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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은 최상의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원 업무, 대민 업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처

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은 상사, 직장 동료들과 직

장 내 갈등을 겪고 있으며 조직은 문제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조직 내 갈등관리유형과 유형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Thomas & Kilmann의 이론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종속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은 어떠

한가?

셋째,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는 어떠한가?

넷째,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이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통제하였

을 때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일선세무서 6곳

에서 재직 중인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5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243부

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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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

산분석을 실시하고 더미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라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더미를 이용한 회

귀분석을 한 결과, 타협형과 경쟁형, 타협형과 회피형, 순응형과 회피형

사이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타협형은 경쟁형, 회피형보

다 직무성과가 높았고 순응형은 회피형보다 직무성과가 높았다.

둘째,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고객지향성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갈등관리유형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3은 지지되었다. 더미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피형과 타협형,

회피형과 순응형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직의도는 회피형이 타협형과 순응형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갈등관리유형에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회피형은 직무성

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갈

등(conflict)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이익에도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욕

구에도 관심이 없는 회피형 갈등관리유형을 취하는 공무원에게 갈등관리

에 있어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직은 국세공무원들이 조직 내에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이를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갈등관리상담사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의 고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여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적 차

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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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혼자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갈등관련 프로그램을 실

시하거나 상대방과의 대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어 : 국세공무원, 갈등관리유형,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

학 번 : 2014-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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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조직이란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구조와 협력적인 시스템을 가진

외부 환경과 연관된 사회 집합체”이다(Daft, 2012). 조직은 이러한 구조

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을 적절히 관

리하고, 구성원들 역시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업

무를 완수하려 노력한다. 즉 조직과 개인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밀접

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Daft, 2012; 주효진, 2004).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다르거나 혹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조직

내에 갈등(conflict)이 생기게 된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성과를 향상

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과정 중에 갈등이 일어나면 오히려 성

과가 저해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

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전무경·김정환·한권희·

남궁일성, 2006). 흔히 갈등이 발생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거

나 생산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인식하게 되었고 문제해결을 위

해 갈등을 인정(Coser, 1957)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갈등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즉 초기의 고전적 조직 이론에

서는 갈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지만 점점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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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갈등은 조직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갈등의 역기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조직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도 갈등의 해

소 전략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영안·이홍재, 2011).

갈등 해소 전략으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과 갈등관리전략에 대해

제시해 왔다. 그 중에서는 March & Simon(1958)은 문제해결, 설득, 협

상, 전략의 방식을 제시했고 Thomas & Kilmann(1974)은 갈등의 유형이

독단적인지 아닌지, 협조적인지 아닌지 두 가지의 기준으로 5가지의 갈

등관리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갈등관리유형은 회피, 순응, 타협,

경쟁,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협력형의 경우 자신과 상대방 모두

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통합적인 문제해결에 유용한 갈등관리전략이라

고 하였다.

지금까지 갈등관리에 대해 민간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많은 선

행 연구가 있었고 공공 조직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직무 몰입이나 직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조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방직 세무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교사 등 조직의 특성과 해당 직무에 맞게 갈등관리유형을 분

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 조직과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근로를 하여

소득이 생긴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국세공무원과 대면할 가능성과 빈도는 여타 공공조직보다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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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국세공무원은 다양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하거나 이에 따른 조직 행

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최성욱(2012)은 세무공무원을 “세금징수라는 업무적 특성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직무 성격상 감정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국세공무원의 조직 내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여타 다른 공공조직보다도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와 대민 업무 등으로 조

직 구성원들의 갈등수준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국세 공무원들이 대민 업무를 보면서 생기는 갈등과 조직 내

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조직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

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세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갈등관리유형별 차이가 직무성과, 고

객지향성,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청 조직과 국세공무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립

변수인 갈등관리유형과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의 이

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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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연구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한 문헌을 주제에 따라 제시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먼저 국세

청 조직이나 국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의 중점적인 이론의 배경이 되는 갈등과 갈등관리유형 이론을 학자

별로 정리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일선 세무서 6곳에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일부의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전체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하였다. 이 중 일선세무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015년 10월에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총 254개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

하고 총 243개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를 파악한다. 셋째, 갈등

관리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SPSS 2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데이터화 한 후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 중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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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 절 국세공무원의 의미와 역할

정부조직법 제27조를 보면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고 하고 있

다. 즉 국세청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하고 있다. 국

세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을 목표로 5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차질 없이 세입예산 확

보, 공평한 세부담 구현, 성실납세기반 확립,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이 그것이다(국세청 사이트 참조). 국세

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조직 내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

을 통해 국세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조직의 구성원인 국세공무원은 직접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

한 사무를 맡고 있고 각종 세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세원 업무

이외에도 질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 상담, 대민

업무 처리, 세금 신고 안내 등을 하면서 서비스 기관으로서 변화를 보이

고 있다(김승훈, 2015; 송신근·김두식, 2015). 즉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

하여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 안내

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 업무를 처리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복지

행정의 발달로 본연의 업무인 징세 업무 이외에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

은 복지세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김승훈, 2015).

국세공무원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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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관리방식과 처리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업무처리 과정을 배워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홍

순복, 2010a). 또한 질 높은 세무 상담과 대민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개

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법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

이렇듯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발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에게 최

상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의

미와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세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인 국세공무원들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국세공무

원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세공

무원들의 역할과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공무원은 세원 업무, 세법에 대한 새로운 지

식 습득, 적극적인 민원에의 대응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한 조직 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

다. 세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사와 의견이 달

라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체납자, 세무대리인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

이었다. 지금까지 세무 행정과 관련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조직 행동, 리더십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있

었다.

홍순복(2010a)은 세무행정 조직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

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스로 특정한 전

략과 방향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셀프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세정 업무 현실에 대응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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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이에 따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그리고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셀프리더십은 임

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임파워먼트 또한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홍순복(2010b)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수

인 “역할모호, 역할과다, 역할갈등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

며 직무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즉 역

할이 모호하거나 자신이 맡는 역할이 많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무만족

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 행정 서비스를 높이

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종대(2012)의 연구에서는 공공 조직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중에서도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의 구성원인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시

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여 상사의 성격적 특성이 윤리적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 중 변화지향 문화, 관계지향 문

화가 윤리적 리더십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고 분석하였다.

최성욱(2012)은 행정서비스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인 국세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의 문화적 정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연구자는 감정노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제시하면서,

감정노동의 구성차원과 문화정향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감정노동의 구인을 “내면적 행위, 표현적 행위, 탈진, 직무만족,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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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하위변수로 구분하고 문화정향성을 “권력문화, 역할문화, 성취문

화, 지원문화”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최성욱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문화정향성 중 지원정향문화와 성취정향문화가 감정노동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반대로 권력정향문화와 역할정향문화는 감정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노현섭·정미화(2013)의 연구에서는 세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민원

인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내부 마케팅의 관점에서 공무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았으며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가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공무원

의 행동과 태도는 대민업무 서비스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곧 외부 고객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만족도가 높은

세무 공무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무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송신근·김두식(2015)은 국세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의 지각이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따르면 조

직공정성은 서비스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무행정 서비스

의 품질과 납세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세무서비스 중 응대성이 조세회피에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정도

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세청 조직이 취해야 할 조

직 관리와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승훈(2015)은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공공봉사동기 수준, 공직선택 동기에 따라 전반적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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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승진

및 인사 요인’은 공공봉사동기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동료 간 친밀성’

은 공공봉사동기가 낮은 집단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직선택 동기에서는 ‘공직의 역할 및 사명에 대한 매력’으로

공직을 선택한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였는데 먼저 과도한 업무

를 줄이기 위해 직무 중심의 업무 분장을 하여야 하며 조직 내 구성원들

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세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들의 공직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위의 국세청 조직과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논문을 살펴

본 결과 과도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대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국세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 주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을 때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세무행정 환경 속에서 조직 내에 상대방과 갈등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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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국세행정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변수

논문 저자 내용(변수) 연구 대상

홍순복(2010a)

셀프리더십(행동지향 전

략, 자연보상 전략, 건설

적 사고전략), 임파워먼

트, 조직몰입

부산시와 경남지역의 지

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근

무하는 세무 공무원

홍순복(2010b)

직무스트레스(역할모호 ,

역할과다, 역할갈등), 직

무 만족, 심리적 웰빙

부산국세청과 부산지역,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세

무 공무원

김종대(2012)

상사의 성격적 특성, 윤

리적 리더십, 조직시민행

동, 조직문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국세

공무원

최성욱(2012)

감성노동 구성차원, 감정

노동자의 조직문화적 정

향, 감정노동의 결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을 받고 있는 실무진 국

세공무원

노현섭·정미화(2013)

직무만족도, 민원인이 지

각하는 서비스 품질, 민

원인이 지각하는 서비스

만족도

울산지역 세무서(울산세

무서와 동울산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과

해당 세무서 방문고객(민

원인)

송신근·김두식(2015)

조직공정성(분배·절차·상

호작용), 세무서비스 품질

(응대성·친절성·신뢰성),

납세성과(납세순응·조세

회피)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

무서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대리인

김승훈(2015)

공공봉사동기, 요인별 직

무만족(독립변수), 전반적

직무만족(종속변수), 공직

선택 동기

인천·부천·김포·시흥 지역

의 7개 세무서에 근무하

는 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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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갈등관리유형

지금까지 갈등에 대해서 여러 학자의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조

직 내 갈등에 대한 무지에서 갈등을 인정하고 사회화의 한 형태로 파악

(Coser, 1957)하는 단계를 거쳐 갈등을 긍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갈등

(conflict)에 대한 견해는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갈등에 대한 다

양한 인식과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개념과 의미가

변화해 온 것이다. 그렇기에 조직의 상황과 시점에 따라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

