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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한민국 군(軍)이 2005년 이래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라 점차

병력은 감축되고, 무기체계는 첨단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환경에서 적

은 수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군

인적자원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군 전문인력은 우리 군의

전문인적자원으로써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집행, 연구개발, 무기

획득 등 군 전체에 적용되는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장교들의 군에 대한 몰입도는 군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

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와 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육군 전문인력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장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 내부의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특성 중 한 가지는 전문성이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가로 성

장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몰입과 높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 전문인력은 제도변화

를 비롯한 직무, 조직 관련 영향으로 정체성에 혼돈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저하, 우수 전문인력 육성의 제한, 군 조직에 대한

몰입의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군 전문인력 225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적 정체

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육군 전문인력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 첫째,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직무도전성 5가지

로 나타났으며, 학력, 경력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문

직업적 정체성, 보상체계,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경력개발지원 5가지

로 나타났으며,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은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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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내재

화, 전문가지향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직무도전성 5가지 변인과 조직몰

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육

군 전문인력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아질 때, 결국 조직몰입도 높아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인적자원의 육성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제도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육군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전문인력이 변화된 제도의 목적, 취지, 가치를 공감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변화

의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위탁교육생 선발 시에 지원자들이 전문인력으로서의 경력

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문가지향성을 가진 자인지를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 가치지향성 검

사도구를 선발 시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교육

이수 후에 현직 근무 중에도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 및 개발이 가능하도

록 직무향상교육, 전공 관련 학회 및 포럼 참석, 박사학위 취득 장려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인력은 반드시 전문인력 직위에

배치하고, 동일보직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이 최

적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전문인력이 계급

의 장벽을 뛰어 넘고 의사소통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개선,

전문영역에 따른 팀 구성 및 업무 배분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혹은 전문적 능력발휘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 육군 전문인력, 전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 전문가지향성, 직

무도전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내재화

학번 : 2009-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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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전문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전문성은

평생고용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조직 수준에서 전문성은

차별화된 상품과 지식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의 핵심역량이며,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전문인력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오헌석, 성은모, 2010). 이러

한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비단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국방관련 업무가 사회의 거의 모든 전문분야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화

되고, 군 조직의 변화 추세가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특성화된 국방업무를 수행할 군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최욱근,

2006).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군에서는 “위탁교육을 통해 석사이상의 학위

를 소지하고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장교”를 국방전문인력으로 분류

하여 전문적인 국방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육군본부, 2010).

대한민국 군(軍)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201)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육군은 “적정병력규모 유지, 기술위주의 첨단정보과학군 건

설”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방위 중심군으

로서의 역할 수행’, ‘미래 지상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과 전투기

량을 갖춘 인재육성’, ‘위탁교육을 통해 첨단 학문지식 역량을 구비한 전

1)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은 대한민국의 국

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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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 양성’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방연구원, 2008).

육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에 전문인력 양성이 명시되어 있

을 만큼, 군 발전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육군의 전

문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 및 집행, 연구개

발, 무기획득 등과 같이 군 전체에 적용되는 주요한 업무들이다. 따라서

육군 전문인력의 군 조직에 대한 몰입은 군의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조직몰입은 조직

의 목표달성 정도를 예측하게 하고(Capmbell, 1977), 조직의 성과와 생산

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Mowday, Porter & Dubin, 1974), 조직유효

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에서 이루어진 조직몰입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일반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인력은 개인적 성향, 업무성격, 근무환경, 경

력 등에서 일반 군인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군 전문인

력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

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

성 중 한 가지는 전문성이다. 육군 전문인력이 가진 전문성은 이들을 일

반장교와 구별되게 하는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제도적으로 전문인력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육군본부, 2010).

실제로 군 전문인력의 주된 업무는 국방정책․군사전략 수립 및 집행,

군사혁신 주도, 연구개발 등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

다(최광표, 김종탁, 이원배, 2000; 최광표 외, 2005). 전문성이 전문직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고려할 때(Fairchild, 1975; Friedlander & Apte,

1980; Zastrow, 1978), 육군 전문인력은 군 내부의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

에 의하면,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중요한 직업적 성공 요인으로써(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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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차명진, 제석봉, 2009, 최윤경, 2003), 전문가로 성장함에 있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배진현, 2012),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이직의도

를 줄이며(전태준, 김지수, 조운용, 2008; 조보성, 1997), 조직몰입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정무성, 백은령, 이

거우, 2005; 정영일, 2007; 차명진, 제석봉,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

해 볼 때, 육군 전문인력이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갖고 근무한다면

군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군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육군 전문인력은 직업

에 대한 정체성에 혼돈을 갖고 있는데(배진현, 2012), 그 주요한 원인은

여러 차례의 제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이 부족한 수차

례의 제도변화로 인해 육군 전문인력은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를 신뢰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군내에서의 진출, 경력, 지위 등에 대한 불안

감을 갖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직업

은 직업의 존재 자체, 일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이경민,

2008), 직업의 본래 역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낮을 경우 이직이 증가하게 되고, 이직 증가에 따

라 조직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지만, 조직의 결속력은 낮아지고,

잔류 구성원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전태준, 김지수,

조운용, 2008; 조보성, 1997)초래할 수 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

여 양성한 육군 전문인력이 정체성의 혼돈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육군 전문인력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요인을 찾

고,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육군 전문인력 관련 정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

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나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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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조직몰입을 결과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구들을 분석

하여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을 추출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변인

들을 선별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

인은 개인, 직무, 조직관련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인관련 변

인으로는 성별, 경력, 연령, 학력, 직급, 자기효능감 등이, 직무관련 변인

으로는 기술다양성, 직무전문성, 직무만족, 직무량, 역할스트레스 등이,

조직관련 변인으로는 보수적정성, 승진기회, 조직문화, 인사제도 등이 있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역시 개인, 직무, 조직관련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관련 변인으로는 경력, 연령, 계급, 결

혼여부, 리더십 스타일, 이직의도 등이, 직무관련 변인으로는 역할스트레

스,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만족 등이, 조직관련 변인으로는 인사공

정성, 의사소통만족, 고용보장성, 조직문화, 집단응집성 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육군전문인력의

개인, 직무, 조직특성을 잘 반영하며, 육군 전문인력 관련 정책개발에 실

제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한편, 제도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

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며, 특정제도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관련 변인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고유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는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도에 따라 직무나 조직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개인 및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Zucker, 1986),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조직 내 인적자

원의 수준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종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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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lji & Wang, 2006; Kostova, 1999). 실제로 육군 전문인력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제도변화는 전문인력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

도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에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육군 전문인력이 높은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갖고 군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에 필

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필요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은 “육군 전문인력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을 밝히는 것”으로써 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분석으로

서,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이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주는 직접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연구문제2]는 “육군 전문인력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개인, 직무, 조

직, 제도 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변인은 ‘학력, 경력, 직무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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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전문가지향성’ 4가지 변인으로, 둘째, 직무관련 변인은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2가지 변인으로 셋째, 조직관련 변인은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3가지 변인으로, 넷째, 제도관련 변인은 ‘제도신뢰, 제도내

재화’ 2가지 변인으로 구성된다.

3. 주요 변인 및 용어의 정의

가. 전문직업적 정체성

본 연구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전문직업적 정체성

은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Hall, 1968).

나. 조직몰입

Allen & Meyer(1996)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조직

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과 조직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을 사용한다.

다. 전문가지향성

본 연구에서 전문가지향성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선

호도를 뜻한다(Gerpott et al., 1988). 전문가지향성은 관리자지향성과 대

조되는 개념으로써, 전문가지향성은 직무자체에 관심이 많고, 기술(기능)

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반면, 관리자지향성은 조직 내에서의 성장, 리더십

발휘, 조직목표 달성에 더 관심이 많다(Sche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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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자율성

본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직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수행 절차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에게 허용된 자유, 독립,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

다. 이러한 직무자율성은 조직의 생산성이나 재무적 성과, 그리고 구성원

의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ckman &

Oldham, 1975).

마. 직무도전성

본 연구에서 직무도전성은 직무수행자의 지식, 기능, 능력이 그 직무로

인하여 사용되고 증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Walsh, Taber

& Beehr, 1980). 도전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구성원은 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되고, 조직에 대해 긍정적 시야를 가지며, 조직에 보다

헌신하게 된다(Buchanan, 1974; Steers, 1977).

바. 경력개발지원

본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조직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Rothenbach, 1982). 조직이 구성원에게 경력개

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 구성원은 자신의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직업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을 높이는 긍

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Hall, 1971; Igbaria & Greenhau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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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도신뢰

본 연구에서 제도신뢰는 “육군 전문인력들이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한다(강현희, 2009). 신뢰는 조직에

대한 동질감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Kramer & Tyler,

1995), 통제와 감독이 아닌 자발적인 동기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지속

시켜 자발적인 몰입을 유발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김왕배,

이경용, 2002).

아. 제도내재화

본 연구에서 제도내재화는 제도적 규칙과 규정의 의미가 제도의 시행

단위에 잘 전파되어 올바로 조직에 정착되어 가는 내면화 과정을 의미한

다(Kostova, 1999).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도 존재 자체로서 충

분치 않고, 구성원들이 제도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진희, 2005),

효과적인 제도 내재화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Khilji &

Wang, 2006).

자. 군(軍) 전문인력

본 연구에서 군(軍) 전문인력이란 “위탁교육을 통해 석사이상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인력”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육

군 전문인력은 “정책전문인력, 특수전문인력, 국제전문인력, 기술·기능

전문인력, 획득전문인력” 5개 분야로 구분된다(육군본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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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전문직(profession)의 개념, 군 전문인력, 전

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두 가지 핵심변인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부분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개인․

직무․조직․제도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관련 변인으로는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

전문가지향성’ 4개, 직무관련 변인은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2개, 조직

관련 변인은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3개, 제도관련 변인은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2개로 총 11개의 변인이 사용되었으며, 매개변인

으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종속변인으로는 조직몰입이 사용되었다.

1. 전문직

가. 전문직의 개념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화된 지식과 장기간의 집중적인 학문적

준비를 요하는 직업’(Websters Ninth Collegiate Dictionary, 1983)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직업’(Fairchild, 1957)이 전문직의 정의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직의 정의와 기준이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

양하다. 전문직에 대해, Borgatta & Montgomery(1992)는 전문직의 고유

한 특성을 갖춘 직업이 아닌 공중에게 전문직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정의 하였고, Cogan(1953)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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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Borgatta &

Montgomery

(1992)

전문직의 고유한 특성을 갖춘 직업이 아닌 공중에게 전문직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직업

Cogan(1953)

어떤 분야의 학문 내지는 과학의 이론구조에 대한 이해이며,

이런 이해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능력에 기초하여 실천되는

직업

Fairchild(1957)
학문적 지식체계와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

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특징을 지닌 형태의 직업

Friedlander

& Apte(1980)

특수한 능력(special competence), 기술(techniques), 실천가

(practitioners),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

니는 직업

Robert(1987)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기술, 지식 및 신념의

체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Zastrow(1978)
의사결정기능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및 경험적 훈련을 요구하는 직업

<표 Ⅱ-1> 전문직의 정의

떤 분야의 학문 혹은 과학의 이론구조에 대한 이해이며, 이런 이해에 부

합하는 여러 가지 능력에 기초하여 실천되는 직업으로, Fairchild(1957)는

학문적 지식체계와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특징을 지난 형태의 직업으로, Friedlander &

Apte(1980)는 특수한 능력(special competence), 기술(techniques), 실천

가(practitioners),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니는 직

업으로, Robert(1987)는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기술, 지식

및 신념의 체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Zastrow(1978)

는 의사결정기능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및 경험적 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정의하였다(<표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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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문직의 정의가 다양한 이유는, 전문직의 범주에 대한 접

근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고, 전문직의 경계와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라

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오헌석, 성은모, 2010), 현대사회의 직업군

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국제적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이경민, 2008; 이호

영, 김상돈, 신승배, 2005). 대체로,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전문직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오헌석, 성은모, 2010).

나. 전문직 관련 이론

전문직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특성이론, 과정이론, 권력이론이

있는데, 특성이론에서는 전문직을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특성을 지닌 형태의 직업’(Fairchild, 1957)으로, 과정이론에서는

전문직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직업이 도달해 있는 위치를 통해

전문화의 정도를 판단하려 하며(Wilensky, 1964), 권력이론에서는 전문직

을 ‘사회적 통제력을 획득한 직업’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정의를 내린다

(Freidson, 1986).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특성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문직의 연구에서 지배적이었으

며(Freidson, 1986), 구조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성이론에서는 전문직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전문직이 가지는 속성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전

문직을 인식하는 일련의 기준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기준을 적

용하여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Greenwood(1957)

는 대표적인 구조주의자로서 그의 주장은 수많은 전문직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가 말한 전문직의 공통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체계적 이론이다. 전문직은 다른 직업이 갖지 못하는 탁월한 기술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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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의 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이

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적 권위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와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상품이 전문가의 전문적 권위

에 의해 결정된다. 그 권위의 기반은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며 전

문적 권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복종은 전문가에게 판단의 독점을 부여

한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재가를 얻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가 전문직에

게 자율권과 특권을 부여하는데 전문직 육성과 관련한 교육의 내용과 방

법 그리고 전문직의 가입을 통제한다. 특권이란 비밀보장을 전제로 클라

이언트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할 뿐만 아니라 기

술적 문제에 관한 한 지역사회의 판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넷째, 전문직

은 윤리강령을 가진다. 즉,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

한 장치로서 일반직의 자율적인 윤리강령보다 전문직의 윤리강령은 더욱

명백하고 체계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보다 이타적이고 공공서

비스 지향적이다. 다섯째는 전문적 문화를 가진다. 모든 전문직은 공식,

비공식 집단 관계망을 통하여 운용되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상호작용

이 전문직만의 고유한 가치와 규범, 상징 등의 전문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과정이론에서는 모든 전문직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전문직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가정 하에, 이분법적인 전문직 여부의 판단을 거부하고

연속선상에서 한 직업이 도달해 있는 위치를 통해 전문화의 정도를 판단

한다. 과정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Wilensky(1964)는 모든 직업은 다음

의 단계들을 거쳐 점차 전문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다. 제1단계에

서는 직업수행에 있어 유급의 전일제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 대학이 필요해진다.

제3단계에서는 전국적 조직이 형성 되어야 하고, 제4단계에 가서는 그

직업에서 수행하는 고유하고 핵심적인 임무가 명확해지며 제5단계에 가

서는 고참과 신참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제6단계에서는 인근의 유

사한 직업들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제7단계에서는 그 직업에 대한 법적



- 13 -

인 보호 장치, 예를 들어 면허나 등록, 자격제도 등을 얻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직업의 윤리강령이 만들어진다(이지은, 2002).

셋째로 권력이론은 비전문직이 전문직으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박종우, 1997; 이지은, 2002)

전문직이 갖는 권력이나 특권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직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전문직에 대한 일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직업이든 사회에

서 특정 영역의 특정한 일을 하는 데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전문

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Cullen, 1978).

한편,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Hall(1968)은 전문직의 속성을

구조적 측면, 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구

조적 측면으로 Wilensky(1964)의 과정모델을 그대로 따르면서, 전임직업,

훈련학교, 전문조직, 윤리강령 등을 구조적 속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측면으로는 관료조직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권

위의 위계, 노동의 분화, 규칙의 존재, 절차적 전문화, 비개인성, 기술적

능력 등을 조직적 속성으로 파악하였다. 태도적 측면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 또는 그의 직업이 전문직의 구조적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가 갖는 직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태도적 속성을 중심으로 전문직을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

를 누린다는 특성을 지닌 형태의 직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Fairchild, 1957).

2. 군 전문인력

가. 군 전문인력의 개념

국방관련 업무가 사회의 거의 모든 전문분야를 포함할 만큼 광범위화

되고, 군 조직의 변화 추세가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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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된 국방업무를 수행할 군 인적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Coates &

Pellegrin, 1965). 특히,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디

지털화된 전장운영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창

의성, 합동성을 겸비한 군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최

욱근, 2006). 그러나 군 내부에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

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군인은 군사업무

에 대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으나, 국방정책이나 첨단 과학기술에 관

한 전문성은 미흡하기 때문에 군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분야별 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김현승, 2001).

육군의 전문인력이란 위탁교육을 통해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

고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인력으로 국방부장관 또

는 참모총장이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육군본부, 2010).

위탁교육은 육군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써, 군 내 심

의를 통해 선발된 장교들을 민간 및 군사대학원에 위탁시켜 전문성을 배

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문학위 위탁생은 군인적 자질, 품성, 업무능

력 우수자 중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전문인력은 위탁교육 이수

후 전문인력 유형별로 임명된다.

전문인력은 ‘정책전문인력, 특수전문인력, 국제전문인력, 기술·기능 전

문인력, 획득전문인력’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전문인력’이란 보병, 포병, 기갑병과 장교로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전문직위

에 보직되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둘째, ‘특수전문인력’이란 특정 직능

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위

에 보직되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셋째, ‘국제전문인력’이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 교류, 협력 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분야의 국제전문직위

에 보직되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넷째, ‘기술·기능전문인력’이란 군 고

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기술·기능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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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에 보직되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다섯째, ‘획득전문인력’이란 방위

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획득전문직위에 보직되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그림Ⅱ-1]).

[그림 Ⅱ-1] 육군 전문인력 구조

나. 육군 전문인력 제도의 변화

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위탁교

육이므로, 군 전문인력 제도의 변화에서 위탁교육의 변화는 핵심적인 사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 전문인력 제도 변화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 그리고 이에 따른 위탁교육 선발 인원의 변화

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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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제도의 특성을 시기별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볼 때 1950년대는 ‘교수요원 위주의 양성’시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교수요원 및 소수의 정책요원 양성’ 시기로 볼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

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불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상

현재의 전문인력의 기능과 유사한 전문인력 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시기별 전문인력 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에서 최초로

위탁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56년도로 육군사관학교의 교수요원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1959년에 대통령령으로 ‘군 위탁생 교육규정’이 제

정됨에 따라 교수요원이 아닌 일반장교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수요원과 일부 군에 필요한 정책요원 양성을 위

해 소수의 인원(60명 미만)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이 이루어졌다. 1978년

에는 군의 정책부서에 전문요원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이전 보다 위탁교

육이 확대되어 교육생 수는 180명 정도였다.

