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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조직공정성의 정도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

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준정부기관 조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유형의 공정성이 준정부기관에서 더욱 강조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조직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유형 즉,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해

서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더 정확한 분석을 위

해서 개인적 특성 변수와 역할특성, 상관리더십, 직무동기, 직무특성 변

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조직공정성에 대

해 성과급 개념의 일반적인 공정성만 분석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일

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을 각각 구분해서 조

직원들의 공정성인식을 확인해 보고 이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다른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2월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소속되어 있

는 본사 및 지역본부의 팀장(2급)이하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사내 전화번호부에서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215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응답 및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2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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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 먼저 일반적인 공정성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

용공정성의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 인

식수준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절차공정성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수준의 경우

도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의 인식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 정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이 보통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수 들 중에서는 지속적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인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

수 중 절차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급관련 공정성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

성과 같이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대한 조직원들

의 인식이 유사하여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덜 민감하게 반

응한다고 볼 수 있다.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해서는 절차공정성이 조직몰

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원의 조직몰입을 최대한 높이

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승진과 관련한 절차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

책을 수립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준정부기관,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조직몰입

학 번 : 2015-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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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공공기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

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부터 부

채감축을 위한 방만경영 개선을 1단계로,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

화·예술)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6대 분야(R&D·교육, 에

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에 대한 기능조정도 예상되어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직원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가 정립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느끼

는 공정성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성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

직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에서 조직공공

성이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며, 이 조직공정성은 구성원들의 조직 내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공정성에 대한 경

험으로서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사회과학학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는 주제이며,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직공정성의 정도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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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 “ 산단공”)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

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간기

업, 정부조직, 공기업 등에 대한 조직공정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의 대

부분은 공정성 인식에 대해 성과급 개념의 일반적인 공정성만 연구하였

으나, 금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및 성과급관련

공정성을 각각 구분해서 공정성 인식을 확인해 봄으로써 다른 기존 연구

와 차별화 된 연구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

식수준이 실제 조직몰입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따

라 독립변수로 조직공정성을 설정하고, 이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되는 조직몰입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의 하

위변수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선정하였으며, 종

속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설정하

였다. 통제변수로 개인적 변수는 연령, 성별, 직급, 교육수준, 근속년수,

근무지역으로 하였고, 상황적 변수로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사리더십,

직무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산단공 직원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연구의 진행은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

한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이후 실증분석을 통해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보충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

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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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설문구성

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독립변수 42문항,

종속변수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통제변수로 개인적 특성 8문항, 상황적

특성 24문항으로 총 85문항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2월 현재 산단공에 소속되어 있는 본사 및 지역본부의 팀장(2급)

이하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

록 사내 전화번호부에서 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 215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응답 및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132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기초통계자료

를 제시하고, 집단별로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

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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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조직공정성

1. 조직공정성의 개념 및 이론적 체계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또는 공정성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성이 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

부터 받는 성과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분배적 공정성, 조직 구성원이

받는 성과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절차적 공정성이라 하고,

결과나 절차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대인관계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반

응하는 공정성을 상호작용 공정성이라고 한다. 또한,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정당한 분배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자신의 기대에 합

당한 대우를 받는 균형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Moorman, 1991; Thurston

& Mcnall, 2010).

조직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아담스(Adams)의 형평성 이론에 근거를 두

고 있다. 아담스는 페스팅거(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사회교환이

론의 틀을 사용해서 분배의 공정성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은 직무에 대하여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주위 동료들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모티베이션이 작용하여 균형을 찾

는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그 노력에 따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느끼는 공정성에 의해 직무동

기가 영향을 받는다. 즉, 공정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동기를 자

극하는 욕구나 유인 등의 중요한 요인들이 단순히 절대적인 가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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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강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과 투입의 상대적 비율,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동기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처럼 아담스의 이론은 투입과 성과라는 구체적인 계량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형평성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조직행동의 설명이론들 중 유

용한 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성과나 보상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는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티바우와 워크(Thibaut & Walker)는 공

정성 연구에 절차와 과정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조직 차

원에 적용하여 절차 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레벤탈(Leventhal)이

다. 그는 절차의 공정성에는 일관성, 편파억제, 정확성, 의견개진 기회,

교정가능성, 및 윤리성 등의 여섯 가지 요인들이 그 구조적 결정요인들

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는 공정성은 분배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먼저,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이 받는 보상의 총량을 조직에 대

한 자신의 기여와 비교한 뒤 이에 대한 적정성의 인지 정도로 정의하였

다. 그런데 분배의 공정성은 주관적 인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

로 자신의 기여를 본인이 준거 기준으로 삼는 유사한 상황의 타인과 비

교함으로써 분배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불공정성을 지각한 개

인은 투입의 양을 조절하거나 지각에 대한 왜곡을 통해 자아를 방어하는

기제를 동원하게 된다.

둘째, 절차적 공정성은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접근성 등으로 정의되며,

조직 내에서 분배될 성과를 만드는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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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로 인지된다. 티바우와 워크(Thibaut

& Walker)는 개인들은 결과 자체를 중시하듯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

정과 절차도 중시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결과가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불공정성을 인지하게 되므

로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외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비어스와 모그(Bies & Moag)에 의해 확

장되었는데, 이들은 절차가 시행되거나 분배가 결정될 될 때 사람들 간

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호작용적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라고 불렀

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다시 대인간 공정성과 정보적 공정성으로 구분

하여 개념화된다. 대인간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은 절차가 시행될

때 또는 결정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중하게 존중받았다는 느

낌을 전달 받았는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성 지각을 말하며, 정

보적 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은 특정 절차의 사용 이유 또는 분배

결정의 이유 등에 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유형의 정보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정성 지각을 의미한다.

공정성을 인간의 본성과 보편적인 규칙 측면에서 다루는 거시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식과 반응 측면에서 다룬 미시적 접근은 주로

사회 조직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당위론적인 접근이 아

닌 사실 중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공정성은 개인의 지

각에 의하여 구성되는 심리적 구성체로 간주되었다(김명언 이현정,

1992). 이후 공정성 개념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따른 자원의 균

형적 배분을 의미하는 결과론적 측면의 분배공정성, 의사결정과정의 공

정성을 의미하는 절차공정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식되는 인간관계

측면인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Greenberg &

Li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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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조직공정성의 유형, Greenberg(1990)

분배공정성은 Adams(1965)가 공정성 이론을 설명한 이후 많은 학자들

이 주장한 공정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성이라는 개

념은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의 두 가지 모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2요인 모형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을 절차공정성에 포함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3요인 모형은 상호작용공정성을 별개의 공정성 요인으로 인정하여

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보다 더 세분화

한 연구모형이다.

2. 조직공정성의 유형

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받는 임금, 승진 등의 보상 크

기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한 대

가로 평가받게 되는 의사결정 결과가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하여 조직구

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분배공정성은 Adams(1965)의 공정성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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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투자한 투입과 결과에 대해 조직으로부터 보상받는 산출의 비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은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방

향으로 동기부여 된다. 조직공정성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 대부분은 주로

분배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균형이론(balance

theory) 등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즉, 분배공정성은 개인이 투입한 다양

한 요소들(직무경험, 교육수준, 노력, 기술 등)과 그로인해 얻는 이익 또

는 기대(임금, 승진, 배치 등)를 교환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의 그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지각된다.

2) 절차공정성

조직 내 공정성연구는 분배공정성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이론들이 모두가 불균형에 대한 대응행동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Greenberg, 1990). 이에 따라,

조직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절차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받는 보상 및 승진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

이나 절차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분배공정성이 주로 결과측면에서 공정성을 다루고 있

는 반면, 절차공정성은 결과에 이르도록 한 과정 및 절차들이 얼마나 공

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룬다.

3) 상호작용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상사나 감독자에 의해 절차

가 행하여질 때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느낌에 주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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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될 때,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때 또는 자기 조직에 특정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조직원들은 그들이 신뢰 속에서 정직하고 진정으로 존중

을 받는가에 대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은 최근 연구에서 대인관계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Thurston & Mcnall, 2010). 대인관계공정성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 태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공정

성이 높아질수록 하급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정보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공받는 정보의 정

확성과 접근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정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최

종 결과에 대하여 하급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호의적일 수 있다.

제 2 절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에 계속 남아 있고자 하는 강한 욕구,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등을 의미한다(Mowday et al.,.1982). 조직몰입은 조직

과 조직구성원을 이어줘서 조직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행태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의 역할을 한다.

Wood(2004)는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얼마

만큼 동일시하는지와 자신을 조직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표준적인 직

무의무를 넘어 자신의 조직에 공헌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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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glu et al., 2011). 조직몰입은 몇 개의 하위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학자마다 조직몰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구성요소들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안국찬, 2006). 조직몰입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Mowday 외(1982)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의 소속조직과의 동일시, 소

속 조직에 대한 애착,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근속 몰입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Meyer와 Allen(1991)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2. 조직몰입의 유형

1)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감정으로 정서적 애

착, 동일시 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몰입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유형이고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결합이라 볼 수 있으며, 조직구성

원들이 자기 조직에 얼마만큼 남기를 원하느냐를 알 수 있다.

Buchanan(1974)은 정서적 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관련되어 있

고 조직의 이익에 부합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헌신적이고 감정적인 애

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강한 정서적 몰입을 가진 조직원일수록 더 적

극적으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업무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2)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비

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갖게 되는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조직을 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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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남아 있을 때를 비교하여 기회비용에 근거한 조직몰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원의 고용안정성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속적 몰입은

Becker(1960)의 부수적 보상의 손실(lost side-bets)에 관한 논의에서 비

롯된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몰입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

다. Kanter(1968)는 이것을 ‘인지-지속적 몰입’으로 정의하였으며 지속적

인 참여에서 나오는 이익과 조직을 떠났을 때의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발생하는 몰입의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부수적 보상이 많이 축

적된 조직원일수록 조직을 떠났을 경우에 소멸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

에 조직에 몰입하는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상욱(2001)은

부수적 보상을 측정하는 자료로 근속년수, 연령, 임금. 승진, 고용안정성

등을 제시하였다.