태순, 2006). 하지만 갈등이라고 하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서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과정(Wall & Callister, 1995)으로 보기 때문

에 조직의 관점에서 갈등을 제대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갈등은 크게 개인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조직 내 갈등, 조직 간 갈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개인 간 갈등과

조직 내 갈등은 중요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갈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interpersonal conflict)을 중심으로 갈등관리유형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갈등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자들

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Pondy(1967)는 세 가지의 갈등 유형을 제

시하였는데 “이해집단 간의 협상적 갈등, 상급자-하급자 사이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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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 시스템적 갈등”이 그것이다. Pondy(1967)는 이러한 상황과 갈

등의 유형을 바탕으로 협상적 모델(bargaining model), 관료제적 모델

(bureaucratic model), 시스템적 모델(systems model)을 제시하였다. 협

상적 모델(bargaining model)은 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경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전략이다. “노사 관계 갈등, 예산 과정, 참모와 직계

간의 갈등”에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관료제적 모델

(bureaucratic model)은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서

수직 차원의 계급간의 갈등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적 모

델(systems model)은 기능적 관계 사이에 유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Thomas & Kilmann(1974)은 Pondy(1967)의 갈등의 정의가 시험적이

었다고 하면서 이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자 하였다. Thomas &

Kilmann(1974)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다섯 가지의 갈등 유형을 제

시하였는데 독단적(assertiveness), 협력적(cooperativeness)이라는 이원

적 관점에 의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지 아닌

지, 상대방의 관심사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정도가 협력적인지 아닌지

에 따라 경쟁형(competing), 협력형(collaborating), 타협형

(compromising), 회피형(avoiding), 순응형(accommodating)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쟁형(competing)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

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비협력적인 유형이다.

win-lose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순응형(accommodating)은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상대방의 욕구에 순응하여 상대방

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타협형(compromising)은 적당한 수준에

서 자신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관심사를 절충시키는 유형이고 회피형

(avoiding)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에 모두 관심을 갖지 않고 갈등 상

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비독단적이고 비협력적인 갈등관리유형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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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협력형(collaborating)은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 모두를 만족시

키는 갈등해소전략으로 흔히 win-win전략과 같이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 Kilmann(1974)은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도 어느 한 유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갈등관리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2-1> Thomas & Kilmann의 갈등관리유형

출처 : Thomas & Kilmann(1974), Kilmann & Thomas (1975),

Thomas(1992) 참고하여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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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im(1983)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의 관심에 따라 다섯 가지

의 갈등관리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합(integrating), 회피

(avoiding), 지배(dominating), 순응(obliging), 타협(compromising)으로

나타난다. 또한 Rahim(1983)은 다섯 가지 갈등관리 방식을 제시하면서

역할 지위(role status)와 성별의 측정에 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자신과 상급자, 동료, 하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상급

자와의 의사소통이 동료와의 관계에서보다 순응적인 유형을 보인다고 하

였고 상대방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회피적인 갈등관리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갈등관리유형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덜 지배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onioni(1998)는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인 통합(integrating), 인정

(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 타협(compromising)과 다

섯 가지 성격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

(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친절성

(agreeableness)은 통합 스타일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외향성은 지배와

정(+)의 관계를, 친절성은 지배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저자는 자

신의 연구 결과가 채용, 승진, 갈등관리 훈련과 같은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Tjosvold(1998)은 “협력적 갈등과 경쟁적 갈등(cooperative and

competitive conflict)”은 조직에서 갈등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함의점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협력적 갈등(cooperative conflict)은 갈등(conflict)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고 건설적 갈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경쟁적 갈등(competitive conflict)은 협력적 갈등(cooperative conflict)

과의 통합을 통해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갈등관리유형 이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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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갈등관리유형 이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고 특히 민간 조직이 아닌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김호정, 2011).

유홍림·조경호(200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청의 민원행정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갈등관리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동형 CMS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

청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았

으며 이는 고객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협동형 갈등

관리유형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철(2008)은 학교조직에서 교사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교사와 학교행정가, 교사와 동료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에 교사들의 갈등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그 결과 교사는 갈등의 상대방에 따라 다른 유형을 보였다. 또한 갈등관

리유형에 따라 조직헌신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협

동형이 직무만족과 조직헌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으며 지배형과 회

피형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았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가 갈등상황

에서 어떠한 관리전략을 취할지가 교사 자신의 발전과 학교라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통합적인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호정(2011)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유형와 갈등관리

방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의 개인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유형을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으로

나누고 갈등관리방식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저자는 Rahim의

다섯 가지 갈등유형을 사용하여 부산의 초, 중, 고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

무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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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 순응형은 직무갈등을 완화시키고, 회피형과 지배형은 직무갈등

과 관계갈등을 악화시키며 통합형은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을 완화시킨다

고 하였다.

이영안·이홍재(2011)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방식에 따른

직무성과를 분석하였다. 경찰조직이라는 특수한 조직적 특성으로 경찰공

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갈등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접근과 방안

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타협, 은혜, 지배, 회피의 유형에 따라 직무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협적 갈

등방식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치고 지배적인 갈등관리방식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이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잦은 민원, 위험한 상황에의 노출, 다양한 갈등에의 직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공무원에 제시할 만한 갈등관리유형

을 밝혀냈다는 데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은재호·장현주(2012)는 공무원들이 갈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갈등관리유형을 인구통계학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리유형은 단독 유형과 혼합

유형이 함께 나타났는데 각 유형별로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동점일 경

우는 혼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저자는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 어

떠한 갈등관리유형이 많이 나타나는지 빈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서는 갈등관리유형이 “서구형과는 달리

협력형의 비중이 낮고 타협형과 순응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자가 한국형 갈등관리유형 진단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를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신범철(2014)은 초등학교 교사가 관리자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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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순응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교사

와의 갈등상황에서는 협력형이 높았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협력적

갈등관리유형을 선호하였고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 그 반대의 집단보다 협력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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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갈등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

논문저자 주요 변수 연구의 의의 및 내용

유홍림·조경호(2001)
갈등관리유형

시민만족도

서울시 구청 민원행정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유형을 조사함.

이상철(2008)

갈등관리유형

직무 만족도

조직 헌신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 헌신에 대해 조사함.

그 중 통합형이 가장 효과

적인 갈등관리유형이었으

며 지배형과 회피형의 직

무 만족과 조직 헌신이 낮

았음.

김호정(2011)
갈등관리방식

갈등유형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실시. 통합

형이 직무갈등과 관계갈등

을 완화시킴.

이영안·이홍재(2011)
갈등관리방식

직무성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갈

등관리방식에 따른 직무성

과를 분석. 타협적 갈등관

리방식이 직무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함.

은재호·장현주(2012) 갈등관리유형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

로 설문지 실시하고 이들

의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함.

신범철(2014) 갈등관리유형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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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직무성과

조직은 목표달성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조

직인사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한다. 조직 내의 개인 역시 자신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개발, 교육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사실 성과(performance)

는 민간조직이나 공공조직에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직

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만큼 성과라는 개념

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었는데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가 성과(performance)의 개념 지표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구 분야와 주제에 따라 다양한 변수로서 직무성과를 측정한 것이다.

아래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독립변수에 의한 직무성과를 설명하고 있

다.

Behrman & Perreault(1982)는 영업직원들의 성과(performance)를 측

정하는 척도를 연구하였다. 영업과 관련한 조직과 직원들에게 있어서 성

과는 매우 중요한데 이전의 연구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도

구가 연구 목적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영업 직무, 주요 직무 책임에 대해 분석하고 성과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

성과 신뢰도 테스트를 하였다. 이것은 다른 성과 측정도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Bass, Avolio, Jung & Berson(2003)은 미국 소대를 대상으로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상사의 리더십과 성

과(unit performance)와의 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또

한 병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소대장의 변혁적 리더십보다 성과를 더 잘

설명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직속 상사의 리더십이 성과에 더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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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Jung & Lee(2015)의 연구에서는 호돈의 이론을 공공조직 영역에 적

용하여 조직 내 인간관계와 참여적 기법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직무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업무환경 만족도(물

리적 조건, 자원), 업무조건 만족도(휴식 시간, 업무 일정, 업무량, 업무

안정성), 관리방식 만족도(참여적 관리), 사회적 관계 만족도(동료와의 관

계, 관리자와의 관계)로 하고 종속변수는 직무성과로 하여 두 관계를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인 요건보다는 관계적인 요건이 직

무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최인섭·초의수(2001)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관

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직무성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결과 능력 요인, 개인적 심리요인, 조

직 내 인간관계 요인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

히 능력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느낄 때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윤길(2002)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역할스트레스와 멘토링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직무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무성과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자각하

여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정경훈(2014)은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변화와 조직융합

및 직무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조직 문화 중 혁신 문

화 인식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위계문화 인식의 차이는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두 조직의 통합 이후에 전략적인 조직 융합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갈등과 직무성과와 관련한 선행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De D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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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ngart(2003)의 연구에서는 “갈등 관계, 직무 갈등, 조직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계 갈등

(relationship conflict)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범성(2005)은 갈등관리유형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이 조

직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유형에 따

라 유의한 성과 차이가 날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는 실증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Chou & Yeh(2007)은 갈등관리전략(conflict management strategy)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갈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갈등관리유형이 조절 효과를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유형의 갈등관리유형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다.