이후 우리 군의 질적․양적인 발전에 따라 정책부서의 역할이 중요하

게 됨으로써 1979년에 ‘군사전문요원 양성지침(국방부)’이 수립되었고,

1982년에는 전문인력 소요직위가 책정되었으며, 1986년도에는 전문인력

장기양성계획이 수립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시작되

었다. 이 시기에 위탁교육 인원은 평균적으로 볼 때 200명에 가깝게 유

지되었다. 1992년에는 우리 군은 ‘인재 유형별 인사관리제도2)’라는 새로

운 장교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반화 특수화로 이원화

된 기존의 관리형태를 바꾸어 인재 유형을 ‘야전요원, 정책요원, 전문요

원, 특수요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정책요원‘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전문화를 위해 동일보직에서 장기간 근

무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위탁교육생 선발인원은 180명

2) 육군 장교들을 야전형, 정책형, 기술형 3개 유형으로 크게 나눠 유형별 특성

에 따라 통합전투관리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육군본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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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1995년에 한 위탁생(중위)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사건을 일으

킴으로써, 위탁생의 선발시기는 중위에서 대위로 변경되었으며, 군 내부

일부에서는 위탁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

어 IMF의 영향으로 위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998년부터 2003년

까지는 대체로 100명 이하로 위탁생이 선발되었다. 1999년에 1차 연평해

전, 2002년에 일어난 2차 연평해전은 우리 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04년에 ‘21세기 군사혁신을 위한 육군의 위탁교육 확대방

안’을 수립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육군은 위탁교육을 통해 고지

식․고기술․고기능의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위탁교육

인원을 확대하기로(국방부, 2009) 하였다. 이 방안은 2005년에 발표된 국

방개혁 2020 시행과 함께 군사혁신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에 따라 2005년부터는 200명 이상의 위탁교육생 선발이 지속되었다.

2009년에는 대청해전이 일어났으며, 장교인사관리제도는 기존의 인재유

형별 인사관리제도에서 기능별 인사관리제도3)로 변경되었다. 기능별 인

사관리제도 시행으로 전문인력들이 일반형 장교들과 거의 동일하게 관리

되었고, 일부 전문인력 특기는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등 전문인력

들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전문인력 육

성의 제한, 업무의 전문성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배진현, 2012; 육군

본부, 2010)되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같은 해에 연속

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위주의 군체제 개선이 강조

되었고, 위탁교육생 수는 150명 정도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3)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로 국방 인력을 ‘정책·전력’ ‘작전’ ‘정보’ ‘군수’ ‘인

사’ ‘동원’의 6개 기능분야로 구분, 기능별로 전문화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관리 체계를 말한다(육군본부, 2009).



- 18 -

구분 인원(명) 관련 정책 비고(관련사건)

1956년 18 육사 교수요원 국내대학교육 　

1958년 5 국외(미국)위탁교육
미국의 무상원조로 미국

대학으로 위탁교육

1959∼1970년 15∼30
군 위탁생 교육규정(대통령

령, 1959년)

국고에 의한 국외위탁

교육 실시(1965년)

1971∼1977년 50∼60

1978년 180
정책부서 전문요원

소요충족

1979∼1982년
160

∼230

군사전문요원 양성지침 수

립(1979년)

1983∼1991년 150

전문인력 소요직위 책정

(1982년), 전문인력 장기양

성계획수립(1986년)

　

1992∼1994년 180
인재유형별 인사관리제도

시행(1992년)

1995∼1997년 130 위탁생 은행강도 사건

1998∼1999년 50∼60 IMF, 1차 연평해전(1999년)

2000년 89 　 　

2001년 102 　 　

2002년 96 　 2차 연평해전

2003년 99 　 노무현 정권 출범

2004년 125 위탁교육 확대방안 수립 　

2005년 228 국방개혁2020 　

2006년 229 　 　

2007년 222 　 　

2008년 214 　 이명박 정권 출범

2009년 199 기능별 인사관리제도 시행 대청해전

2010년 151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011년 168 　 　

2012년 159 　 　

<표 Ⅱ-2> 군 전문인력 제도변화 및 관련 정책

출처: 육군본부(2004), 육군본부(2010), 이길형(1983), 김현승(2001), 최욱근(2006),

박찬영(2008)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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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 전문인력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군 전문인력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

상 및 목적에 따라 크게 ‘위탁교육’에 관한 연구와 ‘전문인력’에 관한 연

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는 위탁교육에 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었다. 위탁교육이 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위탁교육은 전문인력 제도라는 큰 틀

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전문인력을 직접

적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 기존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자료

분석이나 사례분석을 위주로 시행되어 실제 전문인력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는 주로 위

탁교육 및 전문인력제도에 관한 효과,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

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학문적으로 연구된 변인에 대한 인

식조사를 기초로 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식

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는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의 주

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인력 제도에 큰 변

화가 이루어진 2009년(기능별 인사관리제도 시행)이후의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표Ⅱ-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전문인력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직무․조직․제도 변인들, 전문직업정체성, 조직몰입

에 대한 전문인력 장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전문인력 관련 정책 발전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20 -

구분 연구방법 결과

위

탁

교

육

박윤근(1982)
군 자료 분석,

설문조사

위탁교육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박찬영(2008)
문헌분석, 위탁생 귀

국보고서 분석

위탁교육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안필준(1982)
외국군 사례분석,

설문조사

위탁교육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양상원(1991) 문헌분석, 설문조사
해군위탁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 제시

이강근(2003) 문헌분석, 설문조사
해군위탁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제시

이길형(1983) 문헌분석, 설문조사
위탁교육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전성칠(1979) 군 자료 분석
위탁교육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최욱근(2006)
문헌 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위탁교육제도의 실효성, 개선방안

제시

최원석(2005) 설문조사 위탁교육의 효과 제시

전

문

인

력

김현승(2001)
문헌 분석,

외국군 사례 분석

전문인력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안 제시

배진현(2012) 설문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서영규(1996) 문헌 분석
전문인력직위 책정,선발,양성,활용에

관한 발전방향 제시

오재현(2000) 문헌 분석, 인터뷰
전문인력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안 제시

이종인,

김인국,

신봉림(1989)

문헌 분석, 설문조사
전문인력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안 제시

<표 Ⅱ-3> 군 전문인력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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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업적 정체성

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개념

전문직업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교육학, 간호학, 체육학, 사

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직업군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관점이란, 전문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업 자체보다 구성원의 태도라는(Gross, 1958) 주장이다. 더불어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직업에 대한 태도가 업무수행

에 대한 태도나 업무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됨으로

써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

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

정된 느낌을 갖는 것’,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동일시’라는 의미로 쓰인다

(Erikson, 1959). 여러 학자들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자아에 대한 정체

성의 의미와 연관시켜 해석하곤 한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정의에 대해

서, 박종우(1994)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이 평가로 정의하였고, 신원식, 이경은(2005)은 다른 전문

직과 구별되는 특성,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

이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라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였으며, 유태호

(2000)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직업에 대해

갖는 감정적 동일시로 보았고, 이현재(2005)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체성

이라는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 동일성을 가리키며, 직업과 연계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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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직업의 본질 혹은 다른 직업과는 구분되는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하

였다. 이윤희(1999)는 직업의 본질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통하여 나

타난다고 하면서 직업정체성은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

적 동일시이며 역사적인 산물이며 직무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스스로 느

끼는 주체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은 고정적

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기 때문에 사

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태준(2006)

은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Hall(1968)은 직무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보는 태도로 보았다(<표Ⅱ-4>).

구분 내용

박종우(1994)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

신원식, 이경은

(2005)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

적 평가

유태호(2000)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직업에 대해 가

지는 감정적 동일시

이윤희(1999)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동일시, 역사적 산

물, 실무자가 느끼는 주체성

이현재(2005) 직업의 본질, 다른 직업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역할

전태준(2006)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자아개념

Erikson(1959)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 직무종사자가 느

끼는 주체성

Hall(1968) 직무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보는 태도

<표 Ⅱ-4>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정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 중에 Hall(1968)은 전

문직업적 정체성에서 태도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11가지 전문직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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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328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이론

을 체계화하였다. Hall(1968)은 직업적 정체성의 주요한 행동의 준거를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

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5개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그가

제시한 5가지 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의 준거로서의 전문

성과 전문조직의 활용이다. 전문직업인은 업무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할

때 공식조직과 비공식 동료집단 모두를 고려한다(Goode, 1957;

Greenwood, 1957). 이것이 바로 전문직의 핵심국면이다. 이를 통하여 전

문직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다. 공동체 의식의 활용은 직업정체성의

중요한 준거로서,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소속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관련분야 신문, 잡지 등의 접촉, 관

련 모임의 참석 등을 소속 집단에 대한 적극적 관심 표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전문직 문화를 확인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공공

성에 대한 신념이다. 클라이언트 및 공중에 대한 서비스(the ideal of

service)는 전문직업인의 일차적 목표이며 전문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신념이란 전문직이 수행하는 일은 일반

시민과 실천가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Gross,

1958)으로써 ‘클라이언트 및 공중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전문 직

업인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은 오히려 바로 자신을 스스로 돕

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셋째,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이다. 이는 동료통제에 대한 신념으로서 전문직업인의 일을 가장 잘

판단할 적임자는 동료전문직업인이며, 이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임을 말

한다. 넷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비록 외부적 보상이 적더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Gross, 1958). 또한 소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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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사랑과 열정을 키

우는 것은 조직의 리더와 사업주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섯째, 자

율성에 대한 신념이다. 이는 클라이언트, 전문직이 아닌 사람, 고용조직

으로부터의 외부적 압력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말

한다(Scott, 1965). 물론 자율성은 전문직업인이 실제로 자율적으로 행동

하는 것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직업적인 수준에서의 자율성이란 전문

직의 구성원이 ‘그들의 일에 대한 궁극적 권위’를 가짐을 가리키며

(Freidson, 1970),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구성원들

이 스스로 그러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일컫는다. 즉 직무에

대한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실행한다는 의미

가 아니라 임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이 주체임을 자각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전문직에 대한 태도는 업무에 있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에 영

향을 미치고, 결국 직무만족도,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광숙, 2000), 전문직업 종사자들의 신념과 태도가 효율적인 직무수행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정훈, 1989). 다양한 전

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전문직업적 정체

성은 중요한 직업적 성공 요인으로써(전태준, 2006; 차명진, 제석봉,

2009, 최윤경, 2003), 전문가로 성장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배

진현, 2012),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이직의도를 줄이며(전태준, 김지

수, 조운용, 2008; 조보성, 1997),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정무성, 백은령, 이거우, 2005; 정영일,

2007; 차명진, 제석봉, 2009). 지금까지 군을 대상으로는 전문직업적 정체

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육군 전문인력들은 육군의

장교들 중에서 군사업무의 전문적인 분야에 기여하도록 선발된 인원들이

며,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고학력 집단으로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이들

의 심리적 상태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로 판단하여 매개변인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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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all(1968)의 태도적 속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박

종우(1994)가 제시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개념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

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사용하고자 하

며,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Hall(1968)이 개발한 검사도구

(professional inventory)를 활용하고자 한다.

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요인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전문인력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최대한 실제적인 정책적 시사점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직업적 정체

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인을 특성

에 따라 ‘개인, 직무, 조직관련 변인’과 ‘기타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으로는 ‘근무경력, 명성인식, 문화적 유능감, 성별, 연령, 자기효

능감, 전문교육효과, 직급, 학력’, 직무관련 변인으로는 ‘담당업무형태, 역

할갈등, 역할모호성,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부서 및 직무 공식화, 직무

량, 직무만족, 직무의 전문성, 직무자율성’, 조직관련 변인으로는 ‘고용형

태, 동료 및 감독자에 대한 만족, 멘토링 경험 및 기능, 물리적 환경, 보

수, 보수적정성, 승진기회, 인사제도, 조직규모, 조직문화’, 기타로는 ‘가족

의 지지, 이타주의,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표Ⅱ-5>).

기존연구들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로 개

인, 직무, 조직특성 중에서 찾아내었으며, 제도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특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고유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제도에 따라 직무나 조직의 성

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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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개

인

관

련

근무경력

민원홍,이형섭,김현민(2010),박용오(2003),

이사겸(2009),이선희,전익기,곽정현(2010),

정영일(2007)

명성인식 정영일(2007)

문화적 유능감 이지영(2012)

성별 이사겸(2009),정무성,백은령,이거우(2005)

연령
민원홍,이형섭,김현민(2010),박용오(2003),

서혜미(2002),이사겸(2009)

자기효능감 김지훈,김경호(2010)

전문교육효과 장순용(2006)

직급 민원홍,이형섭,김현민(2010)

학력 이사겸(2009)

직

무

관

련

담당업무형태 이지영(2012)

역할갈등,역할모호성 문영주(2007),서혜미(2002),유진선(2008)

기술다양성,과업중요성 서혜미(2002)

부서 및 직무 공식화 정영일(2007)

직무량 차명진,제석봉(2009)

직무만족
이선희,전익기,곽정현(2010),박용오(2003),

이지영(2012)

직무의 전문성 차명진,제석봉(2009)

직무자율성 정영일(2007), 차명진,제석봉(2009)

<표 Ⅱ-5>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인

도가 구성원들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구성원들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달라질 것이다. 특히 전

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이들이 가진 특수성과 전문성이 제도에 잘 반영되

어 있고, 이러한 제도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

정체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은

제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정체성에 미치

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직무, 조직

특성과 함께 제도특성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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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관

련

고용형태 곽선행,이웅기,강효민(2009)

동료 및 감독자에 대한 만족
박승규(2001),이선희,전익기,곽정현(2010),

이지영(2012), 차명진,제석봉(2009)

멘토링 경험 및 기능 황미경,김진학(2006),문영주(2007)

물리적 환경 차명진,제석봉(2009)

보수, 보수적정성
이지영(2012),이선희,전익기,곽정현(2010),

차명진,제석봉(2009)

보수교육시간 박용오(2003)

승진기회, 인사제도 박승규(2001), 차명진,제석봉(2009)

조직규모 정무성,백은령,이거우(2005)

조직문화 정무성,백은령,이거우(2005)

기

타

가족의지지, 이타주의 정영일(2007)

사회적 지지 차명진,제석봉(2009),박승규(2001)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인

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으로 ‘근무경력, 전문교육효과,

학력’, 직무관련 변인으로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 직무의

전문성’, 조직관련 변인으로 ‘보수, 보수적정성, 보수교육시간, 승진기회,

인사제도’ 총 12개의 변인이 검토되었다. 최종 변인 선정 시에는, 12개

변인 중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련 개념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

며, 기존에 연구가 되지 않은 일부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

종 변인 선정 시에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선정한 변인은 개인관련 변인으로

‘학력, 근무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 전문가지향성’, 직무관련 변인으로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조직관련 변인으로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

개발지원’, 제도관련 변인으로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총 11개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 중에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변인은 ‘전

문가지향성, 직무도전성,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6가지이다. 특징적인 사항으로, 제도관련 변인이 개인․직무․조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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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과 함께 연구된 것은 기존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변인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군조직의 특

성, 육군 전문인력의 직무 및 근무환경, 조직몰입 변수와의 관계’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개인․직무․조직․제도관련 변인들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 개인관련 변인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1)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

들에서 학력, 근무경력, 교육기간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로 학력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력이

높다는 의미는 전문직업적 이론이나 기술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을 투자한 것을 의미하며,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결국 전문직의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Greenwood, 1957). 또한,

객관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정도, 즉 전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높

아지게 된다(박종우, 1994). Allen & Katz(1992)가 실시한 교육 경험과

경력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은 조

직 내에서 승진보다 전문가로서의 연구 및 성취에 더 크게 관심을 가지

고 있음을 밝히었고, 여러 연구들(김예경, 2000; 박용오, 2003; 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최윤경, 2002)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적 정체

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지만, 전문인력 장

교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전문인력 장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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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에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

식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장교들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장교는 석사학위를 소

지한 장교에 비해 매우 소수이다. 현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

예산상의 이유로 위탁교육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선발은 소수만을 대상으

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부여되는 시간과 예

산은 석사학위 취득에 비해 2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전문인력으로서 더욱 확실한 정체성

을 갖고, 더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력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속

몰입에 관한 이론에서는 근속기간 즉 경력이 높아지는 것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이 많은 사

람은 투자를 많이 한 자신의 조직에 대해 심리적 애착이나 조직의 상황

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Chatman,

Caldwell, & O'Reilly, 1999). 또한,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에 대한

이해나 처리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직무 자체에 어려움이나 불만이 줄

어들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이사겸, 2009). 이

사겸(2009)이 운동처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4년-6년 근무자

집단보다 7년이상 근무한 집단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

다. 최윤경(2002)이 전문상담자 251명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경력은 전

문직업적 정체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박종우

(1994)가 사회사업가 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예경(2000)과 박용오

(2003)의 연구에서도 경력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유진선(2008)이 부랑인 복지시설

근무자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근무경력과 전문직업적 정

체성 간에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유진선(2008)은 열악

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종사자의 전문직업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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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인력 장교들은 원칙적으로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게 되

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인사상의 이유로 전문인력 직위가 아닌 일반

직위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직위는 전문인력 장교가 아

니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직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전문인력 직위

에서 근무한 경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향상 교육경험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직무향상 교육경험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한 성격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교육시간(박용오, 2003)과 전

문교육효과(장순용, 2006)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종우(1994)는 전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

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고, Allen & Katz(1992)는 교육

경험이 많은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전문가로서 경력을 강하게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은 전문인력

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김홍국，2000; Hall, 1976;

Schein, 1978) 연구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육군 전문인력이

직무향상 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전문직업적 정체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전문가지향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경력지향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가 어렵다. 하지만, 두 변인의 기본적인 개념이 ‘경력’과 ‘정체성’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고려할 때, 경력관련 변수와 정체성관련 변수의 개념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경력지향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경력몰입과 경력정체성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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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력몰입은 전문직업을 포함한 개인의 직업에 대한 태도(Blau,

1988)를 의미하고, 경력지향성은 직업세계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성향이

나 태도를 의미하므로 경력지향성과 경력몰입이 서로 관련이 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Blau(1985)는 전문직업을 전문성, 자율성, 일과 전문직에

대한 몰입, 전문직에 대한 동일시, 직업윤리, 동료 전문가들에 의한 기준

유지 및 강화 등에 있어서 일관되게 높은 특징을 나타내는 직업의 한 형

태로 보았고, 경력몰입을 전문적 특징이 있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

로 정의하였다. 경력 정체성은 직업 환경에서 개인이 가지는 가치, 동기,

목표, 관심 등을 통해 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자아관을 의미하며(Fugate

et al., 2004), 특별한 역할과 장소에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이상진, 2011). 이와 같이 경력지향성

과 관련된 개념인 경력몰입과 경력정체성의 개념에서 경력과 직업은 매

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직업세계에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

다. 사실, 경력이라는 의미 자체를 보더라도 직업세계와 별도로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력에 대한 태도인 경력

지향성과 직업에 대한 태도인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서로 영향을 주는 변

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력지향성의 개념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개념을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전문인력 장교들의 상황에 적용

해 볼 때, 두 변인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력지향

성은 관리자 지향성과 전문가 지향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일반형 장교들의 경우는 주로 야전부대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많이 수

행하게 되지만, 전문인력 장교들의 경우에는 정책부서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인력 장교들은 일반형

장교들과 달리 특정분야에서 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관리자 지향성보다는 전문가 지향성이 강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전문가적 성향은 전문인력 장교들이 가진 직업에 대한 태도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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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의식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 지향성은 전문직업

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직무관련 변인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1) 직무자율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때, 직무

만족과(Dodd & Ganster, 1996) 조직몰입은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아지

는 (홍계훈, 조윤형, 이창준, 2009; Eby et al., 1999)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또한 직무자율성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보다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Ahuja et al., 2007).