3)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가정이나 문화적 압력에 의해 그 조직에 머물고자 하는

의무감을 의미한다. Wiener(1982)는 규범적 몰입을 ‘조직목표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의 행동에 대한 내재된 규범적 압박의 총체’로 정의하

였다. 조직원들이 조직의 규범을 내재화해서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의무

감이나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서 규범적 몰입은 비롯된다. 그래서 조직원

들이 조직에 몰입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규범의 내재화는 조직에 들어오기 전 사회

문화적 사회화 또는 입사 이후 조직사회화를 통하여 도덕 및 윤리적 의

무감이 고취되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때 사회문화적 사회화를 통하

여 갖게 된 규범적 신념은 소속된 조직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조직사회화를 통해서는 직무동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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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조직공정성관련 선행연구 검토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2요인 모델(two-factor model)로 분류하거나 또는 상호작

용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절차공정성에서 분리시켜 포함하는 3요인 모델

(three-factor model)로 구별하고 있다. 2요인 모델의 가정은 대부분 분

배공정성은 직무만족이나 임금만족 등 개인관련 변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관련 변수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두 유형이 조직공정

성이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가정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데 이는 사람들이 직장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여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철민․김대원(2003)은 구청과 군

청의 공무원 256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에 비하여 상사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두 가지 공정성

유형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 등

과 같은 상황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종욱․서상혁(2003)은 대전시 공무원 371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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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차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

국적 상황에서는 절차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잔류의도, 조직몰입

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정과는 달

리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어 한국

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희석시켰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배귀희(2007)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직공

정성과 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

차공정성이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조

직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시민행동

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조직신뢰와 조직몰

입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현․탁진국(2009)는 국내 18개 회사 4,055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

구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절차공정성이 미치는 영

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사에 대한 신뢰는 절차공정성

보다 분배공정성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최낙범(2013)은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경

찰공무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조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공정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측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상하 직급간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중

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인철(2014)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부산사립전문대학 행정조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으



- 14 -

며, 유재호(2015) 또한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서울소재 사립 K대 행정직원 19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

서 역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

었다.

이상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표 1 ]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박철민
김대원
(2003)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구청, 군청
공무원 256명)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영향(분배공정성에 비해
큰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 상관신뢰에 영향 채택
상관신뢰는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매개 채택

고종욱
서상혁
(2003)

분배 및 절차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대전
공무원 371명)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배귀희
(2007)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국립수
산과학연구원 230명)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

채택

조은현
탁진국
(2009)

조직공정성과
종업원행동관계 :
상사신뢰 매개(국내
18개사 4,055명)

분배·절차공정성은 상사신뢰보다 CEO신뢰에 더 큰 영향 채택

CEO신뢰에 분배공정성보다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 채택

상사신뢰에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이 더 큰 영향 기각

최낙범
(2013)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경찰공무원

303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김인철
(2014)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산사립전문대학
행정조직 114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유재호
(2015)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서울소재 사립
K대 행정직원
192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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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관련 조직공정성 선행연구 검토

조직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기업의 조직공정성과 관련한 최

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원구환 외(2008)은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에서 사

업성격과 설립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공기업을 구분하고, 그 중 2

가지 유형 5개 공기업 직원 2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호

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분배공정성은 부(-)의 영향, 절

차공정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차나 분배, 대인관계 등이 공정하

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과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

을 하면서 공기업의 문화가 공정성과 원칙에 기반 하기보다는 인맥과 과

업수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신현호(2010)는 SOC유형 7개 공기업 308명을 대상으로 성과중심 보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2요인 모델로 분류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임금만족에는 분

배공정성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절차공정성

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제

를 활용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

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공정성이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화종(2012)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7명을 대상으로 통합공기업의 직무

특성과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에는 분배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에는 절차

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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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성과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준호(2013)는 공기업 성과중심 보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

사점을 알아보고자 K공기업 직원 364명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과보상 자체인 보상기

제가 적정하다고 느낄수록 정서적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보

상체계의 적정한 운영이 긍정적 조직몰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분배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정서적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

로 타나났으며, 성과보상에 있어서 분배적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몰입뿐

아니라 조직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

하였다.

이상호(2013)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98명을 대상으로 공기업 임직원

의조직공정성 지각이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공정

성과 서비스 품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직무만족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품질에 있어

서는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욱(2013)은 한국석유공사 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공기업직원의 조

직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과급의

차등폭이 큰 성과연봉제 하에서 분배공정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분배의 과정 및 절차의공정성의 영향력이

개인의 직무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해석하였다.

박영식(2014)은 한국공항공사 직원 213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에 대

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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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을 구

분한 모형에서는 하위직급에서만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관

계를 갖고 상위직급에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직급과 연공서

열에 의해 보수가 책정되던 것이 경영평가 등으로 인해 보수와 성과급의

차등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분배공정성에 민감했다고 해석하였다.

강정수(2015)는 K공기업 직원 291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역할특

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공공기관과 관련한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 18 -

[ 표 2 ] 공공기관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원구환
외
(2003)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5개 공기업
직원 295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부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신현호
(2010)

공기업의
성과중심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공기업
308명)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이화종
(2012)

통합공기업의
직무특성과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LH 165명)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이준호
(2013)

성과보상 및
성과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K공기업 364명)

성과보상 절차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성과보상 분배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이상호
(2013)

공기업임직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298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장진욱
(2013)

공기업직원의 조직
공정성 인식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 연구
(석유공사 205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박영식
(2014)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공항공사 213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강정수
(2015)

조직공정성 인식과
역할특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K공기업 291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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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들의 조직행동 및 직무태도

관련변수에게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직

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상사신뢰와 같은 직무관련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

이 부각되지 않았다. 비록 3요인 모델에서 추가된 상호작용공정성의 개

념적 독립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3요인 모델을 활용한 실증연구는 2요인 모델에 비하여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조직공정성 유형들은 경험적

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직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조직공정성에 대한 이론이 전통적 ‘2요인 모델’에서 ‘3요인 모델’이나 ‘문

화적 모델’로 발전해온 과정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여러 개인적, 상황적 변수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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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수 외에는 다른 조직적, 상황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조직공정성 인식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예전에는 주로 실증분석을 통한 양적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혼

합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공공기관의 속성상 외부

에 폐쇄적인 특성을 갖는 조직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일수록 조직현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각각의 분석방법이 갖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공정성 인식에 대해 일반적인 공정한 보상을 언급하여 이것이 대

부분 성과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

영하여 일반적인 공정한 보상과 더불어 승진과 성과급을 나누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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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산단공에서 조직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

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

한 답을 찾고자 하였고,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준정부기관인 산단공

조직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조직공정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

한 개인적 변수와 상황적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독립변수인 조

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설정하고 종속

변수인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은 타 선행연구와 차

별화를 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조직공정성, 승진관련 조직공

정성,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

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소속부서 등을 포함한 개인적 변수와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의 리더십, 직무특성을 포함한 상황적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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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직

공정성

일반 /
승진 /
성과급

분배공정성
조직

몰입

정서적몰입

절차공정성 지속적몰입

상호작용공정성 규범적몰입

통제변수

개인적
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급,
당해직급 근속년수, 근무부서, 근무지역,

상황적
변수

역할특성 역할갈등·과다, 역할모호성

직무동기 내재적·외재적동기, 무동기

상관리더십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직무특성 직무중용성, 기능다양성,
자율성, 직무정체성, 피드백

제 2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공정성의 각 하위요소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일

반적인 선행연구들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진다는 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 먼저,

분배공정성은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균형이론(balance theory)에

의거하여 공정한 보상 및 형평성 등 주로 개인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절차공정성은 사회정체성 이론 또는 집단가치모델에 의해 공정한 기준,

제도에 대한 만족 등 주로 조직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은 분배의 결과나 과정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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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내에서 존중 받고자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하게 인식

되는 요인으로 인격적 존중 및 상호 관계적 만족 등으로 이해된다. 선행

연구에서 McFarlin & Sweeney(1992)는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적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

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공무원 대상 국내연구인 박철민․김대원(2003)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절차공정성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원구환 외(2008)는 사업성격과 설립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공기

업을 구분하고 그 중 2가지 유형의 5개 공기업에 대하여 조직몰입 영향

요인을 비교 연구한 결과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분

배공정성은 부(-)의 영향, 절차공정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기업의 문화가 아직까지는 공정성과 원칙에 기반

하기보다는 인맥과 과업수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산단공의 경우 보수체계는 규정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나, 성과급의 편

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분배공정성의 영향

이 타 공기업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보직으로 인한 인사적체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공정성의 영향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모두의 공통점인 보수적이고 위계

적인 조직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와 관계가 있는 상호작용공정

성에 대한 인식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공정성 모든 유형들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 24 -

가설 1.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

아질 것이다.

