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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외  환경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 

한 민 화  경쟁체제의 도입,효율성 강화 등 공기업들은 공

기업이 가지는 공익  특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 동등한 수

의 경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압력을 지속

으로 받고 있다.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시 이러한 환경 변

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산

과 인력의 운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과 인력 운 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기업이 

해외사업 수행이라는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안으로 선택한 

조직설계 략이 조직효과성의 제고라는 의도했던 목 을 달성했

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이를 해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

국 력기술을 상으로 기존의 매트릭스 조직과 해외사업 수행을 

해 구성한 사업부제 담조직의 비교를 통해 두 조직의 특성 차

이와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첫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 조직효과성의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둘째,조직의 형태를 매트릭스 조직에

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변경함으로써 두 조직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들을 조직구조  직무특성 요인에서 도출해 보았으며,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지를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

하 다.셋째,이 게 도출된 요인들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마지막으로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

치는 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조직설계 

략에 한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첫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은 직무만족도

와 조직몰입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형태 변경이 당  의도한 조직효과성의 제고라는 목 을 달

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에 한 두 조직 간 

비교 결과,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복잡성은 낮은 

걸로 나타났으나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사업부제 담조직으로 변경됨으로써 매트릭스 조직에서의 

복잡한 명령계통이 어들고 이 권한체계가 단일화되면서 복잡성

은 어들었으나,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차의 변화가 수반되

지 않았고 업무 수행의 결과에 한 피드백이 조직 내부보다는 조

직 외부에서 더 강한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정체

성과 환류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 차이를 반 하는 

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본 결과,복잡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고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 형태의 특

성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가정한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

직무정체성,환류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고는 있

지만,두 조직 간에는 복잡성을 제외한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의도했던 조직효과성의 차

이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조직 형태 변경이나 조직 개편의 효과에 해서는 제 로 

평가되지 않거나 조직 내부에서만 평가되는 경우가 부분인 바,

본 연구는 다른 공기업  유사한 형태의 조직에서 외 인 상황 

변화에 응하기 한 략으로서 조직설계 략을 선택할 경우 

시사 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둘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비교를 통해 두 조직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으로써 조직 개편이 어떤 경로로 조직효

과성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셋째,조직설계 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단순한 조직 

형태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 조직 형태에 맞는 내부 요인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당  의도한 목 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직무

요성이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수의 국민을 

해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과 문가로서의 문성과 기술력에 

한 자부심이 조직효과성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요어 :공기업,조직효과성,조직구조,직무특성,매트릭스 조직,사업부

제 조직

학  번 :2011-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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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엔지니어링 공기업을 상으로 조직 형태의 변경을 

통한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함으로써 공기업이 외 인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선택한 조직설

계 략이 당  의도한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하고 조직설계 략 수

립에 필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7년 외환 기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해 민 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각종 경 리기법을 공기업에 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신 책임을 묻는 책임경 이 

확 되어 왔지만 공기업은 여 히 산과 정원 운  등 경  측면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자율성과 유연성이 낮은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 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 ,

사회 인 압력을 지속 으로 받고 있다.

더욱이 공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  수주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기 해 필

요한 인력의 확보와 증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이런 상황  

요인 때문에 공기업은 보유한 인력의 효율  활용을 한 방안을 찾기 

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필요한 자원인 

인력에 한 운 의 자율성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해외사업 수행 확 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공기업이 선택한 조직 형태 변경을 통

한 조직효과성 제고라는 조직설계 략이 당  의도한 목 을 달성했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조직 개편은 조직구조의 변화와 이를 통한 조직효과성 제고를 목 으

로 지속 으로 시도되고 있다.1980년부터 조직의 구조가 직무태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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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조직의 구조  요인  상

황요인 등 조직특성이 직무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심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조직의 효과성은 그 측정 지표로 주로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이라는 직무태도를 개인의 행태  요소로 보고 조직구조

와 직무태도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 호,2009).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간의 계에 한 연구는 조직구조의 특성인 공

식화,집권화,복잡성이라는 변수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라는 조직효과

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 다양한 경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

다.

그 다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형태의 변경은 조직구조  직무특성

의 변화와 함께 궁극 으로 의도한 조직효과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최근 몇 년 사이 공기업들은 해외진출과 해외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공기업들의 이러한 해외진출 노력

은 로벌 경쟁이라는 외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한 것일 뿐만 아

니라 공기업에 지속 으로 도입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시장경쟁 논리와 

경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로 인해 공기업은 민간기

업과 국내시장  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내부 으로는 여 히 산과 인원의 자율  운 이 어려운 공기업으

로서의 제약을 안고 있다.따라서 공기업은 이러한 외  환경 변화에 

응하고 한편으로는 공기업으로서의 제약이라는 내  상황에 동시에 

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쟁의 심화라는 

외  상황 변화와 공기업으로서의 정원 증원의 한계와 같은 내  제

약에 한 응책으로 선택한 조직설계 략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냈는

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은 2010년부터 형 해외사업인 

UAE원 사업의 종합설계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인

해 인력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확보하기 해 해

외사업 수행 조직을 기존의 매트릭스(matrix)조직에서 사업부제 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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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변경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력기술의 이런 조직설계 사례

를 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한국 력기술이 시행한 해외사업 담 수행을 한 사업부제 조

직 운 이 당  의도한 조직효과성의 제고라는 목 을 달성했는지를 매

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조직의 형태를 매트릭스에서 사업부제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두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요인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셋째,그 게 도출된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들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넷째,분석 결과를 토 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이 의도한 

조직효과성의 제고라는 목 을 달성했는지를 검증해보고 향후 조직 내부

의 조직 개편과 같은 조직 리 측면에서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각 조직은 자신의 업무 특성과 조직 환경에 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

하여 조직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에 한 선

행연구에서는 주로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차원)인 공식화,집권화,복잡

성과 조직효과성의 계에 해 집 되었고 부서화(departmentalization)

차원에서 조직 형태의 차이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에 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부서화 차원의 조직 형태는 한 조직 내에서 병존하기보다 주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조직 내에서 동질 인 업무를 수행

하는 집단에 해서 다른 형태의 부서화를 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

로 비교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 경

우 부서화 차원에서 서로 다른 조직구조를 채택한 별개의 조직을 비교하

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나 이 역시 각 조직 간 업무의 상이성,환경  

차이 등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 인 조직구조를 선택한 것이므로 단순

히 부서화 차원의 조직 형태만을 가지고 업무와 역할,상황이 다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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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직효과성에 한 비교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조직 형태의 변경 과 변경 후의 조직효과성을 비교해보

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한 평가는 주로 조직 내부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조직 형태를 바꾸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시

도가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의 개편이 뒤

따르고,기업의 경 진의 교체는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을 수반하는 경

우가 부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 개편이 의도한 목 을 

달성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해서는 주로 조직 내부에서만 

평가될 뿐 실증 인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본 연

구에서는 그러한 조직 형태의 변경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조직 개편의 효과성을 측하

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 공기업이 안고 있

는 산과 인원 증원의 제약이라는 상황에서 외 인 환경 변화에 응

하기 해 선택한 조직설계 략이 과연 유효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해 

으로써 향후 상되는 상황변화에 한 응 략 선택 시 시사 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 형태의 변화를 통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직구조  직무특성 요소들에서 

도출해보고 그런 변수들이 두 조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궁극 으로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자 하며 이 이 선행연구와의 차별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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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상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을 상으로 하 다.한

국 력기술은 1975년 발 소 설계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발

소 설계  엔지니어링,사업 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특히 원자

력발 소 종합설계  계통설계 업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이 가능

한 회사로서 독 인 지 에 있다.한국 력기술은 한국 력공사의 자

회사로서 한국 력공사가 2009년 12월까지 지분의 98%를 보유하고 있었

으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식 상장을 통한 민 화를 진행

하고 있다.2009년 12월 한국 력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20%를 상장하여 

지분은 78%로 어들었고 2012년 말까지 보유 주식의 20%를 추가로 매

각하여 한국 력공사의 지분은 58%로 어들 정이다.

정부재투자기 인 한국 력기술은 그러나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 형

태를 통해 국내의 원자력  수화력 발 소 설계를 주력 업종으로 하면

서 가동원  설계 등 력 련 용역,기타 고속철도  인천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리 용역 등을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왔으며 원자력발

소 설계업무를 제외한 화력발 소  가동원  설계,사업 리 업무 

등 나머지 업무 역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따라서 한국 력기술은 그러한 업무 역과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기업과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력기술은 재 설계 엔지니어링이라는 자신의 업

무 역에 가장 효율 인 조직 구조로서 매트릭스(matrix)조직을 채택

하여 운 하고 있다.기획,마 ,계약 등 조직의 일반 인 리업무 

기능을 제외한 기술 업무 수행을 해 기능별(functional)조직인 기술부

서가 존재하고, 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

를 임명하고 사업조직이 구성되어 사업책임자의 명령계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하지만 조직구성원은 기능조직인 각 기술부서의 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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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functionalmanager)의 지휘도 같이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 인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내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부분 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매

트릭스 조직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력기술의 기본 인 조직 형태로 기

능을 해온 이유는 첫째,원자력 설계기술 자립이라는 목표 아래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을 하면서 외국 회사의 설계기술과 함께 

설계를 하는 차와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구조를 같이 도입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둘째로,원자력이나 화력발 소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형 사업뿐만 아니라 소 규모  단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많은 사업

들을 동시에 운 하기 해서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상황 변화에 유연

하게 응이 가능하고 효율 인 인력 운 과 기술 경험 공유에 있어서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사업 확 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재

의 매트릭스 구조로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해석,검토를 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설계 도면과 계산서,보고서, 차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제조회사와는 달리 기기나 장비가 아니라 업무의 부분을 문 기술인

력을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그동안 한국 력기술의 매트릭스 조직은 이

러한 업무량의 변동에 해서 개별 사업 간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히 재배치함으로써 유연하게 처할 수 있었으나 해외사업이라는 변수

로 인해 매트릭스 조직의 운 만으로는 응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

다.

특히 2009년 12월 한국 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발 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한국 력기술이 종합설계  계통설계를 수행하게 

되면서 미리 측하지 못했던 많은 인력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고,그로 

인한 인력 운 의 문제 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발 소 설계업무는 사업 

수주와 함께 지질조사와 환경 향평가,안 성 평가,공정 리시스템 개

발 등의 업무가 시작되며 사업 기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징을 가

진다.국내에서의 원자력 발 소 건설은 정부의 장기 원개발계획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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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 소 건설의 시작 시기를 측할 수 있고 이

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수요를 상하고 비할 수가 있었다.그동안은 

이런 인력 소요에 해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통해 기능부서장

(functionalmanager)인 기술부서장의 단 아래 여러 사업 조직 간의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 으로 처해 왔으나 많은 인

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형 해외사업의 수주로 인해 이러한 매트릭스 

구조만으로는 인력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 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특성 상 즉각 인 인력의 증원 역시 어려운 상황

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한 응책으로 한국 력기술은 정부에 한 정원 증원 요청과 

함께 그동안 유지해왔던 매트릭스 조직 신 해외사업인 UAE원  사업

조직을 사업부제(divisional)조직 형태인 담조직으로 운 하기로 결정

하 다.기존 매트릭스 조직 구조에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1)가 임명되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인력들이 각 사업별로 모두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각 기능조직인 기술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UAE원  사업조직은 각 기술부서의 UAE원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인

력들이 모두 사업책임자 아래 모여 실질 인 단일 사업부제(divisional)

조직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인력 운 의 유연성과 업 시스템 그리고 각 

기술부서가 축 한 사업 경험과 문기술의 공유라는 기술  장 을 가

지고 있음에도 UAE원  사업조직을 사업부서 조직 형태로 운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매트릭스 조직 구조가 기술  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체재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에 한 업무

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약 이 있었다.둘째,당시의 회사 인력 규모로

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외사업까지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수행할 

1)매트릭스 조직에서의 projectmanager는 일반 으로 로젝트 리자 는 사업 리

자로 번역하고 있으나 한국 력기술에서는 사업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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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 수행 인 국내 사업에도 향을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수

행에도 집 하지 못하고 공정 수와 품질 확보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즉,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부제의 담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 사업만을 담  함으

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매트릭스 구조의 조직에서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것을 기 한 것이었다.

재 한국 력기술은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기본으로 운 하고 있으

면서 해외사업 조직인 UAE원  사업조직을 실질 인 사업부제 조직 형

태로 운 하고 있어 두 가지의 조직 형태가 병존하고 있다.따라서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와 조직효과성의 향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연구의 범

본 연구에서는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을 상으로 해외사

업 담 수행을 목 으로 구성된 사업부제 조직과 기존 매트릭스 조직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내는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요인을 도출해 보고,

이런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비교해 으로써 사업부제 조

직 운 을 통한 조직효과성 향상이라는 조직설계 략의 목 을 달성했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변화되면서 생긴 조직 간 특성 

차이가 궁극 으로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 하에 조

직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직 내부의 특징  변수를 도출하기 

해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조직구조의 세 가

지 특성인 공식화,집권화,복잡성과 더불어 Hackman& Oldham이 제

시한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환류성이라는 다섯 가

지 직무특성 요인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 고,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특성을 찾아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여 조직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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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종속변수로는 조

직효과성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을 사용하 다.

3.연구의 방법

조직 형태의 차이에 따른 어떤 변인이 조직효과성에 어떻게 차별 인 

향을 미치고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 이므로 이를 해 련된 선행연구에 한 문헌 연구와 함께 

조직 구성원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설정을 해 독립변수인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한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에 한 자료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 다.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하기 해 조직 

형태에 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여 조직형태 특성변수 분류를 시

도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고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을 설

정하 다.실증연구를 해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의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

지인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4.논문의 구성

본 연구 논문은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연구의 범   방법에 해

서 기술하 다.

제2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그

리고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차이를 특정할 수 있는 조직형

태 특성변수의 분류를 해 조직구조  직무특성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 으며,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변수들과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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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이론  배경을 고찰하 다. 한 조직 설계에 한 이론  논의

를 바탕으로 연구 상인 한국 력기술의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의 특성을 검토하 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  분석방법으로서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의 도출,변수에 한 조작  정의  

실증 조사  분석방법을 기술하 다.

제4장에서는 실증연구 결과에 한 해석으로 연구 상의 표본 특성

과 연구 가설에 한 검증 결과와 해석을 기술하 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와 한계

  향후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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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조직효과성에 한 이론  논의

1.조직효과성의 개념

조직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직목표를 심으로 악하는 데에는 복잡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일반 으로 조직목표라는 추상  개념 

신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effectiveness)이라는 비교  구체 인 개

념에 입각하여 평가하게 된다(주효진,2004).조직의 효과성이라는 문제

는 조직이론의 핵심 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효과성이 엄 하게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해서는 보편 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민

진,2003).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하면 조직목표의 성취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되

었으나 1960년 에서 1980년 에 걸치면서 조직의 효과성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고 조직효과성의 개념이 공간 으로 다수의 범

한 역에 용될 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도 내포되는 다차원  개념

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개념 정의도 체계 이지 못하며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도운섭,1999). 한 조직효과성에 한 개념은 조직의 성격과 

목  그리고 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으로 인해 모든 조직에 

공통되는 효과성에 한 일치된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러므로 

조직의 어떤 특정한 측면으로 효과성의 개념을 모색할 때에는 개념상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주효진,2004).

이러한 조직효과성의 다양한 개념  측면을 올바로 이해하기 해 먼

 국외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직효과성의 개념과 평가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nard(1938)는 조직효과성에 해 가장 고 인 정의를 하고 있는

데 조직효과성은 동행 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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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  정의 평가

Barnard(1938)
동행 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 을 달성하는 정도

Georgopolous&

Tannenbaum

(1957)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서의 조

직이 그의 수단과 자원을 오용

함이 없이 한 조직구성원에 

한 부당한 압력을 래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조직생산성

․조직 내 긴장정도

․조직의 신축성

Argyris(1962)
동일하거나 감되는 몰입으로 

같은 산출을 얻는 것

Bennis(1962)
조직의 건강이라는 개념을 빌

어서 규정

․ 응력 

․일체성의 의식

․통합 ․ 실검증능력

Caplow(1964)
조직의 안정성,통합성,자율성 

 업 을 의미

․안정성 ․통합성

․자율성 ․업

Etzioni(1964)
동행 가 지향하는 확인된 

목  달성하는 정도

Seashore&

Yuchtman(1967)

희소하고 귀 한 자원을 취득

하기 해 환경을 개척하는 조

직체의 능력

Price(1969) 목표달성의 정도
․생산성 ․사기 

․ 합성

Steers(1975)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획

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환경 응성 ․신축성

․직무만족 ․생산성

․자원획득 ․ 합성

Huse&

Bowditch(1977)

특정조직이 그 목표와 목 을 

실 하는 정도

objectives)을 달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그 달성 정도가 효과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에 해서 Etzioni(1964)도 동의하

고 있다(주효진,2004).조직효과성의 개념과 평가 에 한 국외학자

들의 선행연구를 요약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조직효과성의 개념 정의  평가 에 한 선행연구 (국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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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  정의 평가

Gibson(1982) 조직이 목 을 달성하는 정도

․생산성 ․효율

․직무만족 ․ 응성

․발 가능성 

․유지존속

출처 :주효진 (2004)

조직효과성에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유근(1986)은 조

직유효성2)을 조직이 어느 정도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조직유효성의 평가를 해 목표달성도,이윤, 산 유

지,사회  책임,능률의 향상,직무만족,조직몰입 등의 요인들을 사용하

다.

정 교․박상언․김 조(1996)의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심리  효과성

과 경제  효과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 다.심리  효과변수로는 

직장생활만족과 조직몰입을 포함하고 있는데,직장생활만족은 구성원들

이 회사  회사생활에 해 가지는 정 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며 조

직몰입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해 동일시하고 헌신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직장생활만족은 보수,승진,직무,미래에 한 비 ,기업이미지 그

리고 반 인 회사생활 등 6가지 항목에 한 만족도로 구성하 으며,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동일시,조직을 한 헌신  노력,근속의지 등 

세 가지 측면을 6가지 문항으로 측정하 다.

윤정구․임 철(1998)은 조직효과성을 직무만족,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으로 구성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 다.직무만족은 근로자가 자신

의 직무를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하고,조직몰입은 근로자들 개개인이 자

신의 조직에 하여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하며,조직시민행동은 

회사가 공식 으로 제공하는 보상체계와는 직 인 상 이 없이 각 개

인의 선택 인 재량에 의해 발휘되는 행동으로 개인 인 도덕과 양심에 

따라 조직에 공헌하고자 하는 행 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2)조직효과성(organizationaleffectiveness)은 연구자에 따라 ‘조직유효성’ 는 ‘조직효율

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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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  정의 평가

신유근(1986)
조직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

해 나가는 정도

․목표달성도 ․이윤

․ 산유지

․사회  책임

․직무만족 ․조직몰입

․능률의 향상

김정하(2000)는 조직목표에 한 달성도를 조직유효성이라고 보면서 

이를 조직몰입,조직 응성,직무만족 등의 변수들을 통해 측정하 고,

찬열(2000)은 신뢰와 조직효과성의 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

직효과성을 직무불안,성과설문,직무만족,조직몰입,불만행동과 이직의

도 등 6가지의 변수들을 사용해 측정 평가하 다.

