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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배분이 참
여적 작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과배분은 근로자 참여의 과실
인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는 회사 측의 사전적(事前的) 약속 장치
로서 참여적 작업조직을 촉진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는 참여적 작업조직을
둘러싼 근로자와 회사 측의 이해 일치를 낳고,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노하우나 암묵적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전 및 활용을 촉진
하며, 참여적 작업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력 지출에 대한 보상으
로 기능하여 참여적 작업조직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중 2015년과 2017년 모두 응답한 민간 제조업 표
본을 사용하여 성과배분이 참여적 작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
정효과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성과배분제도나 성과배분의 실시는 참여적 작
업조직 지수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추
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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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근로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면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들은 내게 공짜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 부여 없는 성과배분도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들은 내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주지 않은
채 성과와 임금을 연계시켜 내 소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Bryson & Freeman, 2010, p.
205)”

위 인용문은 근로자 의사결정참여(PDM)와 재무적 참여(financial participation)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의사결정참여와 재무적 참여 간의 상호보완성은 인사관리나 노
사관계론에 있어서 고전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 금전적 인센티브는 재무적 참
여를 의사결정 권한은 의사결정 참여를 의미한다.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의사결정참여
는

참여적

작업조직(high-involvement

work

organization)

또는

근로자

참여

(employment involvement)로 대표되고 재무적 참여의 대표 사례는 성과배분이나 우리사

주제가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높은 자율성을 지닌 고숙련 문제해결자(problem-solver)로 근로자를
개념화하듯이(MacDuffie & Kochan, 1995), 근로자들은 일상적인 오퍼레이션 업무를 넘어
보전이나 품질 관련 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를 넓히고 각종 문제해결이나 혁신활동에 더 많
이 참여하는 등 역할이 확대된다. 참여적 작업조직의 대표적인 관행들로는 자율작업팀, 제
안활동, 소집단활동, 전사적품질관리(TQM) 등이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반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이라는 점에서 근로생활의 질 향상만이 아니라 고성과 작업조직이라는 다른 용어
가 지칭되듯이 높은 생산성이 특징이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한국 제조
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과거부터 주목을 받아 왔고 최근에는 일터혁
신(Oeij et al., 2019)이라는 정책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
재무적 참여로서의 성과배분제는 기업, 사업부, 부서 등 집단의 성과에 연동해서 성과급
을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으로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분하면 변동급에 해당된다(Newman,
Gehart, & Milkovich, 2017). 성과배분이 이른바 플러스 섬으로서 총 보상수준을 높이는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Long & Fang, 2012; Delahaie & Duhautois, 2019),
성과배분은 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력과 투입으로 발생하는 경영 과실을 근로자 측과 공유하
겠다는 회사 측의 사전적(事前的)인 약속(commitment)으로서, 교육훈련투자나 각종 변화나
혁신에 있어서 대리인 문제의 해소 즉 노사 간 이해 일치를 낳는 기능이 있다(김동배･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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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18; 이인재･김동배, 2018). 나아가 성과배분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넘어 노사 간 선
물교환으로 기능하거나 근로자들의 심리적 오너십을 높일 수 있다(Dawkins, Tian,
Newman, & Martin, 2017; Bryson & Freeman, 2019).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성과배분은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을
넘어 성과배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나 독립적인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연구에서는 성과배분을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을 구
성하는 개별 관행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Osterman,1994; Huselid,
1995; Ichniowski et al., 1995; MacDuffie, 1995; Delery & Doty, 1996; Pil &
MacDuffie, 1996;, Becker & Huselid, 1998). 이 경우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은