가설 1-1. (일반적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일반적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일반적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승진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1. (승진관련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승진관련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승진관련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성과급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1. (성과급관련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2. (성과급관련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3. (성과급관련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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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조직공정성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분

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한 2요인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을 추가한 3요인 모델이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추세에 맞게 Moorman(1991), Thurston

& Mcnall(2010) 등이 제시하였던 3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

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은 구성원 본인이 투입한 노력과 그에 따른 산출에 대한 평

가가 기준이 되며, Price & Mueller(1986)는 분배공정성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교육수준, 노력과 투자, 업무성과, 업무관련 책임, 입사경력 및 보

직경험의 정도,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

명언(1997)은 직장에서 분배공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자신의 노력, 기술

등을 고려한 형평기준과 학력, 성별과 같은 평등기준이 있음을 제시하고

두뇌, 기술, 노력, 학력, 경력, 성과, 책임, 스트레스를 판단기준으로 제시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ice & Mueller(1986)가 제시하였던 공정성

판단기준들을 고려하여 교육수준, 노력, 업적, 경력 및 경험, 책임수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문항은 Price &

Mueller(1986)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절차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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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은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조직 내의 의사전달 및 의사결

정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공정성으로 Leventhal et al.(1980)은 절차공

정성 판단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일관성, 편파억제, 정확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윤리성을 판단하여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하였던 판단기준들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Greenberg, 1986). 또한, 김명언(1997)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절차공

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견반영, 관련정보수집, 연고관계 고려지양,

편파와 감정의 배제, 기준의 일관성, 외부압력 극복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비교하여 연공서열의 성격이 강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급자가 갖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직급별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존재는 절차의 적용에 있어

서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Leventhal et al.(1980)과 김명언(1997)이 제시하였던 절차공정

성의 판단기준 중에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문항과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인 관련정보 수집, 연고관계 지양, 기준의 일관성,

외부압력 극복 등을 선정하여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3) 상호작용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닌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와 태도에서 인식되는 공정성이다.

Tyler(1999)는 상호작용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처우의 질적인

측면은 중립성, 신뢰성, 지위인정과 같은 경험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Greenberg(1991)는 상사의 상호작용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배려와 친절한 태도, 조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진실한 태도, 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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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가지로 구성된 상호작용공정성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피평가자의 관점에 대한 고려, 개인적인 편견의 억제, 결

정과 결정사안의 적용에 대한 피드백, 배려와 친절한 태도, 권리존중, 진

실한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1991)의 측정문항을 토대로 의

견고려, 친절성, 편견배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상호작용공정성 측정

도구로 마련하였다.

2. 종속변수

조직몰입을 측정 척도로 Mowday et al.(1979)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와 Allen & Meyer(1993)의 척도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Allen & Meyer(1993)는 Mowday et al.(1979)의 OCQ를

포함한 총 66개 항목을 사용하여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과 내재된 요인

을 추출하여 정서적 몰입척도(Affective Commitment Scale, ACS)와 지

속적 몰입척도(Continuance Commitment Scale, CCS), 규범적 몰입척도

(Normative Commitment Scale, NCS)를 구성하였다. 총 8개 항목으로

각 유형별 척도는 구성되며 모두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적 몰입척도(ACS)는 조직에 대한 행복, 가족애, 정서적 애착, 소속

감, 조직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며, 지속적 몰입척도(CCS)

는 직장을 떠났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며, 규범적 몰입척도(NCS)에는 의무감, 자긍심, 윤리성, 충성

심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3)가 구성한 ACS, CCS, NCS를 일

부 수정하여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마련하였다. 정서적 몰입척도(ACS)는 정년까지의 근속희망, 가족

애, 소속감, 정서적 애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속적 몰입척도(CCS)는 이

직 시 곤란함, 생계유지 목적, 직장에서의 혜택 등으로 구성하였다. 규범

적 몰입척도(NCS)는 일할 만한 가치, 의무감, 자긍심, 이직에 대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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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다만 조직공정성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서

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몰입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몰입의 하위변

수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구분

하서 개인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과 같은 개인고유변수와 근속

년수, 직급, 부서, 근무지역과 같은 조직변수로 구성하였다. 상황적 변수

에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 리더십, 직무특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개인적 특성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조직관련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ldon, 1971 Steers, 1977). 연령은 근

속기간과도 상관이 있어서 연령이 많아지면서 조직에서의 근속기간도 늘

어나게 되어 조직에 대한 투자와 이직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더욱 커

지게 되어 조직몰입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March & Simon, 1958 Buchanan, 1974 Mowday et al., 1979 Decotiis

& Summers, 1987) 근속년수는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직급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DeCotiis & Summers,

1987 주재진, 2007). 직급이 올라갈수록 승진을 위하여 조직에 투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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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노력이 더욱 크며, 직급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갖게 되는 권한과

재량권, 조직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우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아지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Morris & Sherman,

1981 Angle & Perry, 198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게 생각하며 조직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낮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owday et al., 1982).

또한 산단공에는 다양한 근무부서가 존재하며 부서별로 업무성격도 다

르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사업본부, 구조고도화사업본부와 기획 및

예산, 경영관리 등과 같은 기획행정부서, 클러스터 등 기업지원 및 입주

업무 등과 같은 기업지원부서와 기타부서 등으로 산단공의 현재 조직에

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총 4개부서로 분류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근무지역에 따라서 근무여건 및 직무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지역 또한 고려할 대상이다. 본사의 경우에는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연고지 직원들이 많은 반면 지역본부와 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연고지 직원이 많다. 따라서 근무지역을 본사와 지사로 구분하여 통제변

수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개인적 특성 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 표 3 ] 개인적 특성 변수의 측정

변 수 설문구성 구 분

개인적
특성

연령 30세 이하, 30대, 40대, 50세 이상
성별 남, 여

최종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근속년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직급 2급이상, 3급, 4급, 5급 이하

당해직급
근속년수

4년 미만, 4～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근무부서
기획·행정, 기업지원(클러스터, 입주),
개발(산단개발, 구조고도화), 기타

근무지역 본사,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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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특성

상황적 특성 변수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 리더십, 직무특성을 포

함시켜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역할특성은 선행연구에

서 타당성이 입증된 Rizzo, House & Lirtzman(1970)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에 관한 4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역할과다에 대한 개별질문 1개 문항을 포함

시켜 총 5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직무동기는 Guay et al.(2000)

이 개발한 SIMS의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여 직무동기를 내재적 동기, 외

재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관리더십은 Burns(1978)가

제시하였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에는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의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고려에 관한 각각 1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에 관

한 각각 1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리더십을 측정하였

다.

Hackman & Oldham(1975)는 직무특성이론에서 직무만족과 개인의 생

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을 기능다양성(skill variety), 직무정체성

(task identity),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

백(feedback)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Job Diagnostic Survey,

JDS)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의 JDS를 활용

하여 직무특성을 기능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

로 구성하여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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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상황적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수 설문구성 척도 선행연구

역할
특성

역할갈등
판단과 다른 일 수행,

대립된 요구
Likert
5점 척도

Rizzo et
al.(1970)

역할과다 업무의 과중

역할모호성
책임범위의 불명확,
직무역할의 모호성

직무
동기

내재적동기 직무에 대한 흥미, 즐거움

Likert
5점 척도

Guay,
Vallerand &
Blanchard
(2000)
SIMS

외재적동기
의무에 따른 외재적 통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인지적 통제
무동기 가치 미부여, 결과 불확실

상관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고려
Likert
5점 척도

Bass(1990)
의 MLQ

거래적리더십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직무
특성

직무중요성 업무의 중요성 인식

Likert
5점 척도

Hackman &
Oldham
(1975)의
JDS

기능다양성 직무에 필요한 기술수준
자율성 직무수행 자율성 및 재량권

직무정체성 전체 직무범위에 대한 책임

피드백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파악 여부

제 4 절 설문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안)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개인

적 특성 외에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수

는 총 85개이다.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문항은 총 42개로 분배

공정성에 관한 문항 18개, 절차공정성에 관한 문항 12개, 상호작용공정성

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일반적인공정성, 승진관련공정

성, 성과급관련공정성을 각각 구분해서 구성을 하였기에 당초 분배공정

성 6개, 절차공정성 4개, 상호작용공정성 4개에서 증가한 것이다. 종속변

수인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은 총 11개로 정서적 몰입 4개 문항,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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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3개 문항, 규범적 몰입 4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에

관한 문항은 총 32개로 개인특성에 관한 8개 문항과 역할특성 5개 문항,

직무동기 7개 문항, 상사의 리더십 5개 문항, 직무특성 7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 설문구성표가 다음의 [ 표 5 ]과 같다.

[ 표 5 ] 설문 구성표

구분 변수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부록참조)

독립변수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일반 6 1 - 1,2,3,4,5,6
승진 6 1 - 1,2,3,4,5,6 -1
성과급 6 1 - 1,2,3,4,5,6 -2

절차공정성
일반 4 1 - 7,8,9,10
승진 4 1 - 7,8,9,10 -1
성과급 4 1 - 7,8,9,10 -2

상호작용
공정성

일반 4 1 - 11,12,13,14
승진 4 1 - 11,12,13,14 -1
성과급 4 1 - 11,12,13,14 -2

종속변수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4 2 - 1,2,3,4

지속적 몰입 3 2 - 5,6,7

규범적 몰입 4 2 - 8,9,10,11

통제변수

역할특성
역할갈등 2 3 - 1,2
역할과다 1 3 - 3
역할모호성 2 3 - 4,5

직무동기

내재적동기 2 4 - 1,2

외재적동기
외재적통제 2 4 - 3,4
인지적통제 1 4 - 5

무동기 2 4 - 6,7
상관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3 5 - 1,2,3
거래적 리더십 2 5 - 4,5

직무특성

직무중요성 1 6 - 1
기능다양성 1 6 - 2
자율성 2 6 - 3,4
직무정체성 1 6 - 5
피드백 2 6 - 6,7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
년수, 직급, 당해직급근속
년수, 근무부서, 근무지역

총8개 7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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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2월 현재 산단공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2

급(팀장)이하의 직원이다.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

출하기 위해서 다단계층화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사내 전화번호부를

기준으로 직원 명부를 작성하여 본사와 지역본부로 구분한 다음에 각 소

속 직원들을 직급 순으로 나열하고 무작위로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한 후

이어서 총 215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응답 및

불성실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2개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표본에는 본사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전 직원이 골고루 포함되어 대

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기간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를 재확인하고 설문조사에서 자세히 다

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몇몇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

자 선정은 실증분석 모델의 인적구성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본사와 지역

본부 직원을 반반으로 하고 4급 이하의 하위집단 직원과 3급 이상 상위

집단 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본사 3명, 지역

본부 3명으로 총 6명으로 하였다. 면접은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

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유의확률은 5%로 설

정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서 요인분

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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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의 [ 표 6 ] 와 같다.