이러한 직무자율성의 긍정적인 기능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서 보다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통제

된 분위기에서는 발현이 매우 제한되고, 자율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효과

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에 자율성이 부여될 때,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 발휘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받고, 전문가로

서 정체성을 높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직무자율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희(1998)가 사회사업가 247명을 대상으로

직무자율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직무자

율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경(2002)이 전문상담자 251명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차명

진, 제석봉(2009)이 사회복지사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직

무특성의 요인을 직무의 자율성, 직무의 전문성, 직무량으로 구성하여 조

사하였는데, 3가지 요인 모두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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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전문직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

신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직

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통제된 분위기 가운데서 업

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군 내부의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

는 육군 전문인력의 직무자율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직무도전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직무도전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직업인이 가진 전문성과 직무도전성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직무도전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문직업인이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전문교육을 통해 습

득한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실제 직무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직무도전성은 직무수행자의 지식, 기능, 능력이 그 직무로 인하

여 사용되고 증가된다고 인지하는 정도(Walsh, Taber & Beehr, 1980)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가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문직업인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

이고, 정체성 역시 낮아질 것이다. 박종우(1994)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비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라면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

라고 하였다.

또한, Hackman & Oldham(1975)은 직무특성 중 기술다양성에 대해서

‘작업자에게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기능다양성이 도전성과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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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직무가 직무수행자에게 도전성을 요구하며

그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할 때 그 과업

은 개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에서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기능과 능

력을 발휘할 때, 그 직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직무에 대한 정체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직의 특성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직무도전성과 전문직업

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Fairchild(1957)는 전문직을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

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특성을 지닌 형태의 직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전문직업인은 전문적인 기

술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경(1988)은 직무도전성 같은 내재적 직

무양상들은 높은 계층의 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며, 외재적 요인들은

낮은 계층의 집단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Locke(1968)는

욕구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어려

운 목표를 선호하며, 어려운 목표에 직면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

는 더욱 도전감을 느끼며,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사용할 기회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혜경(1988)이 언급하고 있

는 ‘높은 계층의 집단’과 Locke(1968)가 밝히고 있는 ‘욕구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Fairchild(1957)가 밝히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특성과 일치하

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

대적으로 도전적인 업무를 선호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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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직관련 변인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1) 보상체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보상체계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

(+)적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를 살펴보겠다. 김홍범, 김재

환, 임지영(2006)이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지원과 전문직

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 연구에서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은 전문직업적 정

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오(2003)가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임금에 대한 만족,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 상

급자에 대한 만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규(2001)가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승진구조는 전

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경(2000)이 사회

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인식, 직무감독에

대한 인식’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

진, 제석봉(2009)의 연구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일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겠

다. 이주희(1998)는 사회사업가 247명을 대상으로 보상체계, 직위구조, 상

사의 지원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보상체계는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주희(1998)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은 사회사업가일수록 현실

적인 보상수준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영일(2007)이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 및 기업재단의 실무책임자 및 종

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조직풍토(보상체계, 직위구조, 자율성, 상사의 지

원)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보상체계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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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업적 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일반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대상인 육군 전문인력들에

게도 보상체계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2) 의사소통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의사소통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다룬 실증적인 연구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군 조직의 특수성, 육군 전문인

력 장교들의 근무환경,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예

측해 보고자 한다.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Gortner,

Mahler & Nicholson, 1987),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

는 높아지고 최종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김병섭, 박광국, 조경호, 2003). 또한, 개인

과 조직활동은 모두 의사소통이라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

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개인과 조직의 활동은 매우 제한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일반조직 뿐만 아니라 군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하

다. 군 조직은 전장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의

사결정 및 전파, 적시의 정보교환을 위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김

천환, 진종순, 2010), 새로 충원된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강한 통합과 공

동체의식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육

군본부, 2004). 그러나 군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의 특성은 일반조직과 차

이가 있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계급체계에 의한 수직적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의사소통 체계가 대체로 상급자를 중심으로



- 37 -

하여 하향식인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 권한이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으

며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경로를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박재현, 2009;

Wilensky, 1964). 이와 같은 군 조직 의사소통의 특성은 전장상황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유지나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업

무의 특성은 일반적인 야전 전투부대와는 차이가 있다. 전문인력 장교들

은 전투부대가 아닌 정책부서나 연구기관과 같은 곳에서 육군 전체에 적

용되는 정책수립 및 집행이나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육

군본부, 2010)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유지나 긴급한 의사결정보다는 전문

성을 기초로 한 심도 깊은 연구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들에게 있어서는 상하급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전문

성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교환, 창의적 의견 수렴 분위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율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전문인력 장교들 간에도 전투부대와 같은 방식

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인력 장교들이 가진 전문성이나 창의

성 발휘가 제한 될 것이며, 전문인력들 스스로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육군전문인력 장교들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원

활한 의사소통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해 볼 수 있다.

3) 경력개발지원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성취욕구가 높고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또한 조직의 목표보다도 자신의 경력

목표, 직무 목표, 학구적인 목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

은 전문인력의 특성은 조직의 목표와 상반되는 면이 있어서 갈등이 나타

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조직은 전문인력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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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향상이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들의 경력개발

욕구를 채워주려 하고,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Kerr et al., 1977). 이러한 조직의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은 전문인

력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일체감

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김홍국，2000; Hall, 1976; Schein,

1978). Wayne, Shore & Liden(1997)은 조직이 제공하는 훈련, 개발, 승

진을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훈련, 개발,

승진을 경험한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지원을 높게 인식하고, 조직과 자

신을 동일시하려는 태도가 높다는 것을 밝히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경력개발지원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조직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임을 보여주

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경력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전문인력에게 있어

서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전문인력들은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경력욕구를 채움 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감

을 갖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바. 제도관련 변인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1) 제도신뢰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제도신뢰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신뢰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

계를 확장해서 보면 신뢰와 정체성 간의 관계라는 상위범주 안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와 정체성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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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다룬 몇몇 연구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김범식(2006)은 국내 프로스포츠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회신

뢰와 지역사회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

신뢰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 주위의 평가에 대한 신뢰,

친분이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지

역사회 정체성은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내포하

는 것으로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일

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격체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연구결

과, 사회신뢰는 지역사회 정체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높은 사회신뢰가 연대감, 소속감, 상호영향의

식,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게 되고 결국 지역사회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

비슷한 연구로 김명준 외(2006)는 국내 프로축구 웹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회신뢰와 지역사회 정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사회신뢰가 지역사회 정체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 김명준 외(2006)는 신뢰를 통해 ‘우리’라

는 집단감정이 생기게 되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이는 나아가 결속,

통합, 협동, 단결의 기반이 되어 결국 지역사회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분

석하였다.

이유나(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와 조직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신뢰의 정의는 ‘구성원이 조직의 능력이나 의

사결정 과정을 믿는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정체성은 ‘한 조직

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감정적

유대’로 정의되고 있다. 연구결과, 신뢰는 조직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와 정체성은 그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지지만, 신뢰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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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뢰가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와 정체성의 관계라는

상위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제도신뢰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도 정(+)적인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제도 내재화와 전문직업적 정체성

제도 내재화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두 변인의 개념을 비교하고 두 변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 간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두 변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도 내재화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

행되면서 그 제도가 갖는 가치와 지침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정도와 시행

되는 제도에 대해 ‘내 것’ 혹은 ‘우리의 것’이라는 의식을 포괄하는 개념

(Kostova, 1999)이며,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Hall, 1968). 제도 내재화는 조

직의 제도가 개인의 심리에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는지, 즉, 조직의 구성

원이 제도에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소속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조직의 제도에

대한 동일시와 소속 집단에 대한 동일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정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상 두 변인의 개념분석을 통해 볼 때, 두 변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성

립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내재화의 하위요소와 전문직업적 정체성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제도 내재화는 Kostova(1999)가 제안한 개념이다. 그는

제도 내재화의 구성개념을 제도몰입, 제도만족, 제도에 대한 심리적 주인

의식 3가지로 제시하였고, 각 요소들에는 조직분야 연구에서 이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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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직몰입, 직무만족, 심리적 주인의식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즉 제도내재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된 조직몰입, 직무

만족, 심리적 주인의식을 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김진희, 2004). 따라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심리적 주인의

식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실시된 조직몰입과 전

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권봉안, 2004; 김지훈, 김경호, 2010; 이사

겸, 2009; 최연선, 2011)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고 있고, 직무만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김지훈, 김경

호, 2010; 민원홍, 2010; 전태준, 2006; 차명진, 제석봉, 2009; 최연선,

2011)에서도 두 변인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단, 심리적 주인의식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개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심리

적 주인의식의 핵심은 ‘우리의 제도’라는 인식과 제도가 우리 조직만의

독특한 상황과 종업원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정체성’(김진

희, 2004)이다. 즉, 제도를 얼마나 자신과 동일시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나타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가 매우 연관이 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제도에 대해 동일시한다면, 그 조직의 구

성원으로서 소속집단에 대한 동일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조직몰입

가.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은 조직원 유지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영

자와 조직 분석가들에 의해 주목을 받아 왔으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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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행동

의사

Buchanan(1974) 개인과 조직 간의 심리적 결속의 형태

Kanter(1968) 조직을 위한 에너지, 충성심을 바칠 의사

Sheldon(1971)
개인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개인을 조직에 연결시

키려는 조직에 대한 태도

힘

Porter Mowday

& Steer(1979)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

Salancik(1977) 한 개인이 특정 행위와 신념에 구속되는 상태

Weiner(1982)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유발의 내재적 힘

<표 Ⅱ-6> 조직몰입의 정의

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함께 조직유효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즉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대

표적인 지표로서(Capmbell, 1977), 구성원의 조직몰입 정도가 성과와 매

우 관련이 깊고(Mowday et al., 1974), 조직몰입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서(Steers, 1977)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직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조직

몰입의 개념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표Ⅱ-6>).

그 원인으로는 조직몰입이 매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 학

문에 따라 중시하는 영역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정효현, 2001). 조직몰입을 하나의 태도 또는 행동의사

(behavioral intention)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 학자로는

Kanter, Sheldon, Buchanan 등이 있다. 이러한 입장과 달리 조직몰입을

하나의 ‘힘(force)’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는데, Salancik, Mowday,

Porter, Steers, Wiener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최근에는 Meyer와 Allen등

에 의해 다중형태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김용근,

2004).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조직몰입이

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일체감과 몰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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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형태

Allen &

Meyer(1990)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조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강한 바람, 개인적

누적 투자, 또는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필요, 조직에 대한 충성

심으로 의무를 성심껏 수행하려는 내적 가치관

기타

Brown(1969) 조직구성원 의식, 잠재력을 통한 결과 예측

Hall et al.

(1970)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점차 통합되거나 일

치해 가는 과정

Lee(1971) 소속감이나 충성심의 정도

Becker(1960)

개인이 조직에 근속하는 동안 부수적 투자에 의해

활동하는 연속선상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

Ferris &

Aranya(1983)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것과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발성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관

여의 상대적인 강도

조직몰입 변수는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으로 사용되

는 대표적인 변수로서(Capmbell, 1977)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제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Mowday, Porter & Dubin, 1974) 연구

되었다. 또한,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비해 태도 및 행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개념이라는 측

면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O’Reilly & Caldwell, 1981), 조직구

성원의 이직을 직무만족보다 더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김용근, 2004)보

고되고 있다. 육군 전문인력은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 등 군 전체에

적용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은 군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ayer(1996)가 제안한 조직몰입의 요소 중에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과 조직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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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몰입의 구성

Allen & Meyer(1990)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조직몰입의 정의에 있어

세 가지 구별되는 주제를 찾았다. 이러한 조직몰입의 구별되는 주제는

조직에의 정서적 애착심(affective attachment)을 가진 몰입, 조직을 떠남

에 따른 비용과 결부한 조직에의 몰입, 그리고 조직에 존재하려는 의무

로서의 조직몰입이다. 이들은 이를 각각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계속적 몰입(continuous commitment), 규범적 몰입

(normative commitment)으로 명명하였다.

첫째로, 정서적 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하고 동일시하는 조

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다. 즉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충성

의도, 애착 및 조직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관여된 상태로 볼 수 있

다. 또한 정서적 몰입은 심리적 애착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몰입

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과 노력을 하려는 사회적 행위의 의도라고도 하며

집단에 대한 개인 정서의 축적에 대한 애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둘째로, 계속적 몰입은 조직에 머무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조직을

떠남으로써 얻게 되는 손실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몰입이다.

Jaros et al.(1997)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경험의 정도라고 하였다.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계산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이직

과 관련된 비용지각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실 때문에 다른 사회적 대

안을 선택하는 데 불가능을 인식하거나, 개인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

는 상황으로 인하여 현 조직에 몰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로, 규범적 몰입은 계속적 몰입과 상대적인 것으로서 조직구성원

이 조직의 권한을 동일시하고 조직규범을 내재화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된

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6)가 제안한 조직몰입의 요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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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과 조직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군 장교의

경우 민간의 직업과는 달리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서는 이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 몰입처럼 이직 전

후의 손익을 따져 몰입을 한다거나 규범적 몰입과 같이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계속 남아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전희,

문형구, 김경민, 2011). 따라서 정서적 몰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 조직몰입의 영향요인

지금까지 군 조직을 대상으로 상당수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본 연구대상이 군 장교이므로, 여기에서는 군 관련 연구에 나

타난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육군 전문인력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실제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

을 선별하였다.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수집된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을 성

격에 따라 ‘개인, 직무, 조직관련 변인’과 ‘기타’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개

인관련 변인으로는 ‘근무경력, 거래적 리더십, 결혼여부, 계급, 멘토링, 변

혁적 리더십, 연령, 의사소통 유형, 이직의도, 전략적 리더십, 정서지능,

학력, 카리스마적 리더십, 팔로워십’, 직무관련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역

할모호성, 역할갈등, 직무도전성, 직무만족, 직무자율성’, 조직관련 변인으

로는 ‘경력개발, 상관에 대한 신뢰, 상사와의 관계, 고용보장성, 보상공정

성, 의사소통 만족, 인사공정성, 조직문화, 집권화, 집단응집성, 참여가치’,

기타로는 ‘임파워먼트, LMX’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7>).

기존연구들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로 개인, 직무, 조

직특성 중에서 찾아내었으며, 제도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특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

로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고유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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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개인

관련

근무경력
이정수(2001),김용하(2006),허덕봉(1996),

송희섭(1996)

거래적 리더십 홍성관(2009),박재홍(2008),최문석(2006)

결혼여부 김용하(2006),송희섭(1996)

계급 허덕봉(1996)

멘토링 유낙준(2009)

변혁적 리더십
홍성관(2008),박재홍(2007),최문석(2006),

김수태(2005)

연령 허덕봉(1996),송희섭(1996)

의사소통 유형 박상현(2005)

이직의도 허덕봉(1996)

전략적 리더십 김영춘(2009)

정서지능 강용관(2008)

학력 최영삼(2003)

카리스마적 리더십 방원석(2001)

팔로워십 강용관(2008)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박근영(2006)

역할모호성 김용하(2006),허덕봉(1996),송희섭(1996)

<표 Ⅱ-7>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원들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는 하나

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도에 따라 직무나 조직의 성격도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볼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개인 및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Zucker, 1986),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조직 내 인적자원의 수준과 조

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종석, 2003; Khilji & Wang,

2006; Kostova, 1999).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은 제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직무,

조직특성과 함께 제도특성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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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 송희섭(1996)

직무도전성 김용하(2006),송희섭(1996)

직무만족 이상득(2004)

직무자율성
송희섭(1996)김용하(2006),김은지(2011),

허덕봉(1996),

조직

관련

경력개발 김은지(2011)

상관에 대한 신뢰 이명석(2006)

상사와의 관계 김용하(2006),허덕봉(1996)

고용보장성 허덕봉(1996)

보상공정성 김용하(2006),허덕봉(1996)

의사소통 만족 윤석진(2005)

인사공정성(절차,분배) 윤석호(2005),장준태(2003),임규완(2002)

조직문화 유상석(1998),이병철(1997)

집권화 김용하(2006),허덕봉(1996)

집단응집성 이병철(1997),박석제(1994)

참여가치 김용하(2006),허덕봉(1996)

기타
임파워먼트 김영춘(2010)

LMX 유옥덕(2008),정준우(2005)

기존연구 분석을 통해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으로 ‘근무경력, 의사소통 유형, 학력’, 직무관

련 변인으로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조직관련 변인으로 ‘경력개발, 보

상공정성, 의사소통 만족, 인사공정성’ 총 9개의 변인이 검토되었다. 변인

중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관련 개념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기

존에 연구가 되지 않은 일부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최종 변인

선정 시에는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선정한 변인은 개인관련 변인으로

‘학력, 근무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 전문가지향성’, 직무관련 변인으로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조직관련 변인으로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

개발지원’, 제도관련 요인으로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총 11개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이 변인들 중에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변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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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지향성, 경력개발지원,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4가지이다. 특징적인

사항으로, 제도관련 변인이 개인․직무․조직관련 변인과 함께 조직몰입

연구에 사용된 것은 기존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변인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군조직의 특성, 육

군 전문인력의 직무 및 근무환경, 전문직업적 정체성 변수와의 관계’이

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개인․직무․조직․제도관련 변인들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라. 개인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1) 학력, 경력, 직무향상 교육경험과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선행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 직무관련 변수, 조직관

련 변수로 분류해 볼 수 있다(Glisson & Durick, 1988; Williams &

Hazer, 1986). 이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선행변수들 중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고 있으며(Dyer & Reeves, 1995), 구체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성, 근속년수(경력), 배우자