각각의 개별적인 기여보다 함께 작업시스템을 구성할 때 조직성과를 더 높인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 연구에서도
성과배분제와 근로자 참여는 패키지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조직성과를
가장 많이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양자 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본다(Dube &
Freeman, 2010).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연구보다 공유자본주의 논의에서 성과배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지만, 여전히 성과배분의 독립변수의 효과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시간 선후성을 따지기는 쉽
지 않고 기껏 양자의 공존이 관찰된다. 그러나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양자 간 선후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는 게임의 규칙이고 후
자는 게임의 규칙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
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근로자의 역할구조를 의미한다면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
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자격과 권리를 규정하는 규칙에 해당된다. 자
신들의 추가적인 투입이 낳는 경영성과를 공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성과배분이라는 게
임의 규칙이 없다면 근로자들은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역량개발이나 확대된 역
할을 오너십을 갖고 수행할 유인이 적다. 이처럼 논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성과배
분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근로자 역할구조인 작업조직에 선행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및 2017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배분제가 참여적 작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과배분제와
참여적 작업조직의 관계는 성과배분제도의 유무와 성과배분의 실시 여부로 구분해서 분석
하기로 한다. 나아가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규모, 업종, 노동조합 유무별 하위
집단 분석도 시행하여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대조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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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어서 자료와 변수 작성 내역을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의 관계는 스캔론 플랜(Scanlon plan)에서 잘 나타난다. 스
캔론 플랜은 근로자 참여와 성과배분제도가 결합된 노사관계 혁신 또는 작업장에서의 일하
는 방식 혁신프로그램이다. 스캔론은 대공황 시기에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캔론의 고민은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듯이 기업에서 노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었는데,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
는 제안제도와 성과배분제도를 결합시킨 스캔론 플랜이 그 해답이었다.1) 스캔론 플랜은 노
사가 기업의 문제, 목표, 아이디어, 그리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핵심원리로 하는 것
으로서, 마이클 무어(Moore, 2006)는 미국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근원과 핵심원리를
스캔론 플랜에서 찾았다. 스캘론 플랜은 단순한 보너스 제도가 아니라 맥그리거가 스캔론
플랜을 통합(integration)과 자율관리(self-control)에 의한 경영이자 Y이론과 전적으로 부
합되는 경영철학으로 평가했듯이(McGregor, 2006), 독특한 철학과 원칙을 갖춘 제도로 평
가된다. 스캔론 플랜의 주요 원칙으로 우리 기업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공유인 정체성 원칙, 근로자들이 인풋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참여･책임의 원칙, 근로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주주처럼 자신들의 투자분
에 대한 공정한 성과를 배분받아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 참여를 통한 지속적 개선은 지속적
학습을 요구한다는 역량 원칙이 그것들이다(Frost et al., 1996; Scott & Davis, 2015). 근
로자 참여를 통한 개선 활동은 참여적 작업조직에 해당된다. 이처럼 스캔론 플랜에서 참여
적 작업조직과 성과배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성과･참여적작업시스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성과배분을 작업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보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행들간의 상보성으로 인해 시

1) 본 연구에서 성과배분은 이익배분(profit sharing)과 수익배분(gain sharing)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익배분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성과의 기준이지만 수익배분은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액으로 양자는 구분된다. 스캔론 플랜의 성과배분은 수익배분이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에서도 이익배분과 수익배분을 분리해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가 혼재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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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지수가 높을수록 제반 성과를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을 얻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성
과배분제의 효과로서 제도 자체의 고유한 효과와 함께 다른 작업관행을 지원하는 보완재의
역할을 강조한다(Cooke, 1994; Ben-Ner & Jones, 1995; MacDuffie, 1995; Pfeffer,
1998). 성과배분제의 고유한 효과는 동기부여 및 이직 감소, 동료 간 감시로 감독비용 감소

및 그 결과 조직 내 계층 숫자 감소 와 협력 규범의 창출, 개선과 제안의 유인 증가, 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효과 등이다. 성과배분제가 다른 작업관행을 지원하는 보완재의 효과로
는 본 논문 서문의 인용문에서와 같은 의사결정 참가의 유효성 증진, 수평적 모니터링이나
동료감시의 유인 제공으로 팀 작업의 유효성 증진, 이직 감소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유인
제고, 협력의 저해나 내부 조직정치의 과잉 등 개인 인센티브가 낳는 문제점 보완 등을 들고
있다.
다만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배분을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작업시스
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은 성과배분제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배분제도가 참여적 작업조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참여적 작업조직의 효
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en-Ner &, Jones, 1995). 한편 오너십 고성
과 작업시스템(ownership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HPWS)에 대한 논의는 상대
적으로 성과배분제의 독립적인 역할을 더 강조한다(Kaarsemaker & Poutsma, 2006). 이들
에 의하면 OHPWS은 근로자를 회사의 공동소유자로 대우하는 인사 철학에 기반하고, 근로
자 소유를 핵심으로 성과배분, 의사결정 참여, 정보공유, 경영교육, 갈등해결 관련 교육 등
의 작업관행들로 구성된 내적 일관성이 높은 인사관리시스템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성과배
분과 참여적 작업조직의 관계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스캔론 플랜의 철학 및 원칙과 유사하
다. 다만 이들의 논의는 개념적인 것으로서 후속 실증연구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 논의도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상보성
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공유자본주의는 근로자의 소득과 경영성과를 연계하는 보상프로그
램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보상제도로서는 성과배분(profit & gain sharing), 종
업원지주제(ESOPs), 전직원대상 스톡옵션 등이 있다. 관련해서 Dube & Freeman(2010)는
근로자대표 및 참여조사(Workplace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Survey: WRPS)와
캘리포니아 기업조사(California Establishment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공유자본주의와
근로자 참여 내지 참여적 작업조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근로자 참여는 자율작
업팀, 전사적 품질관리(TQM), 분임조활동(QC), 기타 근로자참여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분
석결과 공유자본주의와 근로자 참여는 보완적인 패키지로 활용되고, 함께 패키지로 활용될
때 직무만족, 조직에 대한 신뢰, 조직 잔류의지 등 생산적인 근로자 태도가 가장 많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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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상보성을 재차 확인한 실증연구라
하겠다.
스캔론 플랜,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그리고 오너십 고성과 작업시스템, 공유자본주
의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배분제가 근로자 참여나 참여적 작업
조직과 같은 작업장에서의 혁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너십
고성과 작업시스템이나 공유자본주의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같은 작업장 혁신에 있어서 성
과배분제의 독립적인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는 참여적 작업조직
이 낳는 과실을 근로자 측과 공유하겠다는 사용자의 사전적인 약속장치로서 작업장에서의
각종 변화와 혁신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이해 일치화를 돕고 근로자 측의 참여적 작업조직
에 대한 커밋먼트를 높인다. 그 결과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이나 확산 그리고 도입된 프로
그램의 생존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참여적 작업조직 도입은 증가한다.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의 상보성
은 일단 도입된 참여적 작업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배분제와 참여적
작업조직 모두 지속하거나 생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우리는 성과배분제와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관찰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성과배분과 근로자참여 내지
참여적 작업조직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확인된다는 가장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Doucouliagos,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집단성과급으로서 성과배분제가 갖는 한계 즉 무임승차 또는
1/N 문제를 해결해야 타당하다. 만일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면 집단성과급으로서의 성