[ 표 6 ] 연구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분석

변수의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

변수의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집단간의 차이검증 t-test, ANOVA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의 재확인 및 신뢰성 확보 면접조사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령

은 30세이하, 30대, 40대,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속년수의 경우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하였다. 성별

은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남자=1, 여자=0으로 지정하였으며 근무지역은

본사=1, 지역본부=0으로 근무부서는 기획·행정부서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화하였다.

면접조사인 포커스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의 경우, 조직

공정성과 조직몰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감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

구조화 면접(unstructured interviw)으로 하여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나 특정분야에 국하하지 않도록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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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

성이 112명(84.8%), 여성이 20명(15.2%)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 1명(0.8%), 30대 46명(34.8%), 40대 73명(55.3%), 50세 이상

12명(9.1%)으로 분석대상자 중 4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다음

으로 30대, 50세 이상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조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고

졸 이하 1명(0.8%), 전문대졸 2명(1.5%), 4년제 대졸 95명(72.0%), 대학

원졸업자가 34명(25.8%)으로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업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속년수에서는 5년

미만이 13명(9.8%), 5년에서 10년 미만 까지가 33명(25.0%), 10년에서 20

면 미만이 59명(44.7%), 20년 이상이 27명(20.5%)을 차지하고 있다. 직급

구성은 팀장급인 2급 이상이 12명(9.1%), 차장·과장급인 3급이 71명

(53.8%), 신입직원 및 주임·대리급인 4급이 48명(36.4%), 공공기관 고졸

채용에 해당되는 5급 이하는 1명(0.8%)로 3급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

하고 있다. 당해 직급근속년수에서는 3년 이하가 27명(20.5%), 4～10년

미만이 42명(31.8%), 7～10년 미만이 36명(27.3%), 10년 이상이 27명

(20.5%)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기획·

행정이 35명(26.5%), 기업지원부서가 54명(40.9%), 개발부서가 28명

(21.2%), 기타 15명(11.4%)로 산단공 특성이 반영된 기업지원부서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지역은 본사 66명(50.0%), 지역본부 66명

(50.0%)으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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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포는 본 연구의 모집단인 산단공의 현재 인적구성과 상당히

일치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

으며, 다음의 [표 7]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 표 7 ]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112 84.8

여 20 15.2

연 령

30대 이하 1 0.8

30대 46 34.8

40대 73 55.3

50세 이상 12 9.1

최종학력

고졸이하 1 0.8

전문대졸 2 1.5

대졸 95 72.0

대학원졸 34 25.8

근속년수

5년 미만 13 9.8

5～10년 미만 33 25.0

10～20년 미만 59 44.7

20년 이상 27 20.5

직 급

2급 이상 12 9.1

3급 71 53.8

4급 48 36.4

5급 이하 1 0.8

직급

근속년수

3년 이하 27 20.5

4～7년 미만 42 31.8

7～10년 미만 36 27.3

10년 이상 27 20.5

부 서

기획, 행정 35 26.5

기업지원 54 40.9

개 발 28 21.2

기 타 15 11.4

지 역
본 사 66 50.0

지역본부 66 50.0



- 37 -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변수의 타당성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 orthogonal rotation)으로 고유값(eigen

value)으로 1.0이상으로 정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기준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

로 간주되고 0.5이상일 경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 적재치를 0.4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문항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신뢰성을 판단하는 값으

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0.6을 기준값으로 하였다.

1. 독립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는 독립변수 총 42개 중 일반적 조직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등 3개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각 공정성마다 14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조직공정성을 측정하는 1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이 0.925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는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의 이

론적 구조와 동일하게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개 요인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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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대한 총 설명력은 약 77.5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 구성과 도일하게 추출되어

6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6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배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4.75이며 설명력은 33.94%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과 동일하게 4

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3.33이며 설명력은 23.78%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으로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과 같이 최

초 설문문항과 동일하게 4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 모두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절차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2.77이며 설명력

은 19.80%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분배공정성 0.945, 상호작용공정성

0.905, 절차공정성 0.872로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8 ] 일반적 조직공정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Cronbach's α

분배-2 .879
분배-3 .845
분배-5 .842 .945
분배-4 .838
분배-1 .794
분배-6 .782
상호작용-4 .851
상호작용-2 .845
상호작용-1 .801 .905
상호작용-3 .683
절차-2 .818
절차-4 .805
절차-3 .640 .872
절차-1 .602

Eigen-value 4.752 3.330 2.772
분산설명(%) 33.940 23.787 19.803
누적(%) 33.940 57.727 7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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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승진관련 조직공정성을 측정하는 1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이 0.932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의 이

론적 구조와 동일하게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개 요인의 조직

공정성에 대한 총 설명력은 약 86.1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 구성과 도일하게 추출되어

6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6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배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4.88이며 설명력은 44.4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과 동일하게 4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절차공정성

의 고유값(Eigen-value)은 3.31이며 설명력은 30.14%로 나타났다. 세 번

째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4개 문항 중 3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

의 고유값(Eigen-value)은 1.27이며 설명력은 11.55%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문항인 상호작용공정성을 제외하고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분배공정성 0.959, 절차공정

성 0.936으로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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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승진관련 조직공정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Cronbach's α

분배-3 .881
분배-2 .862
분배-5 .858 .959
분배-4 .842
분배-1 .794
분배-6 .760
절차-4 .855
절차-2 .834
절차-3 .834 .936
절차-1 .621

상호작용-2 .865
Eigen-value 4.884 3.316 1.271
분산설명(%) 44.403 30.147 11.558
누적(%) 44.403 74.550 86.108

셋째,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을 측정하는 14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이 0.947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의

이론적 구조와 동일하게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개 요인의 조

직공정성에 대한 총 설명력은 약 87.3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 구성과 도일하게 추출되어

6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6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배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4.86이며 설명력은 37.4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과 동일하게 4

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3.87이며 설명력은 29.84%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으로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4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3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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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값(Eigen-value)은 2.62이며 설명력은 20.15%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분배공정성 0.970, 상호작용공정성 0.943, 절차공정성 0.935로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0 ]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Cronbach's α

분배-3 .840
분배-2 .821
분배-4 .811
분배-6 .794 .970
분배-5 .782
분배-1 .748

상호작용-2 .835
상호작용-4 .795
상호작용-1 .787 .943
상호작용-3 .685
절차공정성-2 .788
절차공정성-4 .683 .935
절차공정성-3 .681
Eigen-value 4.863 3.879 2.620
분산설명(%) 37.404 29.841 20.154
누적(%) 37.404 67.244 87.398

2. 종속변수 측정도구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11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선행연구 결과의 이론 구조

와 맞지 않는 일부 문항을 제거하여 총 11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3개요인

의 총 설명력은 78.57%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847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꽤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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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는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요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정서적 몰입으로 설문항

목은 최초 설문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4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4개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서적 몰입의 고유값은 3.15이며 설명

력은 39.43%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지속적 몰입으로 최초 설문구

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 문항 모두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지속적 몰입의 고유값은 2.01이며 설명력은 25.17%로 나

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규범적 몰입으로 규범적 몰입을 구성했던 ‘규범

적몰입-1,2,3’ 문항이 정서적 몰입에 적재되어 제거하고 ‘규범적몰입-4’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규범적 몰입의 고유값은 1.11이고 설명력은

13.96%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몰입이 0.907, 지속적 몰입이 0.748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1 ] 조직몰입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Cronbach's α

정서적몰입-3 .899
정서적몰입-2 .874
정서적몰입-4 .873 .907
정서적몰입-1 .742
지속적몰입-2 .874
지속적몰입-1 .792 .748
지속적몰입-3 .689
규범적몰입-4 .910
Eigen-value 3.155 2.014 1.118
분산설명(%) 39.432 25.177 13.969
누적(%) 39.432 64.609 7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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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측정도구

역할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이론구조와 유사하게 [표

12]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2.65%로 나타

났다. 첫 번째 요인인 역할모호성은 고유값이 1.88이고 설명력은 37.67%

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인인 역할갈등은 고유값이 1.23이고 설명력은

24.76%로 나타났고 세 번째 요인인 역할과다는 고유값 1.01이고 설명력

은 20.21%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626으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평범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

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

한 결과 역할모호성이 0.862, 역할갈등이 0.665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2 ] 역할특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Cronbach's α

역할모호성-5 .930 .862
역할모호성-4 .900
역할갈등-1 .927 .665
역할갈등-2 .583
역할과다-3 .992
Eigen-value 1.884 1.238 1.011
분산설명(%) 37.674 24.760 20.218
누적(%) 37.674 62.434 82.652

직무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일부 문항을 제

거한 후 선행연구의 이론구조와 유사하게 [표 13]과 같이 3개의 요인으

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7.90%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무

동기로 고유값은 1.82이며 설명력은 30.46%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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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동기로 고유값은 1.82, 설명력은 30.34%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

은 외재적동기로 내재적동기에 적재된 ‘외재적동기-5’ 항목은 외재적동

기에서 제외하였다. 외재적동기의 고유값은 1.62, 설명력은 27.09%로 나

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611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

수들의 선정이 평범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

한 결과 무동기 0.900, 내재적동기 0.893, 외재적동기 0.764로 나타나 척

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3 ] 직무동기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무동기 내재적동기 외재적동기 Cronbach's α

