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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태도는 조직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직무와 관련된 느낌이나 태도, 내부제도의 만족도 등은 매우 중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준 정부기관 임직원이 느끼는 공정성인식과 내부

제도만족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

여 조직내부의 제도적 조직 관리를 통해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를 직무만족과 이직의사로 선정하였으며, 독

립변수로 공정성인식(내부평가, 인사제도)과 내부제도만족(교육훈련, 급

여 및 복리후생, 상호관계)을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근

무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의 2014년 내부고객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0을 통해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분석결과,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이직의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하위변수인 내부평가 공정성인식, 인사제도 공정성인식, 

교육훈련만족도,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 상호관계만족도 모두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사에는 상호관계

만족만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정성인식이 제도만족도보다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더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제도만족도가 공정성인식보다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여 조직효과성 변

수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유효설문을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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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 이직의사 외에 조직몰입도, 경영성과 등의 다양한 조직효과성의 

변수를 검토하는 등 더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정성인식, 내부제도만족, 직무만족, 이직의사

학  번 : 2015-2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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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준 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인식하는 조직 내 여러 가지 제도의 『공정성인식』과 『내부

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이직의사(turnover intention)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지 실증 분석하여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조직의 효과성과 관련된 직무만족은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등 사회

과학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김상욱·유홍준, 2002; 조경

호·김미숙, 2000; Clark, 1997; Lawler, 1995; Kalleberg, 1977). 

그렇지만 직무만족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제갈돈, 200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무수히 많으며 다

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조직효과성은 조직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통적 조

직이론에서 현대의 조직이론에 이르기까지 조직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조

직효과성 또는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이

론 및 조직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자 연구주제가 되어 왔

다(김근세 ․ 이경호, 2005). 이는 오늘날 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에서 시도되고 있는 각종 조직 구조혁신 및 개혁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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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구조의 조직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간위치에서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며 조직효

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부정책과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준 정부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의 공정성인식(내부평가, 

인사제도)과 제도만족도(교육훈련, 구성원 상호관계, 급여 및 복리후생)

가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

를 분석하여 조직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조직내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조직구성원 간 

긍정적 상호작용 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목표달성, 더 나아가 조직의 생

존 등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 

  직무만족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오다가 순 공공부문(공무원)에 관한 연구와 공무원 및 민간기업 

조직의 비교연구로 발전되어왔다. 아직까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사이에

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직률은 

극히 낮은 편이며, 입사와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의 구조적 특성

으로 인해서 이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

기업 개혁정책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도 상시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민간분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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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이

직의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해서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직무만족을 크게 “정서적 직무

만족”과 “인지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인지적 직무만족은 급여, 복지, 동료관계 및 

조직구조 등 직무와 관련된 특정 요인에 대한 구성원 각자의 만족도를 

뜻하며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기존의 연구는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요인으로 공정성, 인사, 급여, 조직신뢰, 조직만족, 조직몰입, 직무몰

입, 교육훈련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인식(내부평가, 인사제도)을 정서적 직무

만족으로, 내부제도만족도(교육훈련, 상호관계, 급여 및 복리후생)를 인

지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대한 영향과 크기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 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으로, 

「공간정보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 심리학용어사전(2014), 한국심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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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의 수행”

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연혁을 살펴보면 지적 및 지세제도(地稅制度)의 

운용을 목적으로 1938년 1월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설립되었으며, 지적 측량기술 개발 및 지적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조직 ․ 기구 및 업무를 확장하여 1977년 7월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대한지적공사는 2009년 6월 9일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운영되었다.

현재는 2014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 법제 명 변경 및 일부개정

으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기본법」으

로 설립근거가 변경되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2), 「공간정보산업진흥법」3)이 개정되어 2015년 6월 4일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

측량사업으로 지적기초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

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의 지적측량과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 ․ 교육 등 의 지원 사업, 지적 불부합지 관련 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14년 6월 「공간정보기본법」의 재정으로 사명 변경과 함께 

공간정보산업 분야로 업무영역을 다각화하는데 성공하여 국가공간정보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

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

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 지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 및 출연 등이 있으며, 해

외사업으로 공간정보, 지적제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국제교류 및 협

력, 국외진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지적재조사관계법령의 통과로 「지적재조사」4)사업을 

추진하여 공신력있는 측량기관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이용가

치를 높이고 있으며 축적된 측량기술의 민간교육 사업으로 공간정보, 지

적제도 발전에 관한 교육의 지원 사업과 공간정보, 지적제도 발전에 관

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직은 <그림1-1>과 같이 본사 4본부 5실 9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시·도에 설치된 12개 본부와 각 시·군·구에 

179개 지사를 가지고 국민에게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직원 및 지적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국토

정보 교육원과 지적측량 및 제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관인 공간정보연

구원을 따로 두고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전체 임직원은 총 3,590으로 

임원 6명, 기술직 3,361명, 사무직 85명, 기타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적측량수행기관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기술직 직원이 직원의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4)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00년 전 일제의 세금수탈 목적으로 제작된 종이 지적

도의 오류, 낮은 정밀도, 시간 경과에 따른 지적도의 마모, 훼손, 변형으로 인한 

측량정확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 등을 해소하고, 우

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실시하게 된 국책사업이다.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제정되고 2012년 3월 법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

업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고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첨단 디지털 국토정보제공,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발전,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해외수출 등을 목표

로 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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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직도(2015년 기준)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http://www.lx.go.k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인식하는 조직 내 제도

에 대한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미치

는 영향과 그 크기를 변수별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

를 살펴보고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 분석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는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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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 검

토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직무자체, 공정성, 급여, 조직구조, 성취감, 교육

훈련, 동료관계 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한 연구 자료들을 수집 ․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공기업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 내 제도에 대한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의 조직효과

성(직무만족도, 이직의사)간의 관계와 크기를 규명하고자 한국국토정보

공사(준 정부기관-위탁집행형)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내부

고객만족도조사(ESI)5)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총 3,554명의 공사 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유효 표본은 2,155명이며 응답

률은 60.6%이다. 