과배분제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서 배반이 합리적인 전략이 만일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집단성과급에서도 무
임승차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논의나 우려와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무
임승차 문제는 성과배분제의 인센티브 효과를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Freeman, Kruse, & Blasi, 2010; Kraft & Lang, 2013). 왜냐하면, 기업 현장에
서 동료 근로자 간 상호작용은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라 반복 게임이며, 무임승
차를 억제하는 동료압력은 집단성과급이 있는 경우에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서는 무임승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배분
금액의 개인별 배분 기준으로서 개인평가에 근거한 차등 지급한다든지, 개인성과급과 성과
배분을 병행한다든지, 공유가치 및 규범으로 대표되는 기업문화를 통한 무임승차 문제의 완
화하는 등이 그 사례들이다. 역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면 성과배분과 같은 집단성과
급은 활용되지 말아야 할 텐데 다수의 기업이 성과배분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현실은 기업들
이 무임승차 문제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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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임승차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비용들은 성과배분제의 다
른 효능들이 보상할 수도 있다. 기업이 성과배분제를 도입하는 동기에는 근로자 태도나 행
위 변화라는 동기부여 목적만이 아니라 임금 유연성 제고와 유능한 인적자원의 선별
(sorting) 목적도 있다(Long & Fang, 2012; Delahaie & Duhautois, 2019). 이러한 3가지

목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무임승차 논의는 그중에서도
주로 동기부여 목적과 주로 관련된 논의이다. 변동급으로서의 성과배분은 임금 유연성을 높
이고 그 결과 고용안정을 낳고 고용안정은 다시 근속 상승에 따른 숙련증가와 기업의 교육
훈련투자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키는 등 부수적인 효과들도 수반할 수 있다. 다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으로서의 성과배분은 생산성 잠재력이 높은 인력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선별효과(sorting effects) 기능도 갖는다. 성과배분제의 선별효과가 작동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성 잠재력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는 고숙련을 요구
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이상 성과배분제도와 참여적 작업조
직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성과배분제도와 일터혁신의 수준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Ⅲ. 자료와 변수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및 2017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
였다. 전체 표본에서 분석 대상을 우선 제조업 표본에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참여적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설문 문항들은 대체로 제조업의 작업관행들에 해당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과배분의 성격이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도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민간기업의 성과는 시장이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성과는 정부가 주관
하는 경영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성과배분은 성격이 다르다.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제조업체로서 2015년과 2017년에 모두 조사된 균형패널 표본은 각년
도 각각 1,191개 사업체이며 2년 치 합계 2,382개 사업체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다만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거한 표본
으로 각 연도 1,169개 사업체 2회차 합계로는 2,338개 사업체이다. 참고로 결측치로 인한
표본의 감소는 대졸초임 수준변수에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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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종속변수인 참여적 작업조직은 개별관행들의 합산지수로 측정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은 크게 참여적 작업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적 인사관리
(supporting HRM) 관행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원적 인사관리 관행들을

제외한 참여적 작업조직에 한정된다. 참여적 작업조직의 원리는 근로자의 역할을 매우 전문
화된 오퍼레이션 과업을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것에 한정하는 테일러주의적 작업조직 원리
와 정반대이다(Felstead et al., 2010). 근로자 참여가 강조되는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
역할의 확대와 자율을 핵심적인 원리로 한다. 근로자 역할의 확대는 단순 오퍼레이션을 넘
어 품질이나 보전 등 전문부서의 일부 업무와 자율작업팀과 같이 일선관리자 업무와 일부
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참여적 작업조직의 원리는 측정 지표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온라인
참여의 대표적인 지표는 자율작업팀(self-management team)이며 오프라인 참여의 대표적
인 지표는 제안활동, 문제해결을 위한 소집단활동, 전사적 품질관리(TQM 등) 활동 등이 있
고 계획적 로테이션을 통한 다기능화도 참여적 작업조직의 특징들로 거론된다.
참여적 작업조직 변수는 5개의 참여적 작업관행 변수들의 합산 지수로 작성하였다. 5개
의 참여적 작업관행은 소집단활동,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 제안활동, 다기능훈련 실시, 계획
적 로테이션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소집단 활동을 ‘고객만족, 서비스나 품질개선, 비용절
감, 납기준수, 제품개발이나 제품수정 등 업무 관련 개선을 위한 팀, 위원회, 테스크포스
(TFT) 등 업무 관련 개선을 위해 직장에 소인원의 그룹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목표나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고객 불만 해결 등의 문제해결이나 개선활동을 위한 소집단활동을
실시하였습니까’로 질문하고 있다. 소집단활동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
한 더미변수로 소집단활동을 측정하였다. 전사품질관리 활동은 ‘작년 말 기준 귀 사업장은
전사품질관리 프로그램(식스 시그마-6-Sigma, TPM, TQM 등 포함 명칭 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제안제도는 ‘작
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업무 개선 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다기능훈련은 ‘작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은
다수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기능 교육훈련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계획적 로테이션은 ‘작
년 한 해 동안 귀 사업장의 다수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기능화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업무 로테이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이상 5가지 변수의 합산 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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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작업조직 지수를 작성하였다. 참고로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의 내적 일관성의 지표인
크론바 알파는 0.6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성과배분제의 작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성과배분제도를
“기업･공장 및 부서 단위의 경영성과가 목표치를 상회할 때 일정 부분을 집단적으로 근로자