유무, 직위, 급여’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eers(1977)가 조직몰입의 결정변인에 관해 실시한 연구에서 성취욕

구, 연령, 학력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밝혔고,

Sheldon(1971)이 연구소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경력,

연령, 직위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hans, Baack

& Taylor(1987)의 연구에서는 직장경력, 부서경력과 같은 경력이 많을수

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히었다. Mathieu & Zajac(1990)이

조직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 ‘직장경력, 교육수준, 연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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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는 일관성 있게 나

타나기 보다는 연구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의 특성이 직무나 조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나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thieu & Zajac, 1990; Meyer &

Allen, 1997)

첫째, 학력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인근, 최재성(2004)이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서, 연구대상자들의 학력을 전문대졸 이하, 대졸, 대학원이상의 세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세집단의 조직몰입의 평균차를 통계적으로 검증

한 결과, 대학원이상의 집단(3.26)이 대졸 집단(3.03)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학력

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기 때문에 책임감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

하고 있다. 김찬선, 김상진(2006)이 민간경비업체 근무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졸이상 집단(3.81)이 전문대

졸(3.20) 및 고졸이하 집단(2.86)에 비해 조직몰입(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p<.001). 임재원, 이찬(2010)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석사(72.93)가

고졸이하(66.78)와 대졸(67.49)보다 조직몰입(정서적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난 연구

들을 살펴보겠다. 이희태(2010)가 공무원의 보수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력 수준을 고졸이하, 2년제 대졸, 4

년제 대졸, 대학원 졸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수준이 조직몰입에

부(-)적 영향(β =-.12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상수준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동일 수준의 보

상에 대해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그

결과 조직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Glenn & Weaver(1982), 정연앙, 손일상, 최재환(200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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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직 내

에서 직급이 높은 편에 속하고 조직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고학력자들의 경우 그들이 속한 조직에 대해 만족할 때,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되고 높은 조직몰입을 보이지만, 조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직몰입도가 낮아지고, 오히려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Mathieu & Zajac, 1990). 특히, 공무원 집단의 경우 학

력보다도 경력이나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보상체계 역시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고학력자들의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된다. 군 조직 역시 공무원 집단으로서 보상체계나 대우에 있어서 학력

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고, 경력과 계급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므

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전문인력 장교들의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력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무

년수(경력)가 중요한 선행변수로 제시되고 있다(Decotiis & Summers,

1987; Luthans, Baack & Taylor, 1987; Mathieu & Kohler, 1990). 그러

나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일부 연구자(Hall & Schneider, 1972)는 연구

원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조직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의 규범과

가치를 더욱 중시하므로 일반 조직 구성원들과는 달리 근속과 조직몰입

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종욱, 손경

애(2007)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교직경력은 정서적 몰입

(r=.16, p<.01), 지속적 몰입(r=.15,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효정(2006)이 도서관 사서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에서 근무경력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β =.553,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이정수(2001)가 공군 부사관

및 장교를 대상으로 직무특성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근속년수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562,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에게 있어서 경력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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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향상 교육경험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

무향상 교육경험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한 성

격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thieu & Zajac, 1990). 또한, 직무향상 교

육경험이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경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임을 고려

할 때, 조직의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이 경력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조직몰입, 직업

몰입, 경력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경민, 2010; 이기은,

박경규, 2002; Hall, 1971; Igbaria & Greenhaus, 1992). 특히 전문분야

종사자들은 자기개발과 성장의 욕구가 매우 강하므로 조직의 경력개발지

원이 이들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예상된다(김영배, 차

종석, 1999).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육군 전문인력이 직무향상 교육

을 경험하는 것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전문가지향성과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외에 성

향적 특성을 들 수 있다(Ko et al., 1997).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

력지향성도 이러한 성향적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 경력지향성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경력지향의 유형을 전문가지향과 관리자지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전문가지향과 관리자지향이라는 분류는 육군의 전문인력 장

교들과 일반장교들 간의 특성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분방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문가지향과 관리자지향 두 유형의 차이는 매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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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선호직무, 선호경력, 대인관계,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지향형은 직무자체에 관심에 많으며, 기술(기능)적인 목표

를 중시하며, 관리자지향형은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성장, 리더십 발휘,

조직목표 달성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지향형의 경우 전문성

발휘를 위한 직무나 경력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김익균, 장윤희, 이재범, 1999; Schein, 1990), 현

조직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직을 고려

할 수도 있다(Allen & Katz, 1986).

김익균, 장윤희, 이재범(1999)은 경영정보시스템분야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경력지향,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실증분석결

과로 직무만족도, 연령, 근속기간, 학력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관리

자지향 집단이 전문가지향 집단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16.682, p<.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문가지향 집단의 조직에 대

한 몰입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력지향 유형에 따른

경력체계 및 인사관리 적용, 개인의 경력지향과 조직의 욕구가 일치되도

록 하는 인적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재승, 최석봉, 문계완

(2010)은 제조기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경력지향성(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과 무경계경력지향성(boundaryless career orientation)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 하였다. 전통적 경력지향성

은 조직에 대한 충성, 조직 내에서의 승진, 직무안정성을 강조하는 개념

으로(Werner & DeSimone, 2009), 본 연구에서의 관리자지향성과 유사

하며, 무경계경력지향성은 조직외부로부터의 인정, 고용유연성, 개인주도

경력개발을 강조하는 개념으로(Arthur, Khapova & Wilderom, 2005;

Briscoe & Hall, 2006),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지향성과 유사하다. 연구결

과, 전통적 경력지향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394, p<.01), 무

경계 경력지향은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r=-.50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군을 대상으로 경력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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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경우 전문가지향보다

는 관리자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

분의 장교들이 리더로서 부대를 관리해야하는 책임을 맡게 되고, 조직

내에서 책임 있는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의 장교 중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

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 장교들을 선발하여 석사이

상의 학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목적자체가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부대의 지휘관보다는 전

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분야의 참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인력을 지원한 장교들은 일반적인 관리자 즉 지

휘관의 길을 걷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술 및 기능을 발휘하는 경력을 선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육군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높

은 학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가진 장교집단으로서 조직에 대한 몰입

보다는 개인의 경력, 직무에 대한 몰입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마. 직무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1)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는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조직몰입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Rhoades, Eisenberger & Armeli, 2001;

Eisenberger et al., 2002). 특히,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며(Dodd & Ganster, 1996), 조직몰

입도는 높이고 이직의도는 낮아지게 한다(홍계훈, 조윤형, 이창준, 2009;

Eby et al., 1999). Ahuja et al.(2007)은 직무자율성이 구성원들에게 의사

결정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노동피로를 감소시킴으로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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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노근(2010)이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직무자

율성과 조직몰입은 정(+)적 상관관계(r=.25, p<.01)를 나타내었다. 최상필

(2005)이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081,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김은지(2011)가 해군부사관 및 장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은 정(+)적인 상관관계(r=.3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수(2000)가 공군 부사관 및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β 

=.35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전

문인력 장교들이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고학력집단임을 고려할 때, 이

들에게 직무자율성은 전문성을 발휘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판

단되며, 이들이 인식하는 직무자율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 판단된다.

2)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직무도전성은 임파워먼트와 개인개발이라는 메커

니즘을 통해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Arthur, 1994; Birdi, Allan, & Warr, 1997; MacDuffie, 1995;

Moreland & Levine, 2001; Mowday, 1998). 도전적인 직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의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게 되고, 조직이 개

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해준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

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시야를 갖게 되며, 조직에 대한 헌신도

가 높아지게 된다(Buchanan, 1974; Steers, 1977).

Buchanan(1974)이 미국 내 공기업과 사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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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직무도전성은 조직몰

입에 정(+)적 영향(β =.19,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ixon

et al.(2005)이 인턴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직무도전성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5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Steers(1977), Steers

& Spencer(1977), Stevens et al.(1978)도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었다. 국내연구로, 주현식, 윤승현,

김화경(2007)이 컨벤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도전

성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353,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직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직무도

전성 간의 관계에 관한 김혜경(1988)의 연구에서 직무도전성은 직무만족

(r=.542, p<.001), 직무몰입(r=.324,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군을 대상으로 한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직무도전성이나 성취감 같은 내재적 직무양상들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집단에서 중요시 되며(Kraut & Ronen, 1975), 욕구수준이 높은 사

람일수록 어려운 목표에 직면했을 때, 더욱 도전감을 느끼며, 그들이 가

진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Locke, 1968). 육군의 전문인력 장교

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기

에 적합한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는 장교들로서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

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욕구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무도

전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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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직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1) 보상체계와 조직몰입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는 조직이 제공하는 물질적, 사회적

보상에 따라 달라지며(Aselage & Eisenberger, 2003), 보상에 의해 개인

과 조직의 상호작용의 질이 결정된다(Homans, 1961). 또한, 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구성원의 기여의 대가로 임금, 승진, 분배 등의 보상을 제

공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게 된다. 한편, 구성원들은 조직이 제공한 보상에 대한 대가

로 자신을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종욱, 손경애, 2007; 허갑수, 2005,

Adams, 1965; Lawler, 1973; Mottaz, 1988; Mowday et al, 1982). 보상

체계와 관련된 개념에는 보상에 대한 만족, 보상공정성, 분배공정성, 보

상제도, 보상적합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종욱, 손경애(2007)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승진기회

는 정서적 몰입(r=.09, p<.01), 규범적 몰입(r=.09, p<.01)과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충근(2004)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β =.804, p<.001)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이복우(1998)가 공군 부사관 및 장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신뢰와 심리적 계약은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능력에 따른 보상(성과․능력․직무난이

도에 따른 급여차이)은 조직몰입에 부(-)적 영향(β =-.210, p<.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군대조직에서 능력주의의 반

영정도가 연공서열주의에 비해 약하거나, 군의 제도가 능력주의를 실현

하고 있지 않다고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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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규완(2002)이 육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승진․분

배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45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주(2005)가 공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보

상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1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보상공정성은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대체로 보상은 조직몰입과 정(+)적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 역시 자신이 가

진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 발휘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조직에 대한 몰입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조직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

감과 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과의 일체감, 생

산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정선영, 1993; Putti,

Aryee, Phua, 1990). 조직 내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거나 의사소통의 수준

이 낮을 경우, 이는 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지만,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구성원의 만족도와

몰입도는 높아지게 된다(윤석진, 2005; 조대석, 2004: 조영호, 문덕중,

1994; Rusbult et al., 1988).

이정실(2004)이 호텔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조직 내 의사

소통에 대한 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 =.23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희, 문형구, 김경민(2011)이 중위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리더의 독단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

계(r=-.260, p<.01)를 보였고, 리더의 사교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조

직몰입에 정(+)적 영향(β =.39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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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005)이 공군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협력형 커뮤니

케이션은 부하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β =.33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은 부하의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r=-.143, p<.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협력적이며 쌍방

향적으로 잘 이루어 질 때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직업에서의 경력목표달성은 소속된 조직이 제공하는 기회에 크게 영향

을 받게 된다(Hall, 1971). 따라서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이 성장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

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곧 구성원의 직업몰

입도, 조직몰입, 경력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서경민, 2010; 이

기은, 박경규, 2002; Hall, 1971; Igbaria & Greenhaus, 1992). 특히 전문

분야 종사자들은 학력이 높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자기개발과 성장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조직은 이들의 성장욕구

와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의 성

과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김영배, 차종석, 1999).

Wayne, Shore & Liden(1997)은 조직이 제공하는 훈련, 개발, 승진을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경험한 그룹이

상대적으로 조직지원을 높게 인식하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정

서적 몰입이 높은 것을 밝히었다. 서경민(2010)이 연구직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인식은 정서적 몰입(β =.691,

p<.01), 지속적 몰입(β =.681, p<.01), 규범적 몰입(β =.434, p<.01) 모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은, 박경규(2002)이

여행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성장기회는 조직몰입에 정

(+)적인 영향(β =.339,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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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을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진 고학력 집단으로

군내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유

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들과 같이 조직에서 경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 제도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1) 제도신뢰와 조직몰입

신뢰의 원천에 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Zucker(1986)는 제도기반적 신뢰(institution-based)를 사회적 제도, 개인

과 조직의 특성 및 메커니즘으로 봄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인 및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조직에 대한 동질감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뢰(Kramer &

Tyler, 1995)는 통제와 감독이 아닌 자발적인 동기로 구성원들 간의 관

계를 지속시키는 매개체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을 유발시키

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김왕배, 이경용, 2002). 또한, 신뢰는 정

확한 정보교환, 효율적인 업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학

습능력과 성취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Carnevale, 1995).

김왕배, 이경용(2002)이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제도신

뢰는 정서적 몰입(β =.185)과 규범적 몰입(β =.200)에 정(+)적인 영향을,

지속적 몰입(β =-.169)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p<.001)으로 나타

났으며, 제도적 신뢰가 경영주에 대한 신뢰보다 조직몰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도신뢰가 지속적 몰입에 부(-)적

영향을 준 것은 특징적인 현상으로 연구자는 이에 대해 제도적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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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이루어 질 경우 회사원들은 승진, 임금인상 등 제도적 유연성이

적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

을 활용하기 위해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에 대한 몰입

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에서 제도신뢰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의 대상은 다양함에도 신뢰의 본질적

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신뢰와 조직

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희, 문형구, 김경민(2011)이 육군 장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은 정(+)적 상관관

계(r=.34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많은 전문인력 장교들의 경력에 대한 기대, 업무에 대한

동기 등에 부정적인 작용을 해 왔다. 조직에서의 제도가 급변하고 예측

하기 어려울 경우 구성원들은 정책이나 규범에 민감해 지며, 제도와 조

직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쉽다(Kim & Son, 1998). 따라서 선행연구들

과 육군 전문인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육군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도내재화와 조직몰입

조직 내 인적자원의 수준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제도내재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배종

석, 사정혜, 2003; Kostova, 1999). 즉,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도

존재 자체로서 충분치 않고, 구성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

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진희, 2005). 효과적인 제도 내재화

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상태로서 이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Khil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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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2006). Birdi et al. (2008)은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에 대한 인적자

원관리제도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인적자원관리제도가 도

입되어 내재화되어 감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내재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내재화의 개념을 제시한 Kostova(1999)는 제도내재

화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측정도구를 고안하지

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김진희, 심원술(2005)이 Kostova가 제시한 핵심개

념을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고안하여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제도 내재화

의 관계에 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김진희(2009)가 기업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제도내재화는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

계(r=.767, p<.01)를 보였다.

그동안 육군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전문인력 장교들의 군내에서의 지위, 경력, 복무의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육군전문인력이

군내에서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육군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의 내재화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전문직업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적 태도가 필요하다(최연선, 2011; Hall,

1968). 전문직업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직 구

성원이 스스로를 전문직업인으로 여기는 주관적 평가로서(박종우, 1994),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연구되었다(Poulin, 1996).

또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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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 윤리의식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Rabinowitz & Hall, 1977),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같이 개인의 사

회화과정에서 학습된 가치성향과 조직상황은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Lodahl & Kejner, 1965).

운동처방사를 대상으로 한 이사겸(200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적 정

체성이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하위요인인 준거로서의 전문조직 활용,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

명의식,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성에 대한 신념이 직무몰입 및 조직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체육지도자를 대상으

로 연구한 전태준(2006)의 연구에서도 전문 직업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게 나타났다. 권봉안(2004)

의 연구에서도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에 대한 신념에

따라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훈, 김경호(2010)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조직유효성(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정(+)

적인 관계를 보였다.

자.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직업에 대한 정체성은 조직유효성과 많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Kirpal, 2004),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조직몰입도와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ohen, 1993). 따라서 개인의 업무적인 역량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들이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

입 등과 같은 조직유효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직업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정체성 속성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 때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

진다(김지훈, 김경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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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은 개인의 심리상태를 매개로 직무에 대

한 태도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Fried &

Ferris, 1987). 송병식(2005)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직무특성과 혁신행동

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흥구(2006)의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교성(2003)의

연구에서는 냉소주의가 개인, 직무, 조직 차원의 요소들과 조직몰입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

문직업적 정체성도 개인의 심리상태로서 선행연구들과 같이 개인, 직무,

조직요인들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

지훈, 김경호(2010)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사이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직접효과(.200)보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한 간접효과(.478)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주(2007)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수

행 사이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역할갈등(1.087, p<.05) 및 역할모호성(-2.422, p<.05)’과 ‘직무

수행’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문

영주(2007)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역할갈등이나 역할모호성의 수준을 낮

추는 노력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재교육, 보수교육, 경력관리, 경력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제석

봉(2009)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조직특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직무특

성(직무의 자율성, 직무의 전문성, 직무량) 및 조직특성(물리적 환경, 사

회적지지, 급여적정성, 인사제도, 조직구성원과의 관계)의 모든 하위변인

들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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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차명진, 제석봉(2009)은 사회복지사

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직무만

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 직무, 조직, 제도관련 변인들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를 발휘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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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가.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매개모형으로서 개인, 직무, 조직, 제도관련 독립변인들과 매개변인인

전문직업적 정체성, 그리고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림 Ⅲ-1]).

[그림 Ⅲ-1] 본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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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적 정체성 변수는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변수로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념을 갖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박종우, 1994; Hall, 1968). 지금까지 군을 대상

으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육

군 전문인력들은 육군의 장교들 중에서 군사업무의 전문적인 분야에 기

여하도록 선발된 인원들이며,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고학력 집단으로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이들의 심리적 상태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판단하여 종속변인이자 매개변인으로 선택

하였다.

조직몰입 변수는 조직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으로 사용되

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제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 육군 전문인력은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 등 군 전체에 적용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은 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조직몰입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4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로,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2단계로, 본 연구의 목적이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 제공임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 정리된 변인들

중 이론적이기 보다 실천적인 특성, 즉 현실적으로 육군 전문인력 관련

정책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특히, 육군

전문인력이 일반형 장교들과 차별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예: 높은 학력,

전문직위 근무)과 전문인력 제도변화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변인들

이 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두었

다(<표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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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단계 2단계

전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
전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

개
인
관
련
　

근무경력
성별
연령
직급
학력
명성인식
문화적 유능감
자기효능감
전문교육효과

근무경력
학력
계급
연령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카리스마적리더십
팔로워십
결혼여부
멘토링
의사소통 유형
이직의도
정서지능

근무경력

학력
전문교육효과

근무경력

의사소통 유형

학력

직
무
관
련
　

담당업무형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부서․직무 공식화
직무량
직무만족
직무의 전문성
직무자율성

스트레스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직무도전성
직무만족
직무자율성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조
직
관
련
　

고용형태
동료 및 감독자에
대한 만족
멘토링 경험․기능
물리적 환경
보수
보수적정성
보수교육시간
승진기회
인사제도
조직규모
조직문화

경력개발
상관에 대한 신뢰
상사와의 관계
고용보장성
보상공정성
의사소통 만족
인사공정성
(절차,분배)
조직문화
집권화
집단응집성
참여가치

보수
보수적정성
보수교육시간
승진기회

인사제도

경력개발

보상공정성
의사소통 만족
인사공정성
(절차,분배)

기
타
　

가족의지지
이타주의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LMX

<표 Ⅲ-1> 본 연구의 독립변인 선정과정(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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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2단계에서 추출된 변인들 중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두 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전

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중 한 가지에만 영향을 주는 변인이지만,

다른 변인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포함하였

다. 4단계로, 3단계에서 선택된 변인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육군 전문인

력의 상황에 맞게 변인을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연구되지 않

았으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변인은 ‘전문가지향성’과 제도관련 변인(제도신뢰, 제도내재화)이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독립변인은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

육경험, 전문가지향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

개발지원,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11가지로 선정되었다(<표Ⅲ-2>).

