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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공공조직에서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의 수월함과 조직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그 동안 공공조직은 공무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인사관리제도의 개편을 통한 제

도적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도적 보상

이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는 있었지만, 공무원이 직무수

행과 조직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공무원들의 업무체계와 조직의 위계적인 구조 하에 조직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실

질적으로 업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는데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도 조직커뮤니케이션을 근래에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정책과 제도개편에 집중해왔었지만,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공공조직은 폐쇄적이고 경직되

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부서 간의 관계 등

에서 열악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환경 속에 있었다. 이에 공무원

간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

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

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다룬 행정학 연구는 거의 없

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

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커

뮤니케이션 과정이 공무원의 심리적, 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주고,

직무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



해 공무원들이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인지하게 하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라 조

직커뮤니케이션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

로, 직무태도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

분석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분석의 자료는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07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기술통계 분석, t-검정과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 입각한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

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인구통계

학적 변수 중에서도 연령, 경력, 직급에 따른 집단 간에는 조직커

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만 유의미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리자

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심리자본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 간의 관

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직커뮤니케이션 중에 직무태도에 더 강

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공무원의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게 하여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 간에 이뤄지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가면, 공무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무원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는 개선되어, 결과적으로 수혜는 국민에

게 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관리자로

하여금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조직

문화의 조성,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상사와 부하직원 간 커뮤니케

이션 학습, 바람직한 공무원 모델 설정 등의 실무적 접근을 제시

하였다.

주제어 : 조직커뮤니케이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학 번 : 2016-2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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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조직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가 추락하고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

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이선우·손정민,

2017).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에서는 공무원

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통해 성과급과 인센티브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유

연근무제 및 일·생활 균형, 비공식조직의 활성화 등 공직사회 제도 및

정책수단에 따른 비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다(이선우·박성훈, 2010). 하

지만 이러한 시도가 곧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이 직무에 만

족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데에는 단순히 제도적 보상을 통해서만 이뤄지

는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이 업무수행의 수월함과 조직생활에 보람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차원의 보상, 환경 등이 요구되었다.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고 있다. 공

공조직은 직급 간의 위계적 명령체계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더불어 일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조직커뮤니케이션은 공

무원이 직무에 열중하고 조직에 더욱 헌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이

중길, 2016). 공공조직의 부서 내에서 상사, 부하직원, 동료 간의 협동은

업무 진행에 기초적인 단계이며, 부서 간에서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야 하므로 다양한 부서 간의 업무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상명하복(上命

下服)에 따라 부서 내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으며, 부서

간에 결제 처리 및 업무 진행에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확인할 사항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공공조직에서도 복

잡다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공공업무수행에 책임성

이 더욱 강화돼오면서, 공무원들 간 정보, 태도, 행동 등에 대한 상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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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및 연락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공공조직 내 조직커뮤니케

이션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는데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 그 동안 정책과 제도개편에 집중해왔던 공공조직은 조직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었으며,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도

근래에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조직은 폐쇄적인 관료제 조직이며, 명

령과 복종 원리에 의해 각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뤄왔다. 공무원은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특

징을 지닌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에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는 공직사회

의 개혁에 있어,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측면 보다 조직의 관리 및 구조

의 측면에 보다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 조직의 한계점

은 경영학 연구 분야에서도 문제로 제기되면서, 점차 조직의 변화관리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다. 조직커뮤니케이

션은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정보,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끌며, 개인·조직의 목표를 동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소로 제시된다.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도 그 동안 폐쇄적이고 경직된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부서 간의 관계 등으로 인해 열악한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탈피하여, 공무원 간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의 바람직한 방

향을 모색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김효숙, 2015; Kandlousi,

Ali & Abdollah, 2010; Ruppel & Harrington. 2000). 조직구성원들은 조

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이루며,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

다.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생기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등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행태적

변화가 개인의 업무성과 향상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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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커뮤니

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의 정보, 태도, 행동 등의 공유를 통해 업무수행

및 조직생활에 대해 조직구성원의 인지,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구성

원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

한 영향이 조직구성원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조직성과를

높이게 된다. 이에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

력 등의 긍정적인 심리의 특성을 지니는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직

무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경험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김진석,

2007; 위성욱, 2004), 조직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유형

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가 제시될 수 있다(황상재, 2006). 조직커뮤니케

이션의 유형에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

되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

션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을뿐더러, 존재

하는 연구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 해석이 공통되지는 않은 실정

이다. 각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즉, 맥락에 따라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

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공공조직은 과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하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어,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도 다각

화되어가고 있다. 엄격한 관료제에 따라 명령·통제·권한에 의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강했던 공공조직이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명을 해오고 있다.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강하

였던 지난 공공조직은 위계적이며 경직적이었다는 점에서 상사와 부하직

원 간 서로 압력과 부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강하였다. 반면에 상향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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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러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목소리를 더욱 긴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동료 간, 부서 간에도 상호간의 업무에 대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상사, 부하직원,

동료, 부서 간에 압력과 부담을 서로 경감하며, 긍정적인 심리 및 태도,

행동 등을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공조직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각화되어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조직생활에 대한 영향은 각기 차별적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학 연구 분야와 공공부문의 실무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점차 조명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보상 및 만족을 거쳐,

조직구성원 및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연계된다는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직무태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었으며, 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국내 공공부문의 변화흐름을 고려해볼

때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직무태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주요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공무원

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긍정

심리자본은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

개변수의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따른 특성이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점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

가 있을 것이며, 또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는 효과도 상이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연구문제도 제시한다. 첫째,

직무태도에 미치는 여향이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무엇인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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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무엇

인가? 이상의 연구 질문과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커

뮤니케이션에 따라 공무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부문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활

성화와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공공실무 계획의 전략 수립에 활

용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는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실질적인 주체로

