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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진환
충청대학교

The Impact of Convergence-typ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Jin-Hwan Han

Chung Cheong University

요  약  노사관계는 향후 융복합 글로벌환경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할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융복합형 노사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노조참여행동의 매개
효과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자료의 수집은 대전시, 충청남ㆍ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갈등이 노조참여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참여행동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조참여행동은 
노사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지도부가 노조원들의 이익과 욕구
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를 통하여 노조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 글로벌환경, 경쟁력, 융복합형 노사갈등, 노조참여행동, 이직의도

Abstract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 rises as a key task to solve in order to ensure corporate's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 a convergence global environ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 
of labor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in the effect of convergence-type labor-management conflict on the 
turnover intention. Data was collected from 491 employees who were employed in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n Daejeon,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labor-management conflict had positive (+) effect on labor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Secondly, labor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had negative (-)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rdly, labor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had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ofit and desire of the labor union members by union leaders and to enhance necessity 
and value of the labor union conti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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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로벌 융 기와 더불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은 물론 기업경쟁력 하에 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차별화된 고유의 핵

심역량을 갖추기 하여 신활동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

구하는데 심을 쏟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노사 계는 

향후 융복합 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지속 인 경쟁력

을 확보하기 해 반드시 풀고 가야할 핵심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노사갈등은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노사

간 이해 립의 구체  표 이며 그것은 노동자의 욕구 · 

불만에서 실  계기를 갖는다. 따라서 노사갈등은 노

동력의 상품화를 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반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결정  동인은 

자본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노동력이 사용자에 의해 상

품으로 구매된 이상 노동자의 노동은 자본을 한 지휘

하에 두고 리ㆍ통제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자에 의

한 노무 리가 형성되게 되고 노동자의 욕구ㆍ불만이 유

발되게 된다. 즉, 노동시장, 노동과정, 소비생활과정, 자신

의 권리행사과정에서 노사갈등의 기본 인 계기가 발

되게 된다.

문제는 노사 계 당사자들이 노동문제, 노사 계를 지

나치게 국가차원, 산업차원 등의 거시 인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고 본다. 물론 거시 인 차원에

서의 노ㆍ사ㆍ정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제도를 개 하는 

것은 매우 요하지만, 실제로 노동문제, 노사문제가 발

생하는 장소는 생산 장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

사문제는 본질 으로 생산 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많은 부분은 근로자들이 생산 장의 노사 계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요컨  노사문

제의 진정한 해결은 그 문제의 발생장소인 생산 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노사 계는 일반 으로 집단과 집단의 계로 해석되

지만 집단과 개인의 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그 기반은 근로자  노조원으로서의 개인에 있

으며, 이것이 노사 계 당사자로서 근로자들의 노조참여

행동에 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2]. 근로자들의 노

조참여행동의 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에서 선행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상당수의 연구가 근로자가 지

각하는 심리  요인에 을 두고 있으며[2], 이들 연구

들은 첫째, 일반 인 인구통계특성을 바탕으로 노조참여

를 설명한 연구[3,4], 불만족 모형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직무, 임 , 기타 근로조건에 한 불만족 해결방안으로 

노조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석한 연구[3,5,6], 셋째, 경제  

교환모형으로서 노조원이 노조에 참여하는 이유를 노조

에 한 공헌과 이에 한 반 부인 유인의 크기를 비

교하여 이득이 있을 때만 참여[7], 넷째, 사회  교환모형

에 근거하여 노조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조원

은 노조에게 보답하여야 할 심리  의무감을 가지게 되

며 이러한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한 보답으로서 노조참

여행동을 한다는 것[6,8], 사회화 모형으로 노조참여는 노

조로부터 받은 사회화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9,10], 

여섯째, 구조  모형으로서 조직과 노조의 규모  구조, 

그리고 집권화 등과 같은 구조  요인들로 노조참여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연구들[4,10,11], 마지막으로 집

단역할  근법으로서 개인의 심리  차원이 아니라 개

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역학 에서 노조참

여를 설명하는 것[12,13]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노조참여행동에 한 실증  결

과가 상당부분 축 되어 있으나, 아직 연구가 활성화되

지 않은 것은 갈등요인 측면에서 본 노조참여행동이다. 