구분 3단계 4단계

개인
관련
　

근무경력

학력
전문교육효과

경력

학력

직무향상교육경험

전문가지향성

직무
관련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조직
관련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

보상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
관련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표 Ⅲ-2> 본 연구의 독립변인 선정과정(3단계, 4단계)

본 연구모형은 제도관련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조직 및 직무태도와 연관된 많은 연

구들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인특성, 직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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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직특성’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데, 연구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Glisson, Durick,

1988). 제도관련 변수가 개인, 직무, 조직관련 변수들과 사용된 선행연구

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 바와 같이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인사관리제도

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변인에 포함하였다.

나.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총 16개로 구성된다. 가설1부터 가설8까지는 전문직

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에 관한 내용이며, 가설9부터 가설

16까지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1)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가설1 개인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개인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3 직무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4 직무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5 조직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6 조직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7 제도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8 제도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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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 효과

가설9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가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가설10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가설11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가설12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보상체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13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14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15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신뢰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16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내재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2. 예비조사

본 연구의 설문은 대부분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

나, 일부 문항을 군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군과 관련성이 매우 낮은

문항은 제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보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

는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계된 연구모형에 따라 ‘전문가지향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보상

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전문직업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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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최초 탐색적 요인분석 후

전체 .930 .935

전문가지향성 .720 .720

직무자율성 .830 .830

직무도전성 .834 .834

보상체계 .748 .726

<표 Ⅲ-3> 예비조사 측정도구의 신뢰도

조직몰입’변인을 중심으로 설문을(총72문항)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현

재 육군 전문인력으로 근무 중인 장교 1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7

일부터 9월 10일(2주간)까지 육군 인트라넷 망을 통해 이뤄졌고, 총33명

(회수율: 25%)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신뢰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서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

요인공통성 및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 원 검사도구의 요인과 다르게

분류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박사2명의 검토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65문항의 본조사를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예비조사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분석 시에 전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도 대체로 .8에 근접하거나 .8이상이었으나, 제도신

뢰(.653)는 .7 이하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공통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을 제

거한 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921을 나타냈고, 제도신뢰

는 .762로 최초(.653)에 비해 높아졌다(<표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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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928 .928

경력개발지원 .920 .920

제도신뢰 .552 .754

제도내재화 .665 .787

전문직업적정체성 .852 .855

전문조직활용 .352 .448

공공서비스신념 .429 .592

자체규제신념 .687 .715

소명의식 .810 .810

자율신념 .766 .766

조직몰입 .913 .913

나.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

택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

치는 .40 이상, 공통성(communality)은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송지

준, 2008).

전문가지향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은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났고, 요인적재량 역시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설

명된 총분산은 62.473%로 나타났다(<표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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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적재량

공통성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

직무7 .792 .166 .658

직무9 .761 .217 .701

직무10 .713 .184 .545

직무8 .691 .176 .546

직무2 .187 .883 .609

직무1 .199 .860 .816

직무3 .199 .837 .780

초기고유값 3.852 1.837

설명분산 26.530 23.641

누적분산 26.530 50.171

<표 Ⅲ-5> 직무관련 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전문가지향성

경력4 .857 .734

경력1 .819 .671

경력2 .796 .633

경력5 .749 .561

경력3 .725 .525

초기고유값 3.124

설명분산 62.473

누적분산 62.473

<표 Ⅲ-4> 전문가지향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직무특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개의 요인(직무

도전성, 직무자율성)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의 요인은 직무특성에 대해

50.1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들의 공통성은 .4 이상,

요인적재량 역시 .4 이상으로 나타났다(<표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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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적재량

공통성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보상체계

조직3 .854 .207 .138 .792

조직1 .825 .100 .152 .714

조직6 .778 .259 .191 .709

조직5 .765 .177 .268 .688

조직2 .689 .205 .149 .539

조직4 .687 .241 .089 .538

조직9 .208 .816 .074 .714

조직11 .141 .810 .259 .743

조직8 .301 .780 .162 .725

조직10 .217 .777 .258 .717

조직7 .317 .750 .128 .679

조직16 .115 .067 .849 .738

조직14 .311 .065 .758 .675

조직13 .242 .190 .728 .625

조직17 .180 .180 .724 .588

조직15 .006 .302 .480 .322

조직12 .108 .429 .466 .413

초기고유값 7.187 1.934 1.800

설명분산 23.890 21.766 18.586

누적분산 23.890 45.656 64.242

<표 Ⅲ-6> 조직관련 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특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의사

소통, 경력개발지원, 보상체계)으로 분류되었으며, 조직특성에 대해

64.2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15’문항의 공통성은 .322로

.40 보다 낮으며, 신뢰도 확인결과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으로 나타나 제

거하기로 하였다. 그 외의 모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은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났다(<표Ⅲ-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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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적재량

공통성
제도내재화 제도신뢰

제도3 .870 .196 .796

제도2 .861 .203 .783

제도1 .820 -.075 .677

제도10 .761 .171 .609

제도4 .715 .398 .669

제도5 .694 .474 .707

제도8 .140 .840 .725

제도9 .325 .755 .677

제도7 .464 .626 .607

제도6 .101 .543 .305

제도11 .003 .384 .148

초기고유값 5.240 1.461

설명분산 37.217 23.697

누적분산 37.217 60.914

<표 Ⅲ-7> 제도관련 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도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제도내재화,

제도신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제도6’문항은 공통성이 .305로 .40보

다 낮고, 신뢰도도 낮추는 문항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제도11’문항은

공통성(.148)과 요인적재량(.384) 모두 .40 이하이며, 신뢰도도 낮추고 있

어 마찬가지로 제거하였다. ‘제도10’문항의 경우, 제도신뢰에 묶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제도내재화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내

재화에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문항이 있어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제도7’

문항의 경우, 제도내재화에 묶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도신뢰에 묶이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도신뢰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

였다. 그 외의 모든 문항들은 요인적재량과 공통성 모두 .40 이상으로 나

타났다(<표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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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적재량

공통성소명
의식

공공
서비스

자율성
자체
규제

-
행동
준거1

행동
준거2

전문16 .734 .419 .066 .034 -.016 .166 .198 .786

전문15 .717 .333 -.023 .194 .078 .045 .082 .678

전문19 .672 -.261 .155 .079 .304 -.109 .113 .667

전문17 .652 .495 .074 .027 .072 .125 .125 .713

전문18 .627 .071 .211 .090 .068 .353 -.164 .607

전문14 .401 .377 .100 .305 .061 .201 -.005 .450

전문7 .151 .716 .123 .067 -.026 .268 -.048 .630

전문10 .152 .709 .125 .092 -.060 .003 .148 .576

전문9 .064 .585 .205 .014 .373 -.125 .207 .586

전문6 .191 .565 .018 .259 .186 .238 .200 .555

전문21 .134 .144 .811 .077 -.013 .068 -.020 .708

전문20 .198 .167 .792 -.078 -.064 -.067 .174 .740

전문23 -.037 .232 .702 .169 .000 .239 -.042 .635

전문22 .012 -.149 .554 .309 .102 .071 .093 .448

전문12 .123 .089 .145 .829 .074 .086 .039 .746

전문11 .141 .136 .034 .773 -.163 -.138 .256 .749

<표 Ⅲ-8> 전문직업적 정체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5, 전문8’ 두 문항이

1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거

하기로 하였다. ‘전문14’문항의 경우는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에 묶일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

용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전문1, 전문2, 전문3, 전문4’

4개 문항은 행동의 준거로서 전문조직의 활용에 묶일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전문2, 전문3’와 ‘전문1, 전문4’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명확

한 선택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 외의 모든 문항들은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표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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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 .048 .136 .218 .646 .397 .100 -.147 .675

전문8 .059 .095 -.052 .082 .787 .015 -.046 .644

전문5 .321 -.024 -.008 -.005 .616 .088 .365 .624

전문2 .112 .090 .167 .016 -.044 .795 .239 .741

전문3 .293 .359 .081 .042 .345 .606 -.097 .719

전문4 .003 .180 .186 .213 .240 .001 .733 .708

전문1 .221 .219 -.018 -.023 -.154 .386 .622 .658

초기
고유값 6.332 2.057 1.753 1.445 1.230 1.177 1.046

설명
분산 12.691 12.262 10.385 9.216 7.378 7.091 6.369

누적
분산 12.691 24.953 35.338 44.554 51.932 59.024 65.393

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조직몰입

몰입4 .887 .787

몰입3 .886 .785

몰입6 .843 .710

몰입1 .829 .687

몰입5 .791 .625

몰입2 .747 .558

초기고유값 4.152

설명분산 69.207

누적분산 69.207

<표 Ⅲ-9> 조직몰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몰입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과 공통

성이 .40 이상이며, 정서적 몰입 1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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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군에서의 설문조사 절차 상, 예비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보완된 최종설

문의 보안성 검토를 받기 위해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설문을 제출하여 보

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육군본부의 전문인력 보직장교와 협조하

여 육군 전문인력들의 국방망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대상자들은 중위부터 중령까지 육군의 전체 전문인력 877명이

었다. 이 중 임관이후 5년미만 근무자들은 전문인력으로서 근무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위 전체, 대위 중 1차 중대장을 아직 수행하

지 않은 장교들을 제외하여 총 773명에게 2012년 9월 19일에 설문을 발

송하였고, 핸드폰 문자로도 확인 메시지를 보냈다. 9월 27일에 미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재차 설문을 보냈으며, 10월 8일까지(20일간) 설문을 접수

하여 237부를 회수(회수율: 30.7%)하였으며, 이 중 파일에 이상이 있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225부를 최종적으로 분

석에 사용하였다.

전문인력의 5가지 유형인 ‘정책전문인력, 특수전문인력, 국제전문인력,

기술․기능전문인력, 획득전문인력’ 중 ‘국제전문인력, 기술․기능전문인

력’은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제전문인력과 기술․기능 전문

인력 중 시설, 통신기술, 병과전문인력은 부특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

른 주특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이며, 보직관리도 전문인력 보직장교가 아닌 해당 병과 보

직장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기무는 현재 군 인사분류 상 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으나, 타 전문인력과 달리 기능에 의한 분류이며, 임무의 특

수성 때문에 자료수집도 제한되어 있다([그림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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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 점선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설문조사를 실시한 육군전문인력 225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계급별로는 대위 49명, 소령 111명, 중령 65명으로 소령이

거의 과반수(49.3%)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석사학위 132명, 박사과정

39명, 박사학위 54명으로 모든 대상자가 전문인력의 기본요건인 석사학

위를 소지하고 있었고, 박사 및 박사과정은 93명(41.3%)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직무향상 교육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자

는 126명, 교육경험이 없는 자는 96명으로 과반수 이상(56%)이 직무향상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특기 유형에 맞는 전문인력 직위

에서 근무한 경력은 5년미만인 자가 164명, 5년이상인 자는 61명으로 나

타났다. 전문인력 유형으로는 정책전문인력 115명, 특수전문인력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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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명) 비율(%)

총계 225 100.0

계급

대위 49 21.8

소령 111 49.3

중령 65 28.9

학력

석사 132 58.6

박사과정 39 17.3

박사 54 24.0

직무향상

교육경험

없음 96 42.7

있음 126 56.0

결측 3 1.3

전문인력 직위

근무경력

5년미만 164 72.9

5년이상 61 27.1

전문

인력

유형

정책

전문

인사 23 10.2

작전 5 2.2

군수 18 8.0

동원 3 1.3

정책․전력 66 29.3

소계 115 51.1

특수

전문

교수 21 9.3

연구개발 8 3.6

국방관리분석 26 11.6

소계 55 24.4

획득

전문
획득사업 49 21.8

기타 4 1.8

결측 2 0.9

<표 Ⅲ-10>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획득전문인력 49명, 기타 및 결측 6명으로, 정책전문인력이 과반수를 약

간 넘게(51.1%) 분포하고 있었다(<표 Ⅲ-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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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

연구모형에 나타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부분 혹은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본 연구에 맞

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검토 과정에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박사 2인, 경영학 박사(육군전문인력)1인에

게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서 Cronbach  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13가지 변인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출처와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 

를 이용하였다. 신뢰성 계수의 적정 수준을 판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Van de Ven & Ferry,

1980), 0.7이상이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본다(Nunnally, 1978). 본 연구

의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인들의 신뢰도는

제도신뢰(.721)∼조직몰입(.908)로 .7이상의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1) 학력

최종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를 위하여 객관식1개 문항을 구성하

였다. 선택사항은 ‘석사학위, 박사과정, 박사학위’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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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특기에 맞는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를 위

하여 객관식 1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선택사항은 ‘5년미만, 5년이상’ 2가

지이다.

3) 직무향상교육 경험

직무향상교육은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육군의 인력을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의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

구에서는 직무향상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1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4) 전문가지향성

전문가지향성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선호도를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Gerpott et al. (1988)가 개발하고, 류인영(2003)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Gerpott et al. (1988)의 연구에서 .80,

Aryee & Ryong(1991)의 연구에서 .75, 류인영(2003)의 연구에서 .773,

본 연구에서는 .849로 나타났다.

5)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이란 직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결정하

는데 있어서 작업자에게 허용된 자유, 독립, 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

(Hackman & Oldham, 1975). 본 연구에서는 Breaugh(1999)가 개발하고

김가연(2011)이 사용한 직무자율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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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Breaugh(1999)의 연구에서 .88, 김가연(2011)의 연구에서 .92, 본 연구에

서는 .857로 나타났다.

6)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이란 직무수행자의 지식, 기능, 능력이 그 직무로 인하여 사

용되고 증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 Pritchard(1983)와 Walsh, Taber & Beehr(1980)가 제시한 직무도전성

의 정의를 토대로 김혜경(198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김

혜경(1988)의 연구에서 .863, 본 연구에서는 .789로 나타났다.

7) 보상체계

보상체계란 조직 구성원이 발휘한 노력에 대한 조직의 합리적인 보상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Dunnette, Lawler&

Weick(1970)이 개발하고 김현정(2003)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이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816, 본 연구에서는 .821로 나타났다.

8)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조직구성원 간에 자유롭게 의견교환이 이루어

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O'Reilly & Roberts(1977)가 개발하고, 조범상

(2004)이 사용한 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조범상(2004)의 연구에서 .737, 본 연구에서는 .90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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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조직차원의 지원

을 의미하며(Rothenbach, 1982), Rothenbach(1982)가 개발하고, 서경민

(2009)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

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서경민(2009)의 연

구에서는 .85, 본 연구에서는 .888로 나타났다.

10) 제도신뢰

제도신뢰에서 제도는 육군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를 의미한다. 강현희

(2009)는 신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도

의 특성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긍정적인 기대’라는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강현희(2009)의 정의를 사용하여, 제도신뢰를 ‘육군 전문

인력들이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인 기대’로 정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현희(2009)가 개발한 제도신뢰 측정문항

을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강현희(2009)의 연구에서 .819, 본 연구에서는

.762로 나타났다.

11) 제도내재화

제도내재화는 제도적 규칙과 규정의 의미가 제도의 시행단위에 잘 전

파되어 올바로 조직에 정착되어 가는 내면화 과정이다(Kostova, 1999).

제도내재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Kostova(1999)는 제도 내재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제도몰입, 제도만족, 심리적 주인의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김진희(2004)는 제도내재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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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김진희(200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김진희(2004)의 연구에서 .927, 본 연구에서는 .903으로 나타났다.

12)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

라고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Hall, 1968). Hall(1968)은 최초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50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이후

Snizek(1972)이 통계적 검증을 통해 25개 문항으로 축소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izek(197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박종

우(1994)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는 ‘행동의 준거로서 전문조직 활

용 5문항’,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5문항’,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4문

항’,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자율성에 대한 신념 4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설문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5개의 하위요인 각각의 평균값을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구성

하는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Hall(1968)의 연구에서 .86, Snizek(1972)의

연구에서 .799, 박종우(1994)의 연구에서 .6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69로 나타났다(<표Ⅲ-11>).

구분
Hall
(1968)

Snizek
(1972)

박종우
(1994) 본 연구

전체(전문직업적정체성) 0.86 0.799 0.694 0.869

전문조직의 활용 0.674 0.62 0.523 0.631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0.676 0.656 0.534 0.65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0.694 0.596 0.439 0.707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0.711 0.455 0.601 0.797

자율성에 대한 신념 0.776 0.73 0.505 0.721

<표 Ⅲ-11> 전문직업적 정체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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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애착과

조직과의 일체감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Allen & Meyer, 1996)을

측정하고자 한다.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Allen & Meyer(1996)

가 개발하고 최소연(2005)이 사용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

로 구성되며,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len & Meyer(1996)의 연구에서 .82, 최소연(2005)의 연구에서 .935, 본

연구에서는 .908로 나타났다.

