되었다(이향희, 1997;
이진화․이승연, 2006). 조직몰입이나 의사결정참가는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장
수환, 2015). 이런 선행 연구들은 의사결정참가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은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경영참가는 직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자신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낀다(Martinez, 1988). 조직공정성과 지식공유 간 관계를
검증한 연구도, 분배공정성이나 대인 관련 공정성은 지식공유와 긍정적 관계를 지닌다고
했다(김미숙․홍관수, 2013; 박희태 외, 2011). 결국 조직의 공정성은 개인의 ‘지식공유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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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를 감소시켜 지식 공유 의도를 증가하는 중요 요인으로 기대된다. 이런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건, 조직신뢰나 조직몰입을 매개
로 해서건 이직의도와 부정적 관계에 있다(배성현․김미선, 2009; 이정훈 외, 2012).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와 가설을 통해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이직
의도 사이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조직공정성 변수가 경영참가와 지식공
유 의도, 또,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
다. 그것은, 조직구성원들의 경영참가가 조직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동시에
조직공정성이 지식공유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직공정성은 공정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과
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스스로가 가진 지식을 공유 할 수 있으며, 이직의도도 감소할
수 있음이 추론된다. 실제로 조직의 교환관계에서 공정성을 인식한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협력적 행동을 보인다(Blau, 1964; Cropanzano et al.,

2002). 이는 지식 공유나 이직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한편, 조직공정성을 매개변수로 다룬 국내 연구에 따르면 개인과 조직, 개인과 상사, 개
인과 동료 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분배공정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성지영 외, 2008). 반면, 상사의 모욕적 행위는 부하의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등 다양한 변수에 부(-)의 영향을 준다

(Ambrose & Schminke, 2009; Aryee et al., 2007; Tepper, 2000).
따라서 본 논문은 경영참가가 조직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식공유의도를 증가시
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6 : 경영참가와 지식공유의도 간 관계는 조직공정성에 의해 매개된다.
동일한 논리로 조직공정성이 경영참가와 이직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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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유한양행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이덕로, 박광진, 2010).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전반의 과정에 직원들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인다. 실제로, 직무
의 자율성, 다양성, 공식화 과정, 승진기회, 사회적 일체감, 공정성, 임금수준 등이 높으면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만족은 높아지고, 조직헌신이 높아지면서 이직 의도는 점차
감소, 이직률이 낮아진다(Blanden, 1996). 공정성의 지각은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가 되기도 한다(Colquitt et al., 2001). 즉, 조직공정성은 과업수행,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 다측면의 태도 및 이직의도나 결근, 이직과 같은 철회행동(Withdrawal)에 매개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역시 조직공정성
으로 매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7 :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관계는 조직공정성에 의해 매개된다.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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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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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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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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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론
1. 조사자료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영참
가가 실시되고 있는 업체 및 실시되지 않는 업체를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수집했다. 경영참가가 착실히 실행되는 업체로는 충북 청주의 우진교통을, 경영참가
가 실시되지 않는 업체로는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를 선정했다.
경영참여 대표 사례로 선정된 ㈜우진교통은 2001년에 창립,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이
나 과거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문제와 심각한 노사갈등과 시련을 겪은 후, 2005
년부터 노동자 소유의 자주관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우진교통은 협동조합형 공동체 기업
조직(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2011년에 지방세 성실납부 법인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엔 버스안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적 회사로 평가된다. 2017년 우진교
통의 총 차량대수는 119대(일반시내버스, 좌석버스, 저상버스), 종사원 수는 317명, 자본총
액 29억 원으로, 2016년 기준 매출액은 250억을 넘는다.
우진교통의 경영참가는 노동자 자주관리의 모범적 형태를 보이며, 크게 경영자치와 현
장자치로 나뉜다. 경영자치는 인사, 자주관리협약, 공동복지, 선거관리, 채용평가, 우진공
제회, 교통안전관리 등 7개의 자치위원회에 노동자들이 참가하며, 현장자치는 총 11개 분
임조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뤄진다. 또, 매월 1회 경영설명회를 통해 인사,
재정 등 경영 상황을 전 구성원이 공유한다.
또 다른 표본 회사인 경기도 광명의 명성운수는 1977년 7월 5일에 설립된 시내버스 운
송 회사이며 자본금은 2억 1,000만원, 매출액은 598억 4,150만원, 사원수는 732명이다. 버
스 보유대수로는 322대, 보유노선으로 19개 노선을 가지고 있다. 2006년 5월 경영난과 더
불어 타 회사와의 인수합병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노선 운
행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정상 운행되고 있다. 현재도 일반 버스회사와 같이 형식적인 노사
협의제 외는 특별한 경영참가 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7년 1월에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총 400부가 회수
되었으나, 그 중 불성실 응답지 107부는 제외했다. 결국, 총 29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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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N=293)
성별