이종열․박 국․주효진(2001)의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을 행정업무효율

성과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측정요인으로 선택해 행정업무효율성은 업

무부담 감소,업무처리시간 감소,업무수행비용 감소를 측정변수로,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는 시스템 운 자의 우,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측

정변수로 선정하 다.

장태윤․박찬식(2001)은 조직성과를 개방시스템이란 측면에서 외 환경

에 응해 가는 행동체계이며,조직구조의 안정과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보면서 조직몰입, 응성,직무만족,의사소통 등의 요인들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 다.

권경득․임정빈(2003)은 조직성과를 투입에 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

는 능률성 차원과 목표달성도와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효과성 차원,

그리고 형평성과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인 공정성 차원을 조직성과의 

하 차원으로 구성하 으며 조직성과를 능률성,효과성,공정성 등의 하

변수들을 이용해 측정하 다.

<표 2-2>조직효과성의 개념 정의  평가 에 한 선행연구 (국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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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개념  정의 평가

정 교․박상언

․김 조(1996)

심리  효과성과 경제  효과

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

․직장생활만족 

․조직몰입

․총자본 수익률

․총자산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김정하(2000) 조직목표에 한 달성도
․조직몰입 ․조직 응성

․직무만족

장태윤․박찬식

(2001)

개방시스템이란 측면에서 외

환경에 응해 가는 행동체계

이며 조직구조의 안정과 유지

를 의미

․조직몰입 ․ 응성

․직무만족 ․의사소통

권경득․임정빈

(2003)

조직성과를 투입에 한 산출

의 비율

목표달성도와 서비스의 질

형평성과 만족도

 ․ 능률성

 ․ 효과성

 ․ 공정성

출처 :주효진(2004)일부 수정

민진(2003)은 조직효과성에 한 개념 정의의 분석  재개념화 연구

를 통해 조직효과성에 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

런 개념 정의의 에 따라 목표달성개념 ,체제개념 ,이해 계개념

,포 개념 ,그리고 기타로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

다.

첫째,목표달성개념 은 조직효과성을 조직 목표의 달성도로 인식하며 

둘째,체제개념 은 조직효과성을 조직 체제의 존속  유지 능력으로 

정의한다.셋째,이해 계개념 은 조직 효과성을 조직의 이해 계자들의 

조직의 활동과 산출에 한 평가,즉 조직이 이해 계 집단들의 구체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켜주었는가에 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넷째,포

개념 은 조직효과성을 조직의 포  평가기 으로 이해한다.조직

효과성에 해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며,능률성,

유연성,통합성,조직의 사회  지 ,안정성  균형유지능력 등을 모두 

포 하는 개념의 포 성을 제시하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조직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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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조직의 객  목 의 효율성 달성 정

도’라고 하는 강정 (1995)의 정의,조직효과성을 의와 의로 나 어 

의로는 조직목표의 달성도를 의로는 조직의 평가기  체로 받아들

이는 김병섭․박 국․조경호(2000)의 정의를 언 하고 있다.

민진(2003)은 이러한 조직효과성에 한 개념 들이 경험  정 성에

서는 많은 비 을 받고 있으며 그 이유로 ‘목표달성개념 ’은 목표 자체

의 다원성과 변화성에서 측정이 어려우며 ‘체제개념 ’에서도 체제의 존

속과 유지에 한 측정이 쉽지 않고 ‘이해 계개념 ’에서는 구의 선

호를 우선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는 ,그리고 ‘포 개념 ’은 구

성 요소의 다양성으로 인해 결국 특정 국면만을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된

다는 을 들었다.이를 바탕으로 민진(2003)은 조직효과성을 ‘체재로서 

조직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합의된 목표(혹은 기능)를 달성한 정도’

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2.조직효과성의 측정 지표

조직효과성에 한 개념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한 지표는 연구자들이 조작 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민진(2003)은 1980년  이후의 조직효과성을 주제로 한 박사

학  논문과 일반 학술 논문을 분석하여 조직효과성이 주로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보다는 주로 종속변수나 결과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조작  

정의를 한 경우 조직효과성을 직무만족,조직몰입 혹은 조직 념,자발  

참여형태,성과지각,조직 내 갈등수 ,조직 응성,성과,충성심,응집

력,자원획득 정도,성장발  가능성,조직시민행동,조직목표 몰입,사회

 평가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자 별로 1개 내지 5개의 

하 변수를 제시하여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주로 직무만족,조직몰입,

외  유연성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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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내용 효과성 지표(변수) 지표 
포 범

엄 자 종속변수 생산성, 합성,사기,생태  조건 체

정재욱 상 계 기 감,만족감,조직 념도 개인

이 남 상 계 목표달성도,사회  평가,친 성 체

성 재 상 계 응성,성장발 가능성, 극성,
정보획득능력 체

정병식 상 계 업무성과,충성심,조직몰입,응집력,
조직 응 개인수

이상윤 상 계 조직몰입,직무만족 개인수

곽 환 상 계 직무만족,조직몰입,자발  참여형태 개인수

정주석 종속변수 직무만족,직무성과,조직 내 갈등 개인수

도운섭 상 계 직무만족,조직 응성 개인수

이창원 외 
(98)

결과변수 외  유연성 외 3 개인  
조직수

이창원 외 
(00)

결과변수 외  유연성 외 3 개인  
조직수

목진휴.
조경호 상 계 조직목표 몰입 개인과 

조직의 조화

오을임 외 상 계 응성,업무수행, 합성,자원획득정도 개인/조직 
수

윤정구 외 상 계 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개인수

박상언 외 상 계 직장생활만족,조직몰입 개인수

Tsuii,A.S. 상 계 조직성과 만족정도 집단수

이러한 국내외 학자들의 조직효과성과 그 측정지표에 한 조작  정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

직효과성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3>조직효과성 련 연구와 변수

출처 :민진(2003)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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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에 한 이론  논의

1.조직구조의 개념과 구성요소

1)조직구조의 개념

조직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주로 직무와 사람을 조직

화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호,2009).일반 으로 조직구조

(organization structure)는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의 유형화된 상호작용

(patterned interac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Scott,1992:16,김 호,

2009재인용),오석홍(2005)은 이를 사람들의 행동 는 사람들이 꾸미는 

일의 지속 인 양태와 유형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 다. 는 조직구조는 ‘노동을 별개의 과업(task)으로 분화시키고 분화

된 과업을 조정하는 방법들의 총체’로(Mintzberg,1979)정의하기도 한

다.

조직이론가 간의 조직구조에 한 일정한 합의는 없으나 조직구조가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에 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Hall,1982:105-112,김 호,2009재인용).

첫째,조직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을 생산하고 조직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둘째,조직구조는 조직구성원들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향력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셋째,조직구조는 권한을 행사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조직의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라는 

것이다(Hall,2002:48).따라서 조직구조는 조직의 구조 인 속성을 강조

한 입장과 조직구성원 사이의 계를 강조한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 할 때 정확한 조직구조의 개념이 도

출될 수 있다.결국 조직구조란 조직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조직구

성원의 직무를 일정한 형식과 차에 따라 제도화하고 조직화한 인간 활

동의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김 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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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Weber의 료

제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이후 

Hage(1965)가 응성,생산,효율성,직무만족 등의 조직목 을 달성하기 

한 조직수단으로서 복잡성,집권화,공식화,성층화 등을 제시하면서 

조직구조의 요소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Child(1972)는 복

잡성,공식화,집권화를,Pennings(1973)는 의사 달,참여도, 문화,권

한의 분배를 조직구조의 요소로 언 하 다.Robbins(1983)는 행정  구

성요소,자율성,집권화,복잡성,권한의 임,분화,공식화,통합, 문직

업화, 통솔범 , 문화, 표 화, 수직  범  등을 제시하 고 

Robbins(1990)와 Hall(1991)은 복잡성,공식화  집 성을 조직구조의 

핵심 인 차원으로 주장하 다(김 호,2009).

조직구조에 한 개념이 다의 인 측면을 지니므로 학자들은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게 된다(김병섭․박 국․조경호,2000:86).

즉 조직구조의 지표란 조직구조의 특성을 설명하는 요한 변수로서 조

직 내의 권 ,규칙,지  등의 사회  계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측 가

능하게 배분함으로써 조직구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요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따라서 조직구조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떤 변수들이 포함될 것이냐에 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조직구조 지표의 정확한 수나 범 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변해 주고 있다(주효진,2004).

Aiken& Hage(1968)는 조직구조의 측정지표로서 복잡성,집권화,계

층화,의사 달자를 들었고,Pugh(1968)는 조직구조의 측정지표로 활동의 

구조화(structuring of activities), 권한의 집 화(concentration of

authority),직무흐름에 한 계선 통제(linecontrolofworkflow),지원

요소의 상 인 규모(relativesizeofsupportivecomponent)4가지를 

들고 있다.Child(1972)는 복잡성,공식화,집권화를,Galbraith(1973)는 공

식화(formalization),집권화(centralization),복잡성(complexity),통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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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측정지표

국내외 선행연구

국내학자(연도) 국외학자(연도)

복잡성
양창삼(1994),안희남(1995),

김정하(2000),오연풍 외(2001)

Aiken&Hage(1968),

Child(1972),

Galbraith(1973),Reimann(1974),

Mintzberg(1979),Robins(1983),

Frederickson(1984),Hellriegel&

Slocum(1992)

공식화

최창 (1991),양참삼(1994),

안희남(1995),정 교 외(1996),

김정하(2000),오연풍 외(2001),

장태윤․박찬식(2001)

Pugh(1968),Child(1972),

Galbraith(1973),Reimann(1974),

Mintzberg(1979),Robins(1983),

Frederickson(1984),Hellriegel&

Slocum(1992)

(integratingmechanism)를,Reimann(1974)은 문화,공식화,집권화,

리집 도를 조직구조의 측정지표로 악하 다.그리고 Pennings(1973)는 

의사 달,참여도, 문화,권한의 분배를,Mintzberg(1979)는 공식화,집

권화, 복잡성, 통제기구를 조직구조의 측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Robins(1983)와 Frederickson(1984)은 공식화,집권화,복잡성을 Hellriegel

& Slocum(1992)은 복잡성,공식화,집권화, 리 도(administrative

intensity)를 조직구조 측정지표로 악하고 있다(주효진,2004).

국내학자들의 선행연구를 보면 최창 (1991:518)은 조직구조의 측정지

표를 공식도,집권도,통합도로,정 교․박상언․김 조(1996:310)는 공식화

와 집권화로 악하고 있다.그리고 양참삼(1994),안희남(1995),김정하

(2000),오연풍․조송 ․김재원(2001)은 공식화,집권화,복잡성을,장태윤․박

찬식(2001)은 공식화와 집권화를 조직구조의 측정지표로 제시하 다.

조직구조 구성요인에 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를 종

합해 볼 때 조직구조는 복잡성(complexity),공식화(formalization),집권

화(centralization)세 가지 변수가 조직구조에 한 공통 인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효진,2004).

<표 2-4>조직구조 측정지표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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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측정지표

국내외 선행연구

국내학자(연도) 국외학자(연도)

집권화

최창 (1991),양참삼(1994),

안희남(1995),정 교 외(1996),

김정하(2000),오연풍 외(2001),

장태윤․박찬식(2001)

Aiken&Hage(1968),Pugh(1968),

Child(1972),Galbraith(1973),

Pennings(1973),Mintzberg(1979),

Robins(1983),Frederickson(1984),

Hellriegel&Slocum(1992)

문화 Pennings(1973),Reimann(1974)

계층화 Aiken&Hage(1968)

의사 달자
Aiken&Hage(1968),

Pennings(1973)

통합기구 최창 (1991) Galbraith(1973)

리집

도

Reimann(1974),

Hellriegel&Slocum(1992)

통제기구 Pugh(1968),Mintzberg(1979)

출처 :주효진(2004)

3)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의 계에 한 선행연구

조직의 구조  측면에서 조직효과성 간의 계를 악하려는 노력은 

구조  특성별로 조직효과성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에 을 두고 있

다.많은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보고 있으며 

두 가지 요인들과의 계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Mowday etal.,

1983).

최창 (1991)은 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상으로 조직몰입과 개인  

변수,조직구조  변수,조직문화  변수와의 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규

명하 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권화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부정

인 계에 있고,형식도  통합도와는 정 인 계에 있으며,권

주의에 한 호의 인 태도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 인 계에 

있다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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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란(1999)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공식화와 집권화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서 공식화와 조직몰입의 계에 

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집권화와 조직몰입의 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 조직구조의 집권화,공식화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임 워먼트(empowerment)와 부(-)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조직구성원의 자기 결단력과 역할 향력의 지각에 큰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집권화와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자

율성과 의사결정참여의 기회가 축소되고 주도 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으

로,상사에 의한 엄격한 통제와 계획,하 자의 수행 등을 특성으로 갖고 

있는 료제가 이나 개인을 심으로 하는 유기 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해야 임 워먼트(empowerment)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김 호,2009).

① 복잡성과 조직효과성과의 상 계

Thormpson(1961)은 과업의 세분화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하시키

고,Lawrence&Lorsch(1975)는 조직 단 와 업무의 분화율이 높고 그에 

따른 태도  행동의 분화율이 높은 조직은 갈등이 많아지고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은 떨어진다고 하 으며,Robbins(1983)는 수평  분화와 직

무만족 간의 계는 일반 으로 낮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며,수직  분

화와 직무만족 간에는 정(+)의 계와 부(-)의 계가 모두 나타나고 있

다고 하 다. 한 Ivancevich& Matteson(1987)도 수평  분화 정도가 

강해질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며,수직  분화는 직무만족과 정(+)의 

계와 부(-)의 계가 모두 나타난다고 하 다.

국내연구를 보면 오연풍․조송원․김재풍(2001)은 직무가 세분화되고 업

무의 수가 많아질수록,즉 수평  분화 정도가 강해질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며 수직  분화는 직무만족과 정(+)의 계와 부(-)의 계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하 다.

김 호(2009)는 조직구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복잡



-23-

성은 정서  몰입과 규범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지속  

몰입에는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

② 공식화와 조직효과성과의 상 계

Child(1974)의 연구에서는 환경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화와 조직 

효과성 간에 상반된 계를 보이고 있는데,정태  환경에서는 공식화와 

조직효과성이 정(+)의 계를 나타내는데 반해,동태  환경에서는 부(-)

의 계를 보이고 있다.Lincoln&Kalleberg(1990)의 연구에서는 공식화

와 조직효과성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공식화 척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표본기업  일본기업에서는 공식  규칙과 

차가 구성원들에게 정 인 반응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ne(1978)은 조직규모가 고도로 표 화될수록 통제가 많아지고 규칙․

규율도 많아짐에 따라 통제와 규칙․규율에 응하지 못한 조직원들의 직

무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하 고,Merton(1978)은 규칙에 한 복종

을 요구하는 료제 하에서의 계 제도는 지나친 규칙 수와 보수  성

향을 래함으로써 직무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한,Brass(1981)는 

직무특성  자율성과 기술다양성에 있어서 공식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통제도 많아지고 규율도 많아지므로 직무특성의 범 가 어들어 직무만

족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하 다(주효진,2004).

3)Allen&Meyer(1991)는 몰입을 필요(want),의무(oughtto),필요성(need)라는 세 가

지 요소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언 하면서 정서  몰입,규범  몰입,지속  몰입

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 다.이  본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은 정서  몰입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  몰입(affectivecommitment):구성원의 조직에 한 애착,동일화, 여와 

같은 감정 인 몰입

-지속  몰입(continuancecommitment):조직을 떠날 때와 남아있을 때의 기회비용

에 근거한 몰입

-규범  몰입(normativecommitment):개인의 조직과의 연계,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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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Steers(1980)는 공식화와 조직효과성(조직몰입)에 정 인 

계가 있다고 하 으며,Michaels,Cron,Dubinsky & Joachimsthaler

(1988)의 연구결과에서는 공식화가 클수록 조직효과성(조직몰입)도 커지

고 근무 소외감은 작아진다고 하 다.그러나 DeCotis& Summers(1987)

의 연구는 공식화와 조직몰입 간에는 상 계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주

효진,2004).

국내연구로 지동수(1991)는 조직구조와 직무만족의 련성 연구에서 

직무가 고도로 표 화되면 통제․규율․규칙 등이 많아지므로 직무특성 차

원  자율성과 기술의 다양성이 어들고,직무특성 차원의 범 가 

어들게 되므로 직무만족은 감소한다고 주장하 으며 공식화와 직무만족 

사이에는 비교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오연풍․조송원․김재풍

(2001)의 연구에서도 공식화 정도가 진행될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김호정(2004)은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에 한 

선행연구 결과에 한 분석을 통해 공식화와 직무만족 간 상 계가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로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음

을 밝혔다.

③ 집권화와 조직효과성과의 상 계

집권화와 조직효과성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조직이 집권 일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연구 들은 강력한 리더십과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조직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이와 반 로 집권  조직은 지나친 경직

성과 구성원들의 재량권 결여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로 인

해 성과가 하락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이들은 오히

려 분권  조직이 개방 인 의사소통과 참여기회의 확 를 통해 사기가 

증진되고 이로 인해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주장한다.한편 상황 합  

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조직이 처한 구체 인 상황에 합하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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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조직구조 그 자체보다 조직성과를 결정하는 데 더 

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주효진,2004).

집권화와 조직효과성 간의 계에 한 경험연구의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Negandhi& Reimann(1972,1973)의 연구에서는 분권화

와 조직효과성이 정(+)의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seman&

Jones(1974)의 연구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 상황에 있는 기업들

의 경우에만 분권화와 조직효과성 사이에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vens(1978)의 미연방 정부 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집권화(권한의 집 도)가 조직효과성(조직몰입)과 계가 없다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즉 구조 인 요인보다는 역할과 연 된 변수들이 

조직효과성에 더욱 더 요한 변수라는 주장이다.이와는 달리 조직구조

의 한 요소인 분권화와 조직효과성(조직몰입)간에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orris& Steers,1980;DeCotis& Summers,

1987;주효진,2004재인용).

일반 으로 조직구조가 집권화될수록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반면 상 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만족이 낮

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그 이유는 권한의 심부에 속한 사람들은 

집권화가 될수록 자율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해결 가능

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소속집단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rass,1981).

국내연구에서도 이재 (1987)은 직무에 한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은 

직무만족의 향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진다고 하 으며,장

식(1988)은 직 가 높을수록,의사결정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진다고 하 다. 한 직무특성 에서 자율성과 과업의 요성,기술

의 다양성에 있어서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일반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다 많은 자율성과 재량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높아

지는 반면 권한을 많이 가진 상 계층은 직무만족이 떨어진다고 하 다.

오연풍․조송원․김재풍(2001)의 연구에서도 조직구조의 집권화 정도가 높을

수록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직무만족이 높고,상 으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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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은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밝 졌다.그 이유로는 료조직의 

특성상 고 직의 료들에게 집권화가 많이 이루어지며 이는 곧 재량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만족이 하 직 료들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보았다(주효진,2004).