구분 측정도구 문항수

인구통계학적특성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 각 1문항씩 제작 3

독립변인

전문가지향성 Gerpott et al. (1988), 류인영(2003) 5

직무자율성 Breaugh(1999), 김가연(2011) 3

직무도전성
Campbell & Pritchard(1983), Walsh, Taber &
Beehr(1980), 김혜경(1988)

4

보상체계
Campbell, Dunnette, Lawler& Weick(1970), 김현정
(2003)

5

의사소통 O'Reilly & Roberts(1977), 조범상(2004) 6

경력개발지원 Rothenbach(1982), 서경민(2009) 6

제도신뢰 강현희(2009) 4

제도내재화 Kostova(1999), 김진희(2004) 7

매개변인

전 문 직 업 적

정체성
Hall(1968), Snizek(1972), 박종우(1994) 23

종속변인

조직몰입 Allen & Mayer(1996), 최소연(2005) 6

계 72

<표 Ⅲ-12> 본 연구의 측정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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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설문문항들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18.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로 제시되는 모형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통해 각 변인

의 측정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판단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회귀계

수의 통계적 유의성(C.R. 값 ±1.96 이상, p<.05), 요인부하량(.5 기준), 측

정문항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송지준, 2008), 부적절한 일부 문항들은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Ⅲ-3]).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χ² 과 여러 적합도 지수

를 사용하는데, χ² 의 경우, 통계량에서 제공되는 p값이 .05보다 크면 표

본데이터로부터 얻어진 공분산행렬과 모델에서 추정하는 공분산행렬간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χ²

은 표본의 크기, 모델의 복잡성,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에 적합한 모델이라도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관측변수들이 많거나 관측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경우 χ² 값이

좋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χ²통계량을 절대적으

로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종

필, 2012). 특히, 여러 적합도 지수 중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로서

TLI, CFI, RMSEA가 사용되는데(김민규, 김주환, 홍세희, 2009; 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Bentler, 1990), RMSEA는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가 매우 좋고,

.05와 .08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이며, .1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

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모형의 χ²=1074.977(df=695, p<.05)로 모형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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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909, CFI=.919, RMSEA=.04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Ⅲ-13>).

χ² df χ²/df TLI CFI RMSEA

1074.977 695 1.547 .909 .919 .049

<표 Ⅲ-13>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3] 본 연구의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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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지향성

1 1

직무
자율성

2 0.24 1

직무
도전성 3 0.399 0.515 1

보상
체계

4 0.117 0.292 0.315 1

의사
소통

5 0.161 0.387 0.37 0.508 1

경력
개발

6 0.028 0.262 0.476 0.43 0.511 1

제도
신뢰 7 -0.15 0.145 0.105 0.077 0.02 0.267 1

제도
내재화

8 0.015 0.183 0.266 0.178 0.141 0.273 0.597 1

전문
직업적
정체성

9 0.431 0.207 0.451 0.033 0.268 0.231 0.264 0.534 1

조직
몰입 10 0.216 0.307 0.5 0.381 0.41 0.464 0.153 0.283 0.65 1

측정모형의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015(전문가지향성, 제도

내재화)부터 .65(전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적인 관계는 전문가지향

성과 제도신뢰(-.15)간에 나타났다(<표Ⅲ-14>).

<표 Ⅲ-14> 측정모형의 변인 간 상관계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개의 잠재변인에 대한 각각의 측정변인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R.>2.58, p<.01). 요인부하량

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이 .5이상이고 .95이하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요인부하량이 .5이하라

고 해도 그 변수가 중요한 변수라면 제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

은 요인부하량 때문에 중요한 항목을 제거하게 되면 구성개념에 대한 본

래의 의미가 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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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요인적재량)
S.E. C.R.

전문가

지향성

경력4 1 0.819

경력3 0.936 0.658 0.096 9.763 ***

경력1 1.025 0.781 0.088 11.689 ***

경력2 0.844 0.712 0.079 10.643 ***

직무

자율성

직무3 1 0.774

직무2 1.122 0.863 0.089 12.61 ***

직무1 1.073 0.821 0.088 12.241 ***

직무

도전성

직무9 1 0.811

직무8 0.836 0.681 0.085 9.784 ***

직무7 0.776 0.684 0.079 9.82 ***

직무10 0.531 0.601 0.062 8.572 ***

보상체계

조직16 1 0.76

조직14 1.191 0.87 0.103 11.534 ***

조직13 0.914 0.71 0.09 10.148 ***

의사소통

조직6 1 0.815

조직5 0.987 0.785 0.075 13.233 ***

조직4 0.87 0.662 0.082 10.597 ***

조직3 1.19 0.876 0.077 15.408 ***

조직1 1.125 0.803 0.082 13.646 ***

조직2 0.896 0.671 0.083 10.783 ***

경력개발

조직11 1 0.865

조직10 1.108 0.863 0.076 14.68 ***

조직9 1.012 0.73 0.084 12.106 ***

제도신뢰

제도9 1 0.819

제도8 0.974 0.765 0.092 10.579 ***

<표 Ⅲ-15> 본 연구의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측정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5이상으로 나

타났으나, 자체규제(.412)와 자율신념(.431)은 .5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변인들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요인부하량

도(.4이상) 매우 낮지는 않으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표 Ⅲ-15>).



- 91 -

구분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요인적재량)
S.E. C.R.

제도7 0.805 0.683 0.083 9.647 ***

제도

내재화

제도3 1 0.896

제도2 0.96 0.888 0.053 18.091 ***

제도1 0.668 0.68 0.057 11.789 ***

제도4 0.806 0.756 0.058 13.869 ***

전문

직업적

정체성

행동준거 1 0.632

공공서비

스
0.824 0.623 0.109 7.575 ***

자체규제 0.642 0.412 0.12 5.344 ***

소명의식 1.099 0.745 0.128 8.613 ***

자율신념 0.544 0.431 0.098 5.558 ***

조직몰입

몰입2 1 0.695

몰입3 1.122 0.888 0.091 12.264 ***

몰입4 1.134 0.877 0.093 12.134 ***

몰입6 1.05 0.767 0.098 10.737 ***

몰입1 1.117 0.8 0.1 11.157 ***

주. ***p<.001

5.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분석

기초통계분석에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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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들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의 기초통계량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데이터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너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과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나. 가설 검증

가설검증을 위하여 주로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장되는 방법이다(이기봉,

김영숙, 2006).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Ⅲ-16>).

첫째,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

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나타나는 직접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하였으며, 개인관련 변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학

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둘째,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에서는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각 효과들의 유의성은 제공

하지 않는다. 직접효과는 C.R.이나 p값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우종필, 2012). 일

반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많이 사용되는 Sobel Test는 다변

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델에서 현실적으로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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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기초

통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분포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성 검증 Cronbach's alpha

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기초통계량 분석 기술통계, 정규성 검증, 다중공선성, 상관분석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독립표본 t-test,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

<표 Ⅲ-16>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

은 다변량 정규성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난

데이터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부트스

트래핑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

본추출(resampling)을 통해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표본자료로부

터 복원추출을 하여 하위표본(subsample)을 생성하기 때문에 표본자료

가 모집단의 대체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

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수의 분포를 생성시킨 후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우종필, 2012; Efro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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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변인의 기술통계량

총10개의 변인(독립변인8, 매개변인1, 종속변인1)들은 모두 리커트형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변인들의 최소값은 1점부터 2.07점까지, 최대값은

4.46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평균값의 경우, 제도신뢰(2.65)와

경력개발지원(2.947)이 2점대로 나타났고, 전문가지향성(4.289)은 4점대

로, 나머지 변인들은 3점대의 값으로 나타났다(<표 Ⅳ-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

변인

전문가지향성 1.25 5.00 4.289 .608

직무자율성 1.00 5.00 3.442 .692

직무도전성 1.75 5.00 3.669 .658

보상체계 1.00 4.67 3.313 .710

의사소통 1.00 5.00 3.414 .697

경력개발지원 1.00 5.00 2.947 .841

제도신뢰 1.00 5.00 2.650 .756

제도내재화 1.00 5.00 3.428 .809

매개

변인

전문직업적

정체성
2.07 5.00 3.932 .433

행동준거 1.00 5.00 3.889 .700

공공서비스 1.00 5.00 4.114 .585

자체규제 1.67 5.00 3.442 .688

소명의식 2.00 5.00 4.234 .653

자율신념 2.00 5.00 3.982 .559

종속

변인
조직몰입 1.80 5.00 3.939 .649

<표 Ⅳ-1> 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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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결측비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전문가

지향성

경력1 0 -2.324 .162 7.715 .323

경력2 0 -1.211 .162 2.730 .323

경력3 0 -.581 .162 .405 .323

경력4 0 -1.449 .162 4.259 .323

직무

자율성

직무1 0 -.391 .162 .206 .323

직무2 0 -.694 .162 .930 .323

직무3 0 -.345 .162 -.151 .323

직무

도전성

직무7 0 -.497 .162 .098 .323

직무8 0 -.385 .162 -.338 .323

직무9 0 -.559 .162 .357 .323

<표 Ⅳ-2> 본 연구 변인의 결측비율과 정규성

나. 변인의 정규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

하고 있다. 다변량 정규성이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두 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 빈도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고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정규성에서 약간의 이탈에도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에 대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사용한

판별법을 사용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Kline, 2005)이면 분포가 매우

큰 편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첨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절대값이

8.0(DeCarlo, 1997), 10.0(Kline, 2005) 이상일 경우에 정규성에 문제가 있

다고 본다. 본 연구모형에서 관측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정규분포 가정

의 범위 내에 있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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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결측비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직무10 0 -.451 .162 .606 .323

의사

소통

조직1 0 -.284 .162 -.400 .323

조직2 0 -.332 .162 -.573 .323

조직3 0 -.341 .162 -.516 .323

조직4 0 -.638 .162 .603 .323

조직5 0 -.370 .162 .246 .323

조직6 0 -.392 .162 -.011 .323

경력

개발

지원

조직9 0 -.198 .162 -.585 .323

조직10 0 -.228 .162 -.620 .323

조직11 0 .036 .162 -.343 .323

보상

체계

조직13 0 -.509 .162 .131 .323

조직14 0 -.732 .162 .332 .323

조직16 0 -.476 .162 .177 .323

제도

내재화

제도1 0 -.907 .162 1.285 .323

제도2 0 -.474 .162 .041 .323

제도3 0 -.608 .162 .252 .323

제도4 0 -.265 .162 -.004 .323

제도

신뢰

제도7 0 -.275 .162 -.474 .323

제도8 0 .268 .162 -.484 .323

제도9 0 .108 .162 -.256 .323

조직

몰입

몰입1 0 -.641 .162 .856 .323

몰입2 0 -.744 .162 .836 .323

몰입3 0 -.519 .162 .333 .323

몰입4 0 -.442 .162 .127 .323

몰입6 0 -.656 .162 .423 .323

전문

직업적

정체성

행동준거 0 -.672 .162 1.422 .323

공공서비스 0 -.988 .162 3.358 .323

자체규제 0 -.318 .162 -.090 .323

소명의식 0 -.569 .162 .332 .323

자율신념 0 -.282 .162 .865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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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인 간 다중공선성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들 사이의 상관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다변량 수준에서의 다중공선성 확인은 공차

(Tolerance)의 값이 .10 보다 작거나, 공차의 역수로서 ‘전체 표준화된 분

산 대 고유분산비’를 의미하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

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본 연구에 독립변인으로 사용

된 9가지 변인들의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Ⅳ-3>).

구분 공차(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전문가지향성 .771 1.298

직무자율성 .750 1.333

직무도전성 .615 1.626

보상체계 .713 1.402

의사소통 .631 1.586

경력개발지원 .639 1.565

제도신뢰 .692 1.444

제도내재화 .609 1.641

전문직업적 정체성 .631 1.585

<표 Ⅳ-3> 본 연구의 변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라. 변인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전 연구가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들 간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준다. 상관계수는 두 변인 간의 일차적인 관계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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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가를 측정해 주는 지수로서 ‘±0.0-0.2는 관련이 없음, ±0.2-0.4는 약

간의 관련성, ±0.4-0.7은 상당한 관련성, ±0.7-1.0은 매우 강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강병서, 김계수, 2011).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절대값으로 .021(제도내재화, 전

문가지향성)∼.516(제도내재화, 제도신뢰)까지 분포하였고, 0.7이상의 매

우 강한 상관성을 가진 변인 간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표 Ⅳ-4>).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전문
직업
정체성

1 1 　 　 　 　 　 　 　 　 　

조직
몰입

2 .498** 1 　 　 　 　 　 　 　 　

전 문 가
지향성

3 .357** .215** 1 　 　 　 　 　 　 　

직무
자율성 4 .165* .305** .195** 1 　 　 　 　 　 　

직무
도전성

5 .343** .449** .312** .438** 1 　 　 　 　 　

보상
체계

6 -0.038 .343** 0.086 .267** .259** 1 　 　 　 　

의사
소통

7 .208** .390** .146* .343** .349** .442** 1 　 　 　

경력
개발 8 .170* .422** 0.041 .240** .419** .374** .475** 1 　 　

제도
신뢰

9 .206** 0.12 -0.111 0.106 0.097 0.07 0.042 .226** 1 　

제도
내재화

10 .422** .235** 0.021 .132* .224** 0.127 0.123 .217** .516** 1

<표 Ⅳ-4> 변인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

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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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가. 초기모형 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얻었고, 연구에 사용되

는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초기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초기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은 ‘전문가 지향성, 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보상

체계, 의사소통, 경력개발, 제도신뢰, 제도내재화’ 8가지, 매개변인은 ‘전

문직업적 정체성’, 종속변인은 ‘조직몰입’으로 구성되었다([그림 Ⅳ-1]).

[그림 Ⅳ-1] 본 연구의 초기 연구모형

주1. 실선: 유의미한 경로, 점선: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주2. 독립변인 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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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에서 χ²값은 기각되었으나, CFI(.919),

TLI(.909)는 .9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RMSEA(.049)는 .05 이하

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

다(<표 Ⅳ-5>).

χ² df χ²/df CFI TLI RMSEA

1074.977 695 1.547 0.919 0.909 .049

<표 Ⅳ-5> 초기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연구모형의 변인 간 상관관계는 절대값으로 .015(전문가지향성, 제도내

재화)에서 .597(제도신뢰, 제도내재화)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적인 관계는 전문가지향성과 제

도신뢰 (-.15)사이에서만 나타났다. (<표 Ⅳ-6>).

구분 1 2 3 4 5 6 7 8

전문가
지향성

1 1

직무
자율성 2 0.24 1

직무
도전성

3 0.399 0.515 1

보상
체계

4 0.117 0.292 0.315 1

의사
소통

5 0.161 0.387 0.37 0.508 1

경력
개발지원 6 0.028 0.262 0.476 0.43 0.511 1

제도
신뢰

7 -0.15 0.145 0.105 0.077 0.02 0.267 1

제도
내재화

8 0.015 0.183 0.266 0.178 0.141 0.273 0.597 1

<표 Ⅳ-6> 초기 연구모형의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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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모형 결정

구조모형은 보다 간명성을 가진 모형일수록 더욱 좋은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간명성이란 모형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

로서, 모형 속의 변인들 간의 관계의 성질과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가 생

략될수록 그 만큼 추정해야 할 모수치의 수가 작아지고, 복잡한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간명한 모형은 주어진 모형이 간단하면서 동

시에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의 모형적합도에 비추어 볼 때 2차이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내포모형(nested

model)이다. 즉, 2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포화모형에 비

해 모형적합도가 뒤떨어지지 않으며, 자유도(df)가 높을수록 간명한 모형

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형을 얻기 위하여 초기 연구모형에서 유

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차례로 제거하면서 경쟁 연구모형과의 2

차이값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표Ⅳ-7>).

모형1은 ‘직무도전성→조직몰입’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 자유도 1일

때, p=.05 수준에서 카이제곱 차이값은 3.84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형1과 초기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701(df=1)로서 3.84 보다 작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

수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도가 더 높은 모형1이 초기모형에

비해 간명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2는 모형1로부터 ‘의사소통→조직몰입’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662(df=1)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자유도가 높은 모

형2가 모형1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로부터 ‘경력개발지원→전문직업적 정체성’ 경로를 제거

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025(df=1)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오히려 좋아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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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TLI: .909→.910)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도가 높은 모형3이 모형2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3으로부터 ‘직무자율성→전문직업적 정체성’ 경로를 제거

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1.579(df=1)로 나타나 두 모

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동일하였다. 따라

서 자유도가 높은 모형4가 모형3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모형5는 모형4로부터 ‘직무자율성→조직몰입’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1.031(df=1)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자유도가 높

은 모형5가 모형4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모형6은 모형5로부터 ‘제도신뢰→전문직업적 정체성’ 경로를 제거한 모

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026(df=1)으로 나타나 두 모형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자

유도가 높은 모형6이 모형5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모형7은 모형6으로부터 ‘제도신뢰→조직몰입’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값은 .006(df=1)으로 나타나 두 모형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자유도가

높은 모형7이 모형6에 비해 보다 간명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7

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구분 χ² df χ²/df CFI TLI RMSEA

초기모형 1074.977 695 1.547 0.919 0.909 0.049

모형1 1075.678 696 1.546 0.919 0.909 0.049

모형2 1076.34 697 1.544 0.919 0.909 0.049

모형3 1076.365 698 1.542 0.919 0.91 0.049

모형4 1077.944 699 1.542 0.919 0.91 0.049

모형5 1078.975 700 1.541 0.919 0.91 0.049

모형6 1079.001 701 1.539 0.919 0.91 0.049

모형7 1079.007 702 1.537 0.919 0.91 0.049

<표 Ⅳ-7> 경쟁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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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

주. 독립변인 간에는 상호 상관이 존재함.

최종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에서 χ²값은 기각되었으나, CFI(.919),

TLI(.91)는 .9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RMSEA(.049)는 .05 이하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Ⅳ-8>).

χ² df χ²/df CFI TLI RMSEA

1079.007 702 1.537 0.919 0.91 0.049

<표 Ⅳ-8> 최종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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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구모형의 변인 간 상관계수는 절대값 기준으로 .015(전문가지

향성, 제도내재화)에서 .598(제도신뢰, 제도내재화)사이에 분포하고 있으

며 .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적인 관계는 전문

가지향성과 제도신뢰(-.148)사이에서만 나타났다(<표 Ⅳ-9>).