De Dreu & Beersma(2015)는 지금까지 갈등관리가 직무성과와 관련

한 효과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직무만족, 조

직 헌신, 이직의도, 웰빙”과 같은 변수와의 관계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직

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거나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주목하면서

소프트 측면의 변수와 갈등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

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국세공무원들

이 직무 환경 특성상 상황에 맞게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갈등관리에 따른 직무성과에 차이가 날 것

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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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객지향성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이르기까지 행정이론이 발전하면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나 집행 기관과 최일선 기관은 국민을 고객으로 상정하고 최상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

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행 기관인 국세청 역시 국민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목표 아래 대

민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지향성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도경(2004)은 고객

지향적 행정이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주인인 행정”이라고 하면서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일방적으

로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박주상·안승남(2012)은 고객지향성의 개념은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논

의된 것이지만 행정에서의 고객지향성도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처

럼 “시민의 만족을 행정의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이

반응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박천오(1997)는 한국관료들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을 측정하였는데

고객지향성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과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으로 나누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료들이 “고객지향적 행정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하여는 수긍하

였지만 이에 따른 실천적인 면에서 여전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면서 고객

지향적 행정에 대한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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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객지향성, 고객만족과 같은 개념은 공공조직보다 민간 조직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는데 그 중 남영현·김인규·박철(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고객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구성원의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자는 고객지향성을 “고객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우수

한 가치와 부가상품을 계속 창조할 수 있는 회사와 종업원의 능력”이라

는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설문지 연구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내부마케팅 요인 중 고용안정, 보상 시스템, 교육훈련이 고객지향성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민간 조직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행정서비스를 중시하기 때문

에 공공조직에서도 고객지향성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남기민

·이세한(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풍토가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조직풍토는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공무원들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풍토 개선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고객지향성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 중심적 서비스 제공을 공공

부문에서도 실시하여 시민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만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조

직의 노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민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 없

이 불가능할 것이며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고객지향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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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직의도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란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Price, 1989). 특히나 공공조직에서 이직의도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조직 내 구성원이 이직할 경

우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양승범, 2009).

Stumpf ＆ Hartman(1984)은 조직적 헌신이 낮을 때 직장을 그만두

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조직헌신은 이직의도(Intention to quit)

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이직의도는 조직에 대한 헌신과 직무 만족의 직접

적인 결과였고 조직헌신은 이직(turnove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에 헌신하는 정도가 높지 않아도 이직이 가능하지 않

아서 오히려 조직에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직장 내에 불만

이 있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때, 경기가 나쁠 때보다 경기

가 좋을 때 이직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은정 외, 2011)와 같은 맥락이

라 볼 수 있다.

양승범(2009)은 Brehem & Gates(1997)의 모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적, 금전적, 연대적 선호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선호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일

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의미하고 연대적 선호는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와 상사와의 관계를 말하며 금전적 선호는 급여

수준을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능적 선호가 이직의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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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자신의 직무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직의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성희자·권현수(2013)는 사회복지사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비교하여 직무긴장과 소진

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실제로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직(turnover)과는 다

르지만 상당부문 이직을 잘 예측하는 변수라고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직무긴장, 소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전담 공무원과 같은 경우 과다한 업무량, 책임성에 따른 긴장

이 사회복지사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또한 책임성에 따른 긴장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와 소

진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직할 직장이 없을 때 극

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다한 업무량은 줄이고 소진

을 낮출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인(2014)은 지방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동기와 직무소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직의도

(turnover intention)는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 노력이 저조하

여 그들의 이직의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변수들이였다고 하였다. 저자

는 직무동기 요인으로 외적 직무동기와 내적 직무동기로 하위변수를 설

정하고 직무 소진은 정서적 고갈, 자아성취감, 비인간화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무 동기 요인 중 내적 직무동기가 이직의도에 통

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내적 직무동기가 높고 정서 고갈이

낮을수록 이직의도 역시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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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고갈에 이르지

않도록 직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직의도와 실제 이직률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직장에 불만이 많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 이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

하여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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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Thomas & Kilmann(1974)의 갈등관리유형을 바탕으로 유

형별로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지 조사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기본적

인 틀은 ‘갈등관리유형이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볼 수 있다. Thomas & Kilmann(1974)의 갈등관리유형 이론

과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갈등관리유형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통제변수 : 성별, 연령, 재직기간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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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은 위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3)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지향

성, 이직의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이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통제

하였을 때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Thomas & Kilmann(1974)은 갈등관리유형을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여러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협력형

이 가장 긍정적인 갈등관리해소 전략이며 조직의 성과와 의사결정에 바

람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상철, 2008; 이영안·이홍재, 2011).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유형에 따라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가설1 갈등관리유형은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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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2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갈등관리유형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조사의 설계와 방법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Thomas &

Kilmann(1974)이 개발한 갈등관리유형 설문지와 집계표를 이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 당 a, b 두 가지 행동 중 한 가지

를 선택하게 하고 이를 집계표를 통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

하여 각 설문 참여자가 어떠한 갈등관리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은재호·장현주(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재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 & Anderson의 연구

에서 사용한 역할 내 활동 직무성과(performance of in-role

performance)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Williams & Anderson, 1991). 총 7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다. 고객지향성에 관한 설문은 박천오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호

섭이 정리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을

알아보는 5문항,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을 물어보는 2문항

총 7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김호섭, 2001; 박천호, 1997). 다음으로 이

직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Michael & Spector가 개발한 도구를 김광일

이 수정한 4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김광일, 2009).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기위해 성별, 연령, 근무지 유형, 최종학력, 재직기간,

직급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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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패키지를 이용

하여 기초통계분석을 하고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

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4와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통제하고 독립변수를 더미변수화 하

여 각 유형 별로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 <표3-1>, <표

3-2>와 같다.

<표3-1> 인구통계학적 요인 측정 내용

요인 변수 측정문항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근무지 유형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 기타

최종학력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재직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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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종속변수의 측정 내용

요인 변수 측정문항

직무성과 직무성과

1. 나는 할당된 과업을 적절히 완수한다.

2. 나는 직무내용설명서에 명시된 책임을 다한다.

3.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과제들을 수행해낸다.

4. 나는 나의 직무의 규정된 수행요구를 만족시킨

다.

5. 나는 나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활동들에 참여한다.

6. 나는 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소홀히 한다.

7. 나는 나의 필수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실패한다.

고객

지향성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8.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만족도는 행정의 능

률이나 효과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 주요 행정사항의 결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나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서비스의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공무원들은 보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고객

을 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우송하는 등 고객에게 행

정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고객지향적

행정전반에

관한 시각

13. 고객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평가할 만큼 행정

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14. 행정에 대한 고객의 관여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직의도 이직의도

15.현재의 직업에 대한 불만으로 일하기 싫은 적이

많다.

16. 나는 현재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

고 싶다.

17. 나는 회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8. 나는 타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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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의 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세공무원의 개인적 배경 변인을 알기 위하여 설문지

문항을 통해 성별, 연령, 근무지 유형, 재직기간, 직급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설문지에 참여한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116명(47.7%)이고 여성

이 127명(52.3%)로 여성의 수가 약간 더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21명

(8.6%), 30대가 117명(48.1%), 40대가 79명(32.5%), 50대 이상이 26명

(10.7%)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50대 이상, 20대 순이

었다. 근무지 형태는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 기타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는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지 형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

하 24명(9.9%), 대학 졸업이 211명(86.8%), 대학원 이상 7명(2.9%), 기타

1명(0.4%)으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 수 있다. 재직

기간은 설문한 것을 바탕으로 재직 기간을 다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

년 미만 21명(8.6%), 1년 이상 10년 미만이 117명(48.1%),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 60명(24.7%), 20년 이상이 45명(18.5%)으로 1년 이상 10년 미

만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년

미만 순이었다. 직급으로 보면 5급 5명(2.1%), 6급 30명(12.3%), 7급 86

명(35.4%), 8급 67명(27.6%), 9급 51명(21.0%), 무응답 4명(1.6%)로 7급,

8급, 9급, 6급, 5급 순이었다.



- 33 -

<표4-1> 국세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116

127

47.7

52.3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1

117

79

26

8.6

48.1

32.5

10.7

최종학력

고졸 이하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24

211

7

1

9.9

86.8

2.9

.4

재직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21

117

60

45

8.6

48.1

24.7

18.5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무응답

5

30

86

67

51

4

2.1

12.3

35.4

27.6

21.0

1.6

합계 2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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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성과,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고객지향

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 이직의도의 4가지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직무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은 1번부터 7번까지이고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과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은 8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이며

이직의도는 15번부터 18번까지이다. 종속변인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직무

성과를 측정하는 1번부터 5번까지의 평균이 모두 3점 이상이고 직무성과

의 정도를 반대로 질문한 6번, 7번 문항의 평균이 3점 이하인 것으로 보

아 응답자들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무성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을 측정하는 8번부터 12번까지의 문

항의 평균을 보면 모두 3점을 넘기고 있어서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의

점수는 보통 이상이었으나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을 측정하

는 13번과 14번 문항의 평균이 모두 3점을 넘기고 있어 고객지향적 행정

에 부정적인 질문에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고객지향적 행

정 전반에 관한 시각의 정도는 보통 이하였다.

이직의도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인데 각 문항의

평균은 3.25, 3.12, 3.09, 2.87로 3점 전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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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직무

성과

문1 243 3 5 3.99 .686

문2 243 2 5 4.01 .659

문3 242 2 5 3.95 .674

문4 242 2 5 3.83 .680

문5 239 1 5 3.66 .893

문6 241 1 4 1.76 .628

문7 237 1 4 1.84 .587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문8 243 1 5 3.47 .915

문9 243 1 5 3.18 1.003

문10 243 1 5 3.53 .997

문11 242 1 5 3.28 .890

문12 243 1 5 3.37 .869

고객지향적

전반에

관한 시각

문13 243 1 5 3.40 .976

문14 243 1 5 3.27 .923

이직

의도

문15 240 1 5 3.25 1.012

문16 242 1 5 3.12 1.069

문17 243 1 5 3.09 1.066

문18 243 1 5 2.87 1.100



- 36 -

제 2 절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7개의 문항과 고객

지향성적 행정의 실천과 고객지향적 행정전반에 관한 시각의 항목을 측

정하는 7개의 문항, 그리고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그 중 직무성과의 6번 문항과 7번 문항은 역점수의 형태로 되어있

다. 즉 1번 문항부터 5번 문항까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지

만 6번 문항과 7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 점수가 낮아진다.