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결과를 살펴본다. 특히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살펴보고, 직무태도의 구성요소로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을 주요 연구변수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행정부이며,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

에서 활용하는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 진행기간인

2016년 8월 15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이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

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일반분야인 직무관리, 인사관리, 조직관

리,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정

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주요 연구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

을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적절한 사료가 될 것으로 평

가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

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긍정심리자본의 효과에 따른 공공부문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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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사혁신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1년 이래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

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

식조사’는 전국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를 실시하였으므로, 샘플링 분포(Sampling Distribution)를 통해 전국 공

무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처리를 통한 실증분석을 기초로 진행된다. 우

선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를 살펴보았고, 각각의 주

요 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기존

의 선행연구와 어떠한 차별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본 연구의 분석의

자료를 개관하며, 더불어 측정도구의 구성에 관하여 변수 및 조작화

(Operationalization)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를 다룬다. 끝으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요

약,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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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커뮤니케이션

1.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인지적 체계 하에 상호 주체 간의 정보, 태도, 행위 등

을 전달·처리·습득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일

정한 행태로 이어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Graves, 1972). 상호간의 정

보, 태도, 행위 등의 공유는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게 하여, 서로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수립된 공통된 의

미를 통해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궁극적으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커뮤니케

이션은 조직이라는 독특한 영역 속에서 조직구성원 간에 이뤄지는 커뮤

니케이션이다. 조직은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되며, 주어진 목표가 주어져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 간에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장하용, 2002). 이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달성과 협력을 위

해 상호간의 정보, 태도, 행위 등을 공유는 중요하며, 그 역할로 조직커

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인식된다(오석홍, 2005).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Price, 1997),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의도로서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Rogers &

Agarwala-Rogers, 1976). 조직구성원의 행태 변화에는 조직의 목적 달

성을 위한 차원에서 고려되므로,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 간 정보, 행동, 태도 등을

공유하는 소통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오두범, 1994). 조직커뮤니케이션

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개념을 정의한 연구도 존재한다. 홍기선

(2002)은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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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구성원 간의 정보교환과 상호작용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박기동(2001)은 조직커뮤니케이션

을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조직의 목표와 개

인의 목표를 동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조직커뮤니

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정보, 태도, 행동을 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기능

이라 할 수 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은 개념적 차원 외에도 실무적 차원에서도 역할과 기

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곤 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직의 규칙과 구조를 통해 이뤄지므로, 권력관계, 전략, 리더

십 등을 내포한다(Graber, 2003; Rainey, 2014). 이에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상관, 부하직원, 동료 등의 조직구성원 간의 사기진작, 생산성 증대 등의

실무적 차원의 기능과 연계되어 논의가 이뤄져왔다. 실제로 조직구성원

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

동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직구성원들의 위기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

기하였다(최승구, 2001). 더불어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기능은 조직

을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직구성원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가

능케 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외부환경에 대응하며,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 및 해소하고, 조직구성원들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였다(이희진, 2004). 이러한 이유로 조직에서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가 더욱 고도화되고 발달되면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은 더욱 부각되었다. 복잡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공하는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식 통합의 메커니즘(Mechanism)을 구축하

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조직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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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화관리 차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ainey, 2014). 이에 조직에

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

환하고, 협력에 기초한 팀 구축 및 부서 간의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2.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조직 내에서는 위계, 권한, 절차 등의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

이션이 이뤄지거나 자연스러운 상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다. 전자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Formal communication)에, 후자는 비공

식적 커뮤니케이션(Informal communication)에 해당한다(Anderson &

Narus, 1984; Crampton et al., 1998). 즉, 조직의 공식적인 관계 구조로

부터 구분되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오두범, 1994; 황상

재, 2006; Chruden & Sherman, 1980; Daft & Steers, 1986; Kandlousi

et al., 2010).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공식적인 위계적 구조 하에

서 조직구성원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을 의미하

므로, 조직의 위계성에 따라 분류된다(Daft & Steers, 1986; Katz &

Khan, 1978). 조직에서의 공식적 위계질서는 상이한 계층이나 동일한 계

층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이한 계층 간

이뤄지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Vertical Communication)과 동일한 계층

간 이뤄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Horizontal communication)으로 나뉜

다. 반면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하에서 계층이나 권한에 따른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 주로 개인 간에 이뤄진다(최기석, 2004; 추헌,

1995).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의 특수한 맥락 하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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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으로 조직화된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이

뤄지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Downward

communication)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Upward communication)으로 구

성된다(Daft, 2014).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사에서 부하직원으로 커뮤

니케이션이 진행되며, 조직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직무 지

시 및 명령에 기초하여 정보,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상재, 2006).

Daft(2014)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목표 및 전략

(Goals and strategies), 업무 지시 및 근거(Job instructions and

rationale), 절차 및 실행(Procedures and practices), 성과 피드백

(Performance feedback), 주입(Indoctrination)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및 전략은 특정한 목표와 바람직한 행동 등의 방향을 전달하는 것

에, 업무 지시 및 근거는 업무 및 조직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다. 절차 및 실행은 조직의 정책, 규

칙, 규제, 혜택, 구조적 배치 등을 규정하여 전달하는 것에 관련되며, 성

과 피드백은 개인이나 부서 단위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관한 전달

및 공유와 관련된다. 주입은 부하직원이 조직의 미션과 문화적인 측면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다.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이러한 5가지의 기능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상사는 관리자로서 조직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

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논의하게 되

며, 조직층위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게 된다(Daft,

2014). 이러한 점에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정보,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는 중에 변경 혹은 왜곡되기도 한다. 더불어 상사의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부하직

원에게는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하향적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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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나는 조직에서는 대체로 경직적이고 폐쇄적이며,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체계가 훼손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 부하직원에서 상사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며, 조직 내에서 조직의 업무 및 절차 등에 관련하여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이뤄지는 정보,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부하직원의 성과 보고, 의견 제시 등 조직

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황상재, 2006).