구분 1 2 3 4 5 6 7 8

전문가
지향성

1 1
　
　

　
　

　
　

　
　

　
　

　
　

　
　

직무
자율성 2 0.234 1

　
　

　
　

　
　

　
　

　
　

　
　

직무
도전성

3 0.397 0.511 1 　
　

　
　

　
　

　
　

　
　

보상
체계

4 0.116 0.3 0.321 1
　
　

　
　

　
　

　
　

의사
소통

5 0.162 0.386 0.37 0.507 1
　
　

　
　

　
　

경력
개발지원 6 0.027 0.264 0.478 0.432 0.51 1

　
　

　
　

제도
신뢰

7 -0.148 0.146 0.106 0.076 0.02 0.267 1 　
　

제도
내재화

8 0.015 0.178 0.264 0.178 0.142 0.273 0.598 1

<표 Ⅳ-9> 최종모형의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

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인

1)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전문가지향성(.254, p<.001), 직무도전성(.135,

p<.01), 의사소통(.124, p<.05), 제도내재화(.246, p<.001) 4가지로, 부(-)

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보상체계(-.187, p<.01) 1가지 변인으로 나타났

다(<표 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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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전문가지향성 0.254 0.333 0.062 4.067 ***

직무도전성 0.135 0.228 0.05 2.709 0.007

보상체계 -0.187 -0.263 0.06 -3.086 0.002

의사소통 0.124 0.183 0.052 2.382 0.017

제도내재화 0.246 0.494 0.04 6.098 ***

<표 Ⅳ-10>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인

주. ***p<.001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전문직업적 정체성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들 중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은 연속척도가 아닌 명목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각각

의 변인에서 집단을 분류하여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서는 박사(과정)집단이 석사

과정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경력에 따라서는 5년이상 근무한 집단이 5년미만 근무한 집단에 비해 전

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직무향상 교육경험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Ⅳ-12>).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학력
박사(과정) 93 4.003 .417

석사 132 3.882 .439

경력
5년이상 61 4.067 .393

5년미만 164 3.882 .438

직무향상
교육경험

경험있음 126 3.980 .423

경험없음 96 3.868 .446

<표 Ⅳ-11> 학력, 경력, 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직업적 정체성 집단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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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t p 평균차

학력 2.081 .039 .121

경력 2.897 .004 .185

직무향상
교육경험

1.893 .060 .111

<표 Ⅳ-12> 학력, 경력, 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직업적 정체성 평균차

나.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1) 개인, 직무, 조직, 제도 관련 변인과 조직몰입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결과,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은 보상체계(.305, p<.001), 경력개발지원(.158, p<.01), 전문직업

적 정체성(1.05, p<.001) 3가지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문가

지향성(-.171, p<.05), 제도내재화(-.174, p<.01) 2가지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Ⅳ-13>).

구분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

전문가지향성 -0.171 -0.175 0.083 -2.046 0.041

보상체계 0.305 0.336 0.072 4.203 ***

경력개발지원 0.158 0.209 0.054 2.943 0.003

제도내재화 -0.174 -0.272 0.059 -2.962 0.003

전문직업적정체성 1.05 0.82 0.186 5.632 ***

<표 Ⅳ-13>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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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들 중 ‘학력, 경력, 직무향상

교육경험’은 연속척도가 아닌 명목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각각의 변인에

서 집단을 분류하여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서는 박사(과정)집단이 석사과정 집단

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경력에 따라서는 5

년이상 근무한 집단이 5년미만 근무한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직무향상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p<.01)

나타났다(<표 Ⅳ-15>).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학력
박사(과정) 93 4.065 .654

석사 132 3.851 .634

경력
5년이상 61 4.111 .694

5년미만 164 3.875 .622

직무향상
교육경험

경험있음 126 4.057 .576

경험없음 96 3.785 .695

<표 Ⅳ-14> 학력, 경력, 교육경험에 따른 조직몰입 집단통계량

　구분 t p 평균차

학력 2.456 .015 .213

경력 2.454 .015 .236

직무향상
교육경험

3.111 .002 .272

<표 Ⅳ-15> 학력, 경력, 교육경험에 따른 조직몰입 평균차

본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집단의 조직몰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분석결과 박사(과정)집단이 석사과정집단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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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높은 학력의 소유자는, 높은 직급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오인근, 최재성, 2004)를 고

려하여, 본 연구대상의 학력과 직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군의 경우 계급이 높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책임 또한 뚜렷이 커지

는 특성이 있으므로, 학력과 직급과의 관계는 곧 학력과 계급과의 관계

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계급별 학력분포를 살펴본

결과, 직급이 가장 낮은 대위의 경우 49명 중에 박사(과정)은 4명(8.2%)

으로 매우 소수로 나타났고, 중간 정도의 직급인 소령은 111명 중 박사

(과정)은 48명(43.2%)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중령은 65명 중 박사(과정)은 41명(63.1%)명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이러한 계급에 따른 학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²값은

35.073(df=2,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Ⅳ-16>).

구분　 석사 박사(과정) 전체

대위
빈도 45 4 49

비율(%) 91.8 8.2 100.0

소령
빈도 63 48 111

비율(%) 56.8 43.2 100.0

중령
빈도 24 41 65

비율(%) 36.9 63.1 100.0

전체
빈도 132 93 225

비율(%) 58.7 41.3 100.0

<표 Ⅳ-16> 본 연구대상자의 계급에 따른 학력분포

주. χ²=35.073(df=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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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여러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가. 효과의 분해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산한 값으로, 본 연구에서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Ⅳ-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 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문

직업적

정체성

　

← 제도 내재화 0.621 0.621 0

← 의사소통 0.306 0.306 0

← 보상 체계 -0.12 -0.12 0

← 직무도전 0.387 0.387 0

← 전문가 지향 0.512 0.512 0

조직

몰입

　

← 제도 내재화 0.269 -0.122 0.611

← 경력개발 0.351 0.351 0

← 의사소통 0.258 0 0.258

← 보상 체계 0.266 0.499 -0.092

← 직무도전 0.369 0 0.369

← 전문가 지향 0.258 -0.015 0.494

← 전문정체성 1.114 1.114 0

<표 Ⅳ-17> 변인 간 효과의 분해

주. 제시된 효과는 표준화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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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반복횟수: 500회)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독립변인들 중 ‘제도내재화(.378,

p<.01), 의사소통(.182, p<.01), 보상체계(-.199, p<.01), 직무도전(.181,

p<.05), 전문가지향성(.281, p<.01)’ 5가지 변인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

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5가지 변인 중 보상체계를 통한 매

개효과는 부(-)적으로, 나머지 4가지 변인을 통한 매개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도전’, ‘의사소통’과 조

직몰입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도전과 의사소통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직업적 정체성

을 통해서만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내

재화’, ‘보상체계’, ‘전문가지향’ 변수들과 조직몰입 사이에서는 전문직업

적 정체성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Ⅳ-18>).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p

제도내재화

→

전문

직업적

정체성

→
조직

몰입

0.004**

의사소통 0.016*

보상체계 0.004**

직무도전성 0.034*

전문가지향성 0.004**

<표 Ⅳ-18>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분석

주.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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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인 A(전문가지향성, 직무도전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제도내재

화)가 B변인(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B변인이 결과변인인 C

변인(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경우, A변인과 C변인 간에 B변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인들 간의 관계가 A변인과 C

변인 간의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부분매개모형(전문가지향성, 보상체계, 제도내재화)이라 하고, A와 C변인

간의 관계가 매개변인B를 통한 간접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을 완

전매개모형(의사소통, 직무도전성)이라 한다(Baron & Kenny, 1986)([그

림 Ⅳ-3]).

[그림 Ⅳ-3]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주. 총효과는 직접효과(①)와 간접효과(② × ③)를 더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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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고

조직

몰입

← 제도내재화 0.269 -0.122 0.611 부분매개

← 의사소통 0.258 0 0.258 완전매개

← 보상체계 0.266 0.499 -0.092 부분매개

← 직무도전성 0.369 0 0.369 완전매개

← 전문가지향성 0.258 -0.015 0.494 부분매개

본 연구모형의 8가지 독립변인 중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내재화, 의사소통, 보상체계, 직무도전성,

전문가지향성’ 5가지 변인은 모두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서 조직몰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직무도전’ 2가지 변인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는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조직몰입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완전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2가지 변인은 조

직몰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갖지만, 각 변인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정(+)적 효과가 부(-)적 직접효과

보다 커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모두 정(+)적으로 나타

났다(<표Ⅳ-19>).

<표 Ⅳ-19>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주. 표준화 계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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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결과

통계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총 16개의 가설은 채택5, 부분채택6,

기각5의 구성을 나타냈다(<표 Ⅳ-20>).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다.

구분 내용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

가설1 개인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 개인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 직무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4 직무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가설5 조직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6 조직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7 제도관련 변인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8 제도관련 변인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가설9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가지향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10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자율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11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12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보상체계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13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14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15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신뢰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16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내재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표 Ⅳ-20>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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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육군전문인력 장교 225명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

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

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문직

업적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인들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의 절대값 크기순서는 ‘제도내재화(.494)>전문가지향성(.333)>보상체계

(-.263)>직무도전성(.228)>의사소통(.183)’로 나타났다. 단, ‘보상체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5

가지 변인들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절대값 크기를 비교한 결과, ‘전문직

업적정체성(.82)>보상체계(.336)>제도내재화(-.272)>경력개발지원(.209)>

전문가지향성(-.175)’순서로 나타났다. 단,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두 가지 변인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문가지향성, 보상체계, 제도내재화’ 3가지

였는데, 특이할만한 것은 세 가지 변인이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

에 각각 영향을 주는 방향은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즉, ‘전문가지향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는 정(+)적으로, 조직몰입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보상체계’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는 부(-)적으로, 조직몰입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제도내재화’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는 정(+)

적으로, 조직몰입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자율성, 제도신뢰’는 전문직업적 정체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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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에 따라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

몰입에 집단 간 평균차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박사(과정)집단이 석사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p<.05)과 조직몰입(p<.05)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집단이 5년미만 근무한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

(p<.01)과 조직몰입(p<.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향상교육 경험

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조직몰입(p<.01)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변인 간 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

증결과, 전문직업적정체성은 독립변인들 중 ‘제도내재화(.611)>전문가지

향(.494)>직무도전성(.369)>의사소통(.258)>보상체계(-.092)’ 5가지 변인

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문

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도전성,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사이를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상체계의 경우에는 부(-)적인 간접효과가 나

타났다. 특징적인 현상은,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한 정(+)

적 간접효과가 부(-)적 직접효과보다 커서 결국 총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조직몰입을 높이는 긍정

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논의

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분해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류한 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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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검

증 결과,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제도내재화, 의사소통, 보상체계, 직무도

전, 전문가지향’ 5가지 변인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8가지 독립변인 중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내재화, 의사소통, 보상체계, 직무도전

성, 전문가지향성’ 5가지 변인이 모두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서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의사소통, 직무도전’

2가지 변인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2가지 변인은 조직몰입에 부(-)적인 직

접효과를 갖지만, 각 변인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

는 간접효과의 정(+)적 효과가 부(-)적 직접효과 보다 커서 결국,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모두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전

문직업적 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 간(김지훈, 김경호, 2010),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수행 간(문영주, 2007), 직무자율성․직무량․직무전

문성․물리적환경․사회적지지와 직무만족 간(차명진, 제석봉, 2009)’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문가지향성, 직무도전성, 보상체

계, 의사소통, 제도내재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본 연

구를 통한 새로운 발견이다. 또한,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2가지 변

인의 경우,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를 상쇄

하여 총효과(+)가 ‘+’로 나타난다는 것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육군 전문인력 장교

들이 가진 전문가지향성과 제도내재화 특성이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작

용하지만,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충분히 커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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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육군전문인력 장교들이 높은 전

문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결국 전문인력들이 높은 조직몰입을 발휘하여 군 전체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 매개 기능을 고려할 때,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직업적 정체성 향상을 위

한 정책적 방향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영향 요인

1) 개인, 직무, 조직, 제도관련 변인에 관한 논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 직업

의식, 업무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정무성, 2005; 정영일, 2008; 차명진, 2009), 육군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고 연구개발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전문인력 장교

들이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갖고 근무하는 것은 군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직

업적 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8가지 독립변

인 중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제도내재화, 전문가지향성, 의

사소통, 직무도전’ 4가지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보상체계’로 1

가지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성, 경력개발지원, 제도신뢰’ 3가지 변인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하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

향을 주는 5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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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도내재화’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4가

지 변인 중 영향(.494, p<.001)이 가장 큰 변인이다. 지금까지 전문직업

적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개인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변수들이 사용되었고 제도와 관련된 변인은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실적으로 제도특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크게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내재화와 제도신뢰 변수를 연구에 포함하

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제도내재화의 유의미성이 밝혀짐으로써,

지금까지 연구된 개인, 직무, 조직특성에 더불어서 제도특성이 전문직업

적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제도내재

화가 여타의 특성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제도내재화의 개념을 창안한 Kostova(1999)는 구성원

들이 조직의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전문인력 장

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군내 여러 가지

사건의 발생과 상부 지휘층의 교체 등의 영향으로 전문인력 인사관리제

도가 잦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전문인력 장

교들의 경력개발 및 관리, 군내에서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배진현, 2012), 전문인력 장교들의 제

도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도 제도신뢰 변인의 평균

값이 모든 변인들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제도의 변

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의 상황이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제도

변화의 목적과 취지를 전문인력 장교들이 잘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직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문가지향성’은 제도내재화 다음으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

(+)적 영향(.333, p<.001)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지향성은 경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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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의 성향으로 ‘관리자지향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전문가지향

성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휘를 통해 직무능력 정통, 기술(기능)적

인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관리자지향성은 일반적인 관리능력 발휘를 통

한 조직 내 진출, 조직목표 달성을 중시한다. 대부분의 일반형 장교들에

게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관리능력이 중요시 되는 반면, 전체 장교의 약

5%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장교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

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육군본부, 2010)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중

시된다. 육군의 전문인력 장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지향성’변수의 평균값(4.289)은 다른 변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지향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발측면

에서, 전문인력 장교들의 직무환경 및 직무특성을 고려할 때, 관리자지향

성보다는 전문가지향성을 가진 장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지향성이

강한 장교들을 선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양성측면

에서는, 전문가지향성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

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생활 중에도 전공분야와

관련된 군내․민간 학회 참석, 외부기관과의 교류기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는 조직차원의 배려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도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183, p<.05)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Gortner, Mahler & Nicholson, 1987),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협력적이며 쌍방향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의사소통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고

려할 때, 전문인력 장교들 간 혹은 전문인력 장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은 계급 중심, 엄

격한 질서, 하향식 소통, 공식적 경로를 통한 소통 등의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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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박재현, 2009; Wilensky, 1964), 전문인력 장교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인력 장교들이 전문적 지식보다도 계급에 의해 담

당업무나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특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반형 장교들과 섞여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관이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형 장교 출신일 경우 일반적인 군 의사소통 방식이

강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군의 의사소통은 전장상황에서

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유지나 신속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지만, 전문인력 장교들은 전투부대가 아닌 정책부서나 연구기관과 같

은 곳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이나 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 2010), 일반적인 군 의사소통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인력들이 소유한 학문적 지식과 전문성이 계

급에 의한 권위로 인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군

에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들에게는 일방적이고 신

속한 의사결정보다도 전문성에 권위를 둔 쌍방향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창의적인 의견 교환 방식이 더 적합하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직무도전성’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228,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도전성은 직무수행자의 지식, 기능, 능

력이 그 직무로 인하여 사용되고 증가된다고 인지하는 정도(Walsh,

Tabler & Beehr, 1980)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전문인력의 존재

목적 및 선발 취지와도 연관성이 매우 깊은 개념이다. 전문인력은 직무

상 석․박사학위의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일반적인 경력으로는 전문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에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육군본부, 2010). 즉,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도전성’이 높은

직무를 위해 별도의 선발을 통해 전문 학위교육을 받은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진 지식, 기능,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장교가 전문인력 직위가 아닌 일반 직위에 배치되거나, 낮은

계급으로 인하여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위주로 담당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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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도 한다. 박종우(1994)는 전문직종사자의 직무가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비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

라면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고, Hackman

& Oldham(1975)은 업무의 수준이나 성격이 직무수행자에게 도전성을

요구하고 직무수행자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때, 그 업무는 개

인에 의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고, 본 연구의 결

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장교들은 일반

직위가 아닌 전문직위에 배치되어 개인이 소유한 지식, 기능,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확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

(-)적인 영향(-.263, 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는 이주희(1998)가 사회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보상체계

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에 대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인 보상수준에 대

해 낮은 점수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희태(2010)는 공무원

의 보수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상수준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동일 수준의 보상에 대해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록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참고할 때, 본 연구에서 보상체계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육군전문인력이 가진 전문성과 육

군 전문인력들에게 적용되는 보상체계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인력 장교들이 적용받고 있는

군의 보상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군 조직의 경우 보상은 크게 봉

급(금전적 보상)과 진급으로 구분된다. 군에서 금전적 보상은 엄격하게

계급과 호봉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문성의 높고 낮음이 보상에 반영되지

는 않는다. 진급에 있어서도 전문인력 장교들은 일반형 장교와 비슷한

비율로 상위계급으로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즉, 현재 군의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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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전문인력 장교들이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지할만

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만약, 보

상체계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가진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연구결과는 지금과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상체계가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적 정체성

이 낮아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보상체계는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라

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보상 즉, 일반형 장교들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전문성에 대한 보상 혹은 능력에 따른 보상은 상대적

으로 낮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거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대해 의미를 크게 두지 않게 한다고 예

측해 볼 수 있다.

Hunt(2006)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주력하게 되고, 조직의 성과도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하면

서 전문성에 대한 보상은 해당 직업 전체에 대한 보상과 구별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과 같이 육군전문인력의 경우에도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전문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학력, 경력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학력은 석사집단과 박사(과정)집단으로, 경력은 전문인력

직위 근무경력 ‘5년미만집단’과 ‘5년이상집단’으로, 분류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박사(과정)집단이 석사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위에서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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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무한 집단이 5년미만 근무한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집단이 석사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

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의 여러 선행연구들(김예경, 2000; 박용오, 2003; 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최윤경, 2002)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학력이 높다는 의미는

전문직업적 이론이나 기술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의미하며, 높은 학력은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전문직의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Greenwood,

1957). 또한, 객관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정도, 즉 전문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높아지게 된다(박종우, 1994).