따라서 6번 문항과 7번 문항은 코딩 변경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고객지향성 문항 중 13번과 14번 역시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 점수가 낮아지므로 역점수화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

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을 단일적 차원을 찾아 대표적인 변수들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인

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분리해주는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직

무성과,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 이

직의도이다. 고객지향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천성과 시각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4.427,

2.574, 1.506, 3.166로 고유치 1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산설명율도 요

인별로 각 24.595, 14.302, 8.366, 17.59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누적 퍼센트는 64.855%로 나타난다. 각 요인적재값은 0.6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였는데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기준 값을 만족하고 있

어서 대체로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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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의 값이

0.6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직무성과

의 신뢰도 계수 값이 .893,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계수 값이 .730, 고객

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 계수 값이 .538, 이직의도의 계수 값이

.908이었다. 그 중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을 측정하는 관찰변

수의 신뢰도 계수가 0.6보다 작아 내적일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 전반에 관한 시각을 측정하는 13번과

14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고객지향성을 측정하는 관찰변수들을 구

성하였다.

<표4-3> 종속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고유값 분산비율 Cronbach’s α 

직무성과

문1 .859

4.427 24.595 .893

문2 .862

문3 .871

문4 .845

문5 .680

문6Ⓡ .711

문7Ⓡ .631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문8 .662

2.574 14.302 .730

문9 .761

문10 .623

문11 .722

문12 .639

고객지향적

행정전반에

관한 시각

문13Ⓡ .780

1.506 8.366 .538
문14Ⓡ .693

이직의도

문15 .792

3.166 17.591 .908
문16 .903

문17 .923

문18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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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간의 연관성 분석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두 개 이

상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하는데 그 값이

0.7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피어슨 상관계

수를 사용하며 이는 연속형 변수들 간에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모두 명목형 변수인데 명목형 변수들 간의 연관

성을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로 파이계수, cramer의 v, 우발성 계

수들을 이용한다(고길곤, 2014). 이 중 cramer의 v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상관관계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표4-4>를 보면 독립변수인 갈등관리유형(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재직기간,

직급 간의 cramer의 v 수치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연관성의 정도는

.082와 .584사이로 나타났다.

<표4-4> 주요 변수의 연관성 분석

1 2 3 4 5 6

갈등관리유형 1

성별 .155 1

연령 .106 .273*** 1

최종학력 .116 .082 .167** 1

재직기간 .106 .139 .584*** .132 1

직급 .120 .317*** .564*** .189** .563*** 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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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1. 갈등관리유형 분석

표본 243개를 통계 분석하여 갈등관리유형을 나누어 본 결과 경쟁형

9명(3.7%), 협력형 7명(2.9%), 타협형 73명(30.0%), 회피형 27명(11.1%),

순응형 61명(25.1%), 혼합형 42명(17.3%), 무응답 24명(9.9%)로 나타났

다. 혼합형은 지배적인 갈등관리유형이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재하여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관리유형을 측정하는 30개의

문항 중에 하나의 문항에라도 응답하지 않은 표본은 결측값(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표 4-5> 갈등관리유형 빈도분석

유형 빈도 비율(%)

갈등관리유형

경쟁형 9 3.7

협력형 7 2.9

타협형 73 30.0

회피형 27 11.1

순응형 61 25.1

혼합형 42 17.3

결측값(무응답) 24 9.9

합계 243 100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갈등관리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4-6>

과 같다. 성별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의 빈도를 보면 남성은 경쟁형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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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협력형 4명(3.6%), 타협형 38명(34.5%), 회피형 9명(8.2%), 순응

형 31명(28.2%), 혼합형 22명(20.0%)으로 타협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

은 경쟁형 3명(2.8%), 협력형 3명(2.8%), 타협형 35명(32.1%), 회피형 18

명(16.5%), 순응형 30명(27.5%), 혼합형 20명(18.3%)으로 남성과 같이 타

협형이 가장 많았다. 또한 회피형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

났다.

연령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빈도분석을 보면 20대에는 타협형이 7명

(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형과 협력형은 0명(0.0%)이었다. 30대에

서는 타협형 34명(31.5%), 순응형 33명(30.6%)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으

며 50대 이상에서도 타협형 7명(29.2%). 순응형 6명(25.0%)로 타협형과

순응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빈도를 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타협형

5명(25.0%), 순응형 5명(25.0%), 혼합형 5명(25.0%)로 타협형, 순응형, 혼

합형의 수가 같았으며 대학 졸업에서는 타협형이 67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 이상에서는 혼합형 4명(80.0%)으로 가장 수가 많았다.

재직기간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보면 1년 미만에서는 경쟁형과, 협

력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타협형은 9명(47.4%), 회피형은 4명(21.1%),

순응형은 5명(26.3%), 혼합형은 1명(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에서는 경쟁형 3명(2.9%), 협력형 4명(3.9%),

타협형 32명(31.1%), 회피형 14명(13.6%), 순응형 31명(30.1%), 혼합형

19명(18.4%)였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는 경쟁형 4명(7.1%), 협력

형 2명(3.6%), 타협형 19명(33.9%), 회피형 5명(8.9%), 순응형 14명

(25.0%), 혼합형 12명(21.4%)였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집단

에서는 경쟁형 2명(4.9%), 협력형 1명(2.4%), 타협형 13명(31.7%), 회피

형 4명(9.8%), 순응형 11명(26.8%), 혼합형 10명(24.4%)이었다.

직급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보면 5급은 타협형 2명(40.0%), 순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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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60.0%)이였고 6급은 혼합형이 10명(35.7%), 타협형이 8명(28.6%), 순

응형이 7명(25.0%)이였다. 7급은 타협형 27명(35.5%), 순응형 21명

(27.6%), 혼합형 14명(18.4%) 순으로 많았으며 8급은 타협형 20명

(31.7%), 순응형 19명(30.2%), 회피형 10(15.9%), 혼합형 8명(12.7%) 순이

었다. 9급은 타협형 15명(34.1%), 순응형 10명(22.7%), 회피형 9명

(20.5%), 혼합형 9명(20.5%)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타협형,

순응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혼합형, 회피형 순이었다. 자신의 이해

관계나 이익에 높은 관심사를 보일 때 나타나는 유형인 경쟁형과 협력형

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을

내놓기보다 상대방의 이익이나 관심사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이 많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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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관리유형

갈등관리유형 합계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혼합형

성

별

남성
6

(5.5%)

4

(3.6%)

38

(34.5%)

9

(8.2%)

31

(28.2%)

22

(20.0%)

110

(100)

여성
3

(2.8%)

3

(2.8%)

35

(32.1%)

18

(16.5%)

30

(27.5%)

20

(18.3%)

109

(100)

연

령

20대
0

(0.0%)

0

(0.0%)

7

(41.2%)

4

(23.5%)

5

(29.4%)

1

(5.9%)

17

(100)

30대
5

(4.6%)

4

(3.7%)

34

(31.5%)

15

(13.9%)

33

(30.6%)

17

(15.7%)

108

(100)

40대
3

(4.3%)

3

(4.3%)

25

(35.7%)

5

(7.1%)

17

(24.3%)

17

(24.3%)

70

(100)

50대이상
1

(4.2%)

0

(0.0%)

7

(29.2%)

3

(12.5%)

6

(25.0%)

7

(29.2%)

24

(100)

최

종

학

력

고졸이하
2

(10.0%)

0

(0.0%)

5

(25.0%)

3

(15.0%)

5

(25.0%)

5

(25.0%)

20

(100)

대학졸업
7

(3.6%)

7

(3.6%)

67

(34.5%)

24

(12.4%)

56

(28.9%)

33

(17.0%)

194

(100)

대학원

이상

0

(0.0%)

0

(0.0%)

1

(20.0%)

0

(0.0%)

0

(0.0%)

4

(80.0%)

5

(100)

재

직

기

간

1년미만
0

(0.0%))

0

(0.0%)

9

(47.4%)

4

(21.1%)

5

(26.3%)

1

(5.3%)

19

(100)

1년이상

10년미만

3

(2.9%)

4

(3.9%)

32

(31.1%)

14

(13.6%)

31

(30.1%)

19

(18.4%)

103

(100)

10년이상

20년미만

4

(7.1%)

2

(3.6%)

19

(33.9%)

5

(8.9%)

14

(25.0%)

12

(21.4%)

56

(100)

20년이상
2

(4.9%)

1

(2.4%)

13

(31.7%)

4

(9.8%)

11

(26.8%)

10

(24.4%)

41

(100)

직

급

5급
0

(0.0%)

0

(0.0%)

2

(40.0%)

0

(0.0%)

3

(60.0%)

0

(0.0%)

5

(100)

6급
1

(3.6%)

1

(3.6%)

8

(28.6%)

1

(3.6%)

7

(25.0%)

10

(35.7%)

28

(100)

7급
4

(5.3%)

3

(3.9%)

27

(35.5)

7

(9.2%)

21

(27.6%)

14

(18.4%)

76

(100)

8급
3

(4.8%)

3

(4.8%)

20

(31.7%)

10

(15.9%)

19

(30.2%)

8

(12.7%)

63

(100)

9급
1

(2.3%)

0

(0.0%)

15

(34.1%)

9

(20.5%)

10

(22.7%)

9

(20.5%)

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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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분석

1. 독립표본 t-검정

1) 성별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성별에 따른 직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는 등간척도인