  내부고객만족도조사는 공사 근무환경 및 여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진단하고 조직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내부고객만족을 통한 공사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

는 설문조사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임직원 만족도(직원의 회사관, 직무

만족도), 제도 및 시스템 만족도(내부평가, 인사제도, 교육훈련제도, 급

여 및 복리후생제도, 직장생활만족도)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와 임직원의 내부만족도조사의 설문항

목을 참조하여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조직 내 제도에 대한 

공정성인식(내부평가공정성, 인사제도공정성), 내부제도만족도(교육훈련, 

5)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 : 

Employee Satisfaction Index)는 내부고객의 공사 근무환경 및 여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진단하고, 응답자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결과를 공

사의 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는 동시에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

한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사이다. 이에 정기적인 내부고객만족

도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구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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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로 하고, 종속변수는 조직효과성으로서

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를 활용하여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준 정부기관 임직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분석에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2.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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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만족

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이란 학자들 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전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업 혹은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직무수행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조직

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무만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호포크(Hoppok)는 직무

만족이란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직무로부터 진심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

는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종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로크(E.A 

Locke)는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을 통해서 얻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Gilmer(1966)는 만족 또는 불만족은 자기 직무

에 대하여 관련 요인 및 일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의 결과라고 정의하였고, 스미스(H.C Smith)는 자신의 직무가 전체

적으로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잘 충족시켜 주는지에 대한 종업원

의 판단이라고 하고, 맥코믹(E.J.MoComick)은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체험되거나 얻게 되는 욕구만족 정도의 함수라고 하였다. 이종법(1995)

은 이러한 과거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직무만족을“종업원이 직무 

상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반응으로 반응의 상태는 직무가 자신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쾌함의 정도”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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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매슬로우가 발표한 욕구위계론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개인의 기본 욕구를 생리적, 안전, 애정, 

존경, 자아실현 욕구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이들 욕구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옮아가면서 다음 단계의 욕구가 유발된다

고 주장함에 따라 개인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의 개인 과

업수행 동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허쯔버그(F.Herzberg)는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강조한 2요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

면 첫째, 위생요인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요인으로 임금, 안

정된 직업, 작업조건, 지위, 경영방침, 대인관계 등을 불만족 요인이라 

하고, 둘째, 동기요인으로 개인으로 하여 열심히 일 하게하고 성과도 높

여주는 동기부여 요인으로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발전, 보람 있는 

직무자체, 존경과 자아실현 욕구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포터(L.Poter)와 로울러(E.Lawler)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로

부터 기대하는 바는 자신의 과업수행과 관계가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아담스(J.S.Adams)의 공정성이론을 결합 

하여 발전시킨 이론으로 개인이 노력을 통해 직무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

족을 얻을 수 있으나, 직무성취가 만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직무성취

에 부가되는 내재적 ․ 외재적 보상에 의해 결정되며, 이 때 보상은 공정

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성취를 위한 변수로 노

력과 능력, 성과, 보상의 비교, 만족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에 대해 호포크 등과 같은 초기의 학자들은 직무만

족을 종업원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전체적인 호감도 또는 유쾌함을 느끼

는 일반적 증세로 보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의 학자들은 개인이 인식

하는 만족의 정도, 즉 기대치에 대비한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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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영향요인

Herzberg(1959)

동기요인 성취감, 인정, 작업 그 자체, 성과

위생요인
회사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임금, 안정

Smith(1965) 직무, 보수, 승진, 감독, 동료

Poter(1968) & 

Steers(1978)

조직전체요인
급여, 승진기회, 

회사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작업환경요인
감독스타일,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집단규모, 동료관계, 작업조건

직무내용요인 직무범위,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개인적 요인 연령, 근속, 성격

Roman(1973)
직무내용, 통제, 조직관리, 승진기회, 

보수, 재정적 편익, 동료, 작업환경

Locke(1976)
작업, 임금, 승진, 인정, 복지후생, 

작업조건, 감독, 동료, 회사 경영방침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

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느끼게 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및 선행연구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의 규모, 구조 등 조직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직무만족

과 관련된 영향요인으로 성취감, 보수, 승진,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연구되어 왔었다.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리

는 <표 2-1>과 같다.

<표 2-1>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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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genson(1977)

발전(승진기회), 부가급부(복리후생), 

회사에 대한 자부심, 동료, 시간, 

감독, 안전도, 작업유형, 작업조건

박충희(1988)
임금, 인간관계, 성취도, 승진, 

직장생활의 질, 리더 행동

김진탁(1974)
조직전체 요인, 작업환경 요인, 

직무내용 요인, 개인적 요인

우찬복(1995) 승진, 업무자체, 인정, 회사정책, 상사와의 관계

이광호(2003)
임금, 업무환경, 승진 및 발전기회, 안정도, 

복리후생, 회사경영방침, 감독방법, 동료관계

이광영(2008)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교육수준

직무의 특성
작업집단의 분위기와 규모, 직무범위, 

직무유형, 동료관계, 작업감독유형

조직의 특성
급여, 승진기회, 

사회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출처: 이지현.(2009)“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남서울대학교  

     석사논문, p. 21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1) 공정성인식과 직무만족 선행연구

  공정성(equitability)이란,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대우 또는 평가, 승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의 만족

을 증대시킴에 있어 공정성 지각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

고, 이를 채용, 급여, 고충처리, 그리고 근무지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

정과 같은 다양한 조직상황에 적용시켜 왔다(Greenberg, 1990).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기술, 지식, 능력 등)을 조직

에 제공한다. 조직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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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높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며, 

지속적인 조직구성원들의 성과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

상을 제공하는 것이다(박내회, 1997). 하지만 구성원 전체가 필요한 것

을 부족함 없이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각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씩 나눠 가져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조직이 분배의 공정

성인식에 따른 집단이나 개인의 반응과 행동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하

는 분야가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equitability)이라 할 수 있다.