즉, 근로자가 느끼는 노사갈등의 원인에 따라 근로자의 

노조참여행동이 어떤 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

그런데 종업원들의 잦은 이직은, 기업의 고유기술 축

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인력이탈에 수반될 수 있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하, 사내잔류 종업원의 사기 

하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 신규인력 확보와 새

로운 교육훈련에 수반되는 비용의 증가 등 비효율 인 

문제를 연쇄 으로 유발하고 있어, 소기업의 안정 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받을 수도 있는 한 문제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 인 인력부족문제에 직면

하고 있는 소기업의 인력난은, 어렵게 인력을 채용하

여 힘들여 양성하면 양성된 인력은 이탈하고, 다시 어렵

게 신규인력을 채용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 장의 노사 계는 기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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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그 기업의 이른바 선도노조, 국노총, 그리고 정부 

당국자 간의 노사 계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노사 계에 한 연구는 꾸 히 연구되어 왔으나 특정지

역의 노사 계에 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 다. 

이러한 사실을 기 로 본 연구의 목 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사갈등과 이직의도간에 노

조참여행동의 매개효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를 통하여 지 까지 연구에서 상 으로 소홀히 다루어

진 지방소재 기업들의 융복합형 노사갈등에서 노조참여

행동은 이직의도를 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의 설정

2.1 노사갈등의 개념

노사갈등은 근로자와 경 자의 상반되는 목   수

단, 가치 과 이해가 불일치하거나, 노사 간에 임 과 제 

근로조건에 한 기 와 주장이 엇갈릴 때 발생하는 것

이다. 이것은 명시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사 

간의 임 기  혹은 임 인상에 한 분쟁 등으로 목

수단의 양립 불가능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은 노동자측의 업(strike)

과 불만(grievance)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사 

간의 갈등은 노동쟁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산

업평화를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2 노사갈등의 원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결정  동인은 자본

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노동력이 사용자에 의해 상품으

로 구매된 이상 노동자의 노동은 자본을 한 지휘하에 

두고 리ㆍ통제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

무 리가 형성되게 되고 노동자의 욕구ㆍ불만이 유발되

게 된다. 즉, 노동시장, 노동과정, 소비생활과정, 자신의 

권리행사과정에서 노사갈등이 기본 인 계기가 발 되

게 된다.

노사갈등의 원인에 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2]. 

첫째, 노동력 매를 통한 노사갈등, 노동력의 매과

정은 동시에 자본에 해서는 구매과정으로 된다. 한 

그것은 노동력 거래에 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의 문제로 된다.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사갈등은 노동

력의 매매가 갖는 구체성에 기 한다. 노동력의 거래가 

근로자의 생활을 구속하고 따라서 고용계약이 단순한 경

제  계 이외에 사회  계가 성립되게 되고 거기에

서 노사갈등이 제기된다.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갈등의 

주요한 조건은 임 과 고용에 련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과정을 통한 노사갈등, 자본주의 생산과정

에 있어서는 노동과정이 동시에 가치증식과정이다. 고용

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과 지휘에 따라 노동을 수행

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 자신은 그

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무조건 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계약의 체결에 있어 노동은 생산과정

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심사 모두를 구체 으로 고용조

건(terms of employment)속에 명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Web은 이를 “노동계약의 불안정성”으로 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계약의 불안정성이 한 노사갈등

의 계기가 되고 그러한 계기는 구체 으로 노동시간, 노

동강도, 노동재해 등을 통해 발 된다.

셋째, 소비생활과정을 통한 노사갈등, 자본주의 사회

에서 노동자는 원래 노동력의 매이외에는 노동력을 재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노동

자들은 노령이나 질병에 처할 수 있을 정도의 축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계기가 조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직  소비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노동시간 

이외에 술한 실업문제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직업병 문제도 노동력의 매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

국 소비생활을 기에 처하게 한다는 에서는 같은 문

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생활과정에 있어서의 노

사갈등을 해결하기 해 도입된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소비생활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을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노동복지 책이 해소시키지 못할 때 노사갈등의 원

인이 된다.

넷째, 권리행사를 통한 노사갈등, 노사 계에서 노동

자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 하고 제반권리를 행사하기 

한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의 계기가 형성

된다. 노동자 집단은 자기들의 경제  이익 실 을 한 

수단으로서 단결, 즉 노동조합을 구성하게 된다. 노동조

합의 구성을 통해서 노동자는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필요

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공 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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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측과 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게 된다. 한 노동

자측은 교섭력을 실질 으로 뒷받침하고 교섭의 자율성

을 확보하기 하여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노동 기본권의 확보와 정치  권리의 신장을 목표

로 한 노동자의 집단 인 노력이 공권력의 통제와 충돌

할 경우 권리행사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계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 되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노사갈등의 원인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복합 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인에 한 노사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한 노사갈등의 제 원인은 역사 인 

조건에 의해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고 구체  상황에 따

라 그 표출형태를 달리하게 된다.