김호정(2004)은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에 한 연구에서 조직구조의 

구성요소인 공식화,집권화와 조직효과성 간 선행연구의 상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변수의 세분화를 통해 집권화의 변수를 권한 비 임과 결정 

비참여로,그리고 공식화의 변수를 규정 명문화와 규정 수 엄격이라는 

변수로 설정하여 조직효과성과의 계를 분석하 다.이를 통해 선행연

구들에서 공식화와 조직효과성의 계가 의미 없거나 아주 약하게 나온 

것은 상당부분 공식화의 변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집권화의 두 변수인 권한 비 임과 결정 비참여라는 변수는 조직효과성

에 부정  향을 미치고,공식화의 변수  규정 수 엄격도 부정  

향을 미치지만 규정 명문화는 일 되게 조직효과성에 정  향을 미

치고 그 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직무특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1)직무특성의 개념

직무특성은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에 한 책임감과 의무감,그리고 결

과에 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물론 

담당하고 있는 직무특성에 따라서 직무에 흥미를 느껴 동기가 부여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과 같은 직무 성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그 반

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면 직무에 한 불만을 느끼고 일의 성과도 오르

지 않으며 결국 그 조직을 이탈하려고 한다(김호정,1989).이처럼 직무

동기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이 개인 자체보다는 직무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는 것에 해 연구자들은 직무동기를 진시키는 직무 특성이나 속성에 

주목하 다(임 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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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연구의 시 라고 할 수 있는 Turner&Lawrence(1965)의 연

구는 이 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직무특성에 한 종업원의 지각을 특성

화하 고 Hackman& Lawler(1971)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모델의 이론

인 토 를 만들었다.Tuner& Lawrence(1965)는 11개 회사의 47가지

의 직무에서 장 찰과 면 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성,

자율성,책임감,요구된 지식과 기술,선택  상호작용,요구된 상호작용

이라는 여섯 가지의 속성차원이 서로 하게 련되어 있음을 밝 냈

다.

Hackman& Lawler(1971)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 직

무목록’이라는 직무특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종업원의 행동반응에 미치

는 직무특성의 향을 측정하 다.Hackman& Lawler(1971)는 다양성,

자율성,과업정체성,환류성의 4가지 요소의 핵심 직무특성과 타인과의 

계,우호 계의 기회 등 2가지 인직무특성으로 구성된 총 6가지 요

소로 직무특성을 구성하 는데,이는 후에 직무설계 략이론을 확립한 

Hackman & Oldham이 개발한 직무진단조사(JDS: Job Diagnostic

Survey)의 모체가 되었다.(이강인,2010)

Hackman&Oldham(1976)은 의 두 연구를 기 로 하여 직무특성이

론의 확장과 수정을 통해서 다양성,정체성,자율성, 요성,환류성이라

는 5가지 차원의 직무특성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핵심  직무차원(core

jobdimension)으로 정의하 다.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은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이 모형은 어떠한 직무 특성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기

여하는지와 근무자들의 자아 성장에 한 욕구가 업무 태도의 요한 

정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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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직무특성모형

출처 :Luthans(1995:177),이강인(2010)재인용

Hackman&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은 직무의 특성과 작업에 한 

개인의 반응 사이의 연 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개인에게 혜택이 되

는 인력 측면과 과업 측면의 성과를 만드는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 특

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강 선․류기형,2009).직무특성 이론에 의하면 

직무의 요 특성은 직무로부터 요한 심리  상태를 얻게 되고,그로 

인해 개인  만족과 조직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한다.즉 개인에게 어떻

게 직무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직무특성 이론은 동기부여와 성과를 증 시킬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

하는데 있어 요한 이론  기 가 되었다(임성옥,2006:8-9).

2)직무특성의 구성요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uner&Lawrence의 연구를 시작으로 직무

특성은 다양한 구성요소에 해 연구의 상이 되어왔다.

가장 표 인 직무특성에 한 연구로 인용되고 있는 Hackman&

Oldham(1976)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을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과업

요성,자율성,환류성의 5가지 차원의 구성요소로 구분하 고 이는 재

까지 직무특성 연구에 있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Hackman &

직무특성

(독립변수)

주요 심리상태

(동기유발 요인, 매개변수)

성과, 결과

(종속변수)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 요성

자율성

결과 피드백

작업의 의미성 인식

작업 결과에 한 책임감

작업 결과에 한 인지

․ 동기유발(내  작업 모티베이션 상승)

․ 자아실 (작업성과의 질  향상)

․ 직무만족(작업에 한 만족도 증 )

․ 성과달성(이직  결근율 하)

근무자들의 자아 성장에 한 욕구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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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ham(1976)이 직무특성모형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5개의 핵심직무

특성인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  환류성은 종업원

의 주요한 심리상태에 정 인 향을 미치고,이는 종업원의 만족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창원·최창 ,2005:189-190).

즉,핵심직무특성이란 개인에게 직무에 한 책임감,의미감,결과에 

한 인지감 등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서 의미감,책임감,결과에 한 인지

감의 증가를 통해 개인은 직무에 한 내재  충실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직무만족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직무특성모형의 

이론  틀이다(이강인,2010).

Pierce& Dunham(1976)은 Hackman&Oldham의 5가지 직무특성 요

인을 기반으로 기술다양성과 자율성을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여 4가지 

차원으로 직무특성을 구성하 다.Fried& Ferris(1986)의 연구에서는 직

무특성의 차원 에서 직무정체성  환류성 외에 나머지 세 가지 차원

은 단일 요소로 볼 수 있음을 규명하 다.즉 조직  환경  요인 등이 

직무의 각 특성을 지각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의 5가지 

차원  자율성을 제외하고 공공복지 역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직무의 권력성 차원을 추가하 다.Rousseau(1990)는 직무특성의 구성요

소를 다양성,정체성, 요성,자율성,직무로부터의 피드백,상사로부터

의 피드백, 인 계,학습의 기회 등 8가지 하  요소로 구분하 다.직

무만족  조직몰입을 연구한 Glisson& Durick(1988)은 직무다양성,직

무정체성,기술다양성,역할갈등,역할모호성을 직무특성의 구성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김성한(1997)은 크게 직무특성(직무다양성,

직무 요성,직무자율성,피드백)과 역할 련 요인(역할 모호성,역할 갈

등,역할 과 )으로 직무특성을 분류하 다.조명래(1993)는 직무특성의 

하 요인으로 직무다양성,자율성,피드백 등 세 가지를 제시하 고,배

선식(2003)은 직무특성 변수로 기능다양성,자율성,피드백 등 3가지를 

선정하 다.

최정환·백유경(2003)은 호텔종사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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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직무특성 구성요소

Tuner&

Lawrence(1965)

①다양성 ②자율성 ③요구되는 상호작용 ④임의의 상

호작용 ⑤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⑥책임

Hackman&

Oldham(1976)

①기술다양성 ②과업정체성 ③과업 요성 ④자율성 

⑤환류성

Dunham(1976) ①과업정체성 ②과업 요성 ③기능다양성 ④환류성

Rousseau(1990)

①다양성 ②정체성 ③ 요성 ④자율성 ⑤상사로부터의 

피드백 ⑥직무로부터의 피드백 ⑦ 인 계 ⑧학습의 

기회

Fried&Ferris(1986) ①과업정체성 ②환류성 ③직무의 권력성

Glisson&

Durick(1988)

①직무의 다양성 ②직무의 정체성 ③기술의 다양성 

④역할갈등 ⑤역할모호성

이지우(1997)
①기술다양성 ②과업정체성 ③과업 요성 ④자율성 

⑤피드백

김성한(1997)
①직무특성(직무다양성,직무 요성,직무자율성,피드

백)②역할 련 요인(역할 모호성,역할갈등,역할과 )

조명래(1993) ①직무다양성 ②자율성 정도 ③피드백

배선식(2003) ①기능다양성 ②자율성 ③피드백

향에 한 연구에서 직무특성을 과업의 다양성,과업의 정체성,과업의 

요성,과업의 자율성,환류성으로 분류하여 차이분석을 시도하 다.허

갑수(2005)는 병원조직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에 한 연구에서 직무특

성을 업무의 명확성,업무의 양,업무의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직종간의 

차이에 해 분석 하 다.

직무특성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체로 직무특성을 구성하는 

핵심변수로서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 요성,직무자율성,환류성을 

들고 있으며(김우진,2010)이러한 직무특성 구성요소에 한 연구 경향

을 요약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직무특성 구성요소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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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직무특성 구성요소

최정환․백유경(2003)
①과업다양성 ②과업정체성 ③과업 요성 

④과업자율성 ⑤피드백

김종호․오정석(2005)
①기술다양성 ②과업정체성 ③과업 요성 ④자율성 

⑤피드백

출처 :이강인(2010)에 추가 재구성

<표 2-5>에서 제시된 직무특성 구성요소들을 연구자 별로 살펴보면 

Hackman& Oldham의 5가지 요소들이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

소들을 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Hackman& Oldham의 직

무특성 구성요소가 직무특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의 핵심 직무특성(corejobcharacteristics)인 기능다양성,과업정

체성,과업 요성,자율성,환류성 5가지를 직무특성의 구성요소로 설정

하 다.

① 기술다양성(skillvariety)

기술다양성(skillvariety)4)이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

한 기능과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즉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

지 기능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작업자로 하여  그의 기능과 능력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발

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을 맞춘 것이다(김호섭 외,2007:165).  

다른 의미로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

술,재능의 정도와 련된 것이다.즉 과업 자체가 직무 담당자에게 자신

의 기능이나 능력을 다양하게 사용하거나 발 시킬 수 있게 설계되어 있

다면 담당자는 과업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높은 수 의 

4)기술다양성(skillvariety)은 연구자에 따라 ‘기능다양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

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다양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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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사용하는 과업일수록 보다 많은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 선·류기형,2009:210).기술다양성이 높은 직무일수록 직무의 폭(job

scope)이 넓어지며 성장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성이 높은 직무를 

선호한다(이강인,2010).

② 직무정체성(taskidentity)

직무정체성(taskidentity)5)은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이 직무의 체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

신의 직무가 시작부터 끝까지 체 작업 에서 어느 정도의 범 를 차

지하고 있는지에 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임 규,2011).즉,직무정

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를 체의 일부분이라기보다 체 

업무에서의 완결된 단 라고 인식하는 정도,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완

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의 의미가 커지게 된다(김호섭 외,2007:165). 체로 과업의 어느 한 부

분만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과업 체를 완 하게 수행할 때 직무를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강 선·류기형,2009:211).

③ 직무 요성(tasksignificance)

직무 요성(tasksignificance)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직

무자체가 다른 사람의 직무나 생활에 실질 인 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이다(임 규,2011).직무 요성은 내부  요성과 외부  

요성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내부  요성은 직무가 조직에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근무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외부  요성은 

근무자들이 친척,친구,이웃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일하는

5)선행연구에서는 taskidentity를 주로 ‘직무정체성’ 는 ‘과업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주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는 ‘직무완결성’으로 표 하고 있다.taskidentity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업무 체의 완결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지를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김호섭,2007)‘직무완결성’이 보다 확한 표 으로 볼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용어 통일을 해 ‘직무정체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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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하여 떳떳이 말할 수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

는 사회  인정과 련이 있다(김호섭 외,2007:165).

직무의 요성에 한 경험은 자신의 과업수행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게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더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직무 수행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건강 그리고 안

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가 그 지 않을 경우보다 자

신의 직무에 해 더욱 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강 선․류기형,

2009:211).

즉,직무 요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요한 일이라고 느끼는 정도이며,

한 외 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한 직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일반 으로 개인의 직무가 조직 내부 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

도가 클수록 의미감을 느낀다(이강인,2010).

④ 자율성(autonomy)

자율성(autonomy)은 직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차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에게 허용된 자유,독립,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련이 있다.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

무에 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목표 성취를 한 수단을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김호섭 

외,2007:165).

자율성이 높게 직무가 설계되어 있다면 담당자의 직무성과가 자신의 

노력이나 창의성 그리고 의사결정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

다.따라서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작업자는 일의 결과에 해서 더 많

은 개인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작업결과에 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

게 될 것이다(강 선․류기형,2009:211).일반 으로 자율성이 많이 부여

된 직무일수록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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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류성 (feedback)

환류성(feedback)은 자신이 수행한 일의 효과성 여부에 하여 작업자

가 얼마나 명확히 그에 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업무

의 진행 상황과 실 에 한 것은 물론,직무 자체와 감독자,혹은 정보 

체계에서 비롯된 객 인 정보에 하여 재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김호섭 외,2007:166).

환류성은 자신의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해 스스로 악할 수 있는 

직 이고 확실한 정보의 양과 동료나 상사들에게서 자신의 업무 결과

에 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자체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다.환류성은 개인이 인지하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따라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

드백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이강인,2010).

3)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의 계에 한 선행연구

①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상 계

직무특성은 직무충실화를 통해서 직무의 도 감과 책임감을 높여주고 

성취감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직무성과를 증 시킬 수 있다고 하 으며(Herzberg,1982),조직행동 분

야에서 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까지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임 규,2011).

Hackman&Oldham(1976)은 직무특성모형에서의 직무특성  기술다

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환류성의 5가지 측정변수가 직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Spector(1986)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의 

자율성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직무몰입,성과  동기부여 수 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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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ggun(1983)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내재  작업동기,

직무몰입,성장만족,이직경향 간에는 비교  높은 상 계가 존재한다

고 하 고,Fried& Ferris(1986)는 직무특성모형의 타당성과 련된 연

구에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의 수 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 다.

국내연구를 보면 김재일 등(1996)은 서비스 기업의 종사원들의 직무특

성과 만족과의 계 연구에서 반 으로 업무 자체에는 만족을 하고 있

지만 임 이나 직무만족 등의 항목에서는 상 계가 높지 않음을 밝혔

다.

강흥구(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직무특성과 직

무만족의 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특성의 하 변수들 에서 환류성과 

자율성만이 직무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미소(2009)의 부산 역시 공무원을 상으로 한 직무특성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보면 직무특성  환류성,자율성,경험

성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갈등성은 직무만족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숙(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특성,목표지향

성,학습조직 비도  직무만족도의 계를 살펴본 결과,각 변인들 간

에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직무특성의 세 가지 

하 요인 에서 직무로부터 오는 환류성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요인이 

목표지향성과 학습조직 비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력이 모든 경로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휴 (2009)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조직몰입의 계를 살펴 본 결과,직무특성의 하

변수 에서 과업정체성을 제외한 기능다양성과 과업 요성,자율성,환

류성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자율성과 환류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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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기능다양성과 과업 요성은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직무특성과 조직몰입과의 상 계

조직몰입의 개념 속에는 가치 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인,2010).

Steers(1977)는 조직몰입과 계가 있는 변수를 직무특성,개인특성,작

업경험으로 나 었고 직무특성의 요소를 자율성,다양성,과업정체성,환

류성으로 보았다.Porter,Mowday& Steers(1983)의 연구에서는 조직몰

입과 계가 있는 변수를 개인특성변수(연령,성별,학력,결혼여부,부양

가족 수,근속년수,성취동기),직무 련변수(직무특성요인,업무과부하,

역할갈등,역할모호성),조직 련변수(공식화,집권화,상사와의 계,고

용기회)  작업경험변수(작업태도,조직의 개인존 도,기 의 실 )로 

나 어 설명하 다.

Fried& Ferris(1986)는 직무특성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한 연구

에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해서는 핵심 직무특성  기술다양성,과업

요성, 자율성, 환류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 으며, Glisson &

Durick(1988)은 사회복지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몰

입을 측하기 해 직무특성,조직특성,개인특성으로 분류하 는데 이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이 조직몰입의 요한 변수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를 보면 이지우(1997)는 직무특성과 종업원 태도 사이의 

계에 한 직무몰입의 매개역할 연구에서 직무특성들 가운데 기술다양

성,과업 요성,자율성 등이 조직몰입과 직 인 계를 갖고 있음을 

밝혔으며,박 배(1998)의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직무 요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다양성은 부(-)의 향을 미치며 과업정

체성과 피드백은 향이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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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2005)의 직무특성과 직무불안이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변수 에서 자율성,과업 요성,환류

성,직무정체성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조직형태에 따른 직무특성  조직구조 변수의 차이

한국 력기술의 사례에서처럼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담조직

으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부제 조직이 갖는 장 을 취함

으로써 조직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응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업무수행 방식,권한의 임 

정도,명령계통의 단순화,기술의 다양성,업무의 완결성의 정도,과업의 

요성,자율성과 환류성의 정도와 같은 조직구조  직무특성 요인들의 

변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며,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변경한 것 역시 두 조직 간 이런 조직

구조와 직무특성 요인들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요인들 에서 매트릭스 조

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 형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상되

는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요인들을 분류해보고,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두 

조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와 조직 설계 시 의도한 로 조직효

과성에 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자경(1997)은 환경변화에 따른 상황 합  조직구조 연구에서 사업

부제 조직의 특성으로 피드백(환류성),완 성(직무정체성),자율성을 언

하 다.6)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조직 형태에 한 이론을 바탕으

6)구자경(1997)은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으로 피드백,완 성,자율성 세 가지를 들었는

데 이 에서 자율성은 조직 체 차원에서의 자율 인 의사결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의 자율성 항목은 조직 내부 개인 차원에서의 업무 

권한의 임 정도와 재량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조직 차원과 다른 개인 차

원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하여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 차

이를 나타내는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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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의 요소들 에서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

직이라는 조직 형태 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요소들을 다음

과 같이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지로 설정하 다.

1)복잡성의 차이

매트릭스 조직과 차별되는 사업부제 담조직의 특성으로는 명령계통

의 단일성을 들 수 있다.사업부제 조직에서는 사업부서 책임자의 단일 

명령계통만 존재하므로 매트릭스 조직에서처럼 사업부서 책임자와 기능

부서 책임자 간의 이 권한체계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복잡성이 어들게 

된다. 한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한사람이 단일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능부서 책임자의 명령계통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로부터 업무 수행에 한 지

시를 받음으로써 다 의 명령계통이 존재하게 된다.사업부제 담조직

은 이런 다 권한체계에서 생기는 상사의 상반된 명령,유사한 사안에 

한 상이한 처리 방침,동일한 업무 결과에 한 상사의 상반된 평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트릭스 조직에서보다 복잡성이 어들

게 된다.

2)직무정체성의 차이

반면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자신의 문 분야에만 념하여 업무를 수

행해도 기능별 조직 내부의 다른 분야의 문인력과 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했으나,사업부서 담조직 소속으로 이동한 각 기능

별 조직의 인력들은 매트릭스 조직에서 보다 더 범 하고 포 인 업

무를 수행해야 하고 책임의 범 가 넓어지게 된다.즉 사업부제 조직에

서는 세분화  문화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매트릭스 조직보다 개

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 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인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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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표 특 성 매트릭스 사업부제

조직

구조
복잡성

조직의 분화정도, 명령계통의 복잡

성 정도
높음 낮음

직무

특성

직무정체성
체 업무에 한 직무의 완결성 

정도
낮음 높음

환류성
업무 수행 결과에 한 피드백  정

도
낮음 높음

업무의 완결성의 정도인 직무정체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3)환류성의 차이

엔지니어링 업무는 특성 상 다수의 기능별 조직 간에 서로 연계되는 

업무가 많고,이로 인해 서로 입력 자료와 결과를 서로 피드백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매트릭스 조직에서는 동일 로젝트를 수행하는 

각 기능별 조직이 물리 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므로 이러한 연계업무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으나,사업부제 조직에서

는 다수의 기능별 조직이 사업부서 조직 내 동일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

행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매트릭스 조직에서 보다 

상 으로 빨리 악할 수 있게 된다.즉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한 타 분야의 피드백의 속도와 강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사업부제 조직

에서의 환류성은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6>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의 조직 형태 특성별 비교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특성의 

차이를 보여  수 있는 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 세 가지를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 고,본 연구에서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

제 조직의 특성을 비교하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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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표
조직형태 

특성변수

과업특성 

변수
기타 변수

조직구조

공식화 ●

집권화 ●

복잡성 ●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

직무정체성 ●

직무 요성 ●

자율성 ●

환류성 ●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의 나머지 변수들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 차이를 반 하기보다는 과업의 특성이나 권한의 임 정도

에 따른 요소들로 볼 수 있다.따라서 공식화,기술다양성,직무 요성 

세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직무 자체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변수인 과업특성 변수로 분류하 고,집권화와 자율성은 권한의 임과 

련된 변수로서 기타 변수로 구분하 다.