무동기-6 .936 .900
무동기-7 .911

내재적동기-2 .926 .893
내재적동기-1 .899
외재적동기-4 .909 .764
외재적동기-3 .875
Eigen-value 1.828 1.821 1.625
분산설명(%) 30.466 30.346 27.091
누적(%) 30.466 60.812 87.903

상관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총 5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4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

행 연구와 유사하게 [표 14]과 같이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

명력은 86.42%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고유값은

2.44이며 설명력은 61.10%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거래적 리더십으

로 변혁적 리더십에 적재된 ‘거래적-5’ 항목은 거래적 리더십에서 제거

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의 고유값은 1.01, 설명력은 25.31%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736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

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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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문항인 거래적 리더십을 제외하고 변혁적 리더십 문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값이 0.887로 척도의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14 ] 상관리더십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변혁적리더십 거래적리더십 Cronbach's α

변혁적-2 .917
변혁적-1 .899 .887
변혁적-3 .889
거래적-4 .997
Eigen-value 2.444 1.012
분산설명(%) 61.109 25.311
누적(%) 61.109 86.421

직무특성은 하위요인 중에서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중요

성, 기능다양성, 직무정체성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피드백을 측정하

는 4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5]과 같

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0.74%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피드백으로 고유값은 1.64이며 설명

력은 41.21%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자율성으로 고유값은 1.58, 설

명력은 39.53%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601로 요

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평범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

한 결과 피드백이 0.764, 자율성이 0.728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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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직무특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피드백 자율성 Cronbach's α

(통제)피드백-7 .914
(통제)피드백-6 .858 .764
(통제)자율성-3 .908
(통제)자율성-4 .832 .728
Eigen-value 1.648 1.581
분산설명(%) 41.210 39.535
누적(%) 41.210 80.744

제 3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

에서 평균 3.26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

로 보면 상호작용공정성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배공

정성 3.26, 절차공정성 3.1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진관련 조직공

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07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

별로 보면 분배공정성 3.14와 상호작용공정성 3.13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절차공정성이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급관련 조직공

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7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절차공정성 3.20, 분배공정성 3.18, 상호작용공정

성 3.15 순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직몰입의 경우 평균이 3.58로 나타나 조직몰입의 수준이 평균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지속적 몰입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몰입 3.64, 규범적 몰입 3.3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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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기초 통계량

변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인
조직공정성

전체 132 1.36 4.33 3.26 .674

분배공정성 132 1.00 5.00 3.26 .790

절차공정성 132 1.25 5.00 3.34 .747

상호작용공정성 132 1.00 5.00 3.18 .790

승진관련
조직공정성

전체 132 1.00 5.00 3.07 .768

분배공정성 132 1.00 5.00 3.14 .817

절차공정성 132 1.00 5.00 2.92 .928

상호작용공정성 132 1.00 5.00 3.13 .880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

전체 132 1.00 5.00 3.17 .818

분배공정성 132 1.00 5.00 3.18 .902

절차공정성 132 1.00 5.00 3.15 .841

상호작용공정성 132 1.00 5.00 3.20 .882

조직
몰입

전체 132 2.17 5.00 3.58 .621

정서적몰입 132 1.50 5.00 3.64 .799

지속적몰입 132 1.67 5.00 3.78 .679

규범적몰입 132 1.00 5.00 3.32 .936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조직원들의 인식은 조직전반에 대해 보통이상으

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승진관련 공정성이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직의 인적구성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 기회의 부

족으로 인해 조직원들이 승진관련 공정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몰입의 경우, 세 가지 하위요소에서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

타나고 있어 조직원 대부분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속적 몰입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은 공공기관이라는 직업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몰입의 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가족애를 조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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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30세 미만의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30대에 포함하여 [표 17]과 같이 연령에 따라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을 지각하는 것 등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공정

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모두는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적 공정성 F=6.508, p<.01, 승진관련 공정성 F=3.705, p<.05, 성과급관련

공정성 F=5.264, p<.01).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에 있어서도 50세

이상이 4.1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3.68, 30대 3.28 순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몰입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F=13.027, p<.01).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

과급관련 공정성, 조직몰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

산 검정결과 승진관련 공정성을 제외하고는 집단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

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으로 Dunnet의 T3로 검정하였다.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

급관련 공정성은 50세 이상 집단과 30대 집단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

성에서도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경우 50세 이상 집단, 40대, 30대 집단간에 유

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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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연령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조
직
공
정
성

일반

30대(a) 47 3.03 .691

6.508 .002** a<c
(scheffe검증)

40대(b) 73 3.33 .650

50세이상(c) 12 3.72 .393

승진

30대(a) 47 2.85 .702

3.705 .027* a<c
(Dunnett T3)

40대(b) 73 3.14 .817

50세이상(c) 12 3.44 .464

성과
급

30대(a) 47 2.93 .739

5.264 .006** a<c
(scheffe검증)

40대(b) 73 3.25 .856

50세이상(c) 12 3.70 .543

조직
몰입

30대(a) 47 3.28 .600

13.027 .000** a,b<c
(scheffe검증)

40대(b) 73 3.68 .557

50세이상(c) 12 4.14 .535
*p<.05, **p<.01

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차이는 아래의 [표 18]와 같다.

먼저 일반적 공정성은 남자는 평균 3.33, 여자는 평균 2.88로 나타났으며

t값이 2.787,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도 남자는 평균 3.15, 여자는 평균 2.57로 나타났으며 t

값이 3.245,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관련 공정성 또한 남자는 평균 3.63, 여자는 평균 3.27로 나타났으

며 t값이 2.44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몰입의 수준에 있어서는 남자는 평균 3.63, 여자는 평균 3.27로

나타났으며 t값이 2.449,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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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성별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일반
남 112 3.33 .643

2.787 .006**
여 20 2.88 .732

승진
남 112 3.15 .725

3.245 .001**
여 20 2.57 .834

성과급
남 112 3.25 .795

2.667 .009**
여 20 2.74 .828

조직
몰입

남 112 3.63 .624
2.449 .016*

여 20 3.27 .519
*p<.05, **p<.01

3. 교육수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위해 고졸 이하의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전문대졸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표 19]과 같이 일반적 조직공

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또한 그러

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모든 변수들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공정성에 있어서 전문대졸의 평균(3.59)이 가장 높았으며, 대

졸(3.24), 대학원졸(3.28)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차 일반

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388, p>.05). 승진관련 공정성은 전문대졸

의 평균(3.33)이 가장 높았고 대졸(3.05), 대학원졸(3.09)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211, p>.05). 성과

급관련 공정성에서도 전문대졸의 평균(3.23)이 가장 높았고 대졸(3.19),

대학원졸(3.13)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F=0.082, p>.05).

조직몰입의 경우는 전문대졸의 평균(3.65)이 가장 높았고 대졸(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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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3.59)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031, p>.05).

[ 표 19 ] 교육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증

조직
공정성

일반
전문대졸(a) 3 3.59 .416

.388 .679대졸(b) 95 3.24 .681
대학원졸(c) 34 3.28 .680

승진
전문대졸(a) 3 3.33 .577

.211 .810대졸(b) 95 3.05 .782
대학원졸(c) 34 3.09 .757

성과급
전문대졸(a) 3 3.23 .449

.082 .922대졸(b) 95 3.19 .836
대학원졸(c) 34 3.13 .808

조직
몰입

전문대졸(a) 3 3.65 .494
.031 .969대졸(b) 95 3.57 .647

대학원졸(c) 34 3.59 .569

4.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5급 이하의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4급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표 20]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변수

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공정성 인식에 있

어서 전체 평균(3.26)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는데, 2급 이상

(3.83), 3급(3.34), 4급 이하(3.01)로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일반

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1456, p<.01). 승진관련 공정성 인

식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3.07)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는데,

2급 이상(3.60), 3급(3.13), 4급 이하(2.84)로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을수

록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703, p<.01).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평균(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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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와 2급 이상(3.71), 3급(3.261), 4급 이

하(2.91)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050, p<.01).

조직몰입 인식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3.58)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는데 2급 이상(4.13), 3급(3.64), 4급 이하(3.36)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050, p<.01).

직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

과급관련 공정성, 조직몰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

산 검정결과 조직몰입만이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

관련 공정성은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으로 Dunnet의 T3로 검정하였다.

조직몰입에 있어서 2급 이상, 3급, 4급 이하 집단 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공

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도 모두 2급이상, 3급, 4급 이

하 집단 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 -

[ 표 20 ]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수준
사후검증

조
직
공
정
성

일반
2급이상(a) 12 3.83 .278

9.146 .000** a>b,c
(Dunnett T3)

3급(b) 71 3.34 .634
4급이하(c) 49 3.01 .694

승진
2급이상(a) 12 3.60 .279

5.703 .004** a>b,c
(Dunnett T3)

3급(b) 71 3.13 .776
4급이하(c) 49 2.84 .763

성과
급

2급이상(a) 12 3.71 .389
5.849 .004** a>b,c

(Dunnett T3)
3급(b) 71 3.26 .824
4급이하(c) 49 2.91 .807

조직
몰입

2급이상(a) 12 4.13 .316
9.050 .000** a>b,c

(scheffe검증)
3급(b) 71 3.64 .593
4급이하(c) 49 3.36 .624

**p<.01

5.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1]에서 보여주듯이

승진관련 공정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공정성의 경우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의 평균(3.50)이

가장 높았으며, 10～20년미만(3.35), 5년 미만(3.17), 5～10년 미만(2.94)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20년 이상 집단은 10～

20년 미만 집단 및 5～10년 미만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c<d).

승진관련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10～20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3.23), 다음으로 20년 이상(3.08), 5년 미만(2.90), 5～10년 미만(2.83) 순

으로 5～10년 미만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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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는 않았다.