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의 형태로 사후적으로 집단적 성과급(이익배분, 경영성과배분, 연말
성과급, 연말일시금 등으로 지칭)을 배분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체패널에
서 정의하고 있는 성과배분은 앞서 설명한 이익배분과 수익배분이 구분되지 않는 개념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성과배분제도의 유무를 질문한 후, 성과배분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에 한정해서 지난해 성과배분 실시 여부를 질문하고, 지난해 성과배분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정해서 성과배분제도의 특성들을 질문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는 있지만, 성과배
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영성과가 목표치에 미달
해서 성과배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유명무실한 제도일 경우가 그것들이다. 두 가지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성과배분제도
없음
(N=1,723)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합산지수)
소집단활동(실시=1)

성과배분 실시

있음
(N=615)

미실시
(N=1,889)

실시
(N=449)

전체
(N=2,338)

1.29
0.35

2.14
0.55

1.33
0.36

2.27
0.57

1.51
0.40

전사 품질관리활동(운영=1)
제안제도(운영=1)
다기능훈련(실시=1)

0.32
0.32
0.19

0.48
0.57
0.28

0.33
0.33
0.19

0.49
0.61
0.32

0.36
0.38
0.21

계획적 로테이션(실시=1)
성과배분제도(제도 있음=1)
성과배분 실시(지난해 실시=1)

0.12
0.00
0.00

0.26
1.00
0.73

0.13
0.09
0.00

0.28
1.00
1.00

0.16
0.26
0.19

171.0
0.21
23.8

288.6
0.36
26.5

177.9
0.22
24.1

302.9
0.37
26.3

202.0
0.25
24.6

상장사(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1)
주력제품 공정의 자동화 정도(%)
55세 이상 고령 인력 비중

0.16
58.7
0.14

0.33
59.8
0.11

0.17
58.9
0.14

0.35
59.3
0.12

0.21
59.1
0.14

여성 인력 비중
직접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연간 이직률

0.26
0.10
0.21

0.20
0.14
0.16

0.26
0.11
0.21

0.20
0.13
0.14

0.25
0.11
0.20

몰입형 인사방침지수(3문항 평균)
임금수준(대졸초임의 로그값, 백만 원)
화학(SIC 23, 24, 25, 29, 30, 31=1)

3.37
7.92
0.16

3.51
8.02
0.18

3.38
7.92
0.16

3.53
8.04
0.19

3.41
7.95
0.17

중공업(SIC 19, 20, 21, 22=1)
전기전자(SIC 26, 27, 28=1)

0.39
0.19

0.36
0.20

0.38
0.20

0.37
0.18

0.38
0.19

사업장 규모(명)
노동조합(있음=1)
사업장 업력(조사시점-설립연도)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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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경우로서 그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쉽게도
사업체패널조사에는 두 경우를 구분하는 조사 문항이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과배분
제도의 존재 여부 더미변수와 성과배분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지난해 성과배분 실시 여부
더미 변수를 각각 작성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후 제도 유무와 실시 유무의 구분
을 포함해서 성과배분제도 측정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의 선정 근거 및 작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규
모, 업력, 노동조합 유무, 그리고 업종을 통제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매우 복잡한 의미가 있
는 변수인데, 참여적 작업조직이라는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 회사의 연령인 업력은 제도적 동형화나 창립 효과 논의를 참고하면 사업체 설립
당시 참여적 작업조직의 확산 정도가 현재 동 제도의 도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tinchcombe, 1965). 노동조합의 특성이나 전략에 따라 노동조합은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