Likert-5점 척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t-검정 실시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직무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의 직무성과 평균은 3.99, 표준편차 .54였으며 여성의 직무성과

평균은 3.96, 표준편차 .53이였다. t값은 .429이고 이때 p-value는 .6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4-7> 성별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성 112 3.99 .54
.429 .668

여성 120 3.96 .53

*** p<0.01, ** p<0.05, * p<0.1

2) 성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분석

성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테스트 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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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남성의 고객지향적 행정 실천의 평균은 3.38, 표준편차 .65였

으며 여성의 평균은 3.35, 표준편차 .64였다. 이 때 t값은 .375이고

p-value는 .708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표4-8> 성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차이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성 115 3.38 .65
.375 .708

여성 127 3.35 .64

*** p<0.01, ** p<0.05, * p<0.1

3) 성별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성별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

남성의 이직의도 평균은 2.96, 표준편차 .91이었으며 여성의 이직의도 평

균은 3.17, 표준편차 .94였다. 이때 t값은 –1.791, p-value가 .075로 나타

났으며 유의수준 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

의 이직의도의 평균이 0.1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4-9> 성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성 115 2.96 .91
-1.791 .075*

여성 124 3.17 .9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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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앞서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두 집단 이상의 종속 변

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즉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다. 사후검증은 0.05 유의수준 하에서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Scheffe의 사후검증을, 등분산을 가정

하지 않을 경우 Dunnett T3의 사후검증을 하도록 한다.

1) 연령에 따른 종속변수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1) 연령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연령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4-10>과 같다.

<표4-10> 연령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검증

직무성과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연령

20대(a) 3.60 .44

4.859 .003***

c,d>a

(Scheffe

검증)

30대(b) 3.95 .53

40대(c) 4.05 .54

50대이상(d) 4.14 .4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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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0

대의 직무성과 평균은 3.60, 30대의 평균은 3.95, 40대의 평균은 4.05, 50

대 이상의 평균은 4.14였다. F값은 4.859였으며 이 때 유의확률은 .003의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 따

라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e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 20대가 40대, 50대

이상의 집단과 직무성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연령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분석

연령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

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20대의 평균은 3.23, 30대의 평균은 3.21, 40

대의 평균은 3.49, 50대 이상의 평균은 3.80이였다. F값은 7.871, 유의확

률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50대 이상의 평균이 20대와 30대 보다 높았고 40대가 30대의 평균

보다 높았다.

<표4-11> 연령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차이 검증

고객지향성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연령

20대(a) 3.23 .53

7.871 .000***

d>a,b

c>b

(Scheffe

검증)

30대(b) 3.21 .65

40대(c) 3.49 .62

50대이상(d) 3.80 .5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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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20대의 평균은 2.83, 30대의 평균은 3.19, 40대의 평균은 3.10, 50대

이상의 평균은 2.61이였다. F값은 3.278이고 유의확률은 .022로 연령대별

로 이직의도의 평균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등분산을 가정하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30대의 이직의도와

50대의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표4-12>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검증

이직의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연

령

20대(a) 2.83 .84

3.278 .022**

b>d

(Scheffe

검증)

30대(b) 3.19 .93

40대(c) 3.10 .95

50대이상(d) 2.61 .86

*** p<0.01, ** p<0.05, * p<0.1

2) 최종학력에 따른 종속변수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1)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성과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고졸 이하 집단의 평균은 3.83, 대학 졸업자 집단의 평균

은 3.99, 대학원 이상 집단의 평균은 3.85였다. 이 때 F값은 .761이고 유

의확률이 .5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후검증은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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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표4-13>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검증

직무성과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최종학력

고졸이하 3.83 .64

.761 .517
대학졸업 3.99 .52

대학원이상 3.85 .41

기타 4.28 -

*** p<0.01, ** p<0.05, * p<0.1

(2) 최종학력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분석

최종학력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을 보면 고졸 이하 집단의

평균이 3.43이고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이 3.34, 대학원 이상 집단의 평

균이 3.76이였다. F값은 1.248, 유의확률 .2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표4-14> 최종학력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차이 검증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최종학력

고졸이하 3.43 .59

1.248 .293
대학졸업 3.34 .65

대학원이상 3.76 .52

기타 4.00 -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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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최종학력에 따른 이직의도의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고졸 이하 집단

에서 평균 2.85였으며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은 3.08, 대학원 이상 집단

의 평균은 3.57이었다. F값은 1.370, 유의확률 .2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표4-15> 최종학력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검증

이직의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최종학력

고졸이하 2.85 .87

1.370 .253
대학졸업 3.08 .94

대학원이상 3.57 .87

기타 2.25 -

*** p<0.01, ** p<0.05, * p<0.1

3) 재직기간에 따른 종속변수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1)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표4-16>와 같다.

1년 미만 재직자의 직무성과 평균은 3.59였으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평균은 3.93, 10년 이상 20년 미만 평균 4.08, 20년 이상 평균은 4.13이었

다.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성과를 분산 분석한 결과 F값은 6.214였으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다. Scheffe의 사

후검증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 집단과 1년 미만 간에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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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20년 이상 역시 1년 미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4-16>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검증

직무성과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

증 결과

재직

기간

1년미만(a) 3.59 .53

6.214 .000***

c,d>a

(Scheffe

검증)

1년이상

10년미만(b)
3.93 .52

10년이상

20년미만(c)
4.08 .50

20년이상(d) 4.13 .5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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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기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 실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 1년 미만 집단의 평균은 3.21, 1년 이상 10년 미

만 평균 3.20, 10년 이상 20년 미만 평균 3.48, 20년 이상 평균 3.70으로

20년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F값은 7.930으로 유의확률 .00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20년 이상 집단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 10년 미만 집단과의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4-17> 재직기간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차이 검증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

증 결과

재직

기간

1년미만(a) 3.21 .67

7.930 .000***

d>a,b

(Scheffe

검증)

1년이상

10년미만(b)
3.20 .67

10년이상

20년미만(c)
3.48 .57

20년이상(d) 3.70 .51

*** p<0.01, ** p<0.05, * p<0.1

(3)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검증은 다음과 같다. 1년 미만 집

단의 평균이 2.92, 1년 이상 10년 미만 평균 3.17, 10년 이상 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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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9, 20년 이상 평균 2.85로 이직의도의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1년 이상 10년 미만이었다. F값 1.432, 유의확률 .234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표4-18> 재직기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검증

이직의도

평균
표준편

차
F값

유의확

률

사후검

증 결과

재직

기간

1년미만(a) 2.92 1.09

1.432 .234 -

1년이상

10년미만(b)
3.17 .89

10년이상

20년미만(c)
3.09 .85

20년이상(d) 2.85 1.05

*** p<0.01, ** p<0.05, * p<0.1

4) 직급에 따른 종속변수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1) 직급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직급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을 위하여 검증한 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직무성과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F값은 4.978, 유의확률 .001로 유의수준

0.01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급의

직무성과 평균이 4.62, 6급의 평균이 4.06, 7급의 평균이 4.03, 8급 평균이

3.99, 9급의 평균이 3.74였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5급 집단과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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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9급 집단과의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검증 결과 수치

로 보아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숙련도가 높아

져 직무성과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4-19> 직급에 따른 직무성과 차이 검증

직무성과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직급

5급(a) 4.62 .49

4.978 .001***

a,c>e

(Scheffe

검증)

6급(b) 4.06 .46

7급(c) 4.03 .51

8급(d) 3.99 .55

9급(e) 3.74 .52

*** p<0.01, ** p<0.05, * p<0.1

(2) 직급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분석

직급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 실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8급과 9급

집단 사이를 제외하면 직급이 높아질수록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점수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급 평균이 3.80, 6

급의 평균이 3.76, 7급의 평균 3.45, 8급 평균 3.12, 9급 평균 3.25로 5급

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값은 6.984, 유의확률 .000의 수치를 보

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6

급 집단과 7급 집단이 8급 집단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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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0> 직급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차이 검증

고객지향적 행정 실천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직급

5급(a) 3.80 .52

6.984 .000***

b,c>d

(Scheffe

검증)

6급(b) 3.76 .51

7급(c) 3.45 .56

8급(d) 3.12 .72

9급(e) 3.25 .61

*** p<0.01, ** p<0.05, * p<0.1

(3) 직급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이직의도는 8급, 7급, 9급, 6급, 5급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8

급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급의 평균 2.65, 6

급 평균은 2.79, 7급 평균 3.05, 8급 평균 3.39, 9급 평균 2.87이었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유의확률 .008로 직급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4-21> 직급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검증

이직의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직급

5급(a) 2.65 .84

3.531 .008*** -

6급(b) 2.79 .86

7급(c) 3.05 .98

8급(d) 3.39 .81

9급(e) 2.87 .97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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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다중회귀분석

갈등관리유형이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에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이므로 이를 더미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을 하

였다. 독립변수인 갈등관리유형은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

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실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도 있었

다. 은재호·장현주(2012)의 연구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갈등대처유형

을 분석한 결과 단독 유형과 혼합 유형이 함께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유형이 42명(17.3%)이 있었는데 다중회귀분석에는 이러한 혼합형은

제외하고 단독 유형인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만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회귀모형에 넣고 분석하였는데

모두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갈등관리유형과 같이 더미변수

화 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 여성이 0으로 하였고 연령은 20대를 기준

그룹으로 더미변수화 하고, 재직기간은 20년 이상 그룹을 기준을 삼고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을 검토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

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다중공선성이라 한다. 다중공선성이 발생

하면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중공선성 진단

(Collinearity diagnostics)과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지, 자기 상관성은 없는 지를 알아보았다. 다중공선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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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계 값을 보고 판단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기준점인 2에 근

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성과 분석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4-22>와 같다.