  박용찬(2008)은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지각 중 근무성적평정에 대

한 공정성 지각인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0.305, 분배공정성은 직무

만족에 0.245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고 하였다. 김민강

(2008)은 공무원들의 인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그들의 인식과 행

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연구에서 인사공정성 지각은 구성원

들의 신분불안과 조직시민행동을 감소시키는 한편, 조직에 대한 신뢰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사공정성이 조직구성원들이 인식

하는 신분불안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공조직에

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 쇄신책의 적용에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승규(2010)는 인사평가 시스템의 공정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성과에 있어서는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희진(2010)은 성과평가제도가 조직 효과성을 극

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성과와 보상 간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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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더 나아가 조직 경영에 관하여 상사와의 구체적인 면담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실증연구에서 김진완(2010)은 “공공부문 성과평가에 대한 공

정성 지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절차적 공정성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분배적 공정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권정윤(2012)은 공공기관

의 성과급제의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인식과 상호관계에 따른 상사와 

동료, 임금차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

데,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상호관계와 

임금에서는 5%의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영숙(2015)은“성과평가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 하위 3개 유형에 모두 유의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절차공정성은 정서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이론을 지지하고 있

다. 이에 반해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 하위 3개 유형 어느 곳에도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이론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

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정성인식은 전반적으로 조직

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내부제도만족과 직무만족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내부제도만족을 세 가지의 변수로 구체화 하였다. 먼저 

조직의 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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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향상과 자기계발과 관계되는 교육훈련제도 그리고 팀을 이루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에서 필수 고려 요소인 구성원 간 상호관계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의 영

향요인으로 승진, 급여, 공정성, 상호관계, 조직구조, 직무자체 등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료관계, 상사와 관계 등 상호관계에 대한 연

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직구성원의 상호관계가 조직의 성과

와 관련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반증이라

고 할 수 있겠다.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만족이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국내연구에서 권지연(2001)은 임금만족과 직무만족과의 

상관계수는 .590(p<.001)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고, 이

것은 임금만족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최윤숙(2006)은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승진제도에 만

족할수록, 보수가 적절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

다. 김향숙(2009)는 직무성과와 관련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임금수준, 복리후생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많은 기

업들이 조직특성에 맞는 임금제도에 따라 임금수준, 복리후생 등을 결정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며 또한 복리후

생은 업적효과와 관련되지 않은 보편적 특혜이므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강렬한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임상호(2012)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교육훈련요인, 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

의 관계에서 교육훈련성과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연구에서 교육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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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인 효율성, 적합성, 우호성, 명확성과 교육훈련의 성과와 직무만

족도의 하위 영역인 산업복지, 업무만족수준, 조직관리 및 후생복지, 이

직태도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하위 변인들을 적

절히 조절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정윤(2012)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상사-구성원 교환관계와 팀-구성원 교환관계 인식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노현혜(2013)는 준 정부기

관 임직원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 내 동료의 수평 및 수직

간 신뢰, 부서 간 수평 및 수직간 신뢰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춘애·서원식(2013)은 교육훈련 만족도에는 직무특성과 조직효과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 대한 기대, 

직무특성, 조직효과성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효능

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아 효능감의 조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내부제도(급여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상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이직의사

  1. 이직의사의 개념

  이직의사란,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적의도로 조직을 이탈하려는 생각이

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은 조직의 경영환경 등 외부여건과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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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발적 

이직은 조직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직

률은 극히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발적 이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Price & Mueller(1981)는 이직의사(turnover intention)란 구성원 

본인이 속한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 혹은 생각이나 결심을 의미하여 이것

은 이직을 예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직은 조

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의 자격을 종결하는 것으로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한

다(Mobley, 1982)고 하였다. 

  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은 이직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자신

일 경우이며, 복리후생, 급여,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일어난다.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turnover)은 의사결정의 주체

가 자신이 아닌 해고, 질병, 명예퇴직 등으로 자신의 의사가 아닌 이유

로 회사를 떠나야할 때 일어난다. 자발적 이직은 가장 보편적이고 조직

에 있어서도 해로운 유형이며, 조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Price, 

1977; 이영균·최인숙, 2013: 재인용).

  조직에서는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직은 조직의 인적자원의 질을 증

가시켜 건전한 조직 상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직에 

필요한 뛰어난 업무처리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개인의 이직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전호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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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사 영향요인 및 선행연구

  황창호·문명재(2012)는 LH공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조

직몰입과 이직충동, 이직활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기

관장리더십, 내적동기요인, 외적동기요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

다와 조직몰입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직의사에는 관리자리

더십, 구성원들의 내․외적 동기요인,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영향을 미

쳤으며, 실제 이직활동에는 내적동기요인과 역할갈등, 역할모호성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영균·최인숙(2013)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분석

을 연구하였으며,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성

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직급, 근무경력, 월평균 소득, 사회복지사자격

증, 고용형태), 조직관련 특성(타기관의 비교우위, 합리적 승진체계, 동

료와의 우호관계, 상관과의 우호관계), 직무관련 특성(담당업무 만족도)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에서 학력과 사회복지

사자격증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며, 조직관련 특성에서는 합리적 승

진체계가 이직의사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상욱·유홍준(2002)은 한국노동패널(KLIPS)의 1998∼2000년 3

년의 패널 자료를 통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직무만족에는 직무자체, 급여, 승진, 직무적성, 업무강도, 

성별, 교육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사는 직무만족, 

근무부문, 근무기간, 직무자체, 직무적성,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되었다. 또한 이직의사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결정요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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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숙(2009)는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수준, 복리후

생으로 나타났고 이직의사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임금만족의 매개 요인을 살펴본 결과 복리후생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직구성원의 이직은 직무자체에 대한 불만족, 조직내부의 제

도에 대한 불만족, 구성원 간 상호관계 불만족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선행연구 소결

  지금까지 여러 국내 ․ 외 학자들의 조직의 생산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헌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조직의 공정성인식과 조직내

부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과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무원,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직의 효과성 측면에서 성취감, 직무자체, 조직관리 등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는 조직 운영의 중요 고려요

소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무만족의 중요 요인으로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조직구성

원들의 공정성인식은 조직의 신뢰로 연결되어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효

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문헌과 기존 연구자들의 가설검증, 연구결과 등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사공정성, 평가공정성,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만족, 교육훈련제도 만족, 상호관계 만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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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서적 직무만족에 해당

하는 평가공정성과 인사공성을 공정성인식으로, 인지적 직무만족에 해

당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상호관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

고, 변수별로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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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분석의 틀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준 정부기관 임직원이 인식하는 조직 내부 제도에 