입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기술의
차이는 근로자의 역할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조업 내부 업종의 효과도 통제할 필요
가 있다. 상장사의 경우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할 수 있고
대중의 감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참여적 작업조직과 같은 공식적인 인사관행들을 체계적
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화 수준과 숙련 간의 관계에 대한 엎어진 U자형 가설
(Bright, 1958)과 U자형 가설(Blauner, 1964)과 같이 자동화 수준에 따라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상이하므로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체 인력구성
의 특성도 참여적 작업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고령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
중, 이직률은 대체로 저숙련이나 근로조건이 낮은 사업체의 지표들로 볼 수 있어서 참여적
작업조직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
간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보완적인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듯이(김동배·이영면,
2005) 관계의 방향은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수량적 유연성의 지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비중은 기능적 유연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참여적 작업조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몰입형 인사관리 방침은 근로자 개발과 장기적 육성(make) 및 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몰입
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방침으로서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 및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배분제도 자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 규모는 조사 시점 연말 기준당 사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전체 근로자 숫자이
다. 노동조합은 조직되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사업장 업력은 조사 시점
에서 사업장 설립연도를 차감한 변수이며, 상장사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제조업 내 업종 더미변수는 표준산업분류 9차의 두 자리 산업코드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패널자료분석 (김동배)

11

에서 중공업은 23, 24, 25, 29, 30, 31번, 화학은 19, 20, 21, 22번 전기전자는 26, 27,
28번 코드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인데, 준거 범주는 경공업이다.

공정 자동화 정도는 주력제품 생산 공정의 자동화 정도로서 응답 범주가 ① 0~20% 미만
② 20~40% 미만 ③ 40~60% 미만 ④ 60~80% 미만 ⑤ 80% 이상인데 각 구간 응답 범주의
중앙값을 취해서 변수를 작성하였다. 인력구성 특성변수로는 전체 근로자 대비 고령인력,
여성인력,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직률은 조사 시점
연말 전체 근로자 대비 연간 이직한 근로자 비중이다. 몰입형 인사관리 방침은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다’,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기 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다’, ‘인사관리는 종업원의 장기적인 육성과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한다’(각 5점)의 3문항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임금수준은 대졸
초임(백만 원)에 로그 값을 취하여 작성하였다.2) <표 1>은 이상 설명한 변수들의 작성내역
개요와 기술통계를 성과배분제도 유무 및 성과배분제도 실시 여부별로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성과배분제도 유무나 성과배분 실시 여부별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와 개별 관행들을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보일 정도로 성과배분제도가 있거나 성과배분을 실시한
사업체이 일터혁신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Ⅳ. 분석결과
1. 전체 표본 추정결과
패널회귀 분석에 앞서 성과배분제도나 성과배분 실시의 변화 유형별 참여적 작업조직의
수준을 비교한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여기에서 한자로 된 유무(有無)는 각각 순서대
로 2015년과 2017년의 성과배분제도의 존재 유무나 성과배분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지난해
성과배분실시 여부를 나타내고, 수치는 참여적 작업조직 관행들의 합산지수로 측정한 해당
년도 참여적 작업조직 변수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관찰되는 첫 번째 특징은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가 전체적으로 꽤 하락했다는 점이다.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의 평균(표준편
차)이 1.51(1.41)인데 2년 사이에 지수가 0.28 하락한 것은 눈에 띄는 변화로 보인다. 본
연구와 참여적 작업조직 측정 방법은 다르지만, 과거 사업체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일터혁신
추세를 분석한 연구들도 일터혁신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
2) 사업체패널조사에는 고졸초임도 있지만, 고졸초임이 경우 대졸초임에 비해 결측치가 너무 많아 대졸 초
임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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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일터혁신이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터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기존의 설문 문항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할 대목일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같
은 기간에 기술혁신 지표들도 상당한 수준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제조업의 활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성과배분제도가 계속 없거나 성과배분을 계속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참여적 작
업조직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 성과배분제도가 계속 존재하거나 계속 실시한 경우는 참여적
작업조직이 약간 증가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배분제가 참여
적 작업조직의 인센티브 구조로서 참여적 작업조직의 효과성을 높여 그 도입이나 확산 그리
고 존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성과배분제도가 없
다가 새로 생기거나 성과배분을 실시하지 않다가 실시한 경우에는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가
약간 증가하지만, 그 반대 즉 성과배분제도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나 성과배분을 실시했다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가 대폭 감소한 것도 유사한 결과이다. 성과
배분제도의 순수한 효과로 추정할 수 있는 [無→有]의 전후 참여적 작업조직지수 변화에서
비교 준거인 [無→無]의 전후 참여적 작업조직지수 변화를 차감하면, 성과배분제도 유무나
성과배분 실시 여부 모두 대략 0.47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치를
제거하고 성과배분제도가 일터혁신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는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
치라 하겠다.
[그림 1] 성과배분제도 유무의 변화 유형별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변화

주: 사례 수는 변화 유형 순서대로 760개, 190개, 110개, 131개, 1191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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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과배분 실시 여부 변화 유형별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변화

주: 사례 수는 변화 유형 순서대로 865개, 129개, 95개, 102개, 1191개 사업체.