Daft(2014)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문제 및 예외

(Problems and exceptions), 개선점 제안(Suggestions for improvement),

성과 보고(Performance reports), 불만 및 갈등(Grievance and disputes),

재무 및 회계정보(Financial and accounting information)의 5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문제 및 예외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심각한 문제와

업무 수행 중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상사로 하여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선점 제안은 상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함으

로써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의미한다.

성과 보고는 개인과 부서 차원의 업무수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기

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불만 및 갈등은 위계질서 하에서 벌어

지는 불만과 갈등사항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의미

한다. 재무 및 회계정보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관련한 재무 및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이러한 5가지의 기능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바람직한 통로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직이 추구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는 역량으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다(Daft, 2014). 그 이유로 상사의 적극성과 개방성, 부하직

원의 적극성이 결합할 때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능률성과 창의

성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최기석, 2004). 하지만 대

부분의 조직에서 관료제 기반이 강하고 위계질서 하에 있는 경우가 많

아,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편이다.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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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 내 부하직원

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태가 짙으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조직의 경직성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서 동등한 지위를 기반으로 조직구성원

들 간의 정보, 행동, 태도 등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부서 내 혹은 부서 간에서 동등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런 점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탈 위계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조

직구성원 혹은 부서 사이에서 적절한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Daft(2014)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인 부서 내 문제해

결(Intradepartmental problem solving), 부서 간 협력(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변화 이니셔티브 및 개선점(Change initiatives and

improvements)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서 내 문제해결은 동일 부

서 내 조직구성원 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 관련된 의사소

통에 관련되며, 부서 간 협력은 유사 부서 사이에 공동 프로젝트 및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한다. 변화

이니셔티브 및 개선점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조직구성원이 팀이나 부서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변화, 성장, 개선을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의미한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이러한 3가지의 기능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될 때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오두범, 1994;

Luthans et al., 1985).

제 2 절 긍정심리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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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특성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은 인간의 긍정성에

기초한 심리적 잠재력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 상태를 말한다(Luthans et al., 2004). 이는 긍정적인 심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이며,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가 갖는 능력에 초점

을 둔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심리학 분야에서 파생되었다. 기존의 심

리학계에서는 인간의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심리에 초점을 두었

지만, 미국심리학회장 Martin E. P. Seligman이 1998년에 긍정심리학 분

야를 개척하면서 인간의 행복, 바람직성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조명하게

되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욱 관심을 두었고,

부정적인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의 강점을 개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Seligman, 1998). 즉, 인간의 행복

관념과 실천적 역량의 결합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조윤서·강순희, 2015). 긍정적인 심리가 인간의 행동을 더욱 바람

직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므로, 긍정심리자본은 대인관계가 중요하게 고

려되는 경영학, 행정학 분야로도 더욱 확장되어왔다. 특히 조직행동학 분

야에서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POS)과 긍정조

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으로 연계 및 발전되면

서, 개인과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욱 부각하게 되었다

(Luthans et al., 2006).

긍정조직학은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조직

학 연구 집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긍정

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다. 이에 긍정적인 조직의 특징, 긍정적인 조직으

로부터 나타나는 결과, 긍정적인 조직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Caza & Cameron, 2008). 반면 긍정조직행동은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의 갤럽 리더십 기관(Gallup Leadership

Insitute)에서 시작되었으며,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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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차원을 다루고 있다.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심리 발현을

통해 강점을 더욱 살림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러한 두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조직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바

라보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적인 흐름 하에서 긍정적인 심리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주요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고,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긍정심리도

하나의 자본의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테면, 조직현

상에서 긍정적인 심리의 잠재력이 최대로 발현되어 개인의 목표는 물론

조직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불리게 되었

다. 본래 자본에는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대표적이면서

도, 심리학계에서는 심리적 자본도 대표적인 자본의 아류로 제시하면서,

긍정심리자본은 개념적으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1) 긍정심리자본은 자

신이 내재하고 있는 심리, 감정 등은 독특한 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긍정심리자본이 조직 내

에서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면서도(Bandura, 1997; Luthans et al., 2007), 개인의

긍정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발전과 성과 향상,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안

및 공유 등에 이르는 행동을 실천하는 원동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된

다(이호형, 2012; Frederickson, 2003; Seligman, 1998).

하지만 긍정심리자본을 둘러싸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Nature)에서

비롯되는지 혹은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양

육(Nurture)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존재한다. 긍정심

리자본을 다뤄왔던 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긍정심리자본이 후천적으

로 변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긍정심리자본을 바라보고 있다(김동철,

1) 김동철(2012)은 긍정심리자본이 다른 자본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양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자
본의 배타성으로 인한 경쟁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차별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내
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자본의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
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수준의 성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적 자
본과도 차이가 존재한다.



- 15 -

2012; 김동철·김대건, 2012; Luthans et al., 2007). 이러한 이유는 긍정심

리자본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정서

를 담고 있어 개인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개인수준의 성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담고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하지만 본성에 근거한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충돌 양상이 존재한다.