연령대

학력

근속기간

직급

업무직종

고용형태
자주관리

근로시간
(주 평균)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고졸
전문대졸
학사
대학원이상
수습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부장급 이상
관리/사무
생산/기술
판매/영업
연구/개발
운수/운전직
기타
정규직
계약직
실시
미실시
40시간 미만
40시간 – 45시간
46시간 - 50시간
51시간 – 60시간
60시간 이상

N
292
1
0
34
138
121
218
56
19
0
5
12
18
34
33
122
69
277
6
3
4
3
0
19
2
1
0
271
0
290
3
148
145
9
104
72
71
37

%
99.7
0.3
0
11.6
47.1
41.3
74.4
19.1
6.5
0
1.7
4.1
6.1
11.6
11.3
41.6
23.5
94.5
2.0
1.0
1.4
1.0
0
6.5
0.7
0.3
0
92.5
0
99.0
1.0
50.5
49.5
3.1
35.5
24.6
24.2
12.6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
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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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경영참가는 의사결정 참가를 핵심으로 측정했다. 의사결정 참가
란 상사와 구성원이 함께 의사 결정을 하며 서로 간 영향력을 나누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
서는 Locke & Schweiger(1979), 김치풍(2003)에 의해 사용된 문항들을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의사결정 참가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4측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첫째, 과업자체와
관련된 이슈의 결정(업무의 할당, 즉 과업량의 결정,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결정, 둘째,
과업진행 절차의 결정, 과업기준 및 속도의 결정, 품질관리나 작업의 효율 증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셋째, 과업조건과 관련된 이슈의 결정(휴게시간의 결
정. 근무교대시간의 결정, 과업도구나 사용 장비 및 배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 인사기능과 관련된 이슈의 결정(직원의 배치, 이동에 관한 결정,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결정, 부서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율의 결정, 인사고과에 관한 사
항 등에 있어서 발휘되는 영향력의 정도), 넷째, 부서, 과(課), 및 기업레벨의 이슈 결정(직
원들 소속 부서 차원의 문제 해결과정이나 업무방침의 결정,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수립
등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한 축인 지식공유의도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는 데 유용
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Bock & Kim, 2002)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는 Bock et al.(2005)의
측정도구 5문항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한 축인 이직의도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직구성원이기를 포기
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는 마음의 강도로 정의된다(Meyer & Allen, 1990). 본 연구 역시
아직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으로 가려는 마음의 정도로
측정하고자 했으며, 설문문항은 Meyer & Allen(1990)을 응용, 7점 척도로 측정했다.