<표 2-7>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의 특성별 분류



-41-

제 3   조직설계의 개념과 한국 력기술의 사례

1.조직설계의 개념

1)상황 합이론 (contingencytheory)

상황 합이론(contingencytheory)은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유

효한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생성되었다.즉,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항상 효과 인 조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효과

인 조직은 달라진다는 것이 상황 합이론의 이다.

조직설계의 상황 합이론은 구체 으로 어떤 여건이나 상황 하에서 

어떤 조직이 효과 인가 하는 질문에 한 답을 구하기 해 특정한 조

직의 유효성에 향을 주는 상황요인을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하는 것

이다(Gibsonetal.,1991). 기의 조직이론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직구조

가 조직의 외부환경이나 조직 내부의 여러 하 시스템들과 계를 고려

하지 않아도 일반 이고 보편 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 으나,

개방체계  에 입각한 상황이론의 발 에 힘입어 조직구조는 외부환

경이나 조직 내의 다른 하  체계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 지

게 되었다(구자경,1997).

상황 합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조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합해야 높

은 조직효과성을 갖게 된다.즉 조직의 규모,기술,환경 등 상황요인이 

독립변수가 되어 조직구조에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같

은 조직유효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조직설계(organizational

design)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높은 조직효과성을 나타내는 조직구

조를 만들기 해서는 상황에 합하도록 조직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구자경,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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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설계의 개념

조직설계(organizationaldesign)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가장 

합한 조직구조를 구축하는 것,즉 여러 구체 인 조직형태들 에서 

필요한 형태를 선택 결정하는 과정과 기존의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는 활

동을 말한다(Gibsonetal.,1991).

보다 구체 으로 조직설계는 개인의 직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각 

부문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부문을 더 큰 부문으로 군집화 시킬 것인

가,권한은 어디에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의사결정·커뮤니 이션·조정

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내는 데 

가장 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인 것이다(구자경,1997).

3)조직설계의 상황요인

조직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상황요인들로는 통  상황 합이론에서 

다루어 온 규모,기술,환경 요인들과 경 략,자원  정보,사회문화

 요인 등이 있다(신유근,1996).

① 규모(size)

조직의 규모(size)란 조직의 크기를 말하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

산  자본 규모를 기 으로 하거나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수를 기

으로 하는 등 입장에 따라서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일반 으

로 상황 합이론에서는 종업원 총수를 기 으로 하며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 조직의 종업원 수와 고객  자산 간에는 높은 상 계가 있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구자경,1997).

Pugh(1969)를 심으로 한 국의 AstonGroup과 Blau(1971)는 규모

를 요한 상황요인으로 연구하 는데,특히 AstonGroup은 조직구조에 

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들을 도입하여 그것들과 조직구조의 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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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서 조직의 구조에 미치는 향은 기술이나 다른 요인들보다 조

직규모가 더 크다고 하 다.Blau(1971)역시 조직구조가 규모에 의해 결

정 으로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다.

상황 합이론에 의하면 규모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가장 높게 하는 조

직이 달라진다.조직이 규모화 될수록 사람 수도 많아지고 보다 많은 

규칙을 갖게 되고 더 문화되며,더 많은 계층과 보다 많은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하게 된다(Child& Mansfield,1972).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커

질수록 경 자는 많은 직원들의 행동을 일일이 리하기 힘들어지고 

측하기 곤란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규율, 차,직무기술서 

 기타의 공식화 기법을 도입하여 종업원의 행 를 통제하려는 조직이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효과 이게 된다(구자경,1997).

② 기술(technology)

기술(technology)이란 의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같은 조직목표를 

보다 능률 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기계 인 장치의 도움으로 어떤 

상물에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활동들로 정의하며, 의로는 

작업수행을 한 지식의 응용으로 정의하거나 인간 활동의 모든 역에 

있어서 합리 으로 도달되고 인 능률을 갖는 모든 방법들의 총체 

내지는 이념체계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기의 상황이론에서는 

생산 장에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생산방식,

설비,기법 등 주로 의의 개념을 정의하 지만 차 의의 기술개념

으로 확 되어 왔다(구자경,1997).

③ 환경(environment)

환경(environment)을 요한 상황요인으로 연구한 사람들로서는 

Burns& Stalker,Lawrence& Lorsch등을 들 수 있다.특히 Burns&

Stalker(1961)는 격하게 변화하는 동태 인 환경에서의 조직구조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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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환경 하에서 활동하는 조직구조 유형과 다름을 밝혔다.안정 인 

환경 하에서는 기계  리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 이고,동태

인 환경 하에서는 유기  리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

는 것이다.따라서 일률 으로 어떤 조직구조가 더 효과 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조직이 처한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Lawrence& Lorsch(1967)도 환경의 안정성을 불확실성의 정도로 이해

하여 높은 실 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합한 조직구

조를 갖고 있음을 밝혔는데,특히 조직이 처한 환경을 일률 으로 악

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생산부서, 매부서,연구개발부서가 하고 있는 

환경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서 상황에 합한 조직구조나 운

방식들이 각 부서 내에서 달리 나타남을 밝 내기도 하 다(구자경,

1997).

이와 같이 상황 합이론에 따르면 환경의 요구에 히 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만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 을 찾

을 수 있다.

4)환경과 조직구조의 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조직은 환경에 의존하며,조직에 한 환

경의 향은 취약성의 작용(functionofvulner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약성의 작용으로 인해 조직은 환경에 한 의존성이 생기고 환경

이 조직구조에 향을 미치게 된다(Jacobs,1974).연구결과에 의하면 동

태  환경이 정태  환경보다 조직구조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입증되고 있다(Mintzberg,1970).

환경에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구조의 복잡성과 환경의 불확실

성 사이에는 역 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직 내에서 환경에 가장 

의존 인 부서의 구조의 복잡성은 상 으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를 

들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조직들은 권한 계층의 수가 고,환경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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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구조의 복잡성

(complexity)을 갖게 된다(구자경,1997).

환경과 공식화에 한 측 역시 복잡성에 한 측과 유사하다.안

정 인 환경에서는 환경에 한 신속한 응의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조

직 활동을 표 화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에 환경이 복

잡할수록 조직구조는 더 분권화된다.환경 내에 상이한 요인들이나 환경

의 구성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조직은 분권화를 통해서 복잡한 

환경의 불확실성에 가장 잘 처할 수 있게 된다(구자경,1997).

상황요인들은 조직구조의 각 요인들인 복잡성,공식화,집권화에 향

을 미친다.즉,상황 합이론에 의하면 규모,기술,환경과 같은 상황요인

에 응하여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구조가 달라지며,그런 

상황에 맞는 조직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조직설계라고 할 수 

있다.

2.조직설계 략으로서의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히 응하고 조직효과

성을 높이기 한 조직설계 략  하나라고 볼 수 있다.조직이 안정

이고 정태 인 상황에서 격하고 동태 인 상황으로 변화하게 될 경

우 그런 상황에 응할 수 있는 합한 조직을 만들기 해 조직 형태의 

변경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조직 형태의 변경을 통해 조직 내부의 조

직구조 특성과 직무특성 요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상황변화에 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직 개편의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은 산과 인원의 제한이라는 공기

업으로서의 제약조건 하에서 해외사업 수행이라는 동태  상황 변화에 

응하기 한 목 으로 해외사업 수행조직을 기존의 회사의 일반 인 

조직 형태인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변경하 다.매

트릭스 구조에서 사업부제 구조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한 것은 부서화

(departmentalization)차원의 조직 구조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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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화 차원의 조직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직 구조 형태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기능별(functional)구조로서 기능별 부서화 방식에 기 한 조직

구조 유형으로 조직의 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하게 되는데,수

평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 인 조직구조이다.특정기능에 련

된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 으로 활용되므로 문지식과 기

술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다.기능별 구조는 기능조직 내에서 규모의 경

제의 제고, 문기술의 발달과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의 유리함 등의 

장 을 지니고 있으나 부서 간 조정과 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는 둔

감하다는 단 이 존재한다.

둘째,사업부제(divisional)구조로서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 유형으로 각 부서는 한 지역에서 사하거나,단일 제

품을 생산하거나, 는 특정 고객집단에 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  

직 들이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 완결  단 로서 기능 간 조정이 극

화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서로 다른 시장에 한 상품을 생산하는 

규모 기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들은 자율권을 가지고 운 되며,각 기능

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 인 조직구조를 

보유한다.사업부제 구조의 일반 인 조직 형태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사업부제 구조 조직 형태

출처 :Daft(20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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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매트릭스(matrix)구조는 기능별 구조와 사업부제 구조의 화학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로서 조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기능부서의 

기술  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응성에 한 필

요성이 증가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기능별 구조는 문가의 집합

으로 문성을 살릴 수 있으나 부서 간 조정이 어렵고,사업부제 구조는 

문가의 조정은 용이하나 자원의 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자의 장

을 채택하기 한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다.

매트릭스 구조의 일반 인 형태는 아래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매트릭스 구조 조직 형태

출처 :Daft(2008:315)

넷째, (team-based)구조로서 조직구성원들을 핵심 업무 과정 심

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고,고객에게 직 으로 가치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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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를 채택하여 수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 으로 제거하

는 유기  조직구조이다.

다섯째,네트워크(network)구조는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주

로 합리화하고 기타 기능은 외부기 들과의 계약 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방식이다.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외부기 과의 계약 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응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트릭스 조직과 단일 

사업을 담하여 수행하기 해 구성된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의 특성 

차이와 그로 인한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한국 력기술의 사례를 통해 분

석해 보고자하며,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일반 인 특성과 장

단 은 아래와 같다.

1)매트릭스 조직의 장단

매트릭스 구조는 수평  조정과 정보의 공유를 진하는 방식으로 발

되어 왔다.따라서 매트릭스 구조의 장 으로는 신축성과 응성이 요

구되는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변하는 조직 환경에 효과 이다(Daft,

2008재인용). 한 잦은 면과 회의를 통해 상치 못한 문제를 악

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이며, 문 인력

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조직은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넓은 시야와 목

표를 보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 사업부서 책임자(projectmanager)와 기능부서 책임자(functional

manager)사이의 이 권한체계(duallineofauthority)로 인해 개인에게 

혼란,갈등,좌 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로 인해 갈등 해결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불가피하고 많은 조직에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한 권력균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이 단 으로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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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부제 조직의 장단

사업부제 구조는 서로 다른 기능별 부서들이 단일 산출물을 만들어내

기 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형태이다. 이때의 단일 산출물은 특

정 상품일 수도 있고 로그램 는 단일 고객을 한 서비스 일 수도 

있다(Daft,2008).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사업부제 조직 별로 배분함으로써 각 조직 단

가 소규모이면서도 환경에 가장 히 응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고 합한 응이 가능하다. 한 특정 고객을 

한 단일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한 심도가 높다.그

리고 서로 다른 기능별 부서가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한 산출물을 생산하

기 해 같이 일하게 됨으로써 기능별 부서 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반면 사업부제 조직들 간 상호 간의 조정 기능은 매우 떨어지게 된

다(Daft,2008).

한 성과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져 성과 리체제에 유리하며 조직구

성원들은 기능별 구조보다 더 포 인 목표 을 갖게 해주는 장 이 있

다.반면 생산물별 생산라인을 보유하기 한 자원의 복7)에 따른 규모

의 불경제와 효율성 측면의 손실이 있고,기능 직 가 부서별로 분산되

므로 기술  문지식의 축 과 기술발 에 불리하다.사업부제 구조의 

부서 내 조정은 원활하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운 되는 사업부제 조직 간

의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며,나아가 사업부서 간의 경쟁이 지나치면 조

직 반의 조정이 어려워지는 단 이 존재한다.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 구조의 장단 을 비교 요약

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7)엔지니어링 업체인 한국 력기술의 경우 자원의 복은 한 사업부제 조직 내에 여러 

기술분야의 엔지니어를 모두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인력자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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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사업부제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  비교

조직 형태 장 단 

사업부제 

(Divisional)

조직

� 불안정한 상황에 한 신속한 

응  유연성

� 고객의 요구에 집  가능

� 기능부서에 한 효율 인 조

정 가능

� 사업부제 조직 간 자원의 

복 

� 기술  지식과 문성의 약화

� 사업부제 조직 간 조정 기능 

미약

매트릭스 

(Matrix)

조직

� 자원의 효율 인 활용이 가능

� 변화하는 환경에 한 유연성

과 응성

� 모든 사업부에 해 분야 간 

조정  문성 확보 가능

� 이 권한체계에 따른 개인의 

혼돈과 불만

� 사업부서장과 기능부서장 간

의 갈등

� 행동보다 회의, 의를 한 

시간 많이 소요

출처 :Daft(2008)

3.한국 력기술의 사업조직 형태

한국 력기술은 발 소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된 사업 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역에 가장 합한 조직 구조로 매트릭스 구

조를 채택하여 운 해오고 있다.이는 이 권한체계로 인한 혼선,갈등,

불만,사업부서 책임자(projectmanager)와 기능부서 책임자(functional

manager)간의 갈등,이로 인한 조정의 필요성이 늘어나는 매트릭스 구

조의 단 보다는 한정된 인력자원의 효율  활용,다양한 규모와 특성이 

다른 다수의 로젝트에 한 유연한 응,업무를 수행하기 해 필요

한 문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과 같은 매트릭스 구조가 가지는 장

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재 한국 력기술은 원자력발 소 설계  원자력 련 사업을 수행

하는 원자력본부와 화력발 소 설계  랜트사업을 수행하는 랜트본

부의 2개의 사업본부와 기획마 본부로 구성이 되어있다.실제로 엔지

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본부와 랜트본부 내에는 각 본부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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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직으로서 기능별 부서에 해당하는 기술부서8)가 있고 로젝트를 수

행하는 조직은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가 임명되고 사업 조직이 구

성되어 각 기술부서 소속 인원들이 참여하는 본부별 매트릭스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은 사업부서 책임자(projectmanager)와 기능부서 책임

자(functionalmanager)간 사업부서에 한 권한의 행사 정도에 따라 

기능형,균형 ,사업형 매트릭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기

능형 매트릭스(functionalmatrix)구조에서는 기능부서 책임자가 로젝

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한 통제 권한을 가지며 로젝트 수행에 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균형  매트릭스(balancedmatrix)조직은 기

능부서 책임자와 사업부서 책임자가 로젝트의 자원 활용과 수행에 

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사업형 매트릭스(projectmatrix)조직에

서 기능부서 책임자는 로젝트의 요구에 따라 로젝트에서 필요로 하

는 인원을 공 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된다(Larson&Gobeli,1987).

한국 력기술의 경우 사업형 매트릭스 조직을 채택하고 있는데 로

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에게 사업 수행에 한 모

든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부서 책임자인 각 기술부서장은 사업부서가 필

요로 하는 인력을 공 하고 각 사업별로 인력을 히 배분하고 조정하

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사업부서 책임자와 기능부서 책임자 간

에 이 권한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고 있다.

한 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사업부서 책임자의 지시를 받기

는 하지만 업무의 수행은 각 기능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이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문분야의 기술을 지닌 동료들

과의 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한 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사업수행 조직은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를 심으로 구조,건축,

기,배 ,기계,핵,환경 등 다수의 문 기술분야로 구성이 되는데 엔

8)한국 력기술의 기술부서(technicaldepartment)는 각 문 기술 분야(구조, 기,배

, 기계측,원자력,기계 등)별 부서 조직으로 조직이론에서 말하는 기능부서

(functionaldepartment)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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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링 업무의 특성 상 이런 여러 기술분야 간 업이 필요한 많은 연

계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각 기술부서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형태이다 보니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각 기술 분야의 인력들이 서

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다른 기술부서 소속의 직원들과 연

계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어

려움이 존재한다. 한 매트릭스 구조의 특성 상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 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일 사업에 한 집 도가 떨어지는 상

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 력기술의 매트릭스 조직의 일반 인 형태를 보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한국 력기술의 매트릭스 조직 형태

주)근무장소 :기능부서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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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기 이후 불어 닥친 공기업의 구조조정  인원 감축,그리고 정

원 동결의 여 로 한국 력기술은 수년 동안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못하

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회사가 수행하는 로젝트의 수와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증원의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인

원을 한 시 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트릭스 조직

의 유연성만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 원자력발 소 종합설계라는 규모 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자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단

일 사업에 집 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품질 하,공정 지연 등

의 문제를 우려하여 해외사업인 UAE원  사업조직은 기존의 매트릭스 

형태가 아닌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를 심으로 한 사업부제 담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었다.사업부제 조직의 구성은 매트릭스 형태와 달

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 기능부서들의 엔지니어들을 단일 사업

부서 소속으로 구성하고 한 장소에서 사업책임자의 명령 계통 아래 단일 

사업만을 담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해외사업 수행을 해 조직된 한

국 력기술의 사업부제 담조직의 구조는 아래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한국 력기술의 사업부제 담조직 형태

주)근무장소 :사업부서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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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연구방법

제 1   분석의 틀  가설의 설정

1.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 은 조직효과성 향상이라는 목 으로 시행된 부서화

(departmentalization)차원의 조직 설계가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변화

를 가져왔는지,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 조직효과성에 어떤 향을 미

쳤는지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구체 으로는 한국 력기술의 엔지니어

링 업무 수행 조직인 매트릭스 조직과 해외사업 수행이라는 상황변화에 

응하기 해 조직된 사업부제 담조직 간의 비교를 통해 두 조직 간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그리고 결과 으로 조직효

과성에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를 한 조직 형태는 실제 사례 분석을 해 한국 력기술의 매

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두 가지로 설정하 다.

독립변수로는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

지를 설정하 다.이 세 가지 변수들은 조직구조인 공식화,집권화,복잡

성과 직무특성 변수인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환류

성 에서 두 조직 간의 업무수행 방식,명령계통의 차이,업무의 범  

등 조직 형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변수들로서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 다.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해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하 변수

로 설정하 고,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형태 특성변수의 

차이와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인 조직구조  직무특성

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한 분석의 틀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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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분석의 틀

2.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 형태의 차이

에 따라 나타나는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요인을 도출해보고 이런 변수

들이 두 조직 내 개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차별 인 향을 미치

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이를 해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  조

직 형태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상되는 변수들을 조직형태 특성

변수로 분류해 보았다.그리고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 

 장단 에 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은 조직

효과성에 향을 미치며,조직의 형태에 따라 그 향력이 차별 으로 

작용하고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제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직구조 및 

직무특성

[조직형태 특성변수]

l 복잡성

l 직무정체성

l 환류성

조직효과성

l 직무만족

l 조직몰입

매트릭스 조직

사업부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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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둘째,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  직무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 다.

셋째,조직구조  직무특성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 다.

1)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

가설1.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직무만족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1-2.조직몰입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2)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 

가설2.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복잡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을 것이다.

2-2.직무정체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

이다.