긍정심리자본의 특성으로 다양한 조직 요인인 조직문화, 조직구성원의

성과, 직무만족, 업무 행복감, 조직시민행동, 업무몰입, 스트레스, 이직의

도, 일탈행동 등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이동섭·최용득,

2010; Avey et al., 2006, 2008; Luthans et al., 2007; Youssef &

Luthans, 2007).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때 조직문화가 더

욱 개선될 여지가 존재하며, 조직구성원의 성과는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더불어 조직에서 긍정적인 심리는 직무에 더욱 만족하게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시민행동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에는 더욱

몰입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인인 스트레스나 이직의도, 일탈행동 등에는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의 기능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

하게 하여, 조직 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더욱 만족해하는

등의 효과로 연계되는 것으로 제시된다(이동섭·최용득, 2010). 이로부터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

(Optimism), 복원력(Resilience)의 다차원적인 구성요인으로 이뤄지는 상

위 핵심요인이다(Luthans et al., 2007; Luthans & Youssef, 2007). 각 개

념에 대해,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관념과 도전적인 업무에 성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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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희망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낙관주의는 실패의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며 더욱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하며, 복원력은 고난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

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거나 도약하는 힘을 의미한다. 각 개념들은 서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니며, 훈련 및 학습을 통해 양육될 수 있는 변화가능

성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Luthans

et al., 2006; Luthans et al., 2007). 이러한 4가지 구성요인은 각각 긍정

심리자본의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 통합적으로 긍정심리가 작동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박재춘, 2012). 이러한 점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정도에 따라 조직구

성원 개인의 업무수행과 조직생활의 단면과 연관되는 매개변수로서 고려

되곤 한다. 이에 4가지의 구성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 그리고 행동 수행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으로도 연결되곤 한다(Luthans & Youssef, 2007). 이는 긍정적인 평

가, 사회적 지지 및 영향력 등의 효과로 직결되기도 한다(박승은, 2013;

Luthans et al., 2007). 또한 조직 내에서 자기효능감은 부하직원의 조직

몰입과 상사에 대한 몰입이 더욱 증가하고, 상사를 더욱 신뢰하는데 영

향을 주게 된다(Bandura,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최선으로 임할뿐더러, 도전을 더욱 감행하고 동기

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효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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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Luthans et al., 2007). 이에 개인의 목표달성, 동기부여 등을 통

해 직무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불어 조직의 목표 성취, 조직구성

원 간의 연대감 형성 등으로부터 조직생활에 더욱 적응할 수 있는 긍정

적인 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

우에는 비관적이고 노력을 덜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등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Bandura et al., 2003).

2) 희망

희망은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 하는 동기와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업무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에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Snyder, 2000; Snyder et al., 1991). 더불어 업무수행 및 목표달

성 과정에 고난이 발생할 경우,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Luthans et al., 2007).

희망은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구체적

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목표달성에 이르기까지의 자신의 실천에 대한 신념

과 인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나 대안 탐

색에 대한 마음 등을 의미하는 희망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Synder,

2000). 이러한 희망은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연관되며,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안정을 더욱 높이

는 것으로 보고 있다(Synder, 2000).

이상에서 희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장

애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에 알맞은 대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Synder, 2000). 더불어 개인에게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더욱 가세할 것으로 보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며 더불어 조직생활에 더욱 잘 적응해나가는 심리적 상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Peterson & Luthans, 2003).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희망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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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미래를 믿는 신념으로 정의된다(Seligman, 1998).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이로 인한 역경을 이겨내

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행태로 연결되며, 실패의 원인을 탐

색하고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7; Seligman, 1998). 이에 낙관주의는 성취가능성에 대한 평

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과

연계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낙관주의는 앞서 살펴본 목표달성을 위

한 실천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

지나 대안 탐색에 대한 마음에 관한 희망과 상호작용할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낙관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제공된 좋은 여건으로 여길뿐더러,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

인을 탐색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나가는 신념을 지

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Luthans & Youssef, 2007). 하지만 낙관주의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

우가 많으며,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로 귀인하며, 부정적인 상황

에 대해서는 자신의 탓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복원력

복원력은 고난, 실패, 갈등 등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고(Luthans & Avolio, 2009), 주어진 상황에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

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sten, 2001; Masten & Reed,

2002). 즉, 복원력이 조직 환경에 유연하게 잘 적응하며,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능력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원력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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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측면에 보다 연관되어 있는 앞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와

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이 주어

지고 있다. 더불어 복원력은 부정적인 상황에 맞이하였을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있는 앞의 3가지 특

성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7).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가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복원력도 그에 상응하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Richardson, 2002).

이에 복원력이 높은 경우에는 역경, 갈등 등의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적응해나갈 것

으로 본다(Luthans, 2002). 더불어 복원력은 변화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조직사회에서 조직성과, 직무태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낼 것으로 보며, 동시에 조직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원력이 낮은 경우에는 주어진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해나가

기보다는 이에 무기력하게 반응하거나 해당 문제를 잘 해소해나가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제 3 절 직무태도

1. 직무태도의 개념 및 특성

일반적으로 태도(Attitude)는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해 내리는 개인의 호

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평가를 가리킨다. 즉,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

는지를 반영한다. 개념적으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종합적 의미를 지닌다(Robbins & Judge, 2016). 이에 각각 살

펴보면, 인지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한 믿

음 의미하며, 정서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태도의 감정 요소로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를 반영한다. 행동 요소(behavior componen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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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 또는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를 의미

한다. 이처럼 태도는 개인의 상황 인지, 행동의 동기 및 인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태도는 직무수행 및 조직생활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조직에서의 개인에게 직무수행은 기본적

인 것이며, 직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직무수행의 결과는 차별적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이에 직무에 대한 태도를 직무태도(Job attitude)라 하며,

이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직무 상태에 대

한 믿음과 설명,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 직무를 통해 조직구성원 간

혹은 조직 내에서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직무

태도는 조직구성원이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주고 조직성과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조직

행동(Organizational Behavior, OB) 연구 분야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하지만 직무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직무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Robbins &

Judge(2016)은 직무태도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

직몰입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Harrison et al.(2006)에서도 직무태도

를 대표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직무태도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몰입(Job

involvement),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이외에 자율성, 혁

신, 조직충성도 등으로도 제시하고 있다(박재희, 2017; 유영진, 2005). 본

연구에서는 직무태도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련한 직무만족과 개인이 조직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조직몰입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2. 직무태도의 구성요소

1) 직무만족



- 21 -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한마

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Burns(1978)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에 만족

하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조건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한편

Smith(1955)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한 이후 겪는 좋고 나쁜 감정의 총체