먼저, 학력이 높은 박사(과정)집단은 석사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

성과 조직몰입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학력이 매우 긍정적인 기능

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군전문인력 장교들이 박사학

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군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군의 지원을 통한 박사학위

위탁교육생 수는 석사학위 위탁교육생 수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현실

적으로 현행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많은 인원을 위탁교

육에 내보내기 어려운 인사상의 이유와 박사학위 위탁은 석사학위위탁에

비해 2배가량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예산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학위위탁교육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실현가능

할 것이다. 또한, 적지 않은 전문인력 장교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사비

로 야간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직차원에서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전문인력 특기에 맞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집단이 5년미만인 집단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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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무경력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선행연구(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최윤경, 2002)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근속경력은 일종의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데, 경력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많이 한 자신의 조직에 대해 심리적 애

착이나 조직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O’Reilly & Chatman, 1996),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에 대한 이해

나 처리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직무 자체에 어려움이나 불만이 줄어들

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은 높이지는 현상을 보인다(이사겸, 2009). 예외적

으로 유진선(2008)이 부랑인 복지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전문적업정체성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유진선(2008)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전문인력 장교들이 자신의 특기에 맞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장교들이 해당 특기에 맞는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은 너

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군 인사관리에서도 원칙적으로 전문인력 장교들

은 전문직에 보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전공 분야

와 관련이 적은 보직을 부여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문성의 전이 실패,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및 가치 훼손 등의 부작용(배진현, 2012)을 낳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직위수 부족, 일반형 장교의 전문직위 근무 혹은 전문인

력 장교의 일반직위 근무가 허용되는 인사제도, 동일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개인 자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잦은 제도변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제도변화에 따라 전문

인력의 인사관리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문인력 인사관리제도가 정착되어 육군전문인력 장교들이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경력에 대해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요

구된다. 현행 제도와 연관해서는, 정확한 전문인력 소요판단에 기초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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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양성이 필요하고, 전문직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문

성을 요구하는 직위에는 전문인력만이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이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오헌석 외, 2010; Herling, 1998; Schon, 1983), 동일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개인 자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가.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인적자원 분야의 발전과 연계된 이론적 의의와 육군

전문인력 인사관리 정책과 연관된 실천적 의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인적자원의 육

성 개발, 배치와 관련된 새로운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다. 전문인적자원은

전문가 사회에서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육성, 개발,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다(오헌석, 성은모, 2010). 기존에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개인, 직무, 조직관련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폭을 넓혀 ‘개인, 직무, 조직’관련 요인과 더불

어 ‘제도 관련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각각의 요인

을 구성하는 변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육군전문인력의

특성과 군 상황을 고려하였고,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변인들보다는 실

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학력,

경력, 직무향상교육경험, 전문가지향성), 직무(직무도전성), 조직(보상체

계,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제도내재화)관련 요인’ 모두에서 전문

직업적 정체성 혹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발견하게 되었는



- 126 -

데, 이 중 ‘전문가지향성, 의사소통, 경력개발지원, 제도내재화’ 변인들은

기존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영향요인이다. 이와 같은 발견을

기초로 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전문인력의 선발, 양성, 배치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제도관련 요인이 인적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

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문직 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제도관

련 요인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제도에 관한 연구는 특정 제도를 중

심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 분석 과정을 통해, 조직의 제도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크다는 것을(김진희, 2005; 배종석, 2003; Khilji & Wang, 2006;

Kostova, 1999) 발견하게 되었고, 연구대상인 육군전문인력이 제도의 변

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제도관련 변인으로 ‘제도신뢰, 제

도내재화’ 2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제도내재화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몰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적자원개

발에 있어서 제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효과적인 인적자원개

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변인들 간에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

효과를 밝힘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일

부 연구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유효성’, ‘역할스트

레스와 직무수행’, ‘직무자율성․직무량․직무전문성․물리적환경․사회

적지지와 직무만족’ 간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전문가지향성, 직무도전성, 보상체계, 의사소통, 제

도내재화’ 변인들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일부 변인들(전문가지향성, 제도내재화)이 조직몰입에 부(-)적

인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한 ‘정(+)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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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가 ‘부(-)적 직접효과’를 상쇄하여 총효과는 ‘+’값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5가지 변인 모두 조직몰

입에 대해서 ‘+’값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높은 전

문직업적 정체성은 ‘전문성을 가진 집단의 특수성’을 ‘조직몰입과 같은

일반적인 조직에 대한 기여’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이 육군전문인력 장교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이지만, 고학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일반

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문가 집단 혹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근무할 때 결국 조직의 발

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모형을 타 전문직업군에

적용할 때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은 육군이 나아갈 방향과 육군이 실행할 정책을 수

립 및 결정하는 육군의 핵심인적자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육군 전문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시사점

을 주고 있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의식, 직무몰입,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는데(박종우, 1994; 이사겸, 2009; 정무성, 2005;

정영일, 2008; 차명진, 2009), 마찬가지로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육군 전문

인력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조직몰입을 높이는 긍

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육군전문인

력 인사관리제도는 육군전문인력들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육군전문인력의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육군 전문인력이 인사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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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여러 차

례의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2005년 국방개혁 2020발표에 따라 군사혁신

차원으로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군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를 위한 직접적 수단인 위탁교육

이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군내 상부 지휘층의 교체,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영향으로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이전에 비해 내용면에

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잦은 변화는 전문인력들의 경력 개

발 및 관리, 군내에서의 지위, 정체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가 안정화

되고, 전문인력의 군내 소요와 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전문인력의 경력에

대한 예측 및 계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 내부의 노력만으

로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의 변화를 저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전문인력들에게 제도내재화가 일

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군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태도가 일체화되는 것, 즉 직

종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 될 때, 전문성 발휘가 극대화

(오헌석, 2006)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들이 변화된 제도의 목적, 취

지, 가치를 공감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하며, 제도변화의 과정에서 전문인력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제도내재화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을 최초 선발함에 있어서 경력에 대한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종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선발할 때 개인의 가치지

향성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치지향 측

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오헌석, 2006) 보고되고 있

다. 전문인력들은 장교집단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형 장교들의 경

력경로와 달리, 특기에 따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선발되

었으므로 관리자지향성보다는 전문가지향성을 가진 자가 전문인력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전문인력 예비자 즉, 위탁교육생을 선발할 때부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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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지원동기를 조사한

연구(배진현, 2012)에 의하면, 지원동기의 분포는 ‘전문인력 역할 중요성

50.6%’, ‘진급 2.0%’, ‘적성 26.9%’, ‘위탁교육 20.5%’ 로 나타났다. ‘전문인

력 역할 중요성, 적성’의 경우는 바람직한 지원동기로 판단되지만, ‘위탁

교육(20.5%)’이 지원동기일 경우에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제도에서는 위탁교육을 받더

라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전문인력 장교 혹은 일반형 장교의 경로를 선

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상당수의 장교들이 위탁교육을 군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식하고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위탁

교육을 받으면 모두 전문인력 예비로 분류되고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

으면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여전히 전문인력으로서의

경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위탁교육을 군의 혜택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장교들이 있다. 따라서 위탁교육생 선발 시에 지원자들이 전문인력으로

서 경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리자지향성보다는 전문가지향성을 가진

자인지를 엄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 가치지향성 검사도구를 선발 시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먼저 위탁교육 이수 후에 현직 근무

중에도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조직의 구성원이 최고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원한다면, 조직

은 구성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경험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학습

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오헌석, 2006)하다. 특히, 군은 민간조직에 비해 통제성이 강한 집단

으로서 개인 스스로가 전문성 유지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군 조직차원의 배려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군 전문인력들은 전문가로서 성장하고자 하

는 성향이 강하고, 군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개발기회는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육군 전문인력들이 위탁교육을 마치고 군에서 근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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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에 대한 접촉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전문성 개발이

단절되면, 전문성은 낮아지고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조차 저하될 가능성

(배진현, 2012)이 크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직무향

상교육 기회를 전문인력에게 보다 확대하고, 장기간의 연수가 아니더라

도 전공 관련 학회, 포럼 등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직무향상교육은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회이므로 교육에

선발되면 현행업무에서 일정기간 벗어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현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형식으로 다녀와야 하는 학회, 포럼 등은 업

무에 대한 부담이나 상사나 조직의 배려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

로 참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회나 포럼 등에 정

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현행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연스럽

게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학력이

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의 긍정적

인 기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 차원에서 전문인력 장교들이

박사학위 과정을 밟아 보다 전문성 개발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전문성 발휘를 통해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간 박사학위 위

탁교육생 수를 제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행

업무에 필요한 인력확보, 예산확보라는 과제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

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상당수의 전

문인력 장교들이 사비로 야간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학회, 포럼 참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한 부담, 상사나 조직의 배려 분위기에 따

라 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사과정 수학을 위한 일정 시

간 확보, 학비보조의 확대를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넷째, 전문인력을 반드시 전문인력 직위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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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최적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수사항이다(오헌석, 성은모, 2010).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전문인력이 부여받은 특기에

맞지 않거나 개인의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

인이나 군에게 큰 손실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인력 직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소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

하여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직위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직의 경우에는 일반형 장교가

아닌 전문인력 장교들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전문직위(획득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나 군무원

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동일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가

능하도록 하고 이것이 개인의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잦은 보직순환은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 추진 및 평가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으

로 인해 업무의 일관성이나 책임소지가 불명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전문인

력이 야전 지휘관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전문성 발현과 단절

이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 군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계급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전장환경이라는 긴박한 전투상황을 전제로 할 때 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역할은 전투현장에서 직접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이 나아갈 방향과 군에 적용될 크고 작은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것과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다. 따라서 계급의 권위에 의한 일방향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은 전문인

력이 가진 전문성을 기초로 한 창의적 발상이나 전문적 업무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 그렇지만,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군의 계급체계를 적용받지

않거나, 일반형 장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



- 132 -

의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 하에서 전문인력

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결정체계나 직무체계

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문인력이 가진 전문성을 존중해

주자라는 정도의 분위기 조성으로 계급의 권위를 넘을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업무추진이나 의사결정의 진행방식을 계급이 아닌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인력 장교가 업

무를 수행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결재를 받는다든가, 프로젝트의 성

격과 같은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지식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선발하

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도 하에서 전문인력들과 일반형 장교들은 거의 동일한 보

상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전문인력 장교들이 발휘하

는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시행된다면 전문인력 장교들은 더 높은 전문직업

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을 갖고 근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

든 장교들이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상방식을 적용받고 있지만, 일부

전문성에 대한 보상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부대에서 특

수훈련을 받아서 특수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

하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같

은 보상은 군인들이 위험한 훈련이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된다. 전문인력들은 군의 지원을 통해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학위를 소지한 자체가 전문성 발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위에

따른 보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미 학위취득에서 학비와 시간이라는 보상

을 받은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반회사에서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 장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실제로 정책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든가, 업

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든가 하는 경

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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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론 및 제언

국방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육군 전문인력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지만, 전문인력이 감당해야 할 임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 군의 첨단화와 전문화를 주도해야할 전문인력의

역할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전문인력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고, 일부 실시된 연구에서도 전문인력들이 가진 구체

적인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개인, 직무, 조직,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육군 전문인

력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

로써 효과적인 전문인력의 선발, 양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다양한 연구결과 중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긍정적 매개역할에 대한

발견은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의 일반적 결과와 같이, 육군 전문인력들에게도 전문직

업적 정체성은 조직몰입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들조차도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통해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육군 전문인력이 높은 조직몰입을 갖고, 궁

극적으로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높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

타난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향상방안과 논의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적 제언은, 육군 전문인력의 선발 및 양성을 포함한 인사관리제도 발전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에 응답한 인원은 773명 중 237명(30.7%)이며, 실제 분석에는 225명

(29%)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바쁜 현행업무, 관심부족 등의 이유로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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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전 인원이 설문에 응답하지는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육

군 전문인력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수를 확보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육군 전문인력 장교들은

각기 다양한 전문특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각 특기별로 직무의 특성과

근무환경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각 특기별로

분류하여 연구한다면, 특기에 따라 최적화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각 특기별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는 과정

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설문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전문

인력제도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

용은 본 연구의 논의 부분에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보다 풍부한 내용의

연구를 위해서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본 연구

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밝힌 변인 외에도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과 다른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면 새로운

영향 요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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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력지향성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1.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전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3. (군 혹은 민간)전문지나 학술지에 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자신의 전공 지식과 기술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5. 내 분야에 정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게 되기를 바란다.

6. 고위 지위로 진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7. 조직 내 최고관리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8. 일반적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9.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10. 조직의 책임을 맡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자가 되기 원한다.

Ⅱ. 직무특성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1.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계획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나의 판단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나는 내가 맡은 직무를 나의 방식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4. 나는 매일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

5. 업무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

다.

6. 나는 나의 직무를 처리하면서 주로 비슷한 방법이나 절차를 사용한다.

7. 나의 직무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요구한다.

8. 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능력과 기능을 개발, 향상시킬 기회가 많

다.

9. 나의 직무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10. 나의 직무는 적극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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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직특성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우리조직에서는∼)

1. 상사-부하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

2. 부서 간 관련 업무 토론이 활발하다.

3. 상사-부하 간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4. 업무에 관해서 동료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다.

5.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6.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7. 나에게는 업무관련 기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8.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

9. 나의 전공분야에서 새로 밝혀진 지식 및 기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세미나, 교육, 모임 등)이 제공되고 있다.

10. 우리 조직은 경력개발 지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2. 보직이동 및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13.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14.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 잘 된다.

15. 우리 조직에서 우수한 업무 실적은 임금 인상과 연결된다.

16.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보다 책임 있는 지위로 승

진할 기회가 많아진다.

17.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우리 조직은 모든 구성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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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1. 나는 정기적으로 정책관련(전공,업무 관련) 자료를 읽는다.

2. 정기적인 전문인력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고자 한다.

3. 나는 적극적으로 육군 전문인력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지한다.

4. 나는 일반형 장교들보다 전문인력 장교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다.

5. 나는 육군의 전문인력으로서 조직차원의 관심을 받고 있다.

6. 육군 전문인력은 일반형 장교이상으로 군에 공헌하고 있다.

7. 우리직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여 육군 전체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8. 우리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잘 부각되어 있다.

9. 우리 전문인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 해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직무수행에 대한 최선의 측정은 우리가 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Ⅳ. 제도신뢰 및 내재화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1.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가 업무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준다.

3.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의 체계와 규정에 만족하고 있다.

5.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6.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우리만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7.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우리의 독특한 상황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8.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9. 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10.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는 육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1.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가 바뀌어도 기꺼이 수용하겠다.

Ⅴ. 전문직업적 정체성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7 -

하고 있는가에 있다.

11. 나는 내 동료 전문인력들의 업무수준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12. 나의 업무성과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동료 전문인력들이

다.

13. 전문인력들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전문인력들 상호

간에 할 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14. 전문인력들 사이에서는 윤리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16. 나는 내가 하는 유형의 일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느낀다.

17.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18. 내가 하는 일에서 얻는 보람은 내가 받는 보수보다 더 중요하다.

19.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일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보상을 받고

있다.

20. 나의 업무에 관해서 나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2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 자신의 판단을 반영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대부분의 업무상황에서 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우리 전문인력들이 일을 할 때 자유롭게 자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Ⅵ. 조직몰입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평소 느끼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1. 나는 이 조직에서 생활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3.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4.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있다.

5.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가족의 일원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6. 내가 속한 조직은 많은 점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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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일반현황

1. 계급( )

① 대위 ② 소령 ③ 중령 ④ 대령

2. 인사유형별 특기 ( )

①510E(예비) ②530E(예비) ③540E(예비) ④550E(예비) ⑤560E(예비)

⑥510E(확정) ⑦530E(확정) ⑧540E(확정) ⑨50E(확정) 560E(확
정) 810(예비) 820(예비) 910(예비) 920(예비) 950(예비)

960(예비) ⑰810(확정) ⑱820(확정) ⑲910(확정) ⑳920(확정)
㉑950(확정) ㉒ 960(확정) ㉓야전형 ㉔ 기타( )

3. 최종학력 ( )

① 석사학위 ② 박사과정 ③ 박사학위 ④ 기타( )

4. ‘국내외 군사 및 민간기관 연수 등’(※ 학위 위탁교육 제외)과 같은 전

문인력으로서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은 기간은? ( )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 )

5. 지금까지 전문인력 특기에 맞는 직위(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은? (

)

① 5년미만 ② 5년 이상 ③ 기타( )

6.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후 야전 지휘관(대대장) 실시여부 ( )

①아직 해당되지 않음(소령이하) ②자발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③ 실시

중

④ 이미 실시 함 ⑤ 군의 정책에 의해 실시하지 않음 ⑥ 기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69 -

Abstract

Research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rofessional

officers of the ROK Army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Yong Kwan Kang

Department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2020 Military Reform Plan of the ROK(Republic of Korea)

Army which was launched in 2005, the number of military manpower

has been reduced and the arms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high

technology.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it is indispensible for the

ROK Army to achieve the greatest possible effectiveness with less

manpower. Accordingly, specialization of military manpower is being

more emphasized than ever.

Professional officers, as vital human resources of the ROK Army,

are responsible for principle military tasks such as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military policies and strateg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weapon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professional officers to work with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ROK Army. A

number of research have shown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

main factor that affects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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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fessional officers has

chang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These changes which lacked

consistency have resulted in confusion in one’s occupational identity,

distrust of the system, anxiety regarding one’s future career and high

turnover intention. Out of these, occupational identity which is a

crucial psychological attitude in expertise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us, it is feared that low occupational identity of professional

officers would exercise negative influences on job expertise, and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From the survey of 225 ROK Army professional officers, this study

found implications of the effectiv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from the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influential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were institution

internalization, expert-orientation, compensation system,

communication, and job challenge. Additionally education and career

were shown to be doing a positive role to increase professional

identity. Secondly, influenti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professional identity, compensation, institution internalization,

expert-orientation, and career development. Additionally education,

career and education experience were shown to be doing a positive

role to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ly,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was found between institution internalization,

expert-orientation, compensation, communication, job challeng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this research, new factors which affect the cultiv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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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ere found an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 factors was discovered. Furthermore, through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identity was ascertained for professional work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following implications abou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fessional officers in the ROK

Army.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Army to help professional

officers in internalizing the purpose and value of the changed

institution and consider professional officers’ opinions during the

changing proces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heck if candidates for

graduate courses are more expert-oriented than manager-oriented and

to use value-orientation tests during the selection of professional

offic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professional officers to

take part in job-related education courses, forums, and conferences

and to extend opportunities of obtaining doctoral degrees. Fourthly, it

is important to assign professional officer to professional positions,

and to allow professional officers to work in the same position as

long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display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Fifth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hain of report, job

distribution, and team structure for better communic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implement a compensation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levels of expertise and performance.

keywords: Professional officers,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expert orientation, job challenge, compensation,

communication, career development, institution internalization.

Student number : 2009-30765



- 172 -

감사의 글

(고전15: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

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 4년간의 박사과정 기간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논문을 써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저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

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

님께서 친히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주셔

서 이 논문을 작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 이 논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은혜를 베

풀어 주셨습니다. 수백 명의 형제님들이 저의 논문을 위해 기도해 주셨

습니다. 리더십 형제님들은 자기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저를 격려해 주

고 앞서 생각하시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팀형제

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 장인어르신, 장모

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으며, 귀한 아내가 끊임없이 기도와 섬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과 영적 자녀들이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제자로서 늘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인내와 은혜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애쓰시

고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던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힘찬 응원과 격려와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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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놀

랍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며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짐과 죄로 인

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제게, 먼저 찾아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

녀가 되어 늘 풍성한 모든 은혜를 누리고,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

며 살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형제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 주셔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013년 2월 1일

써클룸에서 논문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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