대한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 영향을 준다면 크기는 어떠한지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하는 조직 내부 제도들 중에서 공정성인식(내부평가, 인사제도)과 제

도만족도(교육훈련, 상호관계, 급여 및 복리후생)를 독립변수로 사용했

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공정성인식이 제도만족도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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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공정성인식이 제도만족도보다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이직의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정 

준 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성인식이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련된 직무만족

과 이직의사에 제도만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

데 이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은 조직의 성과에 내부제도 만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다수의 연구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준 정부기관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은 비슷한 근무기간에 동일직급일 경

우 거의 동일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이다. 개인별로 부의 축적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분배받는 구성원으로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재를 제공하

는 준 정부기관이라는 조직에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공정한 승진기회

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직무만족의 요인 될 것이다. 그리고, 공

정성인식은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와 관

련되고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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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에서 불공정의 인식

은 조직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구성원의 정서적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인지적 직무만족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느끼는 공

정성인식과 제도의 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으로 독립변수를 공정성인식(내부평가, 인사제도)과 제도만족도

(교육훈련, 상호관계, 급여 및 복리후생)로 하고 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

도와 이직의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 분석의 틀을 <그림 3-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3-1>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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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의 수집 ․ 분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공정성인식, 내부제도만족도)

  본 연구에서 공정성인식은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및 의사결

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하

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 내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인식을 측정한 설문 내용으로는 내부평가의 공정성을 조사하

는 설문인“귀하께서는 공사의 내부평가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와 인사의 공정성을 묻는 설문인“귀하께서는 공사의 인사제도가 

과거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의 두 문항으로 세분화된 설문내용을“공정성인식”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또한, 내부제도만족도는 조직 내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 급여 및 복

리후생, 구성원 간 상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세 문항

의 설문을“내부제도만족도”라는 변수로 단순화 하였다. “공정성인

식”이라는 설문 두 문항과 “내부제도만족도”라는 설문 세 문항은 

<표 3-1>과 같다.

  독립변수인 공정성과 내부제도만족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수준 측정

은 2014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조사(ESI)결과6)를 활

6) 한국국토정보공사 ESI(2014년)의 내부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내부제도공정

성의 인식수준과 내부제도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의 Likert scale 7점 척도를 사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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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모든 설문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2) 종속변수(직무만족도, 이직의사)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 

욕구충족상태이며, 직무를 대하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2014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내부고객만족도 조사(ESI)에서 

사용된 직무만족도 설문 중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귀하께서는 직무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항목을 사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직의사를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

적의도로 조직을 이탈하려는 생각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해 설문 조사에서 사용된 직원의 회사관에 대한 설문항목 중“귀하는 다

른 회사에서 지금과 똑같은 업무 및 근로조건을 제안한다면 그곳으로 이

직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

의 이직의사를 조사 하였다.

  2. 자료의 수집 ․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인식과 조직 내 제도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직무

만족,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의 크기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연구대상인 한국국토정보공사(준 정부기관-위탁집행형) 임직

원의 2014년도 공기업내부 고객만족도조사(ESI)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

용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4년도 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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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문항 설문내용

독립변수

공정성

인식

내부평가
귀하께서는 공사의 내부평가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제도

귀하께서는 공사의 인사제도가 과거

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제도

만족도

교육훈련

귀하께서는 공사의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급여 및 

복리후생

귀하께서는 공사의 급여 및 복리후

생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내의 직원 상호간에 

문조사는 2014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총 3,554명

의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유효 표본은 2,155

명이며 응답률은 60.6%이다. 내부고객만족도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무환경 및 내부제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진단하고 조직 구성원의 요

구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공

사의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다. 

  주요 조사내용은 내부제도 및 시스템 만족도(내부평가, 인사제도, 교

육훈련제도,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직장생활만족도)와 장기근속의지, 이

직의사 등 전반적인 회사관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부고객만족도조사 설문 중 본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는 항목을 <표 3-1>과 같이 선정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1 > 내부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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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신뢰, 협력 및 단결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귀하께서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 자

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이직의사

귀하께서는 만약 다른 회사에서 지

금과 똑같은 업무 및 근로조건을 제

안한다면 그곳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밖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도 포함되어있다. 다

른 연구와 구별되는 사항은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수(공정성인식, 

내부제도만족도)와 종속변수(직무만족, 이직의사)를 측정함에 있어서 설

문지의 문항이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직의사,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확한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사에 대한 신뢰수준의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설문결과의 통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인구통계학적 변

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조

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정성인식, 제도만족도, 직무만족, 이직의사의 

크기와 집단별 정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화계수로 공정

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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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범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체 임직원 3,554명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유효표본대상은 2,155(60.6%)명이다. 

전체 응답자 총 2,155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1,954명으로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01명으로 9.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의 경우는 20대가 가장 적은 58명으로 2.7%, 30대가 360명으

로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940명으로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50대 이상이 797명으로 37%로 그 다음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근속년수의 경우 16년 이상~20년 이하의 직원이 533명으로 24.7%

로 가장 많은 응답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6년 이상 

근속직원이 전체 응답자의 92.3%를 구성하고, 5년 이하 근무 직원이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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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자 특성 빈도(명) 비율(%)

전  체 2,155 100.0

성  별
남성 1,954 90.7

여성 201 9.3

연  령

20대 58 2.7

30대 360 16.7

40대 940 43.6

50대 이상 797 37.0

근무기간

5년 이하 167 7.7

6-10년 이하 215 10.0

11-15년 이하 219 10.2

16-20년 이하 533 24.7

21-25년 이하 470 21.8

26-30년 이하 231 10.7

31년 이상 320 14.8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하위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1) 하위변수의 기술통계

  설문에 응답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들의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량을 분석해 보았다. 모든 설문은 리커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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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부평가
공정성인식

인사제도
공정성인식

교육훈련
만족도

급여 및 
복리후생 
만족도

상호관계
만족도

N
유효함 2,155 2,155 2,155 2,155 2,155

결측값 0 0 0 0 0

평균 6.174 6.203 6.334 5.954 6.168

중앙값 7.000 7.000 7.000 7.000 7.000

최빈값 7.0 7.0 7.0 7.0 7.0

표준편차 1.2710 1.2168 1.0417 1.3420 1.2091

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는데 <표 4-2>와 같이 5개의 하위변수 설문항목