2.3 노사갈등과 노조참여행동

노사갈등은 노동력의 거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노사

간 이해 립의 구체  표 이며 노동자의 욕구ㆍ불만에

서 실  계기를 갖는다. 따라서 노사갈등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에 의한 노동력

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반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리자들에게 갖는 태도가 부정

일수록 노조에 더 몰입하려고 하고[14,15], 리자들도 노

조에 한 리자들의 태도가 부정 일수록 노조에 몰입

한다는 것이다[16,17,18]. 

노사 계에서 있어 조직분 기는 조직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 그리고 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노사 계 분 기가 조 일수록 노조참여

에 부(-)의 향을 미치고[2,19], 반 로 노사 계는 노조

참여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20]도 보

고되고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별로 보면 노동 매과정, 

노동과정, 소비생활과정, 권리행사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이 노조참여행동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

고용 계에서 개별 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정하여 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경 자나 리자들의 태도가 노조몰입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리자와 계가 좋

지 않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리자들의 부당

한 행 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노동조합에 몰입

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Ⅰ 노사갈등에 한 인식이 노조참여행동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노조참여행동과 이직의도

노조참여가 노조몰입 등과 같은 노조 련 태도변수들

의 결과변수로 주로 연구되었으나, 노조참여가 결과변수 

즉, 노조몰입이나 이직에 선행변수라는 것이다. Fullagar

ㆍBarling(1991)은 노조참여가 노조몰입과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다[21]. Iversonㆍ

Currivan(2003)은 노조참여가 이직에 부(-)의 향을 미

친다고 보고 하 다[22].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Ⅱ 노조참여행동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노사갈등이 높으면 구성원들의 노동조합 참여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노조를 통해 회사에 한 조합

원의 목소리 기능 뿐 만 아니라 노조에 한 조합원의 목

소리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떠날려는 성향을 낮추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직하려는 의사가 낮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22].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Ⅲ 노조참여행동은 노사갈등에 한 인식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노사갈등과 이직의사간 노조참여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해 노사갈등에 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노조

참여행동을 매개변수로 이직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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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 다. 상은 시, 충청남ㆍ북도 소

재 소기업의 종업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2014년 8

월 5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여 492

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98.4% 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491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 분석

과 신뢰성 검증을 한 Cronbach‘s α계수, 타당성 분석을 

한 요인분석, LISREL8.3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으로 가설을 검증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여성이 11.6%, 남

성이 88.4%이며, 학력은 고졸 45.4%, 문 졸 19.1%, 

졸 33.4%, 학원졸 2.0%, 연령은 20  7.5%, 30  34.6%, 

40  39.5%, 50  17.9%, 60  이상 0.4%, 직 별로는 사

원 59.9%, 리 14.9%, 과장 13.4%, 차장 7.3%, 부장이상 

4.5%, 소속은 사무직 40.3%, 생산직 43.4%, 기술직 

11.6%, 업직 4.7%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노사갈등 노사갈등이란 근로자 개인이 조직에 해 

갖게 되는 심리  갈등의 상  정도로 정의 된다. 즉, 

종업원 개개인이 자신의 조직에 해 느끼는 욕구불만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사갈등을 4가지의 요인

으로 구분하 다, 첫째, 노동 매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둘째, 노동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셋째, 소비생활과정에서

의 노사갈등, 넷째, 권리행사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사갈등의 요인을 실증분석

에 활용한다. 노사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는 Luthans 

(1985)의 계측  갈등과 기능  갈등의 설문내용[23],  

Schermerhorn(1978)등의 개인  갈등과 개인과 집단 간 

갈등의 설문내용을 참고 하 으며[24], 우리나라 일부 은

행원을 상으로 한 유청렬ㆍ이경희(2003)[25], 병원 노

조원을 상으로 한 박연희(2009)[26]의 선행연구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노사갈등의 목록을 작성한 뒤 총 12개 

문항을 노동 매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노동과정에서의 

노사갈등, 소비생활과정에서의 노사갈등, 권리행사과정

에서의 노사갈등으로 구분하여 노사갈등의 척도로 사용

하 고, 응답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

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노조참여행동 노조참여행동에 하여 Barling, 

FullagarㆍKelloway(1992)는 노조참여를 “노조활동에 

한 공식   비공식 인 여와 향”으로 정의하 고

[16], KellowayㆍBarling(1993)은 노조참여를 “노조와 

련된 활동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이라고 정의 

하 다[27].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노조참여를 

“노조의 존립근거에 합목 인 방향으로 노조가 존속ㆍ

발 할 수 있도록 노조의 운 방침에 호응하여 노조원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정

의한다. 