(3) 매개변수
매개변수로 사용된 조직공정성은 크게 세 차원, 즉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측
정되었다. Price & Mueller(1986)는 분배공정성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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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임금, 승진 및 조직 내에서의 인정 등의 결과물에 대한 분배와 연관하여 조직구성원
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본 논문 역시 Price & Mueller(1986)
가 개발한 5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조직 구성원들과 인적자원시스템을 통해 자
신에게 할당되는 일련의 보상(평가, 보상, 승진 등)들을 자신의 투입과 비교할 때, 공정하
다고 인식하는가를 묻는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절차공정성은 결과 획득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 및 과정과 연관하여 지각된 공정성을 의
미한다. Leventhal(1976)의 도구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인적자원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묻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은 보상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와 연관된
다. 즉, 정책 및 절차의 실행과정에서의 구성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의 공정성으로, 공
식 절차의 시행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구성원이 존중 내지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뜻한
다. 측정내용은 Moorman(1991)이 개발한 5문항으로 측정했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및 분석방법
전체 변수를 놓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값이 0.958(p<.01)로 나타나,
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공통성이 낮거나 교차적재 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한 변수
들의 요인분석 결과 및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Crobach’s α)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데이터 코딩과 클리닝 과
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및 Process macro로 분석되었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셋째,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했다(표 3). 넷째, T-검
정을 통해 의사결정참가가 활발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일반 기업인 명성운수
의 주요 변수별 차이를 검증했다. 다섯째, 상기 7가지 가설 검증을 위해 우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일차 검증한 뒤,

Hayes(2012, 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이용, 매개효과를 재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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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N=293)
구분
C2
C4
C1
C3
C5
C6
C7
C8
C15
C9
C11
C10
A12
A11
A14
A13
A10
A9
A15
E2
E5
E1
E4
D4
D3
D1
D5
D2

조직
공정성

경영
참가

이직
의도

지식
공유
의도
고유값
분산%
누적%

요인1
.831
.828
.827
.818
.809
.774
.745
.699
.643
.633
.624
.619

요인2

요인3

요인4

.977

.887
.871
.829
.813
.801
.794
.743

.944

-.820
-.806
-.799
-.785

8.335
29.767
29.767

Crobach's α

5.822
20.792
50.558

4.606
16.451
67.009

.961

.765
.757
.737
.722
.702
4.331
15.467
82.476

.965

KMO=.958, p<.001,
2
χ =11477.186,
d.f.=378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293개 표본의 기술 통계로서, 본 논문에 사용된 모든 변수
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경영참가 변수와 조직공
정성 및 지식공유의도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성이, 이직의도 간에는 부(-)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의도 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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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경영참가

3.55

1.2437

1

2. 조직공정성

4.39

1.4499

.556**

1

3. 지식공유의도

4.61

1.5588

.515**

.818**

1

4. 이직의도

2.81

1.7945

-.403**

-.764**

-.733**

1

주: N=293, *p< .05, **p< .01

등 다른 모든 변수와 부(-)의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영참가가
지식공유의도 및 이직의도, 나아가 조직공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정성 역시
다시 지식공유의도나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의사결정참가가 활발한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과
일반 기업인 명성운수의 주요 변수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
교하였다. 그 결과 <표 4>처럼 우진교통과 명성운수라는 두 포커스 그룹에서의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등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가설
처럼 경영참가 기업인 우진교통에서의 조직공정성 인식이나 지식공유의도가 비교 집단(명
성운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반면, 이직의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았다.
<표 4> 경영참가 기업(우진교통)과 비참가 기업(명성운수) 간 변수의 T-검증
평균치
변수 별 평균값 비교

우진

4.0434

명성

3.0552

우진

5.2506

명성

3.5276

우진

5.4703

명성

3.7490

우진

1.7111

명성

3.9397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

주: N=293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9882

.13339

.72572

1.7229

.14358

1.7213

-2.2285

평균차이

자유도

p

1.25081

287.852

.000

1.44039

2.00556

291

.000

.15202

1.42211

2.02050

291

.000

.16448

-2.55223

-1.90478

29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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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의미한 인구통계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및 종속변수 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 5>, <표 6>을
얻었다. 인구통계변수 중 성별, 직급, 업무 등 변수는 표본의 쏠림이 강해 제외했고, 연령,
학력, 근속, 자주관리 여부,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근속, 근로시간이
길수록 지식공유의도는 낮은 반면 이직의도는 높았고, 자주관리를 할수록 지식공유의도는
높은 반면 이직의도는 낮았다.
<표 5>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의도 간 관계 검증을 위한 단계적 회귀모형
종속변수/
투입변수
연령
학력
근속기간
교대근무
자주관리
근로시간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R²변화량
R²
F