성과급관련 공정성에서는 근속년수가 10～20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

았으며(3.33), 다음으로 20년 이상(3.30), 5～10년 미만(2.92), 5년 미만

(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성과급관련 공정성에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분석을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과 Tukey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조직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20

년 이상, 승진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10～20년 미만인 집단

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장기근속자가 10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에 비해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3.76),

다음으로 10～20년 미만(3.69), 5～10년 미만(3.36), 5년 미만(3.23) 순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직몰입의 경우에도 대체로 근속년수가 길어

질수록, 점차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조직몰입에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분석

을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으로 분석이 되지 않아서 Tukey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20년 이상 집단은 5년 미만 집단 및 5～10년 미만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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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조
직
공
정
성

일반

5년미만(a) 13 3.17 .609

4.299 .006** b,c<d
(scheffe검증)

5~10년(b) 33 2.94 .683
10~20년미만(c) 59 3.35 .694
20년이상(d) 27 3.50 .508

승진

5년미만(a) 13 2.90 .629

2.207 .090
5~10년(b) 33 2.83 .715
10~20년미만(c) 59 3.23 .827
20년이상(d) 27 3.08 .698

성과
급

5년미만(a) 13 2.86 .625

2.741 .046*
5~10년(b) 33 2.92 .814
10~20년미만(c) 59 3.33 .840
20년이상(d) 27 3.30 .776

조직
몰입

5년미만(a) 13 3.23 .462

4.513 .005** a,b<d
(Tukey검증)

5~10년(b) 33 3.36 .628
10~20년미만(c) 59 3.69 .566
20년이상(d) 27 3.76 .678

*p<.05, **p<.01

6. 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2]에서 보

여주듯이 일반적인 공정성과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공정성의 경우 당해직급 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집단의 평균

(3.45)이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3.43), 7～10년 미만(3.32), 4～7년 미

만(2.98) 순으로 나타났다. 입사초기 및 승진초기인 당해직급 근속년수가

짧거나 또는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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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집단은 4～7년 미만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b).

승진관련 공정성은 3년 이하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3.24), 다음으로 10

년 이상(3.16), 7～10년 미만(3.09), 4～7년 미만(2.88) 순으로 3년 이하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10년 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3.35), 다음으로

3년 이하(3.32), 7～10년 미만(3.14), 4～7년 미만(2.99) 순으로 10년 이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7～10년 미만 집단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3.74),

다음으로 3년 이하(3.70), 10년 이상(3.68), 4～7년 미만(3.29) 순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직몰입의 경우에도 대체로 당해직급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점차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정결과 7～10년 미만 집단

은 4～7년 미만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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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당해 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조
직
공
정
성

일반

3년이하(a) 27 3.45 .616

4.063 .009** a>b
(scheffe검증)

4~7년미만(b) 42 2.98 .754
7~10년미만(c) 36 3.32 .612
10년이상(d) 27 3.43 .556

승진

3년이하(a) 27 3.24 .791

1.477 .224
4~7년미만(b) 42 2.88 .835
7~10년미만(c) 36 3.09 .678
10년이상(d) 27 3.16 .727

성과
급

3년이하(a) 27 3.32 .756

1.450 .231
4~7년미만(b) 42 2.99 .911
7~10년미만(c) 36 3.14 .756
10년이상(d) 27 3.35 .784

조직
몰입

3년이하(a) 27 3.70 .605

4.792 .003** b<c
(scheffe검증)

4~7년미만(b) 42 3.29 .563
7~10년미만(c) 36 3.74 .563
10년이상(d) 27 3.68 .675

**p<.01

7. 근무부서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부서별로 평균값의 미세한 차

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인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 기획행정부서에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3.34), 다음으로 지원부서(3.29), 기타부서(3.22), 개발부서(3.13)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승진관련 공정성에 있어서도

기획행정부서의 평균(3.1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부서(3.05),

지원부서(3.08), 개발부서(2.94)순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공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있어서도

기획행정부서(3.2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부서(3.27), 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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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개발부서(2.94) 순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조직몰입에 대한 근무부서별 차이에 있어서는 기타부서의 평균(3.70)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획부서(3.61), 지원부서(3.55), 개발부서

(3.51) 순으로 나타났으나, 앞선 조직공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 23]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표 23 ]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증

조직
공정
성

일
반

기획행정 35 3.34 .632

.591 .622
기업지원(클러,입주) 54 3.29 .701
개발(산단,구조) 28 3.13 .664
기타 15 3.22 .716

승
진

기획행정 35 3.15 .724

.386 .763
기업지원(클러,입주) 54 3.08 .858
개발(산단,구조) 28 2.94 .607
기타 15 3.05 .837

성과
급

기획행정 35 3.28 .860

1.053 .372
기업지원(클러,입주) 54 3.20 .841
개발(산단,구조) 28 2.94 .743
기타 15 3.27 .760

조직
몰입

기획행정 35 3.61 .644

.353 .787
기업지원(클러,입주) 54 3.55 .604
개발(산단,구조) 28 3.51 .635
기타 15 3.70 .646

8. 근무지역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무지역에 따라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

성을 인식하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4]에서 나

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본사의 평균은 3.25,

지역본부의 평균은 3.27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t값이 -.18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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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역본부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승진관련 공

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본사 3.03, 지역본부 3.10으로 지역본부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t값 -.574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사가 지역본부보다 승진관련 공정성 평

균이 낮은 사유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인사적체 및 한정된 TO로 인해 그 대상이 적음으

로 인해서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

어서도 본사는 평균 3.14, 지역본부는 평균 3.21로 본사가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480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본사와 지역본부의 성과급 배분률(S～D)이 동일함에 따

라 본사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몰입의 수준에 있어서도 본사 평균 3.56, 지역본부 평균 3.59로 나

타났으며 t값 -.3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근무지역

에 따라 본사와 지역본부에서는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해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4 ] 근무지역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조직
공정성

일반
본사 66 3.25 .662

-.186 .853
지역본부 66 3.27 .690

승진
본사 66 3.03 .700

-.574 .567
지역본부 66 3.10 .834

성과급
본사 66 3.14 .812

-.480 .632
지역본부 66 3.21 .830

조직
몰입

본사 66 3.56 .623
-.302 .763

지역본부 66 3.59 .624

이상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급, 근속년수, 당해직급 근속년수, 근

무부서, 근무지역 등에 따른 변수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체

적으로 연령이 높고 근속년수가 길며 상위직급 일수록 조직공정성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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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직원이 여

자직원에 비해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직원의 경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인해 승진 및 성과급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남자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지나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직급 근속년수에서 알 수 있

듯이 승진초기의 직원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몰입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특성인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 조직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그 조직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조직

을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소속감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

정을 내재화시켜 주어진 결과에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 추진 시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대비 산

출량의 비율에 있어서도 경력과 경험이 쌓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라도 더

욱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5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표 25]과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9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61 -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역할과다, 외재적 동기, 거래적 상관리더십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동기의 세가지 유형

중 내재적 동기, 직무특성의 다섯가지 유형 중 직무중요성에서 그리고

변혁적 상관리더십에서 조직몰입과 특히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

로 일반적인 공정성의 상관계수는 .563(p<.01), 승진관련 공정성의 상관

계수는 .595(p<.01), 성과급관련 공정성의 상관계수는 .562(p<.01)로 나타

나 승진관련 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이 다른 공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역할특성 변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할모호성 -.254(p<.01), 역할갈

등 -.178(p<.05)으로 조직몰입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역할모호성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역할과다는 정(+)의 관계를 갖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직무동기 변수들에 있어서 무동

기(-.388, p<.01)는 조직몰입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내재적 동

기(.439, p<.01)는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외재적

동기는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상관리더십 유형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변혁적

리더십(.484, p<.01)으로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직무특성 변수들인 피드백(.280), 자율성

(.318), 직무중요성(.321), 기능다양성(.238), 직무정체성(.271) 변수들은 모

두 통계적 유의확률(p<.01)에서 모두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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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일반 공정성 1

2)승진 공정성 .845** 1

3)성과급공정성 .854** .820** 1

4)조직몰입 .563** .595** .562** 1

5)역할모호성 -.385** -.209* -.231** -.254** 1

6)역할갈등 -.291** -.199* -.264** -.178* .369** 1

7)역할과다 -.047 -.050 -.072 .032 .162 .186* 1

8)무동기 -.370** -.338** -.319** -.388** .587** .322** .084 1

9)내재적동기 .380** .457** .376** .439** -.184* -.182* .134 -.467** 1

10)외재적동기 -.039 -.108 -.022 -.144 .089 .230** .070 .150 -.250** 1

11)변혁리더십 .648** .522** .594** .484** -.283** -.177* -.063 -.298** .323** .011 1

12)거래리더십 .201* .076 .222* .143 -.094 .024 .063 -.149 .140 .201* .143 1

13)피드백 .319** .206* .260** .280** -.310** .048 .198* -.349** .345** .113 .315** .162 1

14)자율성 .436** .440** .404** .318** -.166 -.170 -.101 -.174* .248** -.033 .225** .124 .354** 1

15)직무중요성 .277** .214* .298** .321** -.152 -.084 .285** -.238** .346** .002 .264** .079 .352** -.020 1

16)기능다양성 .168 .153 .168 .238** .010 -.080 .307** -.188* .250** .029 .144 .069 .288** .167 .568** 1

17)직무정체성 .146 .201* .242** .271** .046 -.027 .127 -.195* .315** .053 .171* .105 .404** .203* .295** .234** 1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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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가설 검증 및 논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

들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

를 진단하기 위해 허용오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보왔다. 허용기준은 공차한계는 .10 이하, 분산팽

창요인은 10 이하를 적용하였다.