2-3.환류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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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구조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과의 계

가설3.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3-1.복잡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직무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환류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4-1.복잡성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직무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환류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변수의 조작  정의

1.조직구조  직무특성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비교를 해서 조

직구조  직무특성 요인 에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을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 다.

독립변수인 조직구조  직무특성 요인으로 조직구조의 구성요인은 

공식화,집권화,복잡성이며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환류성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 용하기 한 조직구조

와 직무특성 변수들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58-

1)조직구조

조직구조는 공식화,집권화,복잡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 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변수를 독립변수인 조직구조의 하 변수로 설정

하 다.조직구조에 한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공식화(formalization)란 규칙, 차,지시  의사소통의 명문화

된 정도로서 조직의 업무를 가,언제,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

으로 규정한 규칙과 차의 정도를 말한다.즉,공식화는 조직의 직무

가 차,규칙,방침 등을 통해 표 화되어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규칙,

차,책임과 권한의 구체성,규정집의 활용과 이들의 수 정도  문서

화되어 있는 정도 등으로 볼 수 있다(김 호,2009).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조 에서 공식화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업무와 방침의 표 화,지침

과 차의 수,각종 규정과 차의 명문화 정도로 정의한다.

둘째,집권화(centralization)는 료제 계층상의 상층부에 권 가 집

되어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 권한의 치와 련되어 있으며,업무결정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계층으로 집 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한다.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의사결정에 한 참여도와 

개인의 자율성이 낮아지므로 조직에 한 감정  애착과 유 감이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 부분의 연구 결과는 권한을 가진 상 자로부터 일

방 인 의사 달  통제는 종업원들의 감정  거리감을 크게 하여 조직

몰입을 감소시킨다고 한다(DeCotis& Sommers,1987).본 연구에서 집

권화는 조직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상 리층에 집 된 정도에 한 조

직구성원들의 인식도로 정의한다.

셋째,복잡성(complexity)은 조직 내의 직무와 계층의 분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조직의 부서가 몇 개인가 혹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

무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수평  분화와 조직 계층의 수

가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수직  분화에 한 구성원의 인지도를 말한다

(주효진,2004).즉,복잡성(complexity)은 조직 내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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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조직 목 을 달성하기 한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직무와 계층의 분화 

정도와 명령계통의 복잡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구조 요인들을 측정하기 해 Khan(1964)

과 Galbraith(1973)그리고 Hall(1981)이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2)직무특성

직무특성이란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직무

에 한 의미,책임감,결과에 한 인지 등을 느끼게 하는 핵심  직무

특성을 의미한다(Hackman & Oldham, 1980). 즉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은 개인이 직무에 해 느끼는 다양한 요소의 정도를 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각하는 특성요인

으로 정의한다.직무특성의 측정을 해 Hackman& Oldham(1975)이 

직무진단조사(JobdiagnosticSurvey)를 통하여 핵심 직무특성으로 제시

한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환류성 5개 요소를 직무

특성 변수로 사용하 으며 이들 핵심요인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술다양성(skillvariety)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능력  과업활동의 다양성과 복잡성,그리고 업무의 불확실

성의 정도를 의미한다.즉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해 얼마나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수 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척

도이다.

둘째,직무정체성(taskidentity)은 직무가 체단 의 완성을 요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가 시작부터 끝까지 체 작업 에서 차지

하는 범 에 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즉 과업의 체 단 를 나타

내며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 계획 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의 완결

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60-

셋째,직무 요성(task significance)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른 

사람  조직에게 미치는 향의 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자율성(autonomy)은 직무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독자 인 

권한이 부여되는 정도를 말한다.즉 자신의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독립성,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섯째,환류성(feedback)은 직무담당자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에 

해 본인 스스로 직 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상사나 동료들에게도 

결과에 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섯 가지 직무특성 변수를 측정하기 해 Hackman& Oldham

(1976)의 직무특성모형을 바탕으로 김학기(2009),이강인(2010)이 사용한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 고 각 요소마다 2개 문항씩 총 10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 다.

2.조직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주  인식을 이용

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 다.따라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

한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직효과성의 용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 다.

1)직무만족

직무만족(jobsatisfaction)이란 직무에 한 개인 인 태도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에 한 가장 표 인 정의로는 Locke(1976)가 규정한 ‘개인의 

직무와 직무경험에 한 평가의 결과로 인한 즐겁거나 정 인 정서  

상태’를 들 수 있다.즉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로부터 얻는 즐거움

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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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구성원들의 직무에 한 태도로서 직무에서 얻게 되는 욕

구의 충족에 한 반응이며 이는 동료들 간의 계,직무 자체에 한 

만족,일에 한 보람  성취감 등으로 측정된다.즉,각 구성원 자신이 

직무와 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불호의 총화 는 이러한 호불호의 균

형 상태에서 기인한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Smith,1955,김

호,2009재인용)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태도의 일종으로서 개인의 직무에 한 주

 는 정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한 측정을 해 White& Ruh(1973)가 개발한 직무만족 변수들을 수정․

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 다.

2)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일체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 조직 목표 달성을 해 노력하며 조직에 한 의무감을 가지고 계

속 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남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주효진,

2004).즉,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조직에 하여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조직에 한 충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 호,2009).

Porter(1974)와 Mowday(1979)가 개발한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에서 6문항이 소속 유지와 련된 문항으로 

되어 있다. 한 Allen& Meyer(1991)는 세 가지의 몰입 역으로 구분

하여 정서  몰입,규범  몰입  지속  몰입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애착,충성도,가치부여와 같은 정서  몰입의 정도로 정의하며,조

직몰입의 측정을 해서 Mowday 등(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Questionnaire)15개 문항  가치 몰입의 정  문항 9개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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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 형태

본 연구에서는 조직 형태의 변경을 통한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

이와 이로 인한 조직효과성에의 향을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을 상으로 비교해보고자 하며,비교 연구 상인 한국 력기술의 두 

가지 조직 형태는 다음과 같다.

1)매트릭스(matrix)조직

매트릭스(matrix)구조의 조직은 기능별 구조와 사업부제 구조의 화학

 결합을 시도하여 기능별 조직의 문성과 사업부제 조직의 응성이

라는 장 을 취하기 한 조직구조이다.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능부서에서 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

서 동시에 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소속원으로서 사업부서 책임

자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구조는 기능형,균형 ,사업형 매트릭스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의 매트릭스 조직은 한국 력기술이 

발 소 종합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기 해 채택하고 있는 사

업형 매트릭스(projectmatrix)9)조직으로 정의한다.

2)사업부제(divisional)조직

사업부제(divisional)조직은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 유형으로 사업구조의 각 부서는 한 제품을 생산하거나,한 지

역에 사하거나, 는 특정 고객집단에 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  

직 들이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 완결  단 이다.본 연구에서의 사업

9)사업형 매트릭스(projectmatrix)조직은 사업부서 책임자(projectmanager)가 사업 수

행에 한 반 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기능부서 책임자(functionalmanager)는 사

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공 하는 역할로 제한되는 형태의 매트릭스 조

직을 말한다(Turn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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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조직은 단일 고객의 요구에 응하고 단일 사업을 담하여 수행하

기 한 목 으로 필요한 각 기능별 조직을 사업부서로 배치하여 구성한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정의한다.10)

제 3   조사  분석방법

1.표본 설계  설문조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하여 한국 력기술 직원을 상으로 한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연구의 목 이 매트릭스 조직과 사

업부제 조직 간 차이를 보여주는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의 요인을 도출하

고 조직효과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

하는 직무의 특성 차이로 인한 변인을 통제하기 해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는 집단으로 조사 상을 한정하 다.

이를 해 한국 력기술의 원자력본부 소속으로 원자력발 소 종합설

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총 상인원은 

695명이었으며 설문지는 각 소속부서의 상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300

매를 배부하여 269매를 회수하 고 답변이 락되었거나 신뢰성이 떨어

지는 응답 결과를 제외하고 258매를 분석에 사용하 다.발 랜트 엔

지니어링 업무를 주된 사업 역으로 하고 있는 한국 력기술은 로젝

트 수행을 한 기본 인 조직 형태를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 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원이 사업부제 조직보다 

많으며 사업부제 조직은 해외사업인 UAE원  종합설계를 담하여 수

행하는 조직 하나인 계로 상 으로 상 인원이 었다.

10)해외사업인 UAE원  종합설계사업을 수행하기 한 사업조직은 한국 력기술의 주

된 조직 형태인 매트릭스 구조가 아니라 단일고객,단일사업을 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능부서의 인력을 사업책임자(projectmanager)소속으로 배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여러 기능 조직이 같이 근무하는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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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소속부서
상 인원 설문 배부 회수

수량
유효
수량인원수 비율 수량 비율

매트
릭스

계측제어기술그룹 77 11% 30 10% 30 29

기계기술그룹 94 14% 40 13% 28 25

배 기술그룹 71 10% 40 13% 37 36

원자력기술그룹 104 15% 40 13% 37 35

기기술그룹 95 14% 40 13% 37 37

토목건축기술그룹 152 22% 50 17% 44 40

사업
부제

UAE사업 102 15% 60 20% 56 56

총합계 695 100% 300 100% 269 258

<표 3-1>설문조사 상인원  설문지 회수 황

2.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조직구조와 직무특

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

다.

조직구조는 하 변수로 공식화(6문항),집권화(5문항),복잡성(4문항)으

로 총 15문항을,그리고 직무특성은 하 변수인 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

직무 요성,자율성,환류성을 측정하기 해 각 하 변수 당 2문항 씩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해서는 직무만족 6개 문항,조직몰입은 9

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설문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성별,연령,학력,재직기간,직 ,직 ,소속부서,소속된 조직의 

형태를 묻는 설문항목 8개 항목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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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명 문항 수 문항번호

독립
변수

조직구조

공식화 6 A-(1,2,3,4,5,6)　

집권화 5 B-(1,2,3,4,5)

복잡성 4 C-(1,2,3,4)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2 D-(1,2)

직무정체성 2 D-(3,4)

직무 요성 2 D-(5,6)

자율성 2 D-(7,8)

환류성 2 D-(9,10)

종속
변수

조직
효과성

직무만족 6 E-(1,2,3,4,5,6)

조직몰입 9 F-(1,2,3,4,5,6,7,8,9)

개방형 설문 3
직무만족,조직몰입,조직형태 

련 각 1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8

인구통계학  설문항목을 제외한 설문항목은 구조화된 설문지법으로 

‘  그 지 않다’를 ①로 ‘매우 그 다’를 ⑤로 하는 Likert5  척도를 

사용하 다.

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설문항목 일부에 해서는 답변한 이유에 

해 보충 답변을 요구하는 개방형 설문 항목을 각각 1문항씩 추가하

으며,사업부제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 간의 장단 과 효과성에 한 직

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한 개방형 설문 1항목을 포함시켰다11).

<표 3-2>설문항목의 구성

11)개방형 설문항목 :부록 설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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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자료의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분석을 해 리 사용되고 있는 

SPSS(ver.18.0)를 활용하 으며 아래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 다.

둘째,독립변수인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변수에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 다.

셋째,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조직구조  직무특성,조직효과성의 

집단 간 차이를 보기 해 t-test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

하 다.

넷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는지

를 보기 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 해 두 조직을 상으로 

t-test를 실시하 다.

다섯째,조직형태 특성변수로 설정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변수

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해 두 

조직 간 t-test를 실시하 다.

여섯째,조직형태 특성변수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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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제 1   표본의 특성  기 분석

1. 조사 상의 일반  특징

조사 상은 한국 력기술의 원자력본부 소속으로 원자력발 소 종합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서,인구통계학  특징은 아래 <표 4-1>

과 같다.

체 상 인원  남성은 246명(95.3%)여성은 12명(4.7%)으로 남성

의 비율이 높았다.엔지니어링 회사라는 특성 상 이공계 공자들이 많

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46세 이상이 132명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41세 이

상까지 포함하면 178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외환 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기간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6세에서 40세까지의 인원이 6.2%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보 으며 35세 이하는 64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어 간 연령 의 

인원이 가장 은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졸 이상이 244명(94.6%), 문  졸 이하가 14명(5.7%)으로 

나타났다.재직기간 역시 연령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간 계층

인 11년 이상 15년 미만 인원이 5명으로 1.9%,6년 이상 10년 미만 인원

이 18명으로 7%를 차지하여 장기재직자가 많고 간층이 가장 어 연

령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 별 인원을 보면 간 직 인 책임 이 173명으로 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12)연령이나 재직기간의 인력 분포와 달리 직 별 인원 

분포는 고직 의 인원이 상 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

부의 직 별 정원 제한으로 인해 주임   수석 으로 승 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속 책임 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직 별 분포를 보면 보직

12)한국 력기술의 직  분류는 상  직 부터 수석 ,주임 ,책임 ,선임 ,원 으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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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사업부제 조직 매트릭스 조직

빈도(명)비율(%)빈도(명)비율(%)빈도(명)비율(%)

성별
남성 246 95.3 53 94.6 193 95.5

여성 12 4.7 3 5.4 9 4.5

연령

30세 이하 27 10.5 0 0 27 13.4

31~35세 37 14.3 5 8.9 32 15.8

36~40세 16 6.2 2 3.6 14 6.9

41~45세 46 17.8 15 26.8 31 15.3

46~50세 65 25.2 20 35.7 45 22.3

51세 이상 67 26.0 14 25.0 53 26.2

자인 EGL,EGS이상 직원이 48명(18.6%)이며 RE가 210명(81.4%)로 나타

났다.13)

사업부제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 간 일반  특징의 차이를 보면 연령,

재직기간,직 별 분포에서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상

으로 더 높은 연령 와 긴 재직기간,고직 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해외사업 담 수행을 한 사업조직을 구성하면서 매트

릭스 조직과 달리 은 수의 인원이 더 많은 범 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에 따라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표 4-1>조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13)한국 력기술의 사업 조직의 직 는 아래와 같으며 보직은 EGL이상 직 에 부여된

다.

-EGS(engineering group supervisor) :사업조직 내에서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의 지휘를 받는 각 기능별 기술 분야의 책임자를 말한다. )구조설계

분야책임자,핵설계분야책임자 등

-EGL(engineeringgroupleader):기능별 분야 책임자인  EGS의 지휘를 받는 

문기술 분야별로 구성된 소분야의 책임자를 말한다. )구조설계분야 지지 설

계 소분야책임자 등

-RE(responsibleengineer):기능별 소분야책임자인 EGL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담

당하는 실무 엔지니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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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 사업부제 조직 매트릭스 조직

빈도(명)비율(%)빈도(명)비율(%)빈도(명)비율(%)

학력

고졸 이하 3 1.2 0 0 3 1.5

문 졸 이하 11 4.3 2 3.6 9 4.5

졸 이하 179 69.4 42 75.0 137 67.8

학원 이상 65 25.2 12 21.4 53 26.2

재직

기간

1년 미만 17 6.6 1 1.8 16 7.9

2년 이상 5년 미만 46 17.8 1 1.8 45 22.3

6년 이상 10년 미만 18 7.0 5 8.9 13 6.4

11년 이상 15년 미만 5 1.9 1 1.8 4 2.0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24.8 20 35.7 44 21.8

21년 이상 25년 미만 56 21.7 14 25.0 42 20.8

25년 이상 52 20.2 14 25.0 38 18.8

직

원  이하 42 16.3 0 0　 42 20.8

선임 18 7.0 2 3.6 16 7.9

책임 173 67.1 48 85.7 125 61.9

주임 18 7.0 3 5.4 15 7.4

수석  이상 7 2.7 3 5.4 4 2.0

직

RE 210 81.4 40 71.4 170 84.2

EGL 25 9.7 10 17.9 15 7.4

EGS이상 23 8.9 6 10.7 17 8.4

2. 타당성  신뢰도 분석

1) 변수의 타당성 분석

①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들의 측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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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성분

1 2 3

　
공식화

공식화3
업무 수행 시 규정과 차 반에 한 
정기 인 감사

-.005 0.761 0.063

공식화1
업무 수행 시 문서화 된 규정과 가이드라인 
참고  이용

-.134 0.727 -0.001

공식화2사업조직에 문서화된 직무기술서가 존재 -.026 0.718 0.066

공식화4
처리가 애매할 경우 타 기 이나 다른 사업의 
사례를 참조

.260 0.644 -0.029

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사용하 고 요인회 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용하

다.요인 수는 각 요인이 체 분산에 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인 고유

값(eigenvalue)이 1.0이상으로 나타나는 요인으로 선정하 으며,요인 간 

상 계를 나타내는 정도인 요인 재량(factorloading)은 0.5를 기 으

로 용하 다.14)

먼  조직구조에 한 요인 분석 결과 <표 4-2>와 같이 모두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집권화와 복잡성의 항목들은 모두 요인 재량이 0.6

이상으로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공식화 항목  

5번과 6번 설문 문항15)은 별도의 요인으로 재됨에 따라 공식화 변수의 

설문항목 분석에서 제외하 다.공식화는 체 분산의 16.909%,집권화

는 21.152%,복잡성은 16.326%로 분산은 체의 54.3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조직구조에 한 요인분석 결과

14)요인 재치(factorloading)의 경우 인 기 이 없으며,일반 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0.4이상이 되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며 0.5가 넘어가면 아주 주요한 변

수로 간주 된다(류병곤,2011).

15)설문 문항(공식화 5):일의 결과보다 근거서류를 남기는 것을 더 시한다.

설문 문항(공식화 6):나는 매일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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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성분

1 2 3

　
집권화

집권화5사 에 상사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 .758 .103 -.033

집권화3
사소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상 자의 뜻을 
따름

.740 .081 .059

집권화4나의 결사항이라도 상 자의 승인을 받음 .737 .042 .089

집권화1상 자의 결정 에는 어떤 행동도 불가능 함 .724 -.181 .055

집권화2
독자 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음

.633 -.026 .237

　
복잡성

복잡성3
여러 명의 상사가 상충되는 일을 맡기는 경우 
있음

.106 -.140 .815

복잡성4내가 한 일에 한 사람들의 상충된 평가 존재 .116 -.107 .719

복잡성2
업무 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상하계층의 수가 
많음

.209 .204 .665

복잡성1
업무 성격이 다른 두 부서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존재

-.070 .186 .646

　 　 eigenvalue 2.750 2.198 2.122

　 　 분산 21.15216.90916.326

　 　 분산 21.15238.06054.386

직무특성 변수에 한 10개의 설문항목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은 총 5개로 나타났으며,이 에서 기술다

양성 측정을 한 2개의 설문항목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재되었다.기

술다양성 설문항목은 자신의 업무 수행을 해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기술다양성을 측정하

기 해 사용된 설문항목을 동일하게 용하 으나,질문의 의도와 달리 

기술다양성 설문항목216)는 응답자에 따라 업무의 반복성 는 타성 인 

업무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술다양성과는 다른 요인

으로 분류된 것으로 단된다.요인 재량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체 분산의 71.910%를 설명하고 있다.