지식공유의도
β
모형1
.179
.099
-.126*
.250
1.251***
-.261**

.341
24.684***

조직공정성
β
모형2
.252*
-.018
-.194***
.258
.866***
-.264***
.435***

모형3
.077
.171
-.116*
.371
.843**
-.170*
.436***

.514
43.024***

.097
.438
31.713***

지식공유의도
β
모형4
-.102
.170
.036
.141
.240
.020
.793***
.336
.677
88.621***

모형5
-.112
.184*
.029
.178
.194
.027
.110*
.749***
.252/.013
.690
79.114***

*p<.05, **p<.01, ***p<.001
<표 6>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간 관계 검증을 위한 단계적 회귀모형

연령
학력
근속기간
교대근무

이직의도
β
모형1
-.036
.166
***
.223
-.243

조직공정성
β
모형2
.252*
-.018
***
-.194
.258

자주관리

-1.817***

.866***

종속변수/
투입변수

근로시간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R²변화량
R²
F

**

.272

.444
***
38.048

*p<.05, **p<.01, ***p<.001

***

모형3
.024
.123
***
.217
-.313

이직의도
β
모형4
.214
.102
.079
-.145

모형5
.208
.110
.075
***
-.124

-1.578***

-.917***

-.944

.021

.025
.064
***
-.733
.182/.001
.651
***
66.321

-.264
***
.435

.219*
***
-.255

.514
***
43.024

.025
.469
35.945***

-.707***
.206
.650
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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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설1에 해당하는 경영참가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영향력은 +.435로 유효했고(모
형 1), 가설 2에 해당하는 경영참가의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436으로 유효했다

(표 5, 모형 3). 또, 경영참가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가설 3처럼 -.255로 유효했으며
(표 6, 모형 3), 가설 4에 해당하는 조직공정성의 지식공유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793로
유효했고(표 5, 모형 4), 가설5에 해당하는 조직공정성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707
로 유효했다(표 6, 모형 4).
나아가,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 인과접근법(causal steps approach)에 따른 조
직공정성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가설 5는 부분매개 효과가(표 5, 모형 5), 가설 6

(표 6, 모형 5)은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3. Process Macro 방법을 이용한 가설 재검증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Hayes(2012, 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이용, 연구 가설을 재검증했다. 신뢰구간은 95%수준으로 했고, 부스
트래핑을 이용, 5000회 재표본 작업을 한 결과가 <표 7>이다.
굳이 Hayes(2012, 2013)의 ‘PROCESS Macro’ 기법을 통한 재검증을 한 까닭은 이