노조참여를 측정하는 척도는 노조참여를 태도보다는 

행동을 반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되 행동의 측변인으

로서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는 행동의도의 개념을 도입하

여 노동조합참여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래효․김경수, 2006)에서 제

시된 노조참여척도를 활용하 다[12]. 설문항목은 총 5개

의 문항으로 “나는 우리 회사 노조를 해 필요하다면 

업이나 쟁의행 에도 참가할 것이다” “나는 우리 회사 

노조를 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등

으로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

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종업원이 조직구성원이기를 포

기하고 자발 으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의 정도로 

정의된다[28]. 이직은 조직으로부터 인 보상을 받

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

하는 것이며[29], 이직의도는 이러한 이직행동의  단계

로서 구성원의 자발  이직을 측할 수 있는 행 의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 의도 변수로서의 이직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하기 하여 Mobley(1982)[28]의 문

항을 수정하여 황은기(2007)[2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 다. ‘나는 회사를 옮

기고  싶다’, ‘나는 지난 1년 사이에 이직을 생각해 본 이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친구, 선배, 직업알선기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자리를 알아본 이 있다’ 등으로 재 

소속된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 개인의 성향에 한 것이

며,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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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항목에 한 신뢰성 평가는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실시하 다. 신뢰성분석에서 신뢰성을 하시

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 항목 수를 기 로 신뢰성계

수를 산출하 다. 신뢰성 계수는 <Table 1>과 같이 노동

과정 .825, 권리행사 .699, 노동력 매 .677, 소비생활 .636, 

노조참여행동 .807, 이직의도 .868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labor course

exercise of a right

labor sale

consumption life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Turnover Intention

3

3

3

3

5

3

.825

.699

.677

.636

.807

.868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타당성분석은 탐색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악하고, 요

인 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 으며, 직각

회 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복 재되거나 

요인 재치가 .40미만인 항목과 공유치(communality)가 

.3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재된 문항은 제거

하는 기 으로 실시하 다. 변수에 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노사갈등을 측정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노사갈등을 구성하는 요인은 4개로 분산 설명력이 

66.280%로 분석되었다. 한 노조참여행동에 하여 측

정한 결과 분산 설명력이 57.256%로 분석되었으며, 이직

의도는 설명력이 79.322%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확인요

인분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개념에 한 측정항목의 

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항목묶기 방법을 이용

하 다. 이는 연구에 활용한 측정항목의 수를 그 로 활

용할 경우 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자유도가 높아져 

모형의 미지수 계산과정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이 많

아짐으로써 통계 으로 검증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항목묶기(item parceling)란 다변량 잠재변수를 분석

하는 기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서 

둘 는 그 이상의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집계

(aggregate)수 의 측정지표로 정의된다[31]. 통상 개별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보다 항목묶기를 사

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더욱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항목묶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항목에 비해 더욱 연속 이고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일반 으로 채

택하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과 같은 추정

방법의 가정에 더욱 온 히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1,32]. 그리고 Rushton et al.(1983)은 집계의 원리(the 

principle of aggregation)를 사용하여 다  지표의 집계

값이 개별지표보다 더욱 안정 인 불편추정량이라고 제

시하 다[33]. 한 항목묶기를 사용하면 개별항목에 비

해 추정해야 할 요인 재량이나 측정오차의 분산의 수가 

어들기 때문에 모델 합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항목묶기의 장 을 바탕

으로 측정모델  연구모델을 검정하기 에 노사갈등을 

항목묶기를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별로 측정지표의 수를 

평균하여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ly)으로 측정모형을 

설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34,35].  

Variables item N Loading CSRI AV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4

.9961

.9976

.9958

.9975

.9984 .9914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5

.5281

.6927

.6567

.7366

.7881

.9319 .5844

Turnover 

Intention
3

.9865

.7908

.7793

.8886 .7291

χ²=274.8113, df=51, GFI=0.9145, AGFI=0.8693,

NFI=0.9660, NNFI=0.9631, CFI=0.9715, RMR=0.02603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합도는 

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 들에 한 표  요인

부하량(standardized loading)이 모두 0.5281이상으로 유

의 이며 개념신뢰도가 0.8이상이고 분산추출값이 0.5이

상으로 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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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에 연구 요인들에 해서 서로의 