혹은 균형 상태에서 비롯되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직무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 파생

되는 유쾌한 또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직무만족이라고 본다

(Gruneberg, 1979; Locke, 1976).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로부터 얻어지는

욕구충족의 정도(McCormick et al., 1998), 직업조건 및 직업특성에 대한

평가(Brief & Weiss, 2002)로 정의되곤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 신념, 조건, 특성 등에 대한 긍정

적인 정서적 상태로 종합 정의할 수 있다.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에 관련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직무만족은 세부적인 구성요인을 지니기 보다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Cook et al., 1981;

Gallup, 2017). 이에 직무만족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곤 한다. 하지만 대

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직무만족에는 여러 구성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Myers(1964)는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으로 성취감, 책임, 성과, 승진,

작업의 즐거움, 안정감 등을 확인하였다. Vroom(1964)은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의 기회, 작업시간 등이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로 박재호(1998)는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근무자체, 임금, 승진, 근무조건, 상사, 동료와의 관계, 회사에 대한 충성

심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으로 보았다. 김준곤(1998)은 리더십 및 회사정

책, 임금 및 승진의 보상 요인, 복합 요인, 업무수행 요인, 장기근속 요

인, 복지제도에 관한 요인, 동료와의 관계 등 직무만족에 다양한 구성요

인이 있음을 보였다. 이상원(2004)은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활동, 조직,

관계, 자기개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직무만족을 어떠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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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로 살펴볼 것인지에 따라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에 대한 논의는 차

별적으로 나타난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직무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

에, 직무에 만족하고 충실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근거로 직무에 만족

하는 조직구성원은 직장에서 더욱 충실히 근무할 것이며, 바람직한 조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Pinder, 2014; Rainey, 2014). 또한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에는 직무 및 조직에 대한 불만 및 불안 등이 적어 조

직스트레스도 낮으며, 개인의 정신적 건강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Gruneberg, 1979). 그 외에도 조직구성원의 동기 차원에서 직무만족

이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 및 조직충성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성과와도 연계되고 있다(Huselid. 1995).

2) 조직몰입

학자들 간에 조직몰입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우영일,

2008), 대체적으로 조직에서 조직구성원 자신이 느끼는 조직의 동일시

정도, 조직에 대한 애착 정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하용규, 2010; Porter

et al., 1976; Williams & Anderson, 1991). 조직몰입은 조직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신념, 가치 등에 대한 행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Porter et

al., 1976). 조직몰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심리적, 감

정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 왔으나(Meyer & Allen, 1991; Mowday et

al., 1979), 점차 행동적인 차원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Mathieu & Zajac, 1990). 이러한 조직몰입은 조직행태 차원에서 활

용되는 개념이며, 마찬가지로 여러 행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

수로 고려되곤 한다(Porter et al., 1974).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조직몰입의 구성요

인에 대해서 연구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연구로 Meyer

& Allen(1991)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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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e Commitment)의 3가지의 차원으로 조직몰입을 구분하고 있

으며, 다른 연구에서 활용하는 조직몰입의 조작적 정의를 아우르고 있다.

각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

개인과 조직의 동일시 및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것과 관련된다. 유

지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때 자신에게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으므로,

조직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태도 및 의무감을 통해 조직에 더욱 남으려 하는 태

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3가지 차원을 고려해볼 때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

한 충성심, 조직의 발전 등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측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 및 헌신의 정도로 비춰지

면서, 조직의 다양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조직구

성원들은 조직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더욱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조직에 충실히 생활하면서는 물론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Porter et al., 1976). 또한 직무수행

에 있어서도 직무만족과 같이 조직몰입은 동기부여의 요소로서 조직의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Jiang

et al., 2012).

제 4 절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

본, 직무태도에 대한 개념 및 특성,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각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인 1) 조직커뮤니케이



- 24 -

션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2)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의 관계, 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선

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유형,

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 등에 대해서는 주제어로 다루고 있지만,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매개효과를 다룬 김혜영(2013)이 유일했다.

김혜영(2013)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해외 연구에서도 조

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

재하였고, 대체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이나 긍정심리자본을 각각 다루고 있

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내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 긍정심리자본의 효과로 조직의 협력, 리더십 등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에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이 각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조직커뮤니케이션을 다룬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과

조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내 정보, 태도, 행동 등

의 공유를 기초로 하여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김효숙, 2015; 송대현 외, 1988; 이선영·김한성, 2007;

이정실, 2004; Kandlous et al., 2010; Litterst & Eyo, 1982; Muchinsky,

1977; Pincus, 1986; Ruppel & Harrington. 2000). 조직 전반이나 조직

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

직의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신뢰, 조직성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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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

스, 직무소진, 이직의도 등이 낮아지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신뢰, 중

단기적인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

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간에 정보, 행동, 태도 등을 공유하

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 공감 등을 키워나가고, 조직에서의 생활에 더욱

적응하게 되는 작동원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최승구, 2001; 홍기

선, 2002; Graves, 1972). 이러한 측면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조직에 대

해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은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다룬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구성원

의 행태와 연계되며, 조직과 개인의 목표달성 및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혜영, 2013; 정선우 외, 2013;

Robitschek, 2003;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 긍정적인 심리가 조직구성원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

어주고 직무수행과 조직생활에 있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시민행동(정선우 외, 2013), 업무 관련 태도(Stajkovic & Luthans,

1998), 조직성과(Robitschek, 2003)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혜영(2013)에서 다루고 있듯이, 긍정적인 심리가 조직구성

원 간의 의사소통에도 더욱 활성화시켜줌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커뮤

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에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긍정심리자본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감안할 때(김동철, 2012; 김동철·김대건, 2012; Luthans et al.,

2007), 조직구성원들 간에 이뤄지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긍정심

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 인과성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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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논리적 인과성이 제시되곤 하지만,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

라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뤄지지 않았다. 하

지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

션이 본래 안고 있는 특성에 기초하여, 긍정심리자본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고려할 수 있다.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때,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과 조직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심리

를 가져다 줄 것임은 분명하다.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

이션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토대로 직무와 조직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Daft, 2014). 더불어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동료 간,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토대로 상호 협

력에 필요한 정보, 행동, 태도 등을 교류하므로, 직무와 조직에 대해 더

욱 긍정적인 심리와 만족감을 얻어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aft, 2014; Luthans et al., 1985).