‘PROCESS Macro’ 기법이 가설 검증의 엄밀성을 높이는 도구로 갖는 의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2) 지난 30년 이상 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법과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가 애용되었다. 그런데
이 두 방식 모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었다(Hayes, 2012). 특히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법은 OLS 회귀분석을 활용,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을
별도의 과정 없이 ‘일괄’ 검증하는 장점이 있다(이현응, 2014; 백혜경, 양명환, 2017).
2) Hayes(2013)는 특히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본
다. 첫째, 왜 M이 매개 변수인지를 세 개의 검정을 통해 검정하는가? 단 하나의 검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검정과 세 개의 검정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정력이 낮다. 셋째, Y∼X의 계수의 유의미는 총효과(total effect)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총효과
가 0이면서 부분매개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1은 부적 매개 효과를 나타내고, M2는 양적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면 총효과는 0이 될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조절변수(moderator)가 존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 총효과와 - 총효과가 나타날 때에도 총효과가 0이 될 수 있다. 넷째, 완전 매개/부분
매개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떤 변수 M이 X→Y를 완전 매개한다는 결론이 다른 매개 변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부분 매개 효과는 모형을 잘못 상세화(specification)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총효과는 어떻게든 매개되기 마련인데, 남은 총효과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매개변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총효과에 대한 검정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이
높아진다. 이 말은 같은 모형과 모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표본이 작을수록 “완전 매개”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완전 매개” 효과를 선호한다면 그들은 일부러 표본의 크기를
줄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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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프로세스 매크로’ 방식에 따른 가설 재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3단계 검증을 하는 Baron & Kenny(1986)와는 달리 Process Macro 방식은 AMOS나
LISREL 등 구조방정식 모형처럼 ‘한꺼번에’ 제 변수 간 관계는 물론, 조절․매개효과까
지 검증하는 장점을 지닌다. 여기서 LLCI와 ULCI 값은 각기 부트스트래핑(BS) 최소․최
대 계수로, 95% 신뢰수준에서 양 추정치 사이에 0이 없으면 변수 간 유의성이 확인된다.
첫째, 독립변수인 경영참가가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가설1)에 대한 모
형의 F값이 128.2717(p<0.001)로 유의해,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된다. 경영참가의 영
향력은 0.6708(p<0.001)로 유의했다.
둘째, 경영참가가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 2, 총효과)에 대한 모형 역시 적합
했고 분석 결과, 회귀계수 0.6456으로 유의했다.
셋째,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영향(가설3, 총효과)을 검증하는 회귀 모형 역시 적합했
으며, 분석 결과 회귀계수는 -0.5816으로 유의미했다.
넷째, 조직공정성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설 4)를 분석한 결과 모형은 적
합했으며, 회귀계수는 0.7994(p<0.001)로 유의미했다.
다섯째,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설 5), 회귀계수는

-0.9350(p<0.001)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독립변수인 경영참가와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가설6)과 관련, F값이 279.9579(p<0.001)로 유의해, 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된
다. 여기서 경영참가의 회귀계수(직접효과)는 0.1094(p<0.05)로 유의하면서도, 매개변수가
없을 때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히 줄었다. 즉,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암시한다.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BS) 결과, 간접효과는 0.5362이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했다.
일곱째, 독립변수 경영참가와 매개변수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가설7)에 대한 모형의 F값도 269.63(p<0.001)으로, 모형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경영참가(독립변수)와 조직공정성(매개변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영참
가의 직접효과(0.0455)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p>.5). 부트스트래핑 추정치에서도

95% 신뢰구간 안에 0이 위치해 관계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는 -0.6271로 나타났으며, Z값이 -9.6069로 유
의했고 부트스트래핑 추정치도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조직공정성의 매개 없인 경영
참가와 이직의도 간 인과성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완전 매개)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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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rocess Macro를 이용한 가설 재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β

S.E

t

p

BC LLCI

BC ULCI

.6708

.0592

11.3257

.000

.5542

.7873

.5188

.7723

R=.5563, R²=.3094 F=128.2717(p=0.0000)
경영참가

지식공유

.6456

.0644

10.0248

.000

R=.5151 R²=.2654 F=100.4967(p=0.0000), 총효과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지식공유

.1094

.0545

2.0071

.0457

.0021

.2167

.7994

.0436

18.3507

.0000

.7136

.8851

R=.8209, R²=.6738, F=279.9579(p=0.0000), 직접효과
BS 95% 신뢰구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접효과

S.E

Z***

경영참가

지식공유

조직공정성

.5362

.0557

9.6276

.4329

.6515

경영참가

이직의도

-.5816

.0861

-6.7586

.000

-.7509

-.4122

BC LLCI

BC ULCI

R=.4031, R²=.1625 F=45.6781(p=0.0000), 총효과
경영참가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0455

0.759

.6004

.5487

-.1038

.1949

-.9350

.0513

-18.2098

.0000

-1.0360

-.8339

R=.7643, R²=.5841, F=269.6330(p=0.0000), 직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접효과