<표 2>와 <표 3>은 성과배분제와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패널회귀 분석결과

이다. <표 2>와 <표 3>의 차이는 독립변수가 성과배분제도 유무인 경우가 <표 2>이며 독립
변수가 성과배분이 있는 경우 성과배분을 실시한 경우가 <표 3>이며 나머지는 동일하다. 종
속변수는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이다. 각각 Pooled OLS와 고정효과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
하였다. Pooled OLS는 2개년도 자료를 풀링해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인데 대조를
위해서 제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추정 방식 선택과 관련된 통계
적 검증 방법은 하우스만 검증이다. 검증 결과 성과배분제도 유무와 성과배분 실시 여부의
경우 카이자승이 각각 55.5(p=.0000)와 54.3(p=.0000)으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임의효과
추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추정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 추정결
과에 따라 결과를 제시해야 하지만 대조를 위해서 Pooled OLS 추정결과도 함께 제시하되
고정효과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표 2>와 <표 3>의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표 1> 및 [그림 1]과 [그림 2]에서 살펴본 기술

통계 결과와 동일하게 성과배분제가 참여적 작업조직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 본 연
구의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표 2>와 <표 3>에서 Pooled OLS 모형에 비해 고정효과모형에
서 성과배분의 추정계수가 작아진다. 성과배분의 추정계수는 <표 2>의 경우는 0.572에서
0.423으로 그리고 <표 3>의 경우 0.663에서 0.507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Pooled
OLS 모형의 경우 성과배분과 관련된 내생성이 통제되지 않아 성과배분의 효과가 과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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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에서 측정하지 않은 기업의 속성변수가 성과배분의 도입과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 성과배분의 추정계
수는 과도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다.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 모형은 내생성을 야기하는
기업의 속성변수가 기업별로 고정된 상수로 가정하고 차감함으로써 내생성을 통제한다. 종
합하면 설문에서 측정하지 않았지만,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에 동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의 속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해도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과 여전히 정(+)의 관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표 2>의 성과배분
제도의 유무와 <표 3>의 성과배분 실시 여부 변수의 추정계수를 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자는 0.423임에 비해 후자는 0.507로 후자가 더 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 여부와 실시 여부의 차이에는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제도만 존재
하고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추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성과배분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시 여부의 추정계수가 제도 유무보
다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성과배분제도 유무별 추정결과
종속변수=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Pooled OLS
추정계수

고정효과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성과배분제도

0.589***

0.062

0.427***

0.092

사업장 규모

0.000***

0.000

0.000

0.001

노동조합

0.341***

0.076

0.699**

0.286

사업장 업력

0.005***

0.002

-0.117***

0.023

상장 여부

0.206***

0.076

1.371

1.006

공정의 자동화 정도

0.007***

0.001

0.008***

0.002

고령인력 비중

0.071

0.188

0.063

0.285

여성인력 비중

-0.035

0.138

-0.082

0.510

0.140**

비정규직 비중
이직률

0.167**

0.056

-0.018

0.028

0.072

-0.024

0.032

몰입형 인사방침

0.263***

0.039

0.161***

0.049

임금수준

0.785***

0.167

0.654*

0.335

화학

0.052

0.085

0.000

-0.028

0.072

0.000

0.097

0.083

0.000

2017년도 더미

-0.256***

0.054

0.000

상수

-6.370***

1.312

-2.582

중공업
전기전자

F

38.3***

R2

0.209

N

주: ***p<.01, **p<.05, *p<.1(two-tailed).

2.533
10.0***
0.09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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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노동조합이 모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노동
조합이 기술혁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대조
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김동배·이인재, 2018; 이인재·김동배, 2018). 이러한 결과는 작업장
수준 근로자 참여는 노동조합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Eaton & Voos(1992)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노동조합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유무별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다시 살
펴보기로 한다.
자동화 수준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의 관계를 예측하는 주장과
반대로 자동화가 노동 대체 및 노동자의 역할을 배제하기 때문에 부(-)의 관계를 예측하는
주장이 공존한다. 분석결과 자동화 수준은 일터혁신과 정(+)의 관계임을 보여주어 사람의
역할 확대를 수반하는 자동화(自動化)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조직
몰입과 장기적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몰입형 인사방침이 일터혁신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 비정규직 비중도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흥미 있는 결과
로 추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이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통상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점에서도 직관적으로 이
해되는 추정결과이다.
<표 3> 추정결과: 성과배분 실시 여부

성과배분 실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사업장 업력
상장 여부
공정의 자동화 정도
고령인력 비중
여성인력 비중
비정규직 비중
이직률
몰입형 인사방침
임금수준
화학
중공업
전기전자
2017년도 더미
상수
F
R2
N

종속변수=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Pooled OLS
고정효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0.675***
0.069
0.502***
***
0.000
0.000
0.000
0.076
0.697**
0.341***
0.002
-0.120***
0.006***
0.212***
0.076
1.326
0.001
0.007***
0.007***
0.188
0.044
0.020
-0.050
0.138
-0.131
0.056
0.172**
0.152***
0.028
-0.023
-0.016
0.260***
0.039
0.166***
***
0.167
0.661**
0.747
0.085
0.000
0.051
-0.030
0.072
0.000
0.083
0.000
0.110
0.054
0.000
-0.261***
-6.041***
1.314
-2.539
38.7***
10.3***
0.211
0.098
2,338

주: ***p<.01, **p<.05, *p<.1(two-tailed).