독립변수인 갈등관리유형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중 경

쟁형을 기준으로 타 유형 간에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검증해 보았다. 먼저 모델 적합성을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관관계는 0.420의 값을 보이고 있고 전체 설명력은 0.176(17.6%)이었다.

Durbin-watson는 1.945로 그 값이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

었다. F값은 3.097, 유의확률은 .001(p<.0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회귀

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형과 비교하여 타 유형의 갈등관리유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경쟁형 대비 타협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t값 2.299(p=0.023)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경쟁형에

비해 타협형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

응형은 유의수준 0.1하 경쟁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2>의 경쟁형과 비교했을 때 다른 갈등관리유형과의 직무성과

회귀분석표를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에 관

심을 보이는 타협형의 경우 경쟁형보다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의 욕구충족에만 관심을 갖는 경쟁형보다 상대방과 나의 이

익 모두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직무성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직무 성격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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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세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업

무가 많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

의 의견이나 이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한 국세행정 업무의 특성상 모르는

업무가 있을 경우 상사나 동료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형

보다 타협형이 직무성과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4-22> 경쟁형 대비 직무성과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647 .278 13.108 .000

협력형 .247 .256 .092 .967 .335 .577

타협형 .418 .182 .383 2.299 .023** .187

회피형 .004 .200 .003 .019 .985 .286

순응형 .323 .183 .288 1.769 .079* .195

성별 남성 .022 .082 .021 .270 .787 .876

연령

30대 .129 .150 .121 .862 .390 .264

40대 .153 .189 .131 .810 .419 .198

50대이상 .344 .270 .182 1.276 .204 .255

재직

기간

1년미만 -.350 .223 -.201 -1.571 .118 .318

1년이상

10년미만
-.107 .187 -.100 -.570 .569 .169

10년이상

20년미만
.049 .160 .039 .304 .761 .316

R=.420,  =.176, 수정된  =.119

F=3.097, P=.001, Durbin-Watson=1.94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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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대비 타 유형의 직무성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값은 <표4-23>

과 같다. 공차 한계는 최소 .152에서 최대 .876의 값이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형과 비교하여 직무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유형이 있는지 유의확률을 통해 검토한

바, 협력형 대비 타 유형이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

리유형은 없었다.

<표4-23> 협력형 대비 직무성과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895 .299 13.021 .000

경쟁형 -.247 .256 -.103 -.967 .335 .455

타협형 .171 .201 .156 .848 .398 .152

회피형 -.243 .218 -.163 -1.117 .266 .242

순응형 .076 .202 .068 .374 .709 .159

성별 남성 .022 .082 .021 .270 .787 .876

연령

30대 .129 .150 .121 .862 .390 .264

40대 .153 .189 .131 .810 .419 .198

50대이상 .344 .270 .182 1.276 .204 .255

재직

기간

1년미만 -.350 .223 -.201 -1.571 .118 .318

1년이상

10년미만
-.107 .187 -.100 -.570 .569 .169

10년이상

20년미만
.049 .160 .039 .304 .761 .316

R=.420,  =.176, 수정된  =.119

F=3.097, P=.001, Durbin-Watson=1.94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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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타협형 대비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타협형에 비해서 경쟁형의 갈등관리유형이 직무성과

가 낮았으며(t값 –2.299, p<.05), 회피형 또한 타협형에 비해서 직무성과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값 –3.498, p<.01). 공차 한계는 최소 0.169에

서 최대 0.933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회귀분석 통계량은

<표4-24>와 같다.

<표4-24> 타협형 대비 직무성과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4.065 .237 17.127 .000

경쟁형 -.418 .182 -.174 -2.299 .023** .900

협력형 -.171 .201 -.063 -.848 .398 .933

회피형 -.414 .118 -.278 -3.498 .001*** .821

순응형 -.095 .090 -.085 -1.058 .291 .812

성별 남성 .022 082 .021 .270 .787 .876

연령

30대 .129 .150 .121 .862 .390 .264

40대 .153 .189 .131 .810 .419 .198

50대이상 .344 .270 .182 1.276 .204 .255

재직

기간

1년미만 -.350 .223 -.201 -1.571 .118 .318

1년이상

10년미만
-.107 .187 -.100 -.570 .569 .169

10년이상

20년미만
.049 .160 .039 .304 .761 .316

R=.420,  =.176, 수정된  =.119

F=3.097, P=.001, Durbin-Watson=1.94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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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형 대비 직무성과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4-25>와 같다. 공차한

계 값은 최소 0.169에서 최대 0.876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회피형 대비 순응형이 t값 2.658, 유의 확률

.009(p<.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직무성과는 순응형이 회

피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25> 회피형 대비 직무성과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651 .245 14.895 .000

경쟁형 -.004 .200 -.002 -.019 .985 .740

협력형 .243 .218 .090 1.117 .266 .795

타협형 .414 .118 .380 3.498 .001*** .440

순응형 .319 .120 .285 2.658 .009*** .451

성별 남성 .022 .082 .021 .270 .787 .876

연령

30대 .129 .150 .121 .862 .390 .264

40대 .153 .189 .131 .810 .419 .198

50대이상 .344 .270 .182 1.276 .204 .255

재직

기간

1년미만 -.350 .223 -.201 -1.571 .118 .318

1년이상

10년미만
-.107 .187 -.100 -.570 .569 .169

10년이상

20년미만
.049 .160 .039 .304 .761 .316

R=.420,  =.176, 수정된  =.119

F=3.097, P=.001, Durbin-Watson=1.94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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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고객지향성 분석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

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0.341이었으며 종속변수인 고객지향적 행정

의 실천을 0.116(11.6%)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 값은 1.756으로

이 수치는 0 또는 4가 아닌 2에 가까우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하겠

다. F값은 1.962, 유의확률 0.035(p<.05)로 회귀선이 모형에 적합하였다.

먼저 갈등관리유형 중 경쟁형을 기준으로 타 유형과 고객지향적 행정

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값은 <표

4-26>과 같다. 공차 한계 값은 최소 0.168에서 최대 0.867로 0.1 이하 값

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

형 대비 타 유형의 갈등관리유형 중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협력형 대비 타 유형이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최소 0.148에서 최대 0.867

이었으며 0.1 이하 값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4-27>의 결과 값을 보면 협력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관리유형은 없었다.

타협형을 기준으로 타 유형이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최소 0.168에서 최대 0.935였으

며 타협형에 비해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유형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을 기준으로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갈

등관리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어떠한 유형도 타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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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4-26>을 보면 경쟁형과 대비 고객

지향적 행정 실천 회귀분석 값은 협력형의 t값은 -0.475이고 유의확률

.6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타협형의 t값은

-.527, 유의확률 .599였고 회피형의 t값은 –1.244, 유의확률 .215였다. 마

지막으로 순응형의 경우 t값이 –.421, 유의확률 .674로 수치를 분석한

결과 경쟁형과 비교하였을 때 각 갈등관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26> 경쟁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664 .347 10.550 .000

협력형 -.153 .323 -.046 -.475 .636 .577

타협형 -.120 .229 -.091 -.527 .599 .182

회피형 -.313 .252 -.173 -1.244 .215 .280

순응형 -.097 .230 -.071 -.421 .674 .191

성별 남성 -.052 .103 -.040 -.502 .617 .867

연령

30대 -.077 .184 -.059 -.420 .675 .271

40대 .049 .232 .034 .210 .834 .203

50대이상 .264 .334 .116 .791 .430 .249

재직

기간

1년미만 -.143 .279 -.066 -.511 .610 .322

1년이상

10년미만
-.304 .235 -.232 -1.296 .197 .168

10년이상

20년미만
-.095 .201 -.063 -.474 .636 .304

R=.341,  =.116, 수정된  =.057

F=1.962, P=.035, Durbin-Watson=1.75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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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4-27>의 협력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

석 결과 수치를 보면 경쟁형의 t값이 .475이고 유의 확률 .636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타협형의 t값은 .130, 유의확률 .897이었

으며 회피형의 경우 t값이 –.581, 유의 확률 .562이었다. 마지막으로 순

응형의 t값은 .221이고 유의확률 .825로 협력형 대비 다른 갈등관리유형

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표4-27> 협력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511 .374 9.393 .000

경쟁형 .153 .323 .052 .475 .636 .454

타협형 .033 .254 .025 .130 .897 .148

회피형 -.159 .274 -.088 -.581 .562 .235

순응형 .056 .256 .041 .221 .825 .156

성별 남성 -.052 .103 -.040 -.502 .617 .867

연령

30대 -.077 .184 -.059 -.420 .675 .271

40대 .049 .232 .034 .210 .834 .203

50대이상 .264 .334 .116 .791 .430 .249

재직

기간

1년미만 -.143 .279 -.066 -.511 .610 .322

1년이상

10년미만
-.304 .235 -.232 -1.296 .197 .168

10년이상

20년미만
-.095 .201 -.063 -.474 .636 .304

R=.341,  =.116, 수정된  =.057

F=1.962, P=.035, Durbin-Watson=1.75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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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석의 구체적인 수치는

<표4-28>과 같은데 경쟁형은 t값 .527, 유의확률 .599였고 협력형은 t값

이 –.130, 유의확률 .897으로 경쟁형과 협력형 모두 타협형 대비 고객지

향적 행정의 실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피형

의 t값은 –1.316, 유의확률 .190이었고 순응형은 t값이 .211, 유의확률

.833으로 앞서 경쟁형, 협력형과 같이 타협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28> 타협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544 .293 12.103 .000