방향과 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노사갈등과 

노조참여행동,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참여행동과 이직의사는 상

계 계수가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 단 들을 한 

번에 두 개씩 추출하여 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모

든 상 계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1보

다 작게 나타나 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38].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union 

participation 

behavio

Turnover 

Intention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1 　 　

union 

participation 

behavior

.226** 1 　

Turnover 

Intention
.217 -.260** 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간 상 계 행렬을 토 로 

가설검증을 하여 LISREL 8.3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 다. <Table 4>와 같이 연구모델을 반  합지

수를 사용하여 합도를 평가한 결과 χ²/df 가 3보다 크

지만 표본수가 491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며 

AGFI가 합 단기 에 약간 못 미치지만 다른 지표들

이 0.9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은 매우 합도가 높

은 모델로 해석된다.

　 Coefficient Criteria

χ² 204.4297
χ²/df ≤ 3

df 32

GFI .9230 >0.9

AGFI .8676 >0.9

NFI .9733 >0.9

NNFI .9675 >0.9

CFI .9769 >0.9

RMR .0205 <0.08

<Table 4> Goodness of Fit Statistics

각 연구 단 들 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얻어진 [Fig. 2]의 계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5>와 같

다.

[Fig. 2] Structure model analysis

<Table 5> Path analysis results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verification

Conflict→

participation

0.3269

(8.8173)**
accepted

participation→

Turnover

-0.1558

(-2.7625)**
accepted

Conflict→

 Turnover

0.0133

(0.3122)

-0.0509

(-2.6891)**

-0.0397

(-1.2680)
rejected

첫째, 연구가설 Ⅰ “노사갈등에 한 인식이 노조참여

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노사갈등이 노조참여행동에 정(+)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γ11= 0.3269, t= 8.8173, p < .01).  

둘째, 연구가설 Ⅱ “노조참여행동은 이직의도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노조참여행동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 -0.1558, t= -2.7625, p < .01). 이러한 결과는 Iverson

ㆍCurrivan(2003)[22]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동

조합에 참여하여 함께 행동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권리행

사가 높아짐에 따라 이직의도가 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가설 Ⅲ “노조참여행동은 노사갈등에 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이다.”를 검

증한 결과, 노사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는 

(계수= 0.0133, t=0.3122, p > .05)로 향을 미치지 않으

며, 간 효과는 (계수= -0.0509, t=-2.6891, p < .01)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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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노사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사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

어서 노조참여행동의 매개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

가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

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서 노사갈등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노조참

여행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갈등이 노조참여행동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좌 ㆍ공격 가설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갈등으로 인한 좌 이 분노를 유

발시키고 분노가 공격성을 만들어 내어 그 결과로 투쟁 

는 도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사갈등을 경험한 근로자는 투쟁의 반응으로 회사에게 

갈등해소를 강제하도록 노조의 향력을 강화하는 행동

을 함으로서 갈등을 해소시키기 한 수단으로써 사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둘째, 노조참여행동은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조원들의 노

동조합참여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에 한 지지와 

결속을 확 시켜 나감으로서 노조원들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노조원들의 이익과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를 통하여 노조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속 으로 제고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조참여행동은 노사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계

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갈등에 따른 근로자의 반응은 공정성 이론에서 제시

하는 근로자 반응과 유사하다, 근로자의 갈등의 인식은 

조직의 과소 보상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투입ㆍ산출의 비

율을 낮추기 한 태도를 형성한다. 이때, 조직의 의무에 

한 부분인 산출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투입

에 한 조 을 통해 비율을 낮추게 된다. 즉, 갈등의 결

과로서 근로자의 태도변수인 이직의도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노조참여행동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참여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노조에 한 지지와 결속을 확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 기 해서는 노조지도부가 노조원들의 

이익과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이를 통하여 노조의 필

요성과 가치를 지속 으로 제고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

하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로 집단 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동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조합원들의 요구와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자발 으

로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의 성과와 련된 결과변수로서 이직의도 

변수 하나만을 검토하 는데 노사갈등과 노조참여행동

요인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신행동 등 

훨씬 더 많은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기

업에서의 노사갈등과 노조참여행동의 향 계와 련

된 연구들이 지속 으로 발 되기를 바란다.

둘째, 가설검증을 해 요구되는 표본요건을 충족시켰

다 할지라도 시와 충청남ㆍ북도지역의 기업들만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 한 시 에서 동일한 응답자들이 연구

상의 주요 개념에 한 모든 응답을 제공하 다는 에

서 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  특이성이 찰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 업무  산업으로 확장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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