표준오차
0.101
0.001
0.285
0.023
1.005
0.002
0.285
0.510
0.072
0.032
0.049
0.334

2.530

産業關係硏究 제30권 제2호

16

2. 하위표본 추정결과
이상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얼마나 강건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위표본별 분석
결과가 전체 표본 추정결과와 유사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하위표본별로 분석해도 추정결
과가 유사한지를 살피는 강건성 테스트 이외에도 상황 요인별 성과배분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하위집단은 조직규모, 업종, 노동조합 유무이다.
투입변수 및 분석모형은 하위집단에 해당하는 변수의 제거를 제외하면 <표 2> 및 <표 3>과
동일하다. 예컨대 노동조합 유무별 분석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변수만 투입변수에서 제거되
고 나머지 투입변수와 추정모형은 <표 2> 및 <표 3>과 동일하다.
조직규모는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조직 규모는 많은 의미
를 갖는 변수인데 성과배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이
다. 조직규모별로 무임승차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다면 성과배분제도의 효과성도 다를 것이
고 따라서 성과배분제도와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N 문제로도 지칭되는 무임승차 문제는 조직규모가 증가할수록 심각
해지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성과배분제는 소규모 조직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증연구
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Long, 2000).
다음으로 업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해서 성과배분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경
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분류는 통계청의 분류를 참조하여 표준산업분류 2자리 코드가 10~16,
18, 22, 32, 33인 경우에는 경공업 나머지의 경우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하였다. 업종별 하위

집단과 관련해서 상반된 예측이 있다. 즉 성과배분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더 효과적이라
는 주장과 반대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Long, 2000;
Miceli & Heneman, 2000).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경우 노동자의 재량적 행위가 성과를 결

정하는 정도가 크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 성과배분제도의 효과성이 높을 수 있지만 자본집약
적 산업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행위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팀작업이 중요
하므로 성과배분제도의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유무별 성과배분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성과배분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대체관계와 보완관계가 존재(Doucouliagos et al, 2019)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유무
별 성과배분제가 참여적 작업조직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조
직적 통제로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동료 간 상호감시를 약화해서 무임승차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연대성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정책은 성과배분제도
와 배치되고 노동조합은 성과배분을 또 다른 교섭 임금화함으로써 성과배분제도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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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성과배분에 대한 기업 측 약속의 신뢰성을 강화
하고 노동조합의 집단발언 기능은 성과배분제도의 설계와 운영과정에 근로자 측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Eaton & Voos, 1992) 성과배분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다.
<표 4>는 성과배분제도의 유무를 그리고 <표 5>는 성과배분 실시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

여 이것들이 참여적 작업조직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집단별로 구분해서 추정한 결과이
다.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위집단별로
구분해서 추정해도 성과배분제도는 참여적 작업조직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 Pooled OLS 모형에
의한 성과배분의 추정계수는 내생성으로 인해 과도 추정되었던 것처럼 성과배분제 효과의
내생성 문제는 하위표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다. 즉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성과배분의 추정계수는 Pooled OLS 모형에서의 성과배분의 추정계수보다 작
고 때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체 규모별 성과배분제의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성과배분제도
유무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추정계수가 100인 이상 사업장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성과배분 실시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하위분석 결과는 제도 여부나 실시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중
화학공업에서 성과배분의 추정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고 이는 다른 추정모형에서도 동일하
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유무별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성과배분제의 추정계
<표 4> 하위집단별 추정결과: 성과배분제도 유무
종속변수=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규모

업종

노조

Pooled OLS

고정효과

100인 미만
(N=1,291)

0.500***

0.415***

100인 이상
(N=1,047)

0.653***

0.390***

경공업
(N=750)

0.530***

0.374**

중화학공업
(N=1,588)

0.605***

0.441***

무노조
(N=1,754)

0.463***

0.354***

유노조
(N=584)

0.846***

0.561***

주: 추정계수와 유의도임. ***p<.01, **p<.05, *p<.1(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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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위집단별 추정결과: 성과배분 실시 여부
종속변수=참여적 작업조직 지수
Pooled OLS

규모

업종

노조

고정효과

100인 미만
(N=1,291)

0.514***

0.463***

100인 이상
(N=1,047)

0.801***

0.515***

경공업
(N=750)

0.576***

0.455**

중화학공업
(N=1,588)

0.709***

0.521***

무노조
(N=1,754)

0.500***

0.362***

유노조
(N=584)

1.101***

0.728***

주: 추정계수와 유의도임. ***p<.01, **p<.05, *p<.1(two-tailed).