에서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교육훈련만족도의 평균이 

6.334로 가장 높게 났고 급여 및 복리후생의 만족도는 5.9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공기업에 비해 근무강도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낮

은 보수와 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규제에 대한 직원

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4-2> 하위변수의 기술통계

   

    

    (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종속변수들의 기술적통계량에서는 직무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6.231이

라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고, 이직의사를 묻는 설문인 “귀하는 다른 

회사에서 지금과 똑같은 업무 및 근로조건을 제안한다면 그곳으로 이직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775(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⑦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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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만족도 이직의사

N

유효함 2,155 2,155

결측값 0 0

평균 6.231 2.775

중앙값 7.000 1.000

최빈값 7.0 1.0

표준편차 1.1407 2.2513

우 그렇다) 라는 상당히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최근 공기

업 개혁정책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도 상시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민간분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높

아진 업무강도와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는 급여 및 복

리후생의 만족도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들

의 최근의 높은 이직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3.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근무기간)에 따른 공정

성인식, 내부제도만족도와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는 t-test(독립표본 T검정)와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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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는 모집단이 2개 이하일 경우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통계분

석기법으로 t검정에 의한 유의확률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모집단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은 두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값이 동일한지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으로 검정통계량은 F(집단 간 평균제곱/집단 내 평균

제곱)이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후분

석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LSD(최

소유의차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① 성별에 따른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공정성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t-test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

으로 분석결과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 검정

은 분산의 동일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분산이 동일한지를 

보는 것이다. 내부평가 공정성인식의 F값의 유의확률은 0.892, 인사제

도 공정성인식은 0.673, 교육훈련만족도는 0.160, 급여 및 복리후생만

족도는 0.367로 유의확률 기준인 0.05보다 크게 나타나서 두 집단의 분

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된 값으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부평가 공정성인식의 t값은 0.873이고, 인사제도 공정성인식의 t값은 

0.782로 ±1.96보다 작으므로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 공정성인식은 유

의수준 하에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관계만족도의 F값의 유의확률은 0.017로 남성과 여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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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

F
(F값의)

유의
확률

t
(t값의)

유의
확률

내부평가
공정성
인식

남성
(1954) 6.182 1.267

.018 .892 .873 .383
여성

(201) 6.100 1.315

인사제도
공정성
인식

남성
(1954) 6.210 1.217

.179 .673 .782 .434
여성

(201) 6.139 1.217

교육훈련
만족도

남성
(1954) 6.341 1.033

1.978 .160 .935 .350
여성

(201) 6.269 1.121

급여 및 
복리후생
만족도

남성
(1954) 5.950 1.340

.814 .367 -.349 .727
여성

(201) 5.985 1.369

상호관계
만족도

남성
(1954) 6.191 1.188

5.687 .017 2.479 .014*
여성

(201) 5.940 1.384

집단의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값으로 

분석하였다. t값은 2.479로 ±1.96보다 크고 t값의 유의확률도 0.014로 

기준 수치인 0.05보다 작은 수치를 보인다. 즉,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

성 두 집단 간 상호관계만족도는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높은 남성위

주의 직원 구성 비율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위축감 등

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4> 성별에 따른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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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내부평가
공정성인식

20대(a) 58 5.983 1.4689

1.204/0.307
30대(b) 360 6.092 1.3141

40대(c) 940 6.185 1.2797

50대 
이상(d) 797 6.212 1.2243

58 6.190 1.1616

1.955/0.119인사제도
공정성인식

20대(a)

360 6.064 1.369730대(b)

940 6.223 1.188840대(c)

797 6.243 1.177050대 
이상(d)

58 6.259 1.0689

0.994/0.395교육훈련
만족도

20대(a)

30대(b) 360 6.281 1.1328

940 6.320 1.061840대(c)

    ② 연령에 따른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구성원의 연령에 따라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두 개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동일한지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5>와 같이 각 변수별로 F값의 유의확률은 내부평가공정성인식 

0.307, 인사제도공정성인식 0.119, 교육훈련만족도 0.395, 급여 및 복

리후생만족도 0.173으로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관계만족도의 F값의 유의확률은 0.018로 세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집단이 30대의 집단

보다 상호관계만족도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 연령에 따른 하위변수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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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6.380 .970650대 
이상(d)

급여 및 
복리후생 
만족도

20대(a) 58 6.000 1.2978

1.665/0.173
30대(b) 360 5.850 1.5204

40대(c) 940 5.928 1.3734

50대 
이상(d) 797 6.028 1.2141

상호관계
만족도

20대(a) 58 6.138 1.0505

3.88./0.018* d>b
30대(b) 360 6.031 1.3380

940 6.141 1.238440대(c)

50대 
이상(d) 797 6.263 1.1145

*.p<0.05

    

(2)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 분석 

      ① 성별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표 4-6>과 같이 직무만족도 F값의 유의확률은 

0.018, 이직의사는 0.981이다. 직무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직의사는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값 2.254 유의확률 

0.025로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6.251 여성이 6.305로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만족도의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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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

F
(F값의)

유의
확률

t
(t값의)

유의
확률

직무
만족도

남성
(1954) 6.251 1.1199

5.630 .018 2.254 .025*
여성

(201) 6.035 1.3129

이직
의사

남성
(1954) 2.750 2.2490

.001 .981 -1.618 .106
여성

(201) 3.020 2.2649

  이직의사는 등분산이 가정된 t값 -1.618 유의확률 0.106으로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 이직의사는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무특성

상 현장근무 위주의 힘든 근무여건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6> 성별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p<0.05

    ② 연령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분석

  연령에 따라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4-7>과 같이 직무만족의 F값은 2.269, 유의확률 0.079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사의 F값은 

7.184,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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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직무
만족도

20대(a) 58 6.103 1.1346

2.269/0.079
30대(b) 360 6.108 1.2785

40대(c) 940 6.239 1.1329

50대 
이상(d) 797 6.286 1.0802

이직
의사

20대(a) 58 2.897 2.1980

7.184/0.000** b>c, d
30대(b) 360 3.153 2.3818

40대(c) 940 2.840 2.2853

50대 
이상(d) 797 2.519 2.1246

  이는 변화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고, 직무적으로 안정된 50대 

이상의 직원보다 30대의 젊은 층에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직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연령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분석

 

**.p<0.01

  4. 하위변수의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

    (1) 하위변수의 상관관계분석

  연구의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검정하고자 하는 측정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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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 2 3 4 5 6 7

1. 직무
   만족도 1

2. 이직
   의사 -.217** 1

3. 내부평가
 공정성인식 .738** -.174** 1

4. 인사제도
 공정성인식 .747** -.192** .751** 1

5. 교육훈련
  만족도 .741** -.187** .723** .746** 1

6. 급여,복리
 후생만족도 .731** -.156** .664** .689** .697** 1

7. 상호관계  
  만족도 .823** -.206** .765** .752** .749** .709** 1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계라고 한다. 