S.E

경영참가

이직의도

조직공정성

-.6271

.0653

BS 95% 신뢰구간

***

Z

BC LLCI

BC ULCI

-.7586

-.5098

-9.6069

*p<.05, **p<.01, ***p<.001

이 검증 결과를 가설 별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2).
[그림 2] PROCESS macro에 의한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지식공유의도

H2
.646***
H6
.536***
H1

H4
.799***

.671**

조직공정성

경영참가

H5
H7

-.935**

-.627***

H3
-.582***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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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경영참가가 지식공유 의도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영참가가 충실히 실
시되는 ㈜우진교통과 그렇지 않은 기업인 ㈜명성운수 근로자 총 293명의 유효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그 결과 앞서 제시된 가설 7가지는 모두 지지되었다. 첫째, 경영참가는 조직공정성에 정

(+)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경영참가는 지식공유 의도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경영참가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지식공유 의
도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섯째, 조직공정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행사
한다. 여섯째,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간 긍정적 영향 관계에서 ‘부분 매
개’ 효과를 지닌다. 일곱째, 조직공정성은 경영참가와 이직의도 간 부정적 영향 관계에서
는 ‘완전 매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영참가 기업과 일반 기업의 대조적 사례를 통해 그전까지 한국 노사관계가
양측 모두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 등 보상적 차원의 이익갈등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참가가 착실히 이뤄진다고 파악할수록 노동자들은 조직공정성이 높다고 인지
하고 동시에 지식공유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자존
감, 협동심을 촉진하는 경영참가가 활성화할수록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조직몰입을 고양함으로써 지식공유 의도가 상승하고 다양한 조직시민행동까
지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참가로 인해 직원들의 심리적 소유
의식이 증대되어 경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Bies et al.(1986), Bowles &

Gintis(1990), Cotton(1993), Hackman & Oldham(1975), Kernan & Hanges(2002) 등의 연
구, 그리고 김미숙․홍관수(2013), 김정식․차동옥(2013), 박희태 외(2011) 등의 연구와
상통한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비용 요인
이나 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오히려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진들이 갖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 체험, 비공식 정보(암묵지)를 근간으로 생산성, 제품
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노동과정의 개선, 사고 예방 등 조직의 제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개방적 소통은 불필요한 갈등 예방과 효과적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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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경영참가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론은 결국, 경영참가가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는 Kato & Morishima(2002)나 Lawler(1988) 등의
연구, 그리고 이진화․이승연(2006), 이향희(1997), 장수환(2015) 등의 연구들과도 일관된
다. 특히 조직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될 때, 기업 특유의 기술 축적은 물론 조직 분위기의 활성화, 나아가 직원 간 다각
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직학습 과정이 촉진될 것이다(Huang et al., 2010; Srivatava et

al., 2006). 이러한 점은 경영참가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여기는 시각이나 그 결과 기
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마침내 고용안정도 해칠 것이라 보는 일각의 견해를 실증적으로 반
박한다.
셋째, 조직공정성 인식은 경영참가와 지식공유 의도 간 관계, 그리고 경영참가와 이직의
도 간 관계에 매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은 동일한 경영참가 기업들이라도 조직공정
성이 잘 인지되는 경우 지식공유 효과 및 이직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
다(이덕로, 박광진, 2010). 또 이는 Cabrera & Cabrera(2002)가 지적한 ‘지식공유의 딜레
마’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경영참가 활성화와 조직공정성 제고가 필요함을 암시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기업에서 지식과 경험을 쉽사리 공유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서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