수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이는 추정모형별로 동일하다. 노동조합 유무별 추정계수의 차이는
조직규모나 업종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Ⅴ. 요약 및 함의
성과배분제도는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을 촉진하는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장치로 작용
할 수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단순한 오퍼레이션 업무를 넘어 전문부서가 담당하는 품질
이나 보전업무로의 업무 범위 확대와 오퍼레이션을 넘어 주도적으로 개선과 혁신에 참여하
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더 많은 투입을 요구한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낳는 경영성과를 근로
자 측과 공유하겠다는 경영 측의 사전적인 약속인 성과배분제도가 있을 때 근로자는 오너십
을 갖고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게 된다. 성과배분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있을 때 참여적 작업조직이 작동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성과배분제도가 있는
경우에 참여적 작업조직을 도입할 확률이 높고 일단 도입된 참여적 작업조직도 유지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모형인 스캔론 플랜을
비롯한 관련 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과 2017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중 민간부문 제조업 표본을 사용하여 성과배분제도

가 참여적 작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배분제도의 내생성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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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의 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모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직규모, 업종, 노동조합
유무별 하위표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표본 분석에서도 성과배분은 참여적 작업조직 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경
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에서 그리고 무노조 사업장보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성과배분제와 참
여적 작업조직지수 간의 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도는 교육훈련이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영과실의 배분과 관련된 노사 당사자
의 사후적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사전적인 약속장치로서 교육훈련투자나 기술혁신을 촉진한
다(김동배･이인재, 2018; 이인재･김동배, 2018). 동일한 논리로 성과배분제도는 작업장에
있어서의 혁신인 참여적 작업조직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성과배분과 참여적 작업조직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을 넘어, 성과배분이 게임의 규칙으로서 참여적 작업조직이라는 역할구조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유인과 행위 규범을 형성하는 독립변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성과배분
은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노사 간 선물교환으로
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몰입을 낳거나 심리적 오너십 형성을 통해 근로자의 각종
긍정적인 태도와 생산적인 행위들을 낳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참여적
작업조직과 관련된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성과배분의 역할을 주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했지만, 오너십 고성과 작업시스템(OHPWS)의 논의와 같이 성과배분제도는 근로자를
주주와 같은 기업의 공동소유자(co-owner)로 대우하는 인사 철학이 보상관행으로 구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의 역할 즉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확대된 역할을 근로자들이 오너십을 갖고 수행할
규범과 책임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오너십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논의에 의하면 인
사 철학의 지표로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규정하는 성과배분제는 근로자의 역할구조인
참여적 작업조직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성과배분의 이러한 다양한 기능 및 기능들이 발휘
되는 조건과 경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다. 기업의 경우 참여적 작업
조직에 대한 근로자 측의 헌신이나 몰입은 경영자의 리더십이나 조직문화 등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성과배분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은 인사관리나 노사관계론
의 고전적인 명제이다. 문제는 기업의 상황에 부합되는 효과성이 높은 성과배분제도를 어떻
게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터혁신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도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 일터혁신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과 같은 직
접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일터혁신을 위한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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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노사가 자발적으로 일터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공유자본주의 접근에서와같이 성과배분의 범주에는 이익배분
이나 수익배분과 같은 현금 성과배분만이 아니라 우리사주제도나 전사원대상 스톡옵션 같
은 주식기반 보상프로그램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성과배분제도 특성
변수는 성과배분 실시 여부와 독립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제도의 유형 즉 이
익배분인지 수익배분인지 아니면 혼합형인지에 따라 일터혁신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측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수익배분과 이익배분을 구분하지 않았
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수익배분의 지표와 이익배분의 지표를 혼용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사
용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또한 두 유형 모두 성과지표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집단성과배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과배분제도의
유형을 구분해서 추정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성과배분제도의 제도 특성들과 다양한 운영 방식들에 따라 효과
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성과배분제도의 유무나 실시 여부를 넘어 ‘어떤’ 성과배분제
도를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성과배분제가 변화나 혁신의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하는 미시적 토대에
관한 연구들이 병행될 필요도 있다. 미시적 토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과배분제도와 개인
의 태도 및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거나 이상적으로는 기업-개인
자료(firm-employee data)를 사용한 다수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
과배분제와 관련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성과배분제도가 참여적 작업조직에 미
치는 영향을 넘어 성과배분제도와 교육훈련투자, 작업조직 혁신,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성과
배분제도와 작업장에 있어서 혁신 전반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존에 국
내에서도 성과배분제와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김동배·이인재, 2018; 이인
재·김동배, 2018), 기술혁신과 참여적 작업조직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직관적으로
기술혁신과 참여적 작업조직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성과배분제도는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술혁신 등 기업에서 노사가 함께 수행하는 제반 혁신 활동에 대한 인
센티브 구조를 제공하는 혁신보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도, 참여적 작업조직, 교
육훈련투자, 기술혁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총체적 경쟁
력 제고가 요구되는 현실적 요청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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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fit Sharing and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Evidence from
Workplace Panel Survey
Dong-Bae Kim
Profit sharing, as a credible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firms to share the
gains from workplace innovations with their employees, can promote the adoption
of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within firm. Profit sharing provides appropriate
incentive scheme for interests align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regarding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so workplace innovation becomes a
mutual interests of employer and employees.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by Korea Labor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ofit
sharing on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fixed-effects model that controls for endogeneity show that the firms with profit
sharing plans adopt more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than the firms without
profit sharing plans. The estimation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by firm size,
industry, and trade union show similar to that of whole sample.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ofit-sharing

promotes

the

adoption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within firms.

Keywords: profit-sharing,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workplace
innovation, fixed-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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