  본 연구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8>의 상관관계분

석표와 같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변수 간 +0.6이상의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의 하위요인 간

의 결과 또한 상관계수 값이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의 하위변수들과 이직의사는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하위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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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의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영향을 주는 변수)가 종속변수(영향을 받는 변

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이다. 즉,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검증기법이다. 단순 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검정하는 것이고, 다중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검정

하는 것이다.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7)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차한계

(1-R²)=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두 구성개념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가설 검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하위변수들과 직무만족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내부평가공정성, 인사제도공정성, 

교육훈련만족도,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 상호관계만족도 모두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표 4-9>와 같이 상호관계만족도(β=20.54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7) 회귀모델의 기본가정은 독립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다중공선성 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

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하일 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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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모
형 (상수) .792 .118 　 6.718 .000 　 　

독
립
변
수

내부평가
공정성 .094 .017 .105 5.534 .000** .324 3.088

인사제도
공정성 .126 .018 .135 6.962 .000** .313 3.197

교육훈련
만족도 .134 .021 .122 6.455 .000** .327 3.054

급여복지
만족도 .163 .014 .191 11.305 .000** .408 2.452

상호관계
만족도 .389 .019 .413 20.541 .000** .290 3.454

통
제
변
수

성별 -.104 .045 -.027 -2.301 .021 .879 1.138

연령 -.019 .034 -.013 -.556 .579 .217 4.602

근무
기간 .007 .015 .011 .503 .615 .229 4.369

통계량
R= .866, R²= .749, 수정된 R²= .748

F= 801.966, p= .000

<표 4-9> 하위변수와 직무만족의 다중회귀분석

**p<0.01

  (3) 하위변수와 이직의사의 다중회귀분석

  하위변수들과 이직의사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표 

4-10>과 같이 상호관계만족도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는 이

직의사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관계만족만이 이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에서도 

상호관계만족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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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모
형 (상수) 6.056 .452 　 13.399 .000 　 　

독
립
변
수

내부평가
공정성 .009 .065 .005 .145 .885 .324 3.088

인사제도
공정성 -.134 .069 -.072 -1.927 .054 .313 3.197

교육훈련
만족도 -.117 .079 -.054 -1.481 .139 .327 3.054

급여복지
만족도 .032 .055 .019 .585 .559 .408 2.452

상호관계
만족도 -.227 .073 -.122 -3.131 .002** .290 3.454

통
제
변
수

성별 .020 .173 .003 .114 .909 .879 1.138

연령 -.071 .129 -.025 -.553 .580 .217 4.602

근무
기간 -.081 .056 -.063 -1.434 .152 .229 4.369

통계량
R= .232, R²= .054, 수정된 R²= .050

F= 15.312, p= .000

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

계에서 성장하고 생존해 나가는 유기체임을 인식하고 조직효과성으로서

의 직무만족의 향상, 이직의사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 부서 간, 상하 간, 동료 간의 상호관계향상 프로

그램 개발, 조직 내 구성원 간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상호관계만족도

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표 4-10> 하위변수와 이직의사의 다중회귀분석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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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제 2 절 가설검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인식과 내부

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

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의 설문결과를 활용하였

다. 주요 조사내용은 내부제도 및 시스템 만족도(내부평가, 인사제도, 교

육훈련제도,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직장생활만족도)와 장기근속의지, 이

직의사 등 전반적인 회사관에 관한 사항이다.

  설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측정도구를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설문의 목적이 뚜렷하고 구체적이어서 전체 내부고객만족도조사 설

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

였다. 

  하위변수 간 상관관계가 크고 단일차원성을 가지고 있어 하위변수들 

중에서 변수계산을 통해 내부평가 공정성인식과 인사제도 공정성인식을 

“공정성인식”으로, 교육훈련만족도,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 상호관계

만족도를 “내부제도만족도”라는 하나의 독립변수로 생성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직무만족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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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칠 것이다.

<가설1-2>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공정성인식이 내부제도만족도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통제변수 적용 이전(모형1)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모형 1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확률 p= .000에서 

3023.16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737로 73.7%

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조직 내 구성원의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값은 

11.816으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p<0.01 이므로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또한, 조직 내 구성원의 내부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값

이 29.744으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p<0.01 이

므로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공정성인식의 표준화 된 베타 값은 .252이고, 제도만족은 .634로 

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1-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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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제변수 적용(모형2) 

  모형 2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의 개인 특성인 

성별, 연령,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4-11>과 같이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확률 p= 

0.000에서 1214.93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738로 73.8%의 설명력을 보여 통제변수 투입이전과 거의 같은 설명력

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관계는 t값이 11.843으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0으

로 p<0.01 이므로 통제변수 투입 이후에도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조직 내 구성원의 내부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값이 

29.715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p<0.01 이므로 

통제변수 투입 이후에도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도 채택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차한계(tolerance)값을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 공차한계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때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의 공차한계는 .269로 문제가 없다고 해

석된다.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

한 결과 공정성인식의 표준화 된 베타 값은 .252이고, 내부제도만족은 

.632로 내부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변수 투입 이후

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1-3>

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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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모형 
1 (상수) .585 .074 　 7.934 .000 　 　