Martinez(1988)의 통찰과도 통하는데, 여기서 실질적 경영참가 등을 통해 존중받는다는 느
낌은 곧 조직공정성 인지도를 높여 결국 지식기반 경제에 필수적인 학습조직을 촉진하고
나아가 유능한 직원들의 이직도 예방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일정한 시사를 한다. 기존 매개효과 검정에서 사용되던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인과접근법에 대해 Hayes(2012, 2013)가 상당한 문제제기
를 하면서 ‘프로세스 매크로’ 기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 신선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 내지 호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상충
내지 대립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경영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경영진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비용 요인이나 경영의 장애물로 여기는 시각을 탈
피하고 ‘지속가능 경영’의 새 방식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뚜렷이 드
러난 실증 결과에서는 물론, 이미 노동자 경영참가가 착실히 실시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당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나 경비 등 비용요인을 훨씬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적 효과가 존재한다. 이 생산적 효과의
핵심 내용은 본 연구에서 입증된 바, 조직공정성 인지를 높이고 지식공유를 촉진하며 이직
을 줄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는 널리 수용되는 바,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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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생산적 협력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조직 경영도 목적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흔히 ‘경영 전제주의’(신광영․박준식, 1995)라 불리는 ‘한국
식’ 경영 모델을 시급히 탈피하고 참여적 경영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설사 한국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넘어서는 경영참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공정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원래의 효과는 감소하거나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동일한 경영참가가 이뤄지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조직공정성 인식도가
높아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분배공정성이나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분배 차원, 의사결정의 절차 차원,
그리고 상하 및 수평적 관계와 소통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표적 경영참가 기업으로서 포커스 그룹이 된 (주)우진교통은 직원

300명 내외, 자본금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속한다.3) 흔히 우리는 자본과 기술, 경영 등
에서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에서만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가능할 것이
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우진교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본금의 규모나 직원의 수와
무관하게 노동자 및 경영진의 의지와 철학이 ‘참여 형 경영 패러다임’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우진교통은 2005년에 노동자 자주관리 방식으로 경영참가를 실시함
으로써 지금까지 매출액이나 순이익 차원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4) 이런 점은 경
영참가를 통해 조직공정성 인식을 높이고 지식공유 의지를 촉진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이
직을 예방하면 그 생산적 에너지들이 개인의 직무 만족도는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어,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참가에는 소유참가, 분배참가, 결정참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의사결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관해,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이거나 자본금 30억 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히 구분하며, 상시근로자수 기준
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 <표 11> 노동자자주관리 형 경영참가 기업 (주)우진교통의 경영지표 변화
(단위: 백만 원)

연도

2005

2006

2007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12,700

13,594

14,157

21,605

22,103

25,130

25,580

26,680

일일대당수익(천원)

330

350

365

399

415

440

412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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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가를 경영참가의 내용으로 보아 이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소유참가나 분배참가는 계
량적 측정이 쉽고 명확하나, 의사결정 참가는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측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 경영참가 기업인 (주)우진교통
의 경영참가 평균점수가 7점 중 5점이 안 되고 있는 점이나, 비경영참가 기업인 (주)명성
운수의 경영참가 평균점수가 3점을 넘는 점은 이러한 인식상의 오류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참가에 대한 인식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동일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한 내용이기에 변수들 간에
다소 과장된 연관성, 즉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응답 원천을 달리하는 연구 디자인
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셋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래 조직 수준의 변수(예, 경영참가)와 개인 수준의 변수(조
직공정성 인식, 지식공유 의도, 이직 의도)로 이뤄진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수준(multilevel)
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차원 분석을 하는 것이 옳았지만, 연구자들의 한계로
인해 다차원 측정과 다차원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다수준 분석으로
실증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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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nagement Participation on Knowledge Shar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Workers
Kyujun Cho․Sudol Kang
Although the study of organizational justice has increased markedly in the past few
years, little work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justice perceptions, participative
management practices and their outcom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also the one between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heir outcomes such as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r turnover
intention.
The research samples (N=293) were drawn from two bus service firms in Korea. Not
only the multi-variat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but also the PROCESS macro by
Hayes(2013) found support for seven hypotheses, including support for a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the
latter’s mediating effect between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outcomes
like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r turnover intention.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are discussed.
Keywords : management participation, self-management, organizational justice, Woojin
Transport, knowledge sharing, turnover in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