하지만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작동하는 원리를 고려하면, 조직커

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우수하더라도 조직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정보, 태도, 행동 등을 이

해하는 주체가 조직구성원이며,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 및 왜

곡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하

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문제점으로 비춰진다. 탑다운(Top-down)에

기초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부담과 압

력으로 작용하고, 조직을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는 관료제 기반이 강한 조직문화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며, 바텀업(Bottom-up)에 기초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부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에 적

응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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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의 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선행연

구는 존재하고 있다(김진석, 2007; 위성욱, 2004; 이정실, 2004; Luthans

et al., 2007; Muchinsky, 1977; Pincus, 1986; Posner & Butterfield,

1978;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중단기적 성과인 직무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

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

로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수준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관된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이정실, 2004; Luthans et al., 2007; Muchinsky, 1977;

Pincus, 1986; Posner & Butterfield, 1978;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직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간의 정보, 행동, 태도 등의 원활한 공유가 이뤄지

며, 직무수행이나 조직생활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는 점에 기초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해볼 때,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한 논의

도 있어왔다.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도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연구로 위성욱(2004)과 김진석(2007)이 있으나,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성욱(2004)에 따르면,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유

형에 상관없이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더욱

높이고,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

진석(2007)의 경우에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태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에서 다루었던 긍정심리자본의 결과와 같이,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

뤄지는 작동방식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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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2) 즉,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감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반작용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때에는 상황적인 맥락을 잘 살펴봐야지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선행연구는

존재하나, 대부분이 중단기적 조직성과에 해당할 수 있는 직무태도에 대

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민진, 2014; 정선우 외, 2013; 조

윤서·강순희, 2015; 하미승, 2014; Bandura & Locke, 2003; Chemers et

al., 2000; Locke et al., 1984; Luthans et al., 2007; Robitschek, 2003;

Savickas, 2003; Snyder, 2000;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

원의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구어냄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 높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직무수행 및

조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해내고 긍정적인 상황으

2) 참고적으로, 조직변수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

김효숙(2015)을 통해서도 다르게 살펴볼 수 있다. 김효숙(2015)은 조직커뮤니

케이션 유형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었고, 수

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그 중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

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행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에 조직변수에 미치는 각 유형

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은 여러 상황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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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의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

여,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커뮤니케

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

이다. 그 동안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두 변수 간의 논리적

인과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본

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및 진행방식

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을 분류하여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다르므로, 긍

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정도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조명한다. 그 동안 경영학 연구 분야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던 반면, 행정학 연구 분야에

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연구를 근래에 조명해오기 시작했었다. 더불어

공무원 전반에 걸쳐서 조사된 데이터를 기초로 진행된 조직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채로 연구

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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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지금까지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이론적 논

의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2) 직무태도에 대한 조

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3) 직무태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을 중

심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직

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의 정보, 태도, 행동 등을 공유하는

기능과 역할을 통해,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수행과 조직생활에 대

해 다양한 도움을 얻게 한다. 더불어 상사, 부하직원, 동료 등은 상호간

에 업무에 대한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물론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잘 작동할 경우에 조직구성원들로 하

여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좋은 기제로 작용하고,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주변 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게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커

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일맥상통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서도 긍정심리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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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수직적 커뮤니케

이션이 잘 작동할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긍정심리자본의 정도

가 높을 것으로 본다.3) 더불어 동료 간 혹은 부서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

이션이 잘 작동하는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연구가설 1-1: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태도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잘 작동할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수행과 조직생활에 대해서 더욱 이해

하게 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직무를 수

행하는데 능숙해질 것이며, 조직에 대해서도 점차 알아감에 따라 조직에

더욱 몰입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연관된다. 이에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작동할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조직몰입의 수준도

3) 앞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수직적 커뮤니케

이션은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되고,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반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만을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향적 커뮤

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분류하여 살펴보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이는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대해서도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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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동료, 팀, 부서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이 잘 작동하는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으로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을 것으

로 보며, 또한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본다.

연구가설 2-1: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태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

조직구성원이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받으므로, 긍정심리자본의 정도에 따라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도 상이할

것이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과 조직생활에 있어 더욱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행동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긍정심리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을 것

으로 본다.

연구가설 3-1: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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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연구가설 1〜3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의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조직커뮤니케이션 유

형에 따라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며, 또한 긍정심리자본

의 매개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

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모형을 <그림 3-1>과 같

이 수립하였다.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통해 독립변수로 조직커뮤니

케이션(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매개변수로 긍정심

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종속변수로 직무태도(직무

만족, 조직몰입)를 설정하고, 연구가설 1〜3을 검증하고 연구문제 1〜2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형으로 나타난다. 경

로모형에 따라 각 연구가설 1〜3에 대해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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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미치는 영향,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

리자본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로부터 도출된 경로모

형의 회귀계수를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연구문제 1〜2를 통해 공공조직

내에서 공무원이 더 인식하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효과의 정도를 비교한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기관 유형, 학력, 경력, 채용 유형, 직급을 살펴본다.