경쟁형 .120 .229 .041 .527 .599 .905

협력형 -.033 .254 -.010 -.130 .897 .935

회피형 -.192 .146 -.106 -1.316 .190 .829

순응형 .024 .111 .017 .211 .833 .819

성별 남성 -.052 .103 -.040 -.502 .617 .867

연령

30대 -.077 .184 -.059 -.420 .675 .271

40대 .049 .232 .034 .210 .834 .203

50대이상 .264 .334 .116 .791 .430 .429

재직

기간

1년미만 -.143 .279 -.066 -.511 .610 .322

1년이상

10년미만
-.304 .235 -.232 -1.296 .197 .168

10년이상

20년미만
-.095 .201 -.063 -.474 .636 .304

R=.341,  =.116, 수정된  =.057

F=1.962, P=.035, Durbin-Watson=1.75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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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피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의 회귀분석의 값은

<표4-29>와 같다. 경쟁형의 경우 t값 .1244, 유의확률 .215의 값을 나타

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협력형은 t값

.581, 유의확률 .562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타협형은 t값 1.316, 유의확률

.190의 값을 나타내었고 순응형은 t값 1.448, 유의확률 .150으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4-29> 회피형 대비 고객지향적 행정의 실천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352 .305 10.989 .000

경쟁형 .313 .252 .105 .1244 .215 .749

협력형 .159 .274 .048 .581 .562 .800

타협형 .192 .146 .145 1.316 .190 .446

순응형 .216 .149 .157 1.448 .150 .457

성별 남성 -.052 .103 -.040 -.502 .617 .867

연령

30대 -.077 .184 -.059 -.420 .675 .271

40대 .049 .232 .034 .210 .834 .203

50대이상 .264 .334 .116 .791 .430 .249

재직

기간

1년미만 -.143 .279 -.066 -.511 .610 .322

1년이상

10년미만
-.304 .235 -.232 -1.296 .197 .168

10년이상

20년미만
-.095 .201 -.063 -.474 .636 .304

R=.341,  =.116, 수정된  =.057

F=1.962, P=.035, Durbin-Watson=1.75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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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이직의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R=.336,  =.113으

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0.336으로 나타나고

종속변수를 .113(11.3%) 설명하고 있다. Durbin-watson는 1.803으로 기

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1.861, 유의확률은 .048(p<.05)로 회귀선

에 모델에 적합하였다.

각 갈등관리유형 별로 이직의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회피형에 비해 타

협형과 순응형의 이직의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회피

형은 타협형과 순응형의 갈등관리유형보다 이직의도가 높았다. <표

4-33>을 보면 회피형 대비 타협형은 t값 –2.571, 유의확률 .011(p<.05)

로 타협형은 회피형에 비해서 이직의도가 낮았다. 다음으로 회피형과 비

교하여 순응형은 t값 –2.553, 유의확률 .01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순응형이 회피형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았다. 결론적으로 회피형은

타협형과 순응형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4-30>부터 <표4-33>까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4-33>을 보면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나 이익에 관심이 없고 갈등

상이 발생하였을 때 벗어나려고 하는 비독단적이고 비협력적인 회피형이

타협형과 순응형보다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관리유형

중 회피형은 사소한 일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경우 유요한

갈등관리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만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유형 중에 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기 보다는 상황

자체를 피해 버리기 때문에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조

직 내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현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회피형이 자신



- 67 -

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순응형보다도 이직의도가

높다. 이는 전적으로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

에 관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욕구충족에 관심을 갖는 순응형이 상대적

으로 이직의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표4-30>에서 경쟁형 대비 다른 갈등관

리유형을 취했을 때의 이직의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협력형, 타협형, 회피

형, 순응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30> 경쟁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2.735 .523 5.227 .000

협력형 .331 .489 .068 .677 .500 .546

타협형 -.009 .355 -.005 -.025 .980 .166

회피형 .545 .387 .206 1.408 .161 .256

순응형 -.018 .358 -.009 -.050 .960 .175

성별 남성 -.213 .153 -.111 -1.396 .165 .866

연령

30대 .444 .276 .231 1.608 .110 .266

40대 .447 .346 .214 1.293 .198 .202

50대이상 -.085 .492 -.026 -.172 .863 .236

재직

기간

1년미만 -.103 .413 -.032 -.250 .803 .334

1년이상

10년미만
.108 .346 .056 .313 .755 .170

10년이상

20년미만
-.078 .297 -.035 -.262 .793 .308

R=.336,  =.113, 수정된  =.052

F=1.861, P=.048, Durbin-Watson=1.80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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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4-31>의 협력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결과 경쟁형

은 t값 –.677, 유의확률 .5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

로 타협형의 t값은 –.909, 유의확률 .365의 값을 나타내었고 회피형의

경우 t값 .531, 유의확률 .596이었으며 순응형의 t값은 –.928, 유의확률

.355로 경쟁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의 갈등관리유형은 협력형과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4-31> 협력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066 .553 5.542 .000

경쟁형 -.331 .489 -.072 -.677 .500 .480

타협형 -.340 .374 -.174 -.909 .365 .150

회피형 .215 .404 .081 .531 .596 .235

순응형 -.349 .376 -.173 -.928 .355 .158

성별 남성 -.213 .153 -.111 -1.396 .165 .866

연령

30대 .444 .276 .231 1.608 .110 .266

40대 .447 .346 .214 1.293 .198 .202

50대이상 -.085 .492 -.026 -.172 .863 .236

재직

기간

1년미만 -.103 .413 -.032 -.250 .803 .334

1년이상

10년미만
.108 .346 .056 .313 .755 .170

10년이상

20년미만
-.078 .297 -.035 -.262 .793 .308

R=.336,  =.113, 수정된  =.052

F=1.861, P=.048, Durbin-Watson=1.80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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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2>의 타협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의 값은 다음과 같다. 경

쟁형은 t값 .025, 유의확률 .9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협력

형 또한 t값 .909, 유의확률 .365로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피형은 t값 2.571, 유의확률 .011(p<.05)로 타협형 대비 회피

형의 이직의도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회피형은

타협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이직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응형은 t값 –.054, 유의확률 .957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32> 타협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2.726 .433 6.294 .000

경쟁형 .009 .355 .002 .025 .980 .909

협력형 .340 .374 .070 .909 .365 .933

회피형 .554 .216 .210 2.571 .011** .827

순응형 -.009 .165 -.004 -.054 .957 .817

성별 남성 -.213 .153 -.111 -1.396 .165 .866

연령

30대 .444 .276 .231 1.608 .110 .266

40대 .447 .346 .214 1.293 .198 .202

50대이상 -.085 .492 -.026 -.172 .863 .236

재직

기간

1년미만 -.103 .413 -.032 -.250 .803 .334

1년이상

10년미만
.108 .346 .056 .313 .755 .170

10년이상

20년미만
-.078 .297 -.035 -.262 .793 .308

R=.336,  =.113, 수정된  =.052

F=1.861, P=.048, Durbin-Watson=1.80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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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결과 값은 <표4-33>과 같다. 경쟁형

은 t값 –1.408, 유의확률 .16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협력형 또한 t값 –.531, 유의확률 .596의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타협형은 t값 –2.571, 유의확률

.011(p<.05)의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고 순응

형도 t값 –2.553, 유의확률 .01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이

를 분석하면 타협형과 순응형은 회피형에 비해 이직의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33> 회피형 대비 이직의도 회귀분석

B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갈등

관리

유형

(상수) 3.281 .451 7.274 .000

경쟁형 -.545 .387 -.119 -1.408 .161 .765

협력형 -.215 .404 -.044 -.531 .596 .799

타협형 -.554 .216 -.284 -2.571 .011** .450

순응형 -.563 .221 -.280 -2.553 .012** .459

성별 남성 -.213 .153 -.111 -1.396 .165 .866

연령

30대 .444 .276 .231 1.608 .110 .266

40대 .447 .346 .214 1.293 .198 .202

50대이상 -.085 .492 -.026 -.172 .863 .236

재직

기간

1년미만 -.103 .413 -.032 -.250 .803 .334

1년이상

10년미만
.108 .346 .056 .313 .755 .170

10년이상

20년미만
-.078 .297 -.035 -.262 .793 .308

R=.336,  =.113, 수정된  =.052

F=1.861, P=.048, Durbin-Watson=1.803

*** p<0.01, ** p<0.05, * p<0.1



- 71 -

제 7 절 가설검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유형 중 단일유형인 다섯 가지의 유형을 더

미변수화 하여 기준 유형 대비 타 유형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명목형인 독립변수를 더미변수로 만들고 통제 변

수인 성별, 연령,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기준 그룹과 모든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0.05 유의수준 하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갈등관리유형은 직무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회귀분석한 결과 타협형은 경쟁형, 회피형보다 직

무성과가 높았고 순응형은 회피형보다 직무성과가 높았다. 흥미로운 점

은 유의미한 결과 값이 나온 것 중에 회피형은 직무성과가 낮았다는 점

이다. 다시 말해 갈등상황이 발생 시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 모두에

관심이 없고 회피하는 갈등전략을 취할 때 직무성과가 낮다는 것이다.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세부 가설인 “<가설2-1>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

향적 행정의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

설2-2 갈등관리유형은 고객지향적 행정의 전반에 관한 시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α값이 0.6을 넘지 못

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가설 검증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갈등

관리유형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

지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는 회피형이 타협형과 순응형보다 높

게 나왔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앞서 회피형이

타협형, 순응형에 비해 직무성과가 낮은 것과 비교해 보면 회피형 갈등

관리유형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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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

지향성, 이직의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배경변

인에 따른 기초통계분석을 하였고 설문지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 변수 모두 명목형 변수였기 때문에

Cramer’s v 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

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관리유형을 알아보았는데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재직 기간, 직급에 따라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혼합형의 순으로 빈도를 정리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종

속변수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를 분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