독립
변수

공정성
인식 .247 .021 .252 11.816 .000** .269 3.720

내부제
도만족 .670 .023 .634 29.744 .000** .269 3.720

통계량
R= .859, R²= .738, 수정된 R²= .737

F= 3023.169, p= .000

모형 
2 (상수) .758 .117 　 6.499 .000 　 　

독립
변수

공정성
인식 .247 .021 .252 11.843 .000** .269 3.722

내부제
도만족 .668 .022 .632 29.715 .000** .269 3.724

통제
변수

성별 -.137 .046 -.035 -2.980 .003 .885 1.130

연령 -.013 .034 -.009 -.391 .696 .217 4.601

근무
기간 .006 .015 .009 .386 .700 .229 4.368

통계량
R= .859, R²= .739, 수정된 R²= .738

F= 1214.939, p= .000

<표 4-11> 독립변수와 직무만족의 다중회귀분석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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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사에 대한 해석

가설 2.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공정성인식이 내부제도만족도보다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통제변수 적용 이전(모형 1)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모형1에서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확률 p= .000에서 47.96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042로 4.2%의 낮은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조직 내 구성원의 공정성인식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t값은 –
2.083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37로 p<0.05 이므로 공

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또한, 조직 내 구성원의 내부제도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t

값은 –3.181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1로 p<0.01 이므

로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도 채택되었다.



- 47 -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

한 결과 공정성인식의 표준화 된 베타 값은 –0.085이고, 제도만족은 –
0.129로 내부제도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정성인식이 이직의사에 더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3>은 기각되었다. 

  

    (2) 통제변수 적용 이후(모형 2)

  모형2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원의 개인 특성인 

성별, 연령,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4-12>와 같이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유의확률 p= 

0.000에서 22.77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050

로 5%의 설명력을 보여 통제변수 투입이전과 거의 같고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성인식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

향 관계는 t값이 –2.080으로 ±1.96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38로 

p<0.05 이므로 통제변수 투입 이후에도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

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조직 내 구성원의 내부제도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t값은 

–3.053으로 ±2.58이상이고 유의확률 p값이 0.002로 p<0.01 이므로 

통제변수 투입 이후에도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도 채택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차한계(tolerance)값을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 공차한계 0.1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때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의 공차한계는 .269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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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모형 
1 (상수) 5.450 .278 　 19.622 .000 　 　

독립
변수

공정성
인식 -.164 .079 -.085 -2.083 .037* .269 3.720

내부제
도만족 -.270 .085 -.129 -3.181 .001** .269 3.720

통계량
R= .207, R²= .043, 수정된 R²= .042

F= 47.966, p= .000

모형 
2 (상수) 5.893 .439 　 13.428 .000 　 　

독립
변수

공정성
인식 -.163 .078 -.084 -2.080 .038* .269 3.722

내부제
도만족 -.258 .085 -.124 -3.053 .002** .269 3.724

통제
변수

성별 .057 .173 .007 .329 .742 .885 1.130

연령 -.076 .129 -.027 -.591 .554 .217 4.601

근무
기간 -.079 .057 -.061 -1.390 .165 .229 4.368

통계량
R= .224, R²= .050, 수정된 R²= .048

F= 22.776, p= .000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공정성인식의 표준화 된 베타값은 –0.084이고, 제도만족은 –0.124

로 통제변수 투입 이후에도 제도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정성인식이 내부

제도만족보다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3>은 기

각되었다. 

<표 4-12> 독립변수와 이직의사의 다중회귀분석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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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검증의 요약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13>과 같다. 공정성인식

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과 <1-2>는 채택되었지만 당초에 설정하였던 영향의 크기에 대

해서는 공정성인식보다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공정

성인식보다 내부제도만족도가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인식과 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이직의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

구결과 기존의 문헌과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인식이 내부제도만족보다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

련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

데 분석결과 내부제도만족이 공정성인식보다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급여와 복리후생, 교육훈련 기회를 누리고 있는 같은 직급, 동

일한 근무기간의 준 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급여와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 

기회에서 직무만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준 정부기

관이라는 조직에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공정한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

다는 것은 중요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의 요인일 것이라는 점에서 가설

을 설정하였다. 

  통계분석결과 내부제도만족도의 하위변수들 중 「상호관계만족도」의 

변수는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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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구가설 채택여부

가설 1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내부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공정성인식이 내부제도만족도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내부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공정성인식이 내부제도만족도보다 이직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가설검증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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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공정성인식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조

직 내에서 신뢰로 연결되어 구성원 간에 활발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

로 이어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자들은 밝혀왔다. 또한 조직 

내부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직무몰입

으로 이어져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등 조직효과성을 증대 시키는 것으

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공정성인식』은 내부평가 공정성인식과 인사제도 공정성인식을 사용하

였고, 『내부제도만족』은 교육훈련만족,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 상호관

계만족을 사용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크기를 분석함

으로써 사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

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7점 척도로 구성

되어있는 ESI의 설문결과 데이터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

수간의 상관관계분석,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정성인식, 내부제도

만족도,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이직의사)의 수준과 집단별 차이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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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인지적 직무만족

과 조직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첫째, 공정성인식에 대한 성별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부평가 공정성인식과 인사제도 공정성인식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

고 있으며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의 

경우에서도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세대 간 공정성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부제도만족도에 대한 성별 응답자들의 분석결과에서도 교육훈련만족

도,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상호관계만족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연령별 분석결과에서는 교육훈련,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으나, 상호관계만족도에서 50대가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직효과성(직무만족)에 대한 성별 응답자들의 인식차이를 분석

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한

국국토정보공사의 남성 직원비율이 높고 잦은 출장과 외근위주의 직무특

성상 상대적으로 여성이 느끼는 소외감, 위축감, 업무피로도 등이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 직무만족의 경우에서는 인식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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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효과성(이직의사)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이직의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30대가 50대보다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정된 직장

을 선호하고, 조직 내에서 직무적으로 지위가 높고 안정된 50대보다 상

대적으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욕구가 강

한 30대에서 이직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인식과 내부

제도만족이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크기는 어떠한가? 이다. 특히, 내부평가 공정성인식과 

인사제도 공정성인식을 『공정성인식』으로, 교육훈련만족, 복리후생만

족, 상호관계만족을 『내부제도만족』으로 묶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인식이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의 검정 결과,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은 채택되