<그림 3-1> 본 연구의 모형

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분석의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1년 이래 매년 ‘공직생활에 대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생활 일반분야로 직무관리, 인사관리, 조직

관리, 복무관리 등에 대해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자료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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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조일형, 2016).4) 이는 정부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16

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전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모집단은 2016년도 전국 행정부 중

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며, 표본은 다단계층화추출법을 통해 추출함으

로써 약 2,000여명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최종적인 표본은 2,070명으로 구성되며, 샘

플링 분포(Sampling Distribution)를 통해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

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의 구성5)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는 독립변수에 조직커뮤니케이션, 매개변수에

긍정심리자본, 종속변수에 직무태도에 해당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통

4)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활용된 척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직무관리 척도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 업무량 많은 이유, 일

주일 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제공, 업무수행 역량 및

전문성, 업무자율성, 근무환경, 직무만족, 업무몰입, 업무성과, 업무성과에 대

한 장애요인의 요소를 담고 있다. 인사관리 척도는 채용, 배치전환,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승진, 승진 영향요인, 후생복지, 보수 및 보상에 관하며, 조직관

리 척도는 조직목표, 의사결정, 리더십, 조직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

직문화, 조직혁신, 협업 및 의사소통, 직무 스트레스, 성과관리, 이직의도 및

그 이유가 해당된다. 기타관리 척도는 공직만족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공

공봉사동기, 삶의 질, 심리자본, 스마트워크, 업무 전문성, 공직 전문성 강화,

부정부패를 다룬다.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다양한 세부적 특성을 다

루고 있지만, 관리적 차원에 한해 척도가 구성되어 있다(조일형, 2016).
5)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출처를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척도와 설문문항을 어떻게 추출

하였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의 이론적 배경 및 선

행연구 검토에서 다루었던 연구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의 설문문항은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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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에 해당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해당된다. 각 변수는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척도와 설문문항에 기초

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

원력), 종속변수인 직무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설문문항은 5점 리커

트 척도(Likert scale;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와 같으며, 각 변수별로 상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조직커뮤니케이션

독립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조직관리의 ‘협업 및 의사소통’ 척도의

설문문항으로 구성되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일 문항으로 이뤄진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간(수직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문항

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직원간(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범위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동료,

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기 때문에, ‘직원간’ 의사소통에 초

점을 두는 해당 변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변수에서

제시된 ‘직원간’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분석의 접근이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동료 간에 이뤄

지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상이한 팀 혹은 부서 간의 동등한 계층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 팀, 부서 간의 직원들 사이에서 정보, 태도, 행동 등

의 상호교환 의미를 담고 있는 해당 변수가 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함하는 본래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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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변수: 긍정심리자본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은 복무관리의 ‘심리자본’ 척도로 이뤄지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된다. 자기효능감 변수는

‘나는 관리자와 회의를 할 때 자신있게 내 업무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있게 정보를 발표한다’ 문항으로, 희망 변수는

‘나는 현재 업무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업

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문항으로, 낙

관주의 변수는 ‘나는 항상 내 직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을 본다’, ‘나

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면 미래에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문항으로, 복원력은 ‘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 문항으로 구성된다.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에 대

한 Cronbach's ⍺ 계수로 자기효능감은 0.869, 희망은 0.772, 낙관주의는

0.776, 복원력은 0.884로 나타났다. 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에

는 Cronbach's ⍺ 계수가 0.896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알아

보기 위해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관하여 Cronbach's ⍺ 계수를 신뢰도

의 수준으로 여기며, 사회과학에서는 이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김계수, 2010; Nunnally & Bernstein, 1967). 이

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매개변수의 경우 모두 0.7 이상이므로 측정도구

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4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므로, 통계적으로도 구성개념 타당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varimax) 회

전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된 요인 수를 4가지로 설정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의 각각 2가지 문항끼리 요인이

묶였으므로 긍정심리자본은 구성개념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6)

6) 자기효능감 문항은 0.878, 0.859로, 희망 문항은 0.786, 0.787, 낙관주의 문항은

0.888, 0.659, 복원력 문항은 0.844. 0.828로 나타나 4개의 고정된 요인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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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

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시에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전체 문

항을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3) 종속변수: 직무태도

종속변수인 직무태도는 직무관리의 ‘직무만족’ 척도와 조직관리의 ‘조

직몰입’ 척도로 구성된다. 직무만족 변수는 ‘나는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

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나는 업무

를 수행하면서 성취감(보람)을 느낀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받고 있다’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직몰입 변수는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직무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나는 우리 조직

에 대해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 ‘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의 가치와 대체로 일

치한다’, ‘나는 우리 조직을 일하기 좋은 조직이라고 추천한다’ 문항으로

구성된다. 직무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Cronbach's ⍺ 계수로 직무만족

은 0.852, 조직몰입은 0.91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매개변수의

경우 모두 0.7 이상이므로 측정도구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4)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기관 유형, 학력, 경력,

채용 유형, 직급이 해당된다.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

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러한 통제변수는 공무원의

인식의 편의(bias, 偏向)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줄 것이다.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긍정심리자본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재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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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문문항 신뢰도

독립

변수

조직

커뮤

니케

이션

수직적

커뮤니

케이션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상하간(수직적) 의사소통이 원

활하다.

N/A

수평적

커뮤니

케이션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직원간(수평적) 의사소통이 원

활하다.

N/A

매개

변수

긍정

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나는 관리자와 회의를 할 때 자신있게

내 업무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0.869

0.896

나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있게 정보를

발표한다.

희망

나는 현재 업무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0.772

나는 현재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낙관

주의

나는 항상 내 직업과 관련하여 긍정적

인 면을 본다.
0.776

나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면 미래에 나

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복원력

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0.884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종속

변수

직무

태도

직무

만족

나는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다.

0.852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보람)을

느낀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공정하

게 인정받고 있다.