1. 일반적인 공정성 회귀모형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 변수들과 역할특성, 직무동기, 리더십, 직무특성 변수 들

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

미변수화 하였고 근무지역은 본사=1, 지역본부=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

며, 부서는 기획행정부서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각각 더미변수를 생성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49.9%로 나타났으며, F값은 4.670, 유의확률은 p=.000 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인 공정성의 하위요소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배

공정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58, β=

.288, p<.05). 상호작용공정성(β=-.015)은 부(-)의 영향을 주고 절차공정

성(β=.053)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가설1-2와

1-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호(201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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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화종(2012)의 연

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는 이준호(2013), 장진욱(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고, 박영식(20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또한 대학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재호(2015)와 김인철(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마다 설립취지와

성격 등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

함시켰으나,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외에 통제변수로 지정된 변수들

에서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직무동기 중 무동기로 조

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90, p<.1). 이

는 직무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무동기가 커질수록 조직몰

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동기를 제외한 여타

다른 통제변수들에게서는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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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 일반적인 공정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

상 수 .979 1.019 .310

조직
공정성
(일반)

분배공정성 .089 .288 2.558 .012** .366

상호작용공정성 .103 -.015 -.123 .902 .305

절차공정성 .100 .070 .552 .582 .286

역할
특성

역할모호성 .077 .014 .131 .896 .416

역할갈등 .090 .053 .634 .528 .672

역할과다 .074 .097 1.151 .252 .649

직무
동기

무동기 .077 -.190 -1.720 .088* .381

내재적 .074 .101 1.064 .290 .515

외재적 .073 -.072 -.897 .372 .729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089 .153 1.585 .116 .501

직무
특성

피드백 .113 -.059 -.613 .541 .505

자율성 .084 .062 .643 .521 .498

직무중요성 .079 .076 .758 .450 .463

기능다양성 .080 .066 .669 .505 .475

개인적
특성

연령 .130 .179 1.355 .178 .267

성별a) .148 .005 .063 .950 .636

교육수준 .097 -.013 -.162 .871 .754

근속년수 .101 .090 .626 .532 .223

직급 .124 .093 .733 .465 .291

근무지역b) .112 -.120 -1.322 .189 .566

근무
부서c)

지원부서 .128 -.067 -.656 .513 .451

개발부서 .139 -.035 -.383 .702 .555

기타부서 .157 .091 1.128 .262 .715

R=.706, R2=.499, 수정된 R2=.392

F=4.670, p=.000

a) 0=여성, 1=남성 / b) 0=지역본부, 1=본사 / c) 기획행정부서를 기준으로 근
무부서별로 더미변수화
*p<.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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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관련 공정성 회귀모형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 변수들과 역할특성, 직무동기, 리더십, 직무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고 근무지역은 본사=1, 지역본부=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

며, 부서는 기획행정부서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각각 더미변수를 생성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54.7%로 나타났으며, F값은 5.667, 유의확률은 p=.000 으로 나타났다. 승

진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절차

공정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585, β=

.465, p<.01). 분배공정성(β=.015)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상호작용공정성(β

=-.078)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고 가설2-1와 2-3은 기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외에 통제변수로 지정된 변수들에서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3, p<.1). 이는 변혁적 리더십이 커질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

을 제외한 여타 다른 통제변수들에게서는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

타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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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 승진관련 공정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

상 수 .940 1.025 .308

조직
공정성
(승진)

분배공정성 .090 .015 .126 .900 .303

절차공정성 .087 .465 3.585 .001*** .250

상호작용공정성 .067 -.078 -.828 .409 .471

역할
특성

역할모호성 .069 .000 -.001 .999 .467

역할갈등 .085 .062 .796 .428 .686

역할과다 .069 .059 .741 .460 .670

직무
동기

무동기 .070 -.132 -1.319 .190 .421

내재적 .071 .051 .567 .572 .511

외재적 .069 -.049 -.649 .518 .731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078 .163 1.928 .056* .584

직무
특성

피드백 .108 -.006 -.067 .947 .502

자율성 .080 .052 .563 .575 .498

직무중요성 .074 .128 1.378 .171 .485

기능다양성 .075 .015 .163 .871 .487

개인적
특성

연령 .122 .177 1.427 .157 .274

성별a) .140 -.022 -.275 .784 .635

교육수준 .094 -.008 -.099 .921 .732

근속년수 .093 .053 .398 .692 .234

직급 .118 .081 .671 .504 .287

근무지역b) .107 -.065 -.760 .449 .566

근무
부서c)

지원부서 .120 -.029 -.307 .760 .461

개발부서 .132 -.023 -.269 .789 .553

기타부서 .149 .086 1.130 .261 .717

R=.740, R2=.547, 수정된 R2=.450

F=5.667, p=.000

a) 0=여성, 1=남성 / b) 0=지역본부, 1=본사 / c) 기획행정부서를 기준으로 근
무부서별로 더미변수화
*p<.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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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관련 공정성 회귀모형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 변수들과 역할특성, 직무동기, 리더십, 직무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고 근무지역은 본사=1, 지역본부=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

며, 부서는 기획행정부서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각각 더미변수를 생성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50.0%로 나타났으며, F값은 4.695, 유의확률은 p=.000 으로 나타났다. 성

과급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

배공정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87, β=

.315, p<.05). 상호작용공정성(β=.079)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절차공정성(β

=-.103)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고 가설3-2와 3-3은 기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외에 통제변수로 지정된 변수들에서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6, p<.1). 이는 승진관련 공정성과 마찬가

지로 성과급관련 공정성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커질수록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을 제외한 여타

다른 통제변수들에게서는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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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 성과급관련 공정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

상 수 .963 1.506 .135

조직
공정성
(성과급)

분배공정성 .099 .315 2.187 .031** .223

상호작용공정성 .110 .079 .533 .595 .208

절차공정성 .111 -.103 -.654 .515 .185

역할
특성

역할모호성 .074 -.051 -.500 .618 .447

역할갈등 .091 .049 .585 .560 .662

역할과다 .073 .095 1.136 .258 .665

직무
동기

무동기 .074 -.125 -1.179 .241 .410

내재적 .074 .113 1.198 .233 .523

외재적 .073 -.086 -1.077 .284 .726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084 .156 1.701 .092* .553

직무
특성

피드백 .112 -.042 -.440 .661 .514

자율성 .082 .095 1.007 .316 .518

직무중요성 .079 .097 .971 .334 .467

기능다양성 .078 .040 .421 .675 .503

개인적
특성

연령 .127 .194 1.498 .137 .277

성별a) .150 -.017 -.193 .848 .612

교육수준 .097 -.019 -.240 .811 .753

근속년수 .097 .022 .156 .877 .239

직급 .119 .014 .111 .912 .312

근무지역b) .112 -.107 -1.182 .240 .569

근무
부서c)

지원부서 .126 -.089 -.889 .376 .463

개발부서 .139 -.047 -.517 .606 .548

기타부서 .161 .065 .791 .431 .684

R=.707, R2=.500, 조정된 R2=.393

F=4.695, p=.000

a) 0=여성, 1=남성 / b) 0=지역본부, 1=본사 / c) 기획행정부서를 기준으로 근
무부서별로 더미변수화
*p<.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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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과 해석

1. 실증적 분석결과

지금까지 준정부기관인 산단공 직원들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

급관련 공정성 등 전체적인 조직공정성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보통이상으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일반적인 공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급관련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은 보통 이상

으로 나타났지만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승진관련 공정성 하위변수

중에서 절차공정성의 인식수준이 5점 척도에서 2.92로 평균 이하로 나타

나 직원들이 승진관련 절차에 대해 다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몰입 정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조직몰입 하위변수 중에서 특히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이 높게

나타나 직원들이 조직을 떠났을 경우에 잃게 되는 손실을 고려하여 조직

에 계속 몰입하고 또한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50세 이상 집단에서 일반적인 공

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모두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집단 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은 집단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있어

서도 50대, 40대, 30대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직

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때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더 높은 것

은 직업적 안정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의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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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

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및 조직몰입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과 업무량 및 업무수행

등에서의 차별 등 조직 내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및 조직몰입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공

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

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및 조직몰입 모두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관련 공정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20년 이상, 승진과 성

과급관련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10～20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자가 10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에 비해 조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도 근속

년수가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자가 조직몰입을 더 높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과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공정성에서

는 당해직급 근속년수 3년 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원은 조직에 대한 공정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당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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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7～10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시기에 놓인 집단에서 본인들의 승진을 위해

좀 더 조직몰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및 조직몰입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부서별로 평균값의 차이

도 미세하게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사와 지역본부로 구분한 근무지역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도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및 조직몰입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본사보다 지역본부가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인 조직공정성에서

는 분배·절차·상호작용공정성 중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통제변수들 중에

서는 직무동기 중 무동기만이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절차공정성만이 조직몰입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통제

변수들 중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

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급관련 공정성에서는 일

반적인 공정성에서와 같이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승

진관련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변혁적 리더십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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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 설
검증
결과

가설1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1-1
(일반적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1-2
(일반적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1-3
(일반적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2
승진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2-1
(승진관련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2-2
(승진관련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3
(승진관련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3
성과급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3-1
(성과급관련 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3-2
(성과급관련 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3-3
(성과급관련 반적 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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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해석

지금까지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산단공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

식수준은 보통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은 하위요소들 중에서는 분배공정성이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유형의 공정성에 비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승진관련공정성은 하위요소들 중에서 절차공정성이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유형의 공정성에 비해 중요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 및 성과급체계의

특성과 인사적체 등으로 인한 승진기회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급여, 성과급체계 및 평가체계 특성

산단공 직원들이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

중에서 분배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급여 및 성과급체계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준정부기관인 산단공 업무특성상 직원들의 성과 경중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등 폭이 확대

되어 왔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비간부직까지 확대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현실을 인지하고 대체

적으로 도입에 대해 준비하는 입장이나 제도관련 전문적 지식과 내용,

급여체계 변동에 따른 불안감 및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어 이

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단공의 성과관리제도로 경영

실적평가를 위한 성과관리는 BSC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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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과관리로는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산단공의 보수체계는 크게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재까지는 2급 이상의 간부직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비간부직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 올해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기본연봉은