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위하여 더

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갈등관리유형이 직무

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를 때 조직 내 국세공무원들의 어떠한 갈등관

리전략이 주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떠한 전략을 통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다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회피

형의 갈등관리전략을 취하는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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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의 비교에서 직무성과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즉 자

신의 욕구충족에도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회

피형(avoiding)을 취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homas &　Kilmann(1974)에 따르면 회피형과

같은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무시할 만한 것일 때 유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겪는 갈등, 특히나 업무와 관련한 갈

등은 중요하지 않거나 미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형은 유효한 갈등

해소전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조직의 구성원들을 관리하는데

갈등이 발생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타협형(compromising)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타 유형보다 직무성과가 높고 이직의도가 낮았다. 타협형은 부분적인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상대방과

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들의 직무성과

와 이직의도에 타협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국세행정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만을 피력하거나 상대방의 이해관계만을 충족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인 협력 전략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국세공무원이 대인 관계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유용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갈등관리상담사

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거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참여의 장이나 프로그램

이 아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갈등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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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을 얻어 갈등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일선세무서 6곳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임의로 분석 대상 세무서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녔

다. 그렇기에 향후 연구에서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지

역 별, 권역 별로 세무서를 추출한다면 일반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갈등관리유형을 조사하였는데 타 유

형에 비해 경쟁형과 협력형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한계점

을 지녔다. 서구형과 달리 경쟁형과 협력형 수가 적다는 것은 자신의 이

해관계나 관심사를 충족하려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욕구에 부응하려는 시

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 혹은 한국적

조직 구성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은재호·장현주(2012)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갈등관리

유형 점수를 조정한다면 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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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National Tax Officials’

Conflict Management Style on

Performance, Customer-orientation

and Turnover Intention

Lee, Na-hu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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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ol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national tax officials is

very important in the rapidly changing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ituation than ever before. Especially, national tax officials handle a

range of tasks of tax affairs, the civil service and tax consult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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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the very best national tax administrative service. But conflicts

in organization have been problems and they have disruptive

workplace conflicts with co-workers or super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flict management

style of national tax officials and effects of conflict management style

on performance, customer-orientation and turnover intention. So,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for the survey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omas & Kilmann theory of conflict mode

instrument, conflict management style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

The types of conflict mode are as follows; competing, collaborating,

compromising, avoiding and accommodating. The study deals with

differences of performance, customer-orientation, turnover intention in

types of conflict style.

In this article, national tax officials working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in October, 2015. The total number of

the 254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and 243 samples of them were

utilized statistical data. Based on this data, 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dependent-sample T 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Dummy Variab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that conflict management style will affect the

performance of national tax official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cifically, compromising style has more positive effect on work

performance than competing and avoiding style. Also, accommodating

style has higher level of performance than avoiding style.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of customer-orient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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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anagement styl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Hypothesis 3 that conflict management style will affect the

turnover of National Tax Officials was statistically suppor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pecifically, avoiding style has a

higher turnover intention than compromising and accommodating

style.

The result showed avoiding style had relatively lower level of

performance and had a higher level of turnover intention than other

styles. That is to say, some alternatives are required to national tax

officials having an avoiding conflict management style that is not

interested in their own and opposition’s interests.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 within

an organization of national tax officials. For example, When officials

have conflict with others, there should be a counselor who investigate

the conflict situation and consults with members of NTS. Also, NTS

has to manage the conflict within an organization by giving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and making an atmosphere of commun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level.

keywords : Conflict Management Style, National Tax Officials,

Performance, Customer Orientation, Turnover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4-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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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homas-Kilmann의 집계표

Competing Collaborating Compromising Avoiding Accommodating

1. - - - A B

2. - B A - -

3. A - - - B

4. - - A - B

5. - A - B -

6. B - - A -

7. - - B A -

8. A B - - -

9. B - - A -

10. A - B - -

11. - A - - B

12. - - B A -

13. B - A - -

14. B A - - -

15. - - - B A

16. B - - - A

17. A - - B -

18. - - B - A

19. - A - B -

20. - A B - -

21. - B - - A

22. B - A - -

23. - A - B -

24. - - B - A

25. A - - - B

26. - B A - -

27. - - - A B

28. A B - - -

29. - - A B -

30. - B - - A

출처 : Thomas & Kilmann(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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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

본 연구는 국세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

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직 내 갈등관리유

형과 조직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의미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현직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400여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할 것

입니다. 다만, 현직이 아닌 신규임용 교육생은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제

외됩니다. 설문은 갈등관리유형,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

다. 즉, 참여거부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을 끝마치는 데에는 약 5-10분 가량이 소요되며, 본 연구의 참여로 인

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

자 이나훔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연구 결과 발표에 포함될 수 없기에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

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설문을 작성하는 중 혹은 설문을 마치신 후에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간식을 지급해

드립니다.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

구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연구 과제명 :조직 내 갈등관리유형과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와

의 관계 분석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 책임자명 :　이나훔(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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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충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러한 경우 귀하는 통상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다음 항목은 귀하가 보일 수

있는 반응형태를 a, b 두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각 항목마다의 반응을 선택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a, b 어느 항목도 귀하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이런 경우에도 더 가까운 답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항목

문1.

a. 나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때가 많다

b. 나는 의견이 상충될 때 협상하는 것보다 일치하는 사항들을 강조

한다

문2.
a. 나는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상대방과 나의 관심사를 모두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문3.

a. 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확고한 편이다

b. 나는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

력한다

문4.

a. 나는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나의 의견을 포기할 때가 종

종있다

문5.
a. 나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 항상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한다

b. 나는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려고 한다

문6. a. 나는 불편한 상황의 조성을 피하려고 한다

담당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이나훔

연락처 :　crencia0@snu.ac.kr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나는 위의 설명서를 읽고 제대로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참여

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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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는 나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한다

문7.
a. 나는 혼자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질 때까지 문제를 미룬다

b. 나는 상대방과의 교환조건으로 나의 의견을 포기한다

문8.
a. 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확고한 편이다

b. 나는 모든 관심사와 문제를 즉각 공개하려고 한다

문9.
a. 나는 의견차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b. 나는 나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어느 정도 노력한다

문10.
a. 나는 목표를 확고하게 추구한다

b. 나는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문11.

a. 나는 모든 관심사와 문제를 즉각 공개하려고 한다

b. 나는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

력한다

문12.

a. 나는 가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을 피한다

b. 상대방이 나의 입장의 일부를 수용하면, 나도 상대방 입장의 일부

를 수용한다

문13.
a. 나는 절충안을 제안한다

b. 나는 나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한다

문14.

a.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말한 후,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

b.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설명하려고 노력

한다

문15.

a. 나는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

력한다

b. 나는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피한다

문16.
a.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b. 나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의 장점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문17.
a. 나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확고한 편이다

b. 나는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려고 한다

문18.

a.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

들인다

b. 나는 상대방이 나의 입장의 일부를 수용하면, 상대방 입장의 일부

를 수용한다

문19.
a. 나는 모든 관심사와 문제를 즉각 공개하려고 한다

b. 나는 혼자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질 때까지 문제를 미룬다

문20.
a. 나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쌍방에게 이득과 손해를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한다

문21.
a. 나는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b. 나는 항상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논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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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무성과,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른편의 평가척

도표의 적절한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1. 나는 할당된 과업을 적절히 완수한

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직무내용설명서에 명시된 책

임을 다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과제들을 수

행해낸다.
➀ ➁ ➂ ➃ ➄

문22.
a. 나는 상대방과 나의 입장의 중간입장을 찾으려고 한다

b. 나는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

문23.
a. 나는 통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b. 나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때가 많다

문24.

a. 나는 상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의 의견을 수용

하려고 노력한다

b. 나는 상대방이 절충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25.

a. 나는 상대방에게 내 입장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다

b. 나는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문26.
a. 나는 절충안을 제의한다

b. 나는 대부분의 경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27.

a. 나는 가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을 피한다

b.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

들인다

문28.
a. 나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확고한 편이다

b. 나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 흔히 상대방의 도움을 구한다

문29.
a. 나는 절충안을 제안한다

b. 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30.
a.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b.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상대방과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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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나의 직무의 규정된 수행요구

를 만족시킨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나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에 참여한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

는 업무들을 소홀히 한다.
➀ ➁ ➂ ➃ ➄

7. 나는 나의 필수과업을 수행하는 데

에 실패한다.
➀ ➁ ➂ ➃ ➄

8.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만족도

는 행정의 능률이나 효과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9. 주요 행정사항의 결정에 고객이 직

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➀ ➁ ➂ ➃ ➄

10. 나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

정 서비스의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11. 나는 공무원들은 보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도록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12.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

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우송하는 등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➀ ➁ ➂ ➃ ➄

13. 고객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평가

할 만큼 행정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➀ ➁ ➂ ➃ ➄
14. 행정에 대한 고객의 관여는 행정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

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➀ ➁ ➂ ➃ ➄
15.현재의 직업에 대한 불만으로 일하

기 싫은 적이 많다.
➀ ➁ ➂ ➃ ➄

16. 나는 현재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

업에 종사하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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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꼭 체크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 남성 ➁ 여성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20대 ➁ 30대 ➂ 40대 ➃ 50대 이상

3. 선생님의 근무지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본청 ➁ 지방청 ➂ 일선 세무서 ➃ 기타 ( )

4.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고졸 이하 ➁대학 재학 ➂ 대학 졸업 ➃ 대학원 이상 ➄ 기타 ( )

5. 선생님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1년 미만 ➁ 1년 이상 5년 미만 ➂5년 이상 10년 미만 ➃10년 이상 15

년 미만

➄15년 이상 20년 미만 ➅ 20년 이상

6. 현재 선생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 급

17. 나는 회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➀ ➁ ➂ ➃ ➄

18. 나는 타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있

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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