16)설문항목(기술다양성 2):나의 업무는 매우 반복 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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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분

1 2 3 4 5

기술
다양성　

기술다양성1
업무수행을 해 다양한 기술 
 문지식이 필요함

.611 .009 -.135 .238 .075

기술다양성2
나의 업무는 매우 반복 인 일
임

.064 .020 .023 -.040 .969

직무
정체성

직무정체성1
나의 업무는 혼자서  과정을 
수행하기 곤란함

-.185 .030 .849 -.032 -.128

직무정체성2
나의 업무는  과정을 다른 사람
의 조 없이도 내가 마무리 함

-.060 .136 .754 .294 .197

직무
요성　

직무 요성2
내 업무는 다른 사람의 업무 수
행에 상당한 향을 미침

.865 .116 .036 -.060 -.048

직무 요성1
내 업무의 결과는 우리 회사의 
발 에 매우 요함

.800 .054 -.184 .076 .062

자율성　
자율성1

업무 수행 시 스스로의 단 하
에 실행

.128 .119 .046 .802 .084

자율성2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충
분히 주어져 있음

.062 .212 .145 .714 -.145

환류성　
환류성1

나의 업무처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음

-.071 .874 .050 .174 .058

환류성2
업무가 계획 로 진행되었는지
를 내가 직  확인 가능함

.284 .798 .103 .169 -.037

　 　 eigenvalue 1.910 1.496 1.378 1.367 1.040

　 분산 19.10214.96313.78413.66610.395

　 　 분산 19.10234.06447.84961.51471.910

<표 4-3>직무특성에 한 요인분석 결과

②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이

상인 요인이 3개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의 1개항목과 조직몰입도의 1개 

항목은 다른 요인으로 재되어 제외하 다.요인 재량은 모두 0.5를 넘

어 설문 문항의 타당성은 높으며 직무만족은 체 분산의 22.045%,조직

몰입은 33.29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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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분

1 2

직무
만족

직무만족3 내게 가장 요한 것은 업무와 련된 것임 .139 .774

직무만족4 나는 매일 직장에 가는 것을 기다림 .314 .732

직무만족6
다른 외부 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임

.158 .705

직무만족5
일은 돈을 벌기 한 수단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음

.131 .601

직무만족2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흥미가 있음 .379 .557

조직
몰입

조직몰입3
우리 부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최선의 곳
임

.834 .089

조직몰입4
다른 부서 신 우리 조직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806 .178

조직몰입5 우리 부서의 직무수행방식은 내게 고무 임 .780 .143

조직몰입7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부서의 가치가 매우 
비슷함

.703 .257

조직몰입1
내 친구들에게 우리 부서가 일하기 좋은 것이라
고 이야기 함

.671 .211

조직몰입8
우리 부서의 일원임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
랑스러움

.664 .343

조직몰입9
우리 부서의 발 을 해 일반  기  수  이상
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음

.613 .389

조직몰입6
우리 부서의 발 을 해서는 어떤 종류의 일이
라도 할 수 있음

.556 .352

　 　 eigenvalue 4.328 2.866

　 분산 33.29022.045

　 　 분산 33.29055.336

<표 4-4>조직효과성에 한 요인분석 결과

2) 신뢰도 분석

측정 문항에 한 내 일 성과 신뢰도 검증을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의 신뢰계수인 Cronbach‘salpha

값은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일반 으로 각 요인군 별로 Cro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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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Cronbach알 항목 수

독립변수

조직구조

공식화 0.695 4

집권화 0.776 5

복잡성 0.686 4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0.105 2

직무정체성 0.557 2

직무 요성 0.707 2

자율성 0.470 2

환류성 0.664 2

종속변수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0.767 5

조직몰입 0.886 8

alpha값이 0.5이상,개별 문항 수 인 경우 0.9이상이면 신뢰도가 높

다고 할 수 있다.조직구조의 각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alpha값은 0.686에서 0.776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특성 항목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분석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인으로 재된 기술다양성 항목은 Cronbach‘salpha값이 0.105

로 매우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 다.자율성 항목은 Cronbach‘s

Alpha값이 0.470으로 통상 으로 신뢰도 분석의 기 이 되는 0.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Cronbach‘salpha값은 설문항목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

게 되므로 직무특성 항목의 설문 구성이 각 요인 별로 2개씩의 설문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 연구 목 상 직무특성 항목의 조직효과성 분석

에 필요한 변수라는 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의 신뢰계수는 직무만족이 0.767,조직몰입이 

0.88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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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식화 집권화 복잡성 직무
정체성

직무
요성 자율성 환류성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도 

공식화
상 계수 1 .047 .088 -.005 .230** .174** .269** .276** .173**

유의확률 　 .454 .161 .940 .000 .005 .000 .000 .005

집권화
상 계수 　 1 .222** -.050 -.082 -.331** -.084 -.074 -.078

유의확률 　 　 .000 .427 .188 .000 .176 .238 .214

복잡성
상 계수 　 　 1 -.044 .136* -.092 .005 -.075 -.146*

유의확률 　 　 　 .481 .029 .141 .939 .231 .019

직무
정체성

상 계수 　 　 　 1 -.221** .240** .201** .136* .105

유의확률 　 　 　 　 .000 .000 .001 .029 .093

직무
요성

상 계수 　 　 　 　 1 .171** .181** .261** .231**

유의확률 　 　 　 　 　 .006 .004 .000 .000

자율성
상 계수 　 　 　 　 　 1 .397** .293** .270**

유의확률 　 　 　 　 　 　 .000 .000 .000

환류성
상 계수 　 　 　 　 　 　 1 .285** .261**

유의확률 　 　 　 　 　 　 　 .000 .000

직무
만족도

상 계수 　 　 　 　 　 　 　 1 .580**

유의확률 　 　 　 　 　 　 　 　 .000

조직
몰입도

상 계수 　 　 　 　 　 　 　 　 1

유의확률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함

*.상 계수는 0.05수 (양쪽)에서 유의함

3. 변수 간 상 계 분석

변수 간 Pearson상 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  직무정체성은 직무

만족도에,복잡성은 조직몰입도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식화,직무 요성,자율성  환류성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에 모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상 계수가 0.8이상인 변

수들이 없으므로 다 회귀분석 시 다 공선성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변수의 상 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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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별 N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양쪽)

공식화
남성 246 4.197 .613

1.88 .061*

여성 12 3.854 .703

집권화
남성 246 2.702 .703

-.722 .471
여성 12 2.85 .468

복잡성
남성 246 2.881 .687

1.888 .060*

여성 12 2.5 .594

4. 주요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인 성별,연령,학력,재직기간,직 ,직 에 따른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test와 세 표본 이상의 평균치 차이를 검증하는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

1) 조직구조에 한 집단 간 차이 분석

①  성별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조직구조의 각 요인의 해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식화

와 복잡성은 유의수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식화와 복잡성의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권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성별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주)*:p<0.1

②  연령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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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공식화

30세 이하 27 3.898 .617

1.837 .106

31~35세 37 4.081 .669

36~40세 16 4.141 .605

41~45세 46 4.228 .634

46~50세 65 4.281 .570

51세 이상 67 4.231 .614

합계 258 4.181 .620

집권화 

30세 이하 27 2.896 .578

2.463 .034**

31~35세 37 2.924 .519

36~40세 16 2.675 .570

41~45세 46 2.687 .696

46~50세 65 2.748 .701

51세 이상 67 2.499 .793

합계 258 2.709 .694

연령에 따른 조직구조 차이 분석 결과 공식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나 집권화와 복잡성 항목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다.35세 이하로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36세 이상 연령이 높아질 경우 

체로 집권화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 

리자나 리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업무에 한 결정 권한을 행

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성의 경우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 엔지니어로서 경험과 기술을 쌓고  더 많은 종류의 업무

를 경험하고 문 기술을 습득하면서 여러 사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1세 이상이 되면 복잡성이 

다시 낮아지는데 이는 보직 정년  승  기회 제한 등으로 보직 없이 

일반 엔지니어로 일하는 고연령 직원들이 비 이 늘어나면서 낮은 연령

의 직원들에 비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8>연령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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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복잡성 

30세 이하 27 2.602 .543

6.364 .000***

31~35세 37 2.899 .730

36~40세 16 2.844 .598

41~45세 46 3.098 .586

46~50세 65 3.092 .738

51세 이상 67 2.571 .615

합계 258 2.863 .686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공식화

고졸 이하 3 4.000 .500

1.213 .305

문 졸 이하 11 4.477 .425

졸 이하 179 4.191 .621

학원 이상 65 4.112 .644

합계 258 4.181 .620

집권화

고졸 이하 3 3.200 .400

1.411 .240

문 졸 이하 11 2.673 .717

졸 이하 179 2.660 .690

학원 이상 65 2.825 .702

합계 258 2.709 .694

주)**:p<0.05,***:p<0.01

③  학력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학력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결과 문  졸 이하의 집단 보다 

졸 이상의 학력집단이 공식화에 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고,복잡성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 다.그러나 공식화,집권화,복

잡성 모두에서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9>학력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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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복잡성

고졸 이하 3 2.583 .382

0.292 .831

문 졸 이하 11 2.864 .529

졸 이하 179 2.851 .706

학원 이상 65 2.912 .669

합계 258 2.863 .686

④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결과 공식화는 유의수  0.1에

서,집권화와 복잡성은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공식화 정도는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재

직기간 5년 미만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설계 엔지니어링 업

무는 다양한 기술분야 간 연계업무의 수행과 품질 확보,공정 수를 

해 설계 리 차서,품질보증 차서,사업 리 차서  설계지침 등 여

러 가지 차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장기 재직자 집

단의 경우 이러한 차와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화의 정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화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집권화의 정도가 낮

은 경향을 보 다.이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간

리자와 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업무에 한 결정 권한이 확 되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성은 10년 이상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나 20년 이후부터

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 역시 10년 이상 자신의 업무 분야에 

한 경험을 쌓고 문 기술을 습득하면서 여러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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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공식화

1년 미만 17 4.132 .662

2.106 .053*

2년 이상 5년 미만 46 3.940 .652

5년 이상 10년 미만 18 4.111 .643

10년 이상 15년 미만 5 4.200 .447

15년 이상 20년 미만 64 4.223 .604

20년 이상 25년 미만 56 4.362 .552

25년 이상 52 4.188 .632

합계 258 4.181 .620

집권화 

1년 미만 17 2.894 .633

2.969 .008***

2년 이상 5년 미만 46 2.913 .584

5년 이상 10년 미만 18 2.767 .481

10년 이상 15년 미만 5 2.320 .795

15년 이상 20년 미만 64 2.841 .668

20년 이상 25년 미만 56 2.511 .697

25년 이상 52 2.535 .800

합계 258 2.709 .694

복잡성

1년 미만 17 2.397 .501

6.129 .000***

2년 이상 5년 미만 46 2.924 .654

5년 이상 10년 미만 18 2.861 .693

10년 이상 15년 미만 5 3.150 .720

15년 이상 20년 미만 64 3.125 .693

20년 이상 25년 미만 56 2.955 .613

25년 이상 52 2.514 .644

합계 258 2.863 .686

<표 4-10>재직기간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주)*:p<0.1,***:p<0.01

⑤  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결과 공식화,집권화,복잡성 모두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식화는 고직 인 수

석 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권화는 선임  이하의 

직 보다 책임  이상 고직 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임  이상부터는 EGL,EGS와 같은 간 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업무에 한 결정 권한이 확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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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공식화 

원  이하 42 4.006 .652

2.677 .032**

선임 18 4.111 .626

책임 173 4.233 .597

주임 18 3.986 .725

수석  이상 7 4.643 .283

합계 258 4.181 .620

집권화 

원  이하 42 2.852 .598

5.388 .000***

선임 18 3.122 .461

책임 173 2.688 .666

주임 18 2.478 1.020

수석  이상 7 1.886 .576

합계 258 2.709 .694

복잡성

원  이하 42 2.613 .542

5.309 .000***

선임 18 3.278 .727

책임 173 2.926 .685

주임 18 2.639 .687

수석  이상 7 2.321 .554

합계 258 2.863 .686

복잡성은 책임  이하의 실무자 에서 높게 나타났고 주임  이상 고직

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책임  이하 직원들이 실무자로

서 가장 활발하게 여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복잡성의 정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주)**:p<0.05,***:p<0.01

⑥  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 분석 결과 집권화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responsibleengineer)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

직의 실무자이며 EGL(engineering group leader)과 EGS(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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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upervisor)는 사업조직 내 각 기술분야의 보직자로서 간 리자

의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업무 수행에 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행사

할 수 있게 되면서 집권화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2>직 에 따른 조직구조의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공식화

RE 210 4.173 .625

.131 .877
EGL 25 4.200 .564

EGS이상 23 4.239 .655

합계 258 4.181 .620

집권화

RE 210 2.771 .680

8.103 .000***
EGL 25 2.680 .717

EGS이상 23 2.174 .579

합계 258 2.709 .694

복잡성

RE 210 2.855 .696

.172 .842
EGL 25 2.940 .546

EGS이상 23 2.859 .753

합계 258 2.863 .686

주)***:p<0.01

2) 직무특성에 한 차이 분석

독립변수인 직무특성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성별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직무정체성에 해서

는 여성이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자율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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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정체성

30세 이하 27 2.278 .655

1.270 .277

31~35세 37 2.257 .693

36~40세 16 2.438 .655

41~45세 46 2.489 .756

46~50세 65 2.569 .905

51세 이상 67 2.597 .970

합계 258 2.479 .836

구분 성별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T 유의확률

직무정체성
남성 246 2.468 .840 .054

-.974 .331
여성 12 2.708 .753 .217

직무 요성
남성 246 3.791 .685 .044

.201 .840
여성 12 3.750 .622 .179

자율성
남성 246 3.461 .614 .039

1.628 .105
여성 12 3.167 .577 .167

환류성
남성 246 3.362 .690 .044

.141 .888
여성 12 3.333 .537 .155

<표 4-13>성별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②  연령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연령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 분석 결과 자율성과 환류성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율성과 환류성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 는데 이는 업무 경험과 문분야에 한 지식을 쌓게 되고 

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업무에 한 자율 인 결정 권

한을 많이 가지게 되고,업무의 범 가 더 확 되면서 자신의 업무 처리 

결과에 해 더 많은 피드백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4>연령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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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요성

30세 이하 27 3.685 .653

1.501 .190

31~35세 37 3.676 .626

36~40세 16 3.500 .730

41~45세 46 3.761 .705

46~50세 65 3.908 .649

51세 이상 67 3.866 .710

합계 258 3.789 .681

자율성

30세 이하 27 3.241 .578

3.220 .008***

31~35세 37 3.257 .561

36~40세 16 3.344 .507

41~45세 46 3.435 .602

46~50세 65 3.454 .654

51세 이상 67 3.664 .599

합계 258 3.448 .614

환류성

30세 이하 27 3.074 .661

4.089 .001***

31~35세 37 3.351 .611

36~40세 16 3.250 .658

41~45세 46 3.141 .647

46~50세 65 3.408 .734

51세 이상 67 3.612 .633

합계 258 3.361 .683

주)***:p<0.01

③  학력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학력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직무정체성에서만 유

의수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 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 졸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직무정체

성을 보 는데 이는 문 졸 이하 직원들의 경우 주로 도면 작성 업무

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업무의 범 가 비교  명확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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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정체성

고졸 이하 3 3.167 1.155

2.257 .082*
문 졸 이하 11 3.000 .806

졸 이하 179 2.450 .825

학원 이상 65 2.439 .836

합계 258 2.479 .836

직무
요성

고졸 이하 3 3.333 .577

.784 .504

문 졸 이하 11 3.773 .684

졸 이하 179 3.821 .665

학원 이상 65 3.723 .729

합계 258 3.789 .681

자율성

고졸 이하 3 3.333 .577

1.502 .215

문 졸 이하 11 3.682 .513

졸 이하 179 3.478 .615

학원 이상 65 3.331 .620

합계 258 3.448 .614

환류성

고졸 이하 3 3.333 .764

1.151 .329

문 졸 이하 11 3.682 .643

졸 이하 179 3.321 .716

학원 이상 65 3.415 .583

합계 258 3.361 .683

분야와의 연계업무가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5>학력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주)*:p<0.1

④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보면 직무 요성을 제외한 직무

정체성,자율성,환류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정체성은 체 집단에서 보통 이하로 나타나 체 으로 직무정

체성에 해서는 반 으로 낮은 수 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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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정체성

1년 미만 17 2.235 .562

2.310 .034**

2년 이상 5년 미만 46 2.294 .704

6년 이상 10년 미만 18 2.444 .765

11년 이상 15년 미만 5 2.400 .652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2.555 .850

21년 이상 25년 미만 56 2.339 .837

25년 이상 52 2.798 .961

합계 258 2.479 .836

직무
요성

1년 미만 17 3.706 .663

1.741 .112

2년 이상 5년 미만 46 3.674 .709

6년 이상 10년 미만 18 3.444 .662

11년 이상 15년 미만 5 3.900 .822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3.789 .603

21년 이상 25년 미만 56 3.964 .731

25년 이상 52 3.837 .662

합계 258 3.789 .681

무 분야가 세분화 되고 다른 기술분야  엔지니어와의 업무 조와 

업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연령

별로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5년 미만 집

단에서 게 나타났는데 입사 후 업무 경험과 기술을 축 하기 까지는 

수행하는 업무의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자율성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간 리자  

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권한이 확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

며,환류성은 재직기간 21년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의 범 가 더 넓어지면서 

업무 결과에 해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표 4-16>재직기간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87-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자율성

1년 미만 17 3.206 .470

3.883 .001***

2년 이상 5년 미만 46 3.239 .612

6년 이상 10년 미만 18 3.333 .542

11년 이상 15년 미만 5 3.800 .447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3.375 .624

21년 이상 25년 미만 56 3.536 .624

25년 이상 52 3.712 .572

합계 258 3.448 .614

환류성

1년 미만 17 3.206 .561

3.909 .001***

2년 이상 5년 미만 46 3.304 .662

6년 이상 10년 미만 18 3.139 .682

11년 이상 15년 미만 5 3.600 .822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3.180 .726

21년 이상 25년 미만 56 3.384 .625

25년 이상 52 3.712 .621

합계 258 3.361 .683

주)**:p<0.05,***:p<0.01

⑤  직 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보면 직무 요성을 제외한 직무정체

성,자율성,환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정체성은 다른 직 들의 평균이 모두 보통 이하인데 반해 가장 

고직 인 수석 만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완결성에 해 보통 이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석 의 경우 부분 사업책임자

나 기술부서장 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로젝트나 부서의 업무에 

해 내외 으로 총 인 책임을 지는 치에 있다.따라서 자신이 수

행하는 업무의 범 와 업무를 보는 시각이 개별 인 단  업무가 아니라 

체 으로 총 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정체성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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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정체성

원  이하 42 2.250 .637

3.719 0.006***

선임 18 2.389 .758

책임 173 2.512 .854

주임 18 2.389 .932

수석  이상 7 3.500 .707

합계 258 2.479 .836

직무
요성

원  이하 42 3.750 .646

0.973 0.423

선임 18 3.528 .737

책임 173 3.821 .675

주임 18 3.750 .670

수석  이상 7 4.000 .913

합계 258 3.789 .681

자율성

원  이하 42 3.226 .532

3.276 0.012**

선임 18 3.278 .600

책임 173 3.486 .620

주임 18 3.583 .647

수석  이상 7 3.929 .450

합계 258 3.448 .614

환류성

원  이하 42 3.250 .683

2.951 0.021**

선임 18 3.139 .564

책임 173 3.356 .696

주임 18 3.667 .542

수석  이상 7 3.929 .535

합계 258 3.361 .683

자율성과 환류성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령  재직기간의 경우와 유사하게 직 이 높아질수록 