개별 직원들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평가등급 S～D까지 다섯 등급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을 최대

2% 범위 내에서 차등인상을 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에 있어서 성과연봉

제를 도입중인 간부직의 성과연봉 비중이 20% 수준으로 최고와 최저간

2배 이상 차등 폭이 나고 있어 총연봉 기준으로 최고등급자와 최하등급

자의 차등 폭은 2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호봉제 체계에서 직

급 및 근무연수에 의해 보수가 정해졌던 것이 현재는 조직 및 팀별, 개

인별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특성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팀별, 개인별 성

과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등 폭이 확대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점

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직원들의 인

터뷰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산단공은 인사고과에 성과평가 점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

에 인사고과와 성과평가 점수 둘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조직원의 사

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 제도는 필히 변경이 필요하다. 유능한 직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는 직원이 같은 팀에서 승진에 가까운 직원이 인

사고과도 높게 받고, 성과평가 점수도 높게 받아 성과급도 많이 받는 이

러한 승자 독식구조 하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차라리 성

과급이면 성과급, 승진이면 승진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갔으면 한다...”(본

사 3급 직원)

“이런 시스템 하에서 한 번에 승진해서 다른 팀으로 가면 좋은데, 승

진인원도 한정되어 있어, 이런 것이 몇 년 지속되면 다른 직원은 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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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떨어집니다...” (본사 4급 직원)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승진배점에 포함되어 업무적인 능력 외에 인기

영합적인 인물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쉬운 구조이다.” (지역본부 3급

직원)

2) 조직 인력 구조 특성

산단공 직원들이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 중에서 절차공정성에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직인력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산단공은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고 팀장

등 관리직이 많은 구조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마찬

가지로 조직이 고령화되어 있어 근속년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승진대상 자리가 부족하

고 직렬 간에도 승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총괄 및 지원부서에 비해

개발부서 직원의 승진 소외가 다소 있다. 하위직의 비중이 낮은 항아리

형으로 승진적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5. 12월 기준으로 인력구성 비

율을 보면 40～45세 15.1%, 46세～50세가 23.5%로 40대가 전체의 38.6%

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40세 이하가 30.1%에 불과하며, 특히 54세

이상의 비중이 15.2%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이 고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직 인력구조와 관련한 직원들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우리 회사 인적구성을 보면 아직 나이 많으신 직원들이 과장, 차장으

로 많이 재직하고 있어, 그분들이 승진하지 않는 이상, 제가 승진할 자리

는 요원한 것 같아서 막막합니다...”(지역본부 4급 직원)

“입사를 같이한 동기들끼리도 승진시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기획이나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동기들은 승진도 빨리 하는데, 개발부서나 지사에

있는 동기들은 팀장은 꿈도 못 꾸고 과장, 차장에서 퇴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본사 4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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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하위직급 직원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대해 부

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조직 인력 구조를 감안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보완, 발전시켜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여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조직 문화 특성

1964년 지금의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전신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으

로부터 한국의 산업단지 발전과 궤를 같이 해온 산단공은 최초 설립된

지는 50년이 지났지만 1997년 5개 권역별 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통합으로 인해 다소 이질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신규채용과 조직문화 쇄신을 통하여 해소시켜 왔다. 최근에는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 ‘불합리한 제도개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조직 문화특성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이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객만족(PCSI)인데 하

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고객은 내부직원이라고 생각합니

다. 내부직원 만족을 통해 조직에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외

부고객만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지역본부 4급 직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후배직원들을 막

대하는 일부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직원으로 인해 이런 군대식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배직원을 가족처

럼 다독거리면서 지냈으면 합니다.”(지역본부 3급 직원)

상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극

히 일부 지역본부나 지사에서는 여전히 군대식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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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공정성을 일반적인 조직공정성, 승진관련 조직공정성, 성과급

관련 조직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더라도 각 조직공정성의 하위 변수

들 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적 독립성이 증명되었

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존 2요인 모형의 연구에서 상호작

용공정성을 독립적인 공정성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절차공정성의 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던 것

을 3요인 모형에서는 기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에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적인 공정성 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3요인 분석모

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조직공정성을 일반적

인 조직공정성, 승진관련 조직공정성,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으로 구분하

여 연구를 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

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조직공정성과 성과급관련 조직공정성의 하

위 변수 중 분배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공정성이라

함은 성과급과 관련된 공정성으로 인식하여 비간부직원까지 확대 도입

이 예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해 보수와 성과급의 차등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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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배공정성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승진과 관련해서는 인사적체, 승진기회 부족 등으로 인

해 절차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조직공정성의 인식수준과 조직몰입 정도는 모두 보통이

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다만,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에서 절차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 하위변수 중에서 분배공정성만

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

에서는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 차이검증에서 연령과 직급 및 근속년수에 따라 조직공정성 인

식의 정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 성과급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

입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0세 이상 집단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입사 초기 가

졌던 꿈과 기대감이 실제 조직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현실과의 거리감

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직 내

젊은 직원들이 입사초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적절한 수요자맞춤형 교육

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향후 젊은 우수인력들이 장기적

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급이 높을수록 세 가지 공정성 및

조직몰입이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배직원이 조직에 대해 더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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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만큼 후배직원들이 갖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향후에는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정성과 성과급관련 공정성 하

위변수 중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보수 및 성과급체계에서

도 조직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비간부직원까지 확대되는 공

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올해 도입될 예정이므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승진관련 공정성 하위변수 중에서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

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인사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준정부기관 중 산단공에 한정된 연구결과임으

로 전체 준정부기관을 설명하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다양한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공공기

관에 일반화된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서 이와 같

은 연구방법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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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경로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동일 공공기관에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설문조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먼저 정규직원으로 한정하여 조

사를 하여 조직원의 일부인 비정규직이 빠져있어 향후에는 이들의 조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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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조직공정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 일반적 공정성 인식 >

1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
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
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
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
히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
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의사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의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들에
게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
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무처리 내
용 및 과정에 대해 조직원들에게 합리적
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 승진관련 공정성 인식 >

1-1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승진기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
하여 공정한 승진기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
여 공정한 승진기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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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
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승진기회
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1 승진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
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1 승진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없
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1 승진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1 승진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1 회사는 승진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의 의견
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1 회사 및 상급자는 승진결정 과정에서 조
직원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1 회사는 승진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
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1
회사는 승진결정 과정에서 업무처리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조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성과급관련 공정성 인식 >

1-2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쏟아 부은 노력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
하여 공정한 성과급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달성한 업적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
여 공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의 경력 및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내가 가진 책임수준을 고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내가 업무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고
려할 때, 동료와 비교하여 공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2 성과급 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
집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2 성과급 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
계없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2 성과급 결정시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
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2 성과급 결정시에 외부압력이나 “빽”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2 회사는 성과급 결정과정에서 조직원의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2 회사 및 상급자는 성과급결정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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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조직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
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
애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정서적
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의 많
은 부분이 곤란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
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긴다면 이
조직에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
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
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현 직장에 남아야 할 아무런 의무
감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
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 시점에서 조직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게 미안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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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판단과는 다르게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업무상 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
게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직무역할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이유에 대한 질

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 있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
다.

① ② ③ ④ ⑤

2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즐겁기 때문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이
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이
다.

① ② ③ ④ ⑤

6
하기는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
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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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상관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

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관은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관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관은 나의 강점들을 개발하
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관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
지 못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부하들이 받게 될 이익이나 보
상에 대해 잘 이해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직무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갖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의 시작
에서 끝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상급자나 동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 그 자체를 통해 일이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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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귀하의 근속년수는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5. 귀하의 직급은 ?

① 2급이상 ② 3급 ③ 4급 ④ 5급 이하

6. 귀하의 당해직급 근속년수는 ?

① 3년이하 ② 4～7년 미만 ③ 7～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7. 귀하의 근무부서는 ?

① 기획·행정 ② 기업지원(클러스터, 입주) ③ 개발(산단개발, 구조고도화) ④ 기타

8. 귀하의 근무지역은 ?

① 본사 ② 지역본부

“ 바쁘신 와중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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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ing on

the promotion and incentive -

Sohn, Jong Hy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al justice is an important factor fo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mount of

research conducted on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in both public and private areas. Nevertheless, few studies focusing

on public sector are f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ree compon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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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ow the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Korean public enterprise. In this case, variables characteristics

inclu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motivation, leadership, boss,

job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as much as possible to the more

precise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y were

separated by three organizational justice, including general justice,

promotion related to justice, incentives related to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population of this

study, as of February 2016, 430 people less than team leader of a

member of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were enrolled.

And in order to represent the appropriate population, the 215 samples

were extracted through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scheme and

used 132 valid answer to analyze. And also in order to reaffirm the

empirical result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said that general justice is tot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including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showed higher than normal perceived level of

fairness and interaction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showed relatively

high of three kinds of fairness recognition level.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s tot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including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showed higher than

normal perceived level of fairness but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showed relatively low of three kinds of fairness recognition

level. Justice related to incentives is tot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including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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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higher than normal perceived level of fairness but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showed relatively highlow of three kinds of

fairness recognition level.

Averag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also showed

higher than normal organizational commitment degree and continuance

commitment was highest among the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 of analysis between organizational fair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eneral justice and Justice related to

incentives are only distribution fairness of all the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fair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nd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s only procedural justice of all the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fair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se results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eneral

fairness and incentiv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to recognize the fair distribution similar to the fairness,

impartiality, and procedures relative to interactional justice can be

seen to react less sensitive.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s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greatest

possible involvement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an be regarded

with the most priority is to establish a policy to boost the procedural

fairness for the promotion.

keywords :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ve justice,

Student Number : 2015-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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