었고, 공정성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내부제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의 검정 결과, 내부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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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택되었으며 내부제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에는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대한 가설의 검정 결과, 내부제도만족

도가 공정성인식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또한, 이직의사에도 내부제도만족도가 공정성인

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평가와 인사제도에 대해 구

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인식과 여러 가지 내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독

립변수로 설정하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크기를 다각도로 분석하

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평가 공정성인

식과 인사제도 공정성인식을 『정서적 직무만족』으로, 교육훈련만족도, 

급여 및 복리후생만족도, 상호관계만족도를 『인지적 직무만족』으로 설

정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인식과 내

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

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느끼는 내부평가와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

성인식이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

설이 검증되었고, 김진완(2010)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지각이 직무충실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정성인식이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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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합리적 승진체계가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이영균·최인숙, 2010)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직 관리의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수

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인식은 조직 내 수직, 수평관계

에서 신뢰로 연결되어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개개인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또 다른 측면의 

조직효과성인 경영성과와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면,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인식 향상에 대하여 조직의 의사결

정권자들과 관리자들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관리 방법의 변화

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같은 조직의 간접자본에 해당되는 무형의 자산이다. 

즉, 공정성확보는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인임을 인식하

고, 합리적인 내부평가와 직원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관리,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부제도만족도가 조직효과성으로서 이

직의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내부제도만족도가 직무만족

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의사에 직무환경 요인

이 크게 나타난다(권석규, 2015)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가설검증과 별도로 전체변수에 대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서는 구성원들의 상호간 느끼는 상호관계만족도만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02), 이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에서 성장하고 생존

해 나가는 유기체임을 인식하고 조직효과성으로서의 직무만족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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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사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 내 부서 간, 상하 간, 동료 간의 

상호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조직 내 구성원 간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

로 상호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정서적 직무만족과 인지적 정서만족이 조

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 모두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적 직무만족(내부제도만족)이 정

서적 직무만족(공정성인식)보다 조직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인지적 직무만족(내부제도만족)의 

하위변수인 상호관계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이직의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본 연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는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과 이직의사를 선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는

데, 독립변수인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만족으로는 조직효과성을 설명하

기에는 다소 좁은 범위였다. 통제변수 또한 성별, 연령, 근무기간으로만 

구성되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인식과 내부제

도만족도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학력, 자녀의 수, 결혼여부,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주거형태 등 다

양한 통제변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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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14년 내부고객만족도조사(ESI)자료 중 본 연

구문제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항을 발췌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즉, 단일 문항을 변수로 설정하게 되어 측정의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찰 및 사례연구, 인

터뷰 등의 다양한 데이터취득의 방법론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화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준 정부기관(위탁

집행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성인식과 내부제도

만족도가 조직효과성(직무만족,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공기업(시장형, 비시장형), 준 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시켜 

적용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설문조사방법과 설문내용을 다양화시켜 공공

기관에 대한 조직효과성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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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2014년도 내부고객만족도 조사(ESI)

부 록

(ESI: Employee Satisfaction Index)

안녕하십니까?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 현업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 근무 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평가 제도, 인

사 제도, 교육 훈련제도,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 등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

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 응답은 절대 비밀로 처리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조

사는 조사 기관인 o o o의 서버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임직원 여러분에게 피해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우리 공사를 변화시키는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

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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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안내문]

설문에 앞서 다음 사항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1. 우선 질문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2. 응답하실 때는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끼시는 대로 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3. 응답방법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거

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타 항목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4.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한 문항 당 한 개의 답변만 선택하여 주십

시오.

5.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닌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표시해 주십

시오.

Part A. 내부평가

 공사의 내부평가 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A3. 귀하께서는 공사의 내부평가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지 않다       
④  보통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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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인사 제도

 공사의 인사 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B3. 귀하께서는 공사의 인사제도가 과거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

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지 않다        
④  보통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Part C. 교육훈련제도

 공사의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C6. 귀하께서는 위 사항을 고려할 때 공사의 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전반

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 한다       
③  다소 불만족 한다        
④  보통        
⑤  약간 만족한다        
⑥  만족한다       
⑦  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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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D.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공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D6. 귀하께서는 위 사항을 고려할 때 공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

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 한다 
③  다소 불만족 한다        
④  보통        
⑤  약간 만족한다        
⑥  만족한다       
⑦  매우 만족한다

Part E. 직장생활만족도

 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평소에 느끼신 만족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E2. 귀하께서는 공사 내의 직원 상호 간에 신뢰, 협력 및 단결이 전반적

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지 않다        
④  보통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68 -

Part F. 직무만족도

 공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느끼신 직무만족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F3. 귀하께서는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수행하고 있는 직무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 한다        
③  다소 불만족 한다       
④  보통        
⑤  약간 만족한다        
⑥  만족한다       
⑦  매우 만족한다

Part G. 직원의 회사관

 회사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5. 귀하께서는 만약 다른 회사에서 지금과 똑같은 업무 및 근로조건을 

제안한다면 그 곳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지 않다        
④  보통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69 -

Abstract

Effects of Equitability awareness 

and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im Won Su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sychological Attitude acts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n 

determin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 feelings or attitudes 

related to the job duties need to be considered very seriously 

during work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act 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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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resulted from perception 

of fairness and satisfaction of internal system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empirical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to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equitability awareness(internal evaluation,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internal system 

satisfaction(training, compensation and benefits, interrelationship), 

Control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gender, age, working 

period.

  For the study, enterprises satisfaction investigation (ESI)  

targeting the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was utilized and research 

hypotheses were verified by conducting varianc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SPSS 22.0.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equitability awareness and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will affe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Study results show that increase of equitability awareness and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s on job 

satisfaction and negative impacts on turnover intention.

  Especially, All sub-variable like internal evaluation equitability 

awareness, personnel system equit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training satisfaction, compensation and benefi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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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und to affec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as found to influence only on the 

inter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equitability awareness this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an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Analysis, The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have mor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an  

equitability awareness.

  More developed studies including development of various valid 

surveys to measur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the limits shown in the study and review of 

variou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includ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besid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reated  will  proceed for 

follow-up studies.

keywords : equitability awareness, internal system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5-2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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