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에 한 결정권한이 확 되고 업무의 

범 가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7>재직기간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주)**: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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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 에 따른 직무특성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환류성을 제외한 직

무정체성,직무 요성,자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직무정체

성은 실무를 담당하는 RE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반면 직무 요

성은 보직자 집단인 EGL,EGS직  집단에서 RE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은 EGS직 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직 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분석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정체성

RE 210 2.555 .813

4.839 .009***
EGL 25 2.120 .711

EGS이상 23 2.174 1.018

합계 258 2.479 .836

직무 요성

RE 210 3.695 .654

11.627 .000***
EGL 25 4.240 .694

EGS이상 23 4.152 .611

합계 258 3.789 .681

자율성

RE 210 3.426 .595

4.186 .016**
EGL 25 3.320 .675

EGS이상 23 3.783 .637

합계 258 3.448 .614

환류성

RE 210 3.350 .683

2.088 .126
EGL 25 3.220 .693

EGS이상 23 3.609 .639

합계 258 3.361 .683

주)**:p<0.05,***:p<0.01

3) 조직효과성에 한 차이 분석

①  성별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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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남성 246 3.183 .627

.158 .691
여성 12 3.233 .790

조직몰입도
남성 246 3.272 .599

.717 .398
여성 12 3.377 .715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30세 이하 27 3.207 .624

0.801　 .550

31~35세 37 3.173 .591

36~40세 16 3.075 .449

41~45세 46 3.048 .627

46~50세 65 3.225 .679

51세 이상 67 3.266 .661

합계 258 3.185 .634

성별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결과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9>성별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②  연령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직무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

몰입도는 유의수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직몰입도는 30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져서 41세에서 45세에서 가장 낮아졌다가 이후로 다시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20>연령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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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조직

몰입도

30세 이하 27 3.405 .592

1.877 .099*

31~35세 37 3.310 .539

36~40세 16 3.198 .530

41~45세 46 3.060 .553

46~50세 65 3.280 .609

51세 이상 67 3.373 .663

합계 258 3.277 .604

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고졸 이하 3 3.000 .529

.770 .512

문 졸 이하 11 3.455 .699

졸 이하 179 3.172 .615

학원 이상 65 3.185 .681

합계 258 3.185 .634

조직

몰입도

고졸 이하 3 2.960 .505

1.668 .174

문 졸 이하 11 3.627 .727

졸 이하 179 3.279 .596

학원 이상 65 3.228 .598

합계 258 3.277 .604

주)*:p<0.1

③  학력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학력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결과 문  졸 학력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에서 높은 평균치가 나왔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1>학력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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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1년 미만 17 3.588 .589

2.554 .020**

2년 이상 5년 미만 46 3.044 .550

6년 이상 10년 미만 18 2.978 .508

11년 이상 15년 미만 5 3.200 .927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3.088 .589

21년 이상 25년미만 56 3.261 .659

25년 이상 52 3.289 .696

합계 258 3.185 .634

조직
몰입도

1년 미만 17 3.656 .496

4.107 .001***

2년 이상 5년 미만 46 3.296 .552

6년 이상 10년 미만 18 2.933 .539

11년 이상 15년 미만 5 3.378 .813

16년 이상 20년 미만 64 3.087 .545

21년 이상 25년미만 56 3.318 .525

25년 이상 52 3.437 .717

합계 258 3.277 .604

④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보면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도 모두 재직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무

만족도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6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가 보통 수 의 만족도(2.9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역시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락하다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재직기간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주)**: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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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원  이하 42 3.233 .631

2.272 .062*

선임 18 3.078 .549

책임 173 3.173 .646

주임 18 3.044 .568

수석  이상 7 3.829 .439

합계 258 3.185 .634

조직
몰입도

원  이하 42 3.472 .576

3.584 .007***

선임 18 3.210 .316

책임 173 3.220 .605

주임 18 3.196 .592

수석  이상 7 3.894 .866

합계 258 3.277 .604

⑤  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직무만족도는 유의

수  0.1에서 조직몰입도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모두 고직 인 수석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직 인 원  이하에서 높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

입도를 보 다. 간 직 인 선임 ,책임 ,주임 에서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23>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주)*:p<0.1,***:p<0.01

⑥  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는 EGS이상 직 자가 EGL이나 RE보

다 상 으로 높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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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RE 210 3.172 .616

.447 .640
EGL 25 3.184 .619

EGS이상 23 3.304 .813

합계 258 3.185 .634

조직
몰입도

RE 210 3.262 .612

.883 .415
EGL 25 3.258 .520

EGS이상 23 3.437 .612

합계 258 3.277 .604

<표 4-24>직 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분석

제 2   가설의 검증  해석

1.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

가설1.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직무만족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1-2.조직몰입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먼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사이에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나

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두 조직 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하 다.검증 결과는 <표 4-25>에서 보는 것처

럼 직무만족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조직몰입도는 가

설과 달리 매트릭스 조직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두 

경우 모두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가설 1-1과 

1-2는 기각되었다.

한국 력기술이 해외사업을 수행하기 해 사업부제 담조직을 구성

한 것은 기존 매트릭스 조직에서 다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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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형태 N 평균 표 편차 t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사업부제 56 3.193 .735 .101 .920

매트릭스 202 3.183 .605 .091 .928

조직몰입도
사업부제 56 3.245 .605 -.445 .656

매트릭스 202 3.286 .605 -.445 .657

수 있는 업무 집 도 하로 인한 품질 하와 공정 지연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업무에 한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한 것이었으나,분석 

결과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는 조직효과성에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당  해외사업 수행을 한 조직을 설계하면서 기 했던 사업

부제 담조직의 특성이 조직을 운 하는 과정에서 제 로 구 되지 못

한 결과라고 상할 수 있다.즉,사업부제 조직으로 환되면서 매트릭

스 조직에 비해 차이를 나타내야 할 업무의 완결성,복잡성,환류성과 같

은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요인들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조직효과성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표 4-25>조직 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차이 분석

2.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

가설2.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복잡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을 것이다.

2-2.직무정체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

이다.

2-3.환류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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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담조직에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 세 가지 요인을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설정하 다.이는 조직

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업무의 범 ,권한과 

책임의 범 ,피드백의 정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이로 인해 복잡성,

직무정체성,환류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직형태 

특성변수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복잡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았

으며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가

설 2-1은 채택되었고 가설 2-2와 2-3은 기각되었다.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다수의 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 권한체계로 인해 명령계통이 복잡하고,동일한 업무를 처

리하는데 있어서도 각 사업별로 상이한 방침을 정하는 경우가 생기며 동

일한 업무 처리 결과에 해서도 상사가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반면 사업부제 조직에서는 단일 사업만을 담하여 수행하게 되

므로 명령 계통이 명확하고 단순해지므로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서 복잡

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정체성은 스스로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사업

부제 조직 내에서는 매트릭스 조직보다 자신의 문 기술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해서 기술  도움이나 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범 가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직무정체성이 높아질 것으로 상했으

나 가설과 달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조직 형태를 사

업부제 조직으로 변경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의 범 가 확장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고 매트릭

스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술 인 업 필요성이 여 히 존재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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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조직
형태 N 평균 표

편차 F
유의
확률

조직형태
특성변수

복잡성
사업부제 56 2.696 .747

-2.071 .039**

매트릭스 202 2.910 .663

직무정체성
사업부제 56 2.464 .899

-.145 .885
매트릭스 202 2.483 .820

환류성
사업부제 56 3.339 .733

-.262 .794
매트릭스 202 3.366 .671

환류성의 경우 사업부제 담조직에서는 업을 필요로 하는 서로 다

른 기능조직이 동일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자신의 업무 수행 결과가 다른 기술 분야에 즉각 반 되고 그에 한 피

드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 되기는 하지만,그

런 내부 환류성 측면보다는 설계업무의 수행 결과에 한 정성이 시차

를 두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나타나는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성에 따른 

외부 환류성이 오히려 강하여 두 조직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지 않은 다른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

들인 공식화,집권화,직무 요성,자율성은 조직 형태의 차이에 따른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 으나 직무 요성은 유의수  0.05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요성은 자신의 업무가 자신의 조직에 있어 얼마나 요한지,그

리고 외 으로도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변수이다.따

라서 조직 형태에 따라서 차별성을 보이는 조직형태 특성 변수로 분류하

지 않았으나 두 조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상

인 사업부제 담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로젝트가 해외사업으로 소속 

직원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향후 회사의 장래는 물론 국가 으

로 단히 요하다는 것을 국내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 보다 상 으

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6>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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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조직
형태 N 평균 표

편차 F
유의
확률

기타 변수

공식화
사업부제 56 4.147 .650

-.461 .645
매트릭스 202 4.191 .613

집권화
사업부제 56 2.804 .738

1.159 .248
매트릭스 202 2.682 .681

직무 요성
사업부제 56 3.973 .628

2.309 .022**

매트릭스 202 3.738 .688

자율성
사업부제 56 3.446 .651

-.017 .986
매트릭스 202 3.448 .606

주)**:p<0.05

3. 조직구조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의 계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이 조직효과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계를 검증하기 한 

것으로서,종속변수의 변화를 측하는 회귀모형을 만들고 회귀모형의 

합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각 독립변수가 회귀모형에 기여하는 상 인 

비율을 악할 수 있다(주효진,2004).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조  직무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그리고 종

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향을 알아보기 해 첫째,조직

형태 특성변수로 도출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지 변수를 투

입하는 방식,둘째,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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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
상수

)
2.416 .410 5.895 .000 　 　

조직
형태 
특성
변수

복잡성 -.068 .056 -.073 -1.207 .228 .980 1.020

직무정체성 .073 .049 .097 1.501 .135 .870 1.149

환류성 .251 .058 .270 4.339 .000*** .932 1.072

1) 조직구조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분석

가설3.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3-1.복잡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직무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환류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① 모델 1:조직형태 특성변수만 투입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 에서 비교 상인 매트릭스 조직과 사

업부제 조직 간의 특성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도

출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한 설명력은 

7.3%이며 모형의 F값이 3.870으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산팽창요인(VIF)값은 1.307이하 공차(tolerance)는 0.765이

상이며 Durbin-Watson은 1.681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가지 조직형태 특성변수 에서 환류성만 유의수  0.01에서 직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복잡성과 직

무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조직형태 특성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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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통제
변수
　

성별 -.001 .186 .000 -.006 .995 .938 1.066

학력 -.025 .070 -.022 -.357 .721 .950 1.053

재직기간 -.016 .022 -.049 -.714 .476 .765 1.307

직 .074 .069 .072 1.071 .285 .805 1.242

통계량

R2=.098,수정된 R2=.073

F=3.870p=.001***

Durbin-Watson=1.681

주)***:p<0.01

②  모델 2: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 체 투입

조직형태 특성변수를 포함한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한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18.1%이며 모형의 F값이 6.151로 유의수  0.01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직형태 특성변수만을 투입한 모델보다 설명

력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분산팽창요인(VIF)값은 1.455이하로 나

타났고 공차(tolerance)는 0.687이상이며 Durbin-Watson은 1.801로 나

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조직형태 특성변수 에서 복

잡성은 유의수  0.1에서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복잡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오

연풍·조송원·김재풍(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환류성은 유의수  0.1에서 유의미한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강흥구(2006),김미소(2009),박미숙(2009)의 연구와 같은 결

과를 나타냈다.직무정체성은 유의수  0.05에서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휴 (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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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
상수
) .620 .517 1.200 .231

　 　

조직
형태 
특성
변수

복잡성
-.098 .055 -.106 -1.786 .075* .902 1.109

직무정체성
.108 .048 .142 2.220 .027** .781 1.280

환류성
.111 .060 .120 1.855 .065* .766 1.306

기타
변수

공식화
.197 .062 .193 3.159 .002*** .854 1.171

집권화
.012 .058 .013 .203 .839 .799 1.252

직무 요성
.208 .059 .223 3.515 .001*** .792 1.262

자율성
.166 .070 .161 2.369 .019** .687 1.455

가설 검증 결과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직무만족에 향을 다는 가설 3-1,3-2  3-3은 모두 채택되었다.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지 않은 변수 에서 공식화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권화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무특성 변수 에서 

직무 요성은 유의수  0.01에서,자율성은 유의수  0.05에서 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표 화된 

회귀계수 베타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직무 요성(ß=.223)이 상

으로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

로는 공식화(ß=.193),자율성(ß=.161),직무정체성(ß=.142)의 순서로 나타

났다.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한 환류성(.120)과 복잡성(-.106)은 상

으로 낮은 향력을 보이고 있다.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은 직무만족에 향

을 미치고는 있으나 다른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들에 비해 상 으

로 직무만족에 낮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조직구조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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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통제
변수

성별
.054 .177 .018 .305 .760 .918 1.090

학력
.018 .067 .016 .273 .785 .937 1.067

재직기간
-.034 .021 -.107 -1.628 .105 .744 1.345

직
.027 .067 .026 .398 .691 .751 1.331

통계량

R2=.216,수정된 R2=.181

F=6.151p=.000a***

Durbin-Watson=1.801

주1)*:p<0.1,**:p<0.05,***p<0.01

주2)조직형태(매트릭스,사업부제)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경우 회귀모형의 수

정된 R2값(.177)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조직형태 더미변수의 회

귀계수 B값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821)본 회

귀모형에는 조직형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조직구조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분석

가설4.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4-1.복잡성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직무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환류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①  모델 1:조직형태 특성변수만 투입

조직구조  직무특성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8.3%이며 모형의 F값이 

4.314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산팽창요인

(VIF)값은 1.307이하,공차(tolerance)는 0.765이상이며 Durbin-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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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974 .388

　
7.661 .000

　 　

직무
특성
변수

복잡성
-.127 .053 -.144 -2.387 .018** .980 1.020

직무정체성
.054 .046 .074 1.162 .246 .870 1.149

환류성
.227 .055 .257 4.160 .000*** .932 1.072

통제
변수

성별
.020 .177 .007 .114 .909 .938 1.066

학력
-.078 .067 -.071 -1.165 .245 .950 1.053

재직기간
-.031 .021 -.101 -1.471 .142 .765 1.307

직
.109 .065 .111 1.666 .097* .805 1.242

통계량

R2=.108,수정된 R2=.083

F=4.314p=.000a***

Durbin-Watson=1.906

은 1.906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설정한 변수 에서 복잡성은 유의수  0.05에

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환류성

은 유의수  0.01에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직무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표 화된 회귀계수 베타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환류성(ß=.257)이 

복잡성(ß=-.144)보다 조직몰입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조직형태 특성변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분석

주)*: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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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델 2: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 체 투입

조직형태 특성변수를 포함한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를 모두 투입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0>과 같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조직몰입도에 한 설명력은 14.7%이며 모형

의 F값이 5.042로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직

형태 특성변수만을 투입한 모형(R2=.083)과 비교하여 모형의 설명력

(R2=.147)은 증가하 다.분산팽창요인(VIF)값은 1.455이하로 나타났고 

공차(tolerance)는 0.687이상이며 Durbin-Watson은 1.936으로 다 공선

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조직형태 특성변수  복잡성은 조직몰입에 유의수  0.01에서 유의

미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복잡성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주효진(200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를 보여주었으나,복잡성이 규범  몰입과 지속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김 호(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류성은 유의수  0.05에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정체성은 유의수  0.1에서 조직몰입에 정(+)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용성(2005)김우진(2010)의 연

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검증 결과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 요인이 모두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4-2 4-3은 모두 채택되었다.

기타 조직구조  직무특성 변수 에서는 직무 요성은 유의수  

0.01에서,자율성은 유의수  0.05에서 각각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공식화와 집권화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을 

표 화된 회귀계수 베타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직무 요성

(ß=.210)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잡성(ß=-.172)자

율성(ß=.156)환류성(ß=.139)직무정체성(ß=.110)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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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VIF

(
상수
)

1.628 .502 　 3.245 .001 　 　

조직
형태
특성
변수

복잡성 -.151 .053 -.172 -2.831 .005*** .902 1.109

직무정체성 .079 .047 .110 1.687 .093* .781 1.280

환류성 .123 .058 .139 2.110 .036** .766 1.306

기타
변수

공식화 .091 .061 .094 1.505 .134 .854 1.171

집권화 .027 .056 .031 .474 .636 .799 1.252

직무 요성 .186 .057 .210 3.238 .001*** .792 1.262

자율성 .153 .068 .156 2.242 .026** .687 1.455

통제
변수

성별 .049 .172 .017 .286 .775 .918 1.090

학력 -.046 .065 -.042 -.705 .482 .937 1.067

재직기간 -.044 .020 -.143 -2.143 .033** .744 1.345

직 .067 .065 .068 1.023 .307 .751 1.331

통계량

R2=.184,수정된 R2=.147

F=5.042p=.000a***

Durbin-Watson=1.936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은 조직몰입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나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상 인 향력은 

직무 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조직구조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분석

주1)*:p<0.1,**:p<0.05,***p<0.01

주2)조직형태(매트릭스,사업부제)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경우 회귀모형의 수

정된 R2값(.147)은 변화가 없었고,조직형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B값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321)본 회귀모형에는 조직형

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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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종합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와 두 조직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내는 조직형태 특성변수의 차이를 분석하고,조직구조

와 직무특성 변수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한 

가설에 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표 4-31>과 같다.

가설 1은 “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한 것이었다.검증 결과 두 조직 간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설 1-1과 

1-2는 기각되었다.

가설 2는 “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것이었다.조직형태 특성변수로 설정한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에 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한 결과,복잡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사업부

제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2-2와 

2-3은 기각되었다.

가설 3은 “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한 세 가지 변수  복잡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그리고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3-2  3-3은 모두 채택

되었다.

가설 4는 “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검증 결과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

류성 3가지 변수  복잡성은 직무몰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4-1,4-2  4-3은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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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1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직무만족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

다.
기각

1-2
조직몰입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2
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복잡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을 

것이다.
채택

2-2
직무정체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2-3
환류성의 정도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3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3-1복잡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직무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환류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조직구조  직무특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4-1복잡성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직무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환류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4-31>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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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   연구 결과의 요약

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외  환경과 공공부문에 한 민 화  

경쟁력 강화,효율성 제고가 강조되면서 공기업은 공익  특성에도 불구

하고 민간기업과 동등한 수 의 경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

해야 한다는 정치 ,사회  압력을 지속 으로 받고 있다.최근 몇 년간 

공기업들이 해외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정치 ,사회  압력과도 무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여 히 산의 사용과 인원의 증원에 있어서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운 공기업으

로서의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그런 제약조건으로 인해 

해외사업의 수행과 같은 외 인 상황변화에 응하기 한 략으로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은 해외사업 수행조직을 매트릭스 조

직에서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운 하는 조직설계 략을 채택하 으며,

본 연구는 그러한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한 조직설계 략이 당  의도한 

바와 같이 한 수 의 인력 증원 없이도 조직효과성을 높이는데 효과

를 발휘했는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 다.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설계품질 하와 공기 지연 등의 문제 을 방지하고자 해외사업 수

행조직인 UAE원  사업조직을 회사의 기존 조직 형태인 매트릭스 조직 

신 사업부제 담조직으로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력기술의 

원자력사업을 수행하는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담조직 간의 비교를 

통해 조직 설계 시 의도했던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이를 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들을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에서 도출해보고,이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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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실제로 두 조직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지 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으로써 조직 형태의 변경이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

치는 경로를 분석해보았다.이를 통해 공기업이 안고 있는 제약조건 하

에서 조직설계 략이 가지는 의의와 상황변화에 한 응방안으로서의 

조직설계 략이 가지는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하 다.

선행연구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로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 

에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지를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하

으며,조직형태 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직효과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한 조직형태의 차이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악해 보기 

해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두 조직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마지막으로 조직형태 특성변수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으로써 조직설계 략의 효과

성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실증 연구는 설문조사  통계분석 방식을 통해 수행하 으며 한국

력기술 원자력본부 소속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원

자력사업을 수행하는 총 조사 상 인원 695명  각 부서 별 인력분포를 

고려하여 총 3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269매를 회수하 다.이 에

서 답변 락  불성실한 답변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 결과를 제

외한 258매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의 구성은 독립변수인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변수를 측정하기 

해 공식화 6개 문항,집권화 5개 문항,복잡성 4개 문항,직무특성 10개 

문항으로 구성하 고,종속변수인 조직효과성 측정을 해 직무만족 6개 

문항과 조직몰입 9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설문은 Likert5  척도를 사

용하 으며 설문 결과에 한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로그램 

SPSS(ver.18.0)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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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  특성 분석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변수들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조직구조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  조직형태 특성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t-test를 

실시하 다.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조직형태 특성변수를 포함한 조직

구조  직무특성 변수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았다.

1.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조직효과성 차이 분석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소속 직원들을 상으로 직무만족

도와 조직몰입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직무

만족도는 미약하게나마 사업부제 조직이 높았으나 조직몰입도는 가설과 

달리 매트릭스 조직이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두 경우 모두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다.이런 결과는 당  사

업부제 조직을 설계할 때 의도한 것과 달리 사업부제 조직에서의 조직효

과성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조직형태 특성변수의 차이 분석

조직의 형태를 달리함으로써 조직효과성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각 조직에서의 업무의 수행방식과 범 ,명령계통의 차이,업무의 수행범

,피드백의 정도 등 조직 형태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인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은 명

령계통의 복잡성,업무 범 의 차이로 인한 업무의 완결성,피드백 정도

인 환류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 세 가지를 두 조직 간 차이를 특정할 수 있는 변수로 분류하

다.이들 변수는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므로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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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특성변수의 차이가 결국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

직효과성의 차이에 향을  수 있다.

두 조직 간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복

잡성에 있어서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의 경우 가설과 달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복잡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

로 변경되면서 매트릭스 조직에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나

타나는 이 권한체계로 인한 명령 계통의 복잡성,동일 업무에 한 상

사 간 서로 다른 지침,상반된 지시,동일한 업무 결과에 한 상사의 상

반된 평가와 같은 복잡성의 요인 들이 사업부제 조직에서는 단일 사업만

을 수행함으로써 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직무정체성은 사업부제 조직에서 업무 수행의 범 가 확장되면

서 직무정체성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으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이것은 사업부제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

무수행 방식이 매트릭스 조직에서의 수행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즉,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사업부제 조직에서 자

신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범 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문분야

가 아닌 다른 분야에 한 기술  업의 필요성이 매트릭스 조직과 거

의 동일한 수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기능부서 간 연계업무가 많은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능부서가 모여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 사업부제 조직은 

자신의 업무 결과가 신속하게 조직 내 다른 분야로 달되고 그 결과 역

시 신속하게 환류 됨으로써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환류성이 높을 것으로 

상하 으나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연계 업무에 해서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원

활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 되기는 하지만,그런 측면보

다는 설계업무의 수행 결과에 한 정성 평가와 피드백이 상당한 시차

를 두고 시공 단계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나타나는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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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때문에 외부 환류성이 더 강하고 직원들이 이런 향을 더 크게 인식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조직형태 특성변수와 조직효과성과의 계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설정한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선행연구에서

처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직무만족에 한 향을 분석해 본 결과 복잡성은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형태 특성변수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조직몰입에 한 조직형태 특성변수의 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복잡성은 부(-)의 향을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은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 가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조직구

조와 직무특성의 다른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직무 요성,공식화,자율성과 같은 조직형태 특성변수 외의 

변수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의 정도가 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이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사이에 두 조직의 특성 차이로 인한 요인들보다 직무에 한 요

성의 인식 정도나 권한의 임 정도 같은 다른 요인들이 조직효과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다는 것을 보여 다.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는 두 조직 간 

특성 차이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의 차이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검증 결과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이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에는 복잡성

을 제외하고는 조직형태 특성변수 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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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직무 요성이나 공식화,자율성과 같은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의 

다른 변수들이 상 으로 조직효과성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 형태의 변경이 두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가져오기 해서는 조직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조직형태 특성변수인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의 차이가 조직 간에 나타나고 결과 으로 이 변수들이 향을 미치는 

조직효과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로의 조직 

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직 간 조직효과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조직 형태의 변화가 조직효과성에 향을 주는 경로인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형태 특성변수(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의 차이 발생’

→ ‘조직효과성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로가 완 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연구의 의의  시사

본 연구는 공기업이 지니는 환경  제약조건 하에서 해외사업 수행과 

같은 상황 변화에 응하기 해 선택한 조직설계 략의 효과성을 분석

해 으로써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설계 략을 찾아보고,향

후 공기업에서 외  상황 변화에 응하기 한 략으로서의 시사

을 조직설계 에서 찾아보고자 하 다.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조직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과 선택한 략  그 효과성에 한 

분석을 통해 많은 조직에서 시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같은 조직설계 

략에 시사 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외  상황 변화에 

한 응 략으로써, 는 새로운 경 략을 수행하기 한 수단으로 

조직에서는 지속 인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한 분석

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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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한 외 으로 알려진 사례는 부분 성공한 경우로서 효과

인 조직설계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 형태의 변경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해 으로써 다른 조직에서의 조직설계 

략 수립 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의 사례 비교를 통해 실제로 두 

조직 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 변수를 찾아보고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으로써 조직 개편이 어떤 경로로 조직효과성에 

미치는지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상황변화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

는 장 을 지닌 매트릭스 조직과 단일 사업에 집 할 수 있는 장 을 가

진 사업부제 조직이 상황에 맞게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각 조직의 

특성을 발 할 수 있는 요인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세 가지를 두 조직

간 특성을 달리하는 변수로 분류하 다.그리고 그 요인들이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특성의 변경이 조직효과성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로를 찾아보았다.

셋째,조직설계 략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단순한 조직 

형태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 조직 형태에 맞는 내부 요인의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 결과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설정한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요인 에서 복잡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들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을 해 매트릭스 조직을 주된 조직 형태

로 운 해 온 한국 력기술은 오랜 기간 동안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각 기술분야 별 조직을 세분화하고 개인별로는 자신의 특정한 

문 기술분야에 집 하면서 문성을 높이고 경험을 축 시키는데 주력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문기술분야에 해서는 해

당 분야의 문 엔지니어와 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업무 

차와 업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이와 달리 사업부제 조직에서는 

단일 사업만을 담하여 수행하는 신 매트릭스 조직에 비해 소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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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매트릭스 조직에서 여러 명의 문 엔지니어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특히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사업 수

행을 한 사업부제 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사업부서 조직 내에서 개

인의 업무 범 는 폭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매

트릭스 조직에 맞춰진 업무 차와 수행 방식, 편화된 문성으로 인

해 조직 형태의 변경만으로는 두 조직 간 특성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설계 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단순한 조직 형태

의 변경이 아니라 조직의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업무 

차의 변경,개인의 직무범  확장, 한 수 의 인력 충원 등이 수반되

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기업이 수행하는 국내사업은 시

장이 한정되고 수요 측이 비교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의 

변동성도 작고 사 에 비가 가능하지만,해외사업의 경우 수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정원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의 수주를 비하여 

미리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이런 상황에서 해외사업

을 수행하게 될 경우 결국 제한된 인력으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해외사업 수행으로 인해 국내사업의 수행에까지 부정  

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력기술의 경우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신규 해외사업을 수행하

게 됨에 따라 매트릭스 조직의 인원을 사업부제 조직으로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 고,이는 양쪽 조직 모두에서 업무 환경

의 악화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사업부제 조직은 필요한 문기술인력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한사람이 더 넓은 범 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인력이 빠져나가는 매트릭스 조직 

역시 남은 직원들이 더 많은 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결국은 매트릭

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양쪽 모두에서 조직효과성의 하를 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조직의 형태와 상 없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

기 해서는 기본 으로 정 수 의 인력 확보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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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직무의 요성이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분석 결과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직형태 차이에 의한 특성보다 

직무 요성이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직 

간 비교에서는 사업부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직무 요성을 더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부제 조직이 해외사업인 UAE

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회사의 장기 인 성

장뿐만 아니라 국가 으로도 매우 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한 조직몰입에 한 개방형 설문에 한 답변 결과를 보면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자랑스럽고 자신의 속한 조직의 발 을 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한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으로 요하다는 ,국가의 기간산업에 종사한다는 ,공익을 

해 기여하고 있다는 을 들었다.즉,공기업 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가 

다수의 국민들을 해 궁극 으로 국가를 해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에 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는 사유로 

일 자체의 즐거움과 보람,업무를 통한 지식의 습득, 문가로서의 자부

심,기술  성취감을 들었다.즉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

서 자신의 가진 기술  능력, 문가로서의 자부심,자신의 문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때의 성취감을 직무만족의 요한 요인으로 꼽았

다. 실제로 한국 력기술은 발 소 건설의 종합설계자(architectural

engineer)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랜트의 설계와 시공,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인 문제 을 해결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이

를 해서는 직원들의 높은 기술력과 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직원들에 한 문 기술교육 기회의 제공,기술개발  연구 기회의 확

와 같은 개인의 문지식과 기술 수 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통해 직원

들의 직무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효과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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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엔지니어링 공기업을 상으로 하여 공기업이 지니는 

제약조건 하에서 상황변화에 응하기 한 략으로 선택한 조직설계 

략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연구 상이 엔지니어링 공기업인 한국 력기술로 한정됨으로써 

그 특성 상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연구 결과를 용시켜 일반화시

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업무 형태와 

조직구조를 지닌 공기업,동종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나아가 해외의 발

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좀 더 일반화할 수 있

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분류한 복잡성,직무정체성,

환류성이라는 변수가 매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간의 특성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본 연구에

서의 검증 결과 복잡성은 두 조직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직무

정체성과 환류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 형태에 따르는 조직 내부의 특성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 으나,두 조직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직무정체성과 환류성이라는 요인이 두 조직 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추가 인 연구를 

통해 자료가 축 되면 복잡성,직무정체성,환류성 요인이 매트릭스 조직

과 사업부제 조직 간 조직형태 특성변수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매트릭스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변경됨으로써 나타난 조

직효과성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한 방법은 사업부제 조직 소

속 인력들을 상으로 조직 구성 이 에 매트릭스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와 이후 사업부제 소속으로 수행할 때의 조직효과성의 변화를 종단

면으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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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스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에 한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함으로

써 조직효과성이 조직 형태 변경 이 에 비해 변경 이후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에 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향후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실시하는 조직 내부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형태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을 한다면 조직설계 략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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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에 따른 조직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학  과정

의 논문 작성을 한 연구 목 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목 은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이 조직효과성(직무만족,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그 향력이 조직 형태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회사의 사업 수행을 한 조직설계 

략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의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 결과는 

연구를 한 통계처리 목 으로만 사용됩니다.

업무에 바쁘신 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솔직하

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2년 3월

과    정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과정

연 구 자 :서울 학교 행정 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성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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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A1
나는 일을 할때 문서화된 규정과 가이

드라인을 항상 참고하고 이용한다.

A2
우리 사업조직에는 문서화된 직무기술

서가 완비되어 있다.

A3
일을 할 때 규정과 차를 반하지 않

는지 정기 인 감사를 받는다.

A4

처리가 애매할 경우 다른 기 이나 다

른 사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한다.

A5
일의 결과보다 근거서류를 남기는 것을 

더 시한다.

A6
나는 매일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

으로 처리한다.

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B1
상 자가 결정을 내리기 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B2
독자 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

무가 다.

B3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상

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

B4
나의 결사항이라도 상 자의 승인을 

받는다.

B5
사 에 윗사람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한다.

I.다음은 조직구조의 특성을 악하기 한 설문입니다.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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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C1
업무의 성격이  다른 두 부서에 

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C2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조직 내 상하

계층의 수가 아주 많다.

C3
여러 명의 상사가 서로 상충되는 일을 

나에게 맡기는 때가 있다.

C4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한다.

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D1
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술  문 지식이 필요하다

D2
나의 업무는 매우 반복 인 일이다.

D3
나의 업무는 혼자서  과정을 수행하

기 곤란하다

D4
나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조 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무리 한다

I-1.  설문 항목  C3,C4항목에 해 ‘조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

고 응답하신 경우 그 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어주시기 바랍니다.

II.다음은 직무특성에 한 설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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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E1

나는 일을 하기 시작한 처음 몇 시간

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

나간다.

E2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흥미

가 있다.

E3
나에게 가장 요한 것은 일과 련된 

것이다.

E4
나는 매일 직장에 가는 것을 기다린다.

E5
나에게 일은 돈을 벌기 한 수단 이

상의 다른 의미가 있다.

E6

다른 외부 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다 하더라도 아마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D5
나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D6
나의 업무수행 결과는 우리 회사의 발

을 해 매우 요하다. 

D7
업무 수행시 스스로의 단 하에 실행

하는 편이다.

D8
재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

히 주어져 있다. 

D9
나의 업무처리 결과가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에 해 즉시 알 수 있다. 

D10
업무가 계획 로 잘 진행 되었는지를 

내가 직  확인할 수 있다. 

III.다음은 직무만족에 한 설문입니다.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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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①

그 지
않다

②
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조
그 다

⑤
매우
그 다

F1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업부서가 일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F2
나는 우리 사업부서의 장래나 운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F3
나에게 우리 사업부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조직들  최선의 곳이다.

F4

나는 다른 사업부서 신에 우리 사업

조직에 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한다.

F5
우리 사업부서의 직무 수행 방식은 나

에게 아주 고무 이다.

F6
우리 사업부서의 발 을 해서는 어

떤 종류의 일이라도 할 수 있다.

F7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사업부서

의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F8
내가 우리 사업부서의 일원임을 남들

에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F9

나는 우리 사업부서의 발 을 해 일

반  기  수  이상의 많은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

III-1.  설문 항목  E5,E6항목에 해 ‘조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

고 응답하신 경우 그 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어주시기 바랍니다.

IV.다음은 조직몰입도에 한 설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

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표기(√ 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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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설문 항목  F8,F9항목에 해 ‘조  그 다’ 는 ‘매우 그 다’라

고 응답하신 경우 그 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략히 어주시기 바랍니다.

V.다음은 사업조직 형태와 효과에 한 서술형 설문입니다.

V-1.사업 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트릭스 조직 비 장 과 

단 ,효과에 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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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30세 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문 졸 이하 ③ 졸 이하

④ 학원졸 이상

4. 귀하의 회사 재직기간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5년 미만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 25년 미만

⑦ 25년 이상

5. 귀하의 직 은?

① 원  이하 ② 선임      ③ 책임       

④ 주임 ⑤ 수석  이상

6. 귀하의 직 는?

① RE ② EGL     ③ EGS 이상

7. 재 귀하가 소속된 부서는 ?

_______________(본부/단),  ______________________(그룹/처/실)

8. 재 귀하가 소속된 조직 형태는 장소는 ?

① 기술그룹/처/실(매트릭스 조직)   ② 사업 PM그룹( 담조직)

VI.마지막으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소속된 조직 형태

를 악하기 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는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 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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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Design Strategy

: By comparing a matrix organization with a 

divisional organization of a state-run engineering 

company

Sung-il Ki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enterprises come under constant pressure that they should achieve 

the same level of efficiency and the similar level of competitiveness to 

those of the private companies under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tensified global competition, privatization, introduction of a competition 

system to public sectors and enhanced efficiency. Public enterprises have 

tried to enter the global market due to those changes, whereas they still 

have constraints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ir budgets and human 

resources unlike private se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whether the strategy of 

organizational design that public enterprises have chosen as an alternati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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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hange proved to be successful as intended 

under the environmental constraints as a public enterprise.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focused on finding difference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matrix structured 

organization, which is the dominant project organization adopted by KEPCO 

E&C, and the divisional organization, which was organized for performing 

overseas projects in the company.

Firs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look into whether the difference exist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etween the matrix organization 

and the divisional organization. 

Second, categorization was carried out to find significant variables that 

may imply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among variabl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job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omplexity, task identity and feedback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as organizational type characteristic variables. 

Third, it was analyzed whether the identified variab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 matrix organization and a divisional organization. 

Lastly,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type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hich was tried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organizational design strategy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The results and findings of the empirical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research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project organizations at 

KEPCO E&C, which implies that the organizational redesign through 

transformation from a matrix organization to a divisional organization did 

not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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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degree of complexity, task identity and feedback categorized 

as factors that differentiate th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a 

matrix organization and a divisional organization. Significant difference was 

identified in the factor of complexity only and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ask identity and feedback factors between two organizations. This implies 

that the degree of complexity decreased in a divisional organization because 

complicated lines of authorities diminished and dual or multiple lines of 

authority were integrated into one by the project manager of a divisional 

organization. The procedures and method of performing tasks, however, have 

not changed appreciably in spite of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type 

from the matrix to the divisional structure, which seemingly did not cause 

any change of task identity. No feedback factor showed a difference 

between two organiza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work that 

external feedback factor from outside entities was stronger than internal 

feedback within the organization.

Third, the empirical study proved that the complexity, task identity and 

feedback factors categorized as organization type characteristic variables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omplexity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task identity and feedback, by contrast, had a positive one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ose variables that were expected to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a matrix organization and a divisional organization 

appeared that they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No differences were found, however, in the level of 

task identity and feedback between two organizations except complexity, 

which did not cause the enhanced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divisional organization as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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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al design strateg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Organizational design or redesign is very common, whereas the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was not conducted fully or limited within the 

organization itself. Firstly,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case for other 

public enterprises or a similar type of organizations when they choose an 

organizational design as a strategy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organizations.

Second, this study implies a path on which organizational redesign 

influe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comparing the 

organizational type characteristic variables between a matrix organization and 

a divisional organization.

Thir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hanges of internal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redesigned organizations should follow in order to 

materializ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redesign as intended. The mere 

change of organization type may not mak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a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task significance factor also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employees’ perception that they serve the 

public as a member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their pride in their 

expertise and technical competence as a professional engineer ar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eywords : public enterpris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ganization 

structure, job characteristics, matrix organization, divisional organization

Student Number : 2011-222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논문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효과성의 개념 
	2. 조직효과성의 측정 지표 

	제 2 절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구조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직무특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 3 절  조직설계의 개념과 한국전력기술의 사례 
	1. 조직설계의 개념 
	2. 조직설계 전략으로서의 조직형태 변경 
	3. 한국전력기술의 사업조직 형태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의 틀 및 가설의 설정 
	1. 분석의 틀 
	2. 가설의 설정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조직구조 및 직무특성 
	2. 조직효과성 
	3. 조직 형태 

	제 3 절  조사 및 분석방법 
	1. 표본 설계 및 설문조사 
	2. 설문지의 구성 
	3. 자료의 분석방법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의 해석 
	제 1 절  표본의 특성 및 기초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4. 주요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제 2 절  가설의 검증 및 해석 
	1.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차이 
	2.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구조 및 직무특성의 차이 
	3. 조직구조 및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4.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