조직

몰입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직무

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0.916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준 이

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표 3-1>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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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강하

게 느낀다.
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

체로 일치한다.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의 가

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나는 우리 조직을 일하기 좋은 조직이

라고 추천한다.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기관 유형, 학력, 경력, 채용

유형, 직급
N/A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6).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로 이어지는 인

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변수들

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에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연속형 변수의 특징을 살

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요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할 때 왜도와 첨도도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왜도와 첨도는 변수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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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

무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 후에는 집단 간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분되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 연속형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 인구통

계학적 변수 중에서도 연속형 변수 간에 확률적인 상호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 서로 간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하나의 관계식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김계

수, 2010; 이학식·임지훈, 2015).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

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복수의 인과관계

(Multi-causal relationship)를 내포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때문에 구

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경

로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접근 방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였

다.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활용해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본다.

즉,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고 내재된

요인 차원이나 가설을 확인한다(김계수, 2010). 2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이

포함된 여러 수정모형에 대해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한다. 즉,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얻어진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며 적합

도 지수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살펴볼

최종 구조모형을 선정한다. 이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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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별 적합기준으로 CFI, GFI, NFI, RMSEA를 통해

모형평가를 실시한다(김계수, 2004; 정익중·이지언; 2012). 모든 단계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ohd, MLE)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

하였다.

다만 유의할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모든 통제변수를 구조모형에 반영할 시에 모형 적합도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시에

는 통제변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에 사후 분석에서 통제

변수를 반영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 43 -

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영향변수의 특성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기관 유형, 학력, 경력,

채용 유형, 직급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1,312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

는 반면, 여성은 36.6%를 차지한다.7)

연령과 관련해서는 30대가 817명이며,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40대가 38.4%로 나타났으며, 미세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50대 이상은 12.9%로 나타났고, 20대는 9.2%로 가장 적었다.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1,340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들은 35.3%를 차지하고 있다.

7) 현재 중앙 및 지방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남녀 성비를 1:1 수준으로 맞추

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

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의 표본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 표본이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공무원 인사채용 측면에서 보면, 여성공무원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식조사에서는 다단

계층화추출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성별 이외에 연령, 직급 등에 다른 기준

도 같이 반영했으므로 표본의 성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연

령대일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직급이 높은 경우에

도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낮은 연령대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직급이 낮은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

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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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졸업 집단이

며, 1,499명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의 순서로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이 17.6%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 집단은 5.5%를 차

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2.9%로 나타났고,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은 1.6%로 가장 적었다.

경력에 관련해서는 5년 이하 집단이 463명으로 22.4%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다. 11년〜15년 집단과 6년〜10년 집단은 각각 19.7%,

19.2%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잇고 있다. 21년〜25년 집단, 16년〜20년

집단, 26년 이상 집단은 각각 14.3%, 12.5%, 11.9%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 유형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이 1,665명이며, 80.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력경쟁채용은 16.9%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

며, 기타는 2.7%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급에 관련해서는 6급〜7급이 1,192명이며, 5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5급이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8

급〜9급과 1급〜4급이 각각 12.8%, 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행정

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대

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12 63.4
여 758 36.6
소계 2,070 100.0

연령

20대 (20세〜29세) 191 9.2
30대 (30세〜39세) 817 39.5
40대 (40세〜49세) 795 38.4
50대 이상 (50세〜) 267 12.9

소계 2,070 100.0

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64.7
지방자치단체 730 35.3

총계 2,07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2.9
전문대학 졸업 113 5.5
대학 졸업 1,499 72.4

<표 4-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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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속형 변수의 특성

다음의 <표 4-2>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으로 범위(최솟값〜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

도(Kurtosis)의 기술통계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료의 상태를 보여

주고, 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단초를 제공한다.

이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통제변수 중 연속형 변수로 연령, 경력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 중 왜도와 첨도는 후술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매개변수인 긍정심리자본,

종속변수인 직무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고 있으

므로 최솟값은 1(①전혀 그렇지 않다), 최댓값은 5(⑤매우 그렇다)이다.

먼저 독립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중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5점 만점

에 평균 3.18점이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커질수록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대학원 석사 졸업 365 17.6
대학원 박사 졸업 33 1.6

소계 2,070 100.0

경력

5년 이하 463 22.4
6년〜10년 398 19.2
11년〜15년 408 19.7
16년〜20년 259 12.5
21년〜25년 295 14.3
26년 이상 247 11.9
소계 2,070 100.0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80.4
경력경쟁채용 350 16.9

기타 55 2.7
소계 2,070 100.0

직급

1급〜4급 146 7.1
5급 468 22.6

6급〜7급 1,192 57.6
8급〜9급 264 12.8
소계 2,0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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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인식 결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수직적 커뮤

니케이션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면수인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항목에

서 모두 3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중 평

균값이 높은 순서로는 자기효능감(3.47점), 복원력(3.42점), 희망(3.32점),

낙관주의(3.2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값이 클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로 나타

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3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이 클수록 조직

만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직몰

입도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3점을 상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커질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평균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제변수로 고려된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중 연령은 만 15세에

서 최대 만 60세까지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9.92세이며, 표준편차는

7.915세이다. 경력은 최소 1년에서 43년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경력은

13.79년이고 표준편차는 9.006년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

다. 왜도와 첨도 지표는 0값을 가질 때, 이상적인 정상분포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분포는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Curran,

West and Finch(1996)에 따르면, 왜도는 2보다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으

면 정상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대우도법(MLE)을 통한 추

정에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 결과, <표 4-2>

의 왜도 및 첨도 값은 상기의 기준에 알맞게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며,

최대우도법(MLE)을 통한 추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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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조직

커뮤

니케

이션

수직적

커뮤니

케이션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간(수직적) 의

사소통이 원활하다.

3.18 .793 -.358 -.004

수평적

커뮤니

케이션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간(수평적) 의

사소통이 원활하다.

3.36 .749 -.405 .322

조직커뮤니케이션 평균 3.27 .701 -.346 .406

긍정

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나는 관리자와 회의를 할 때 자신

있게 내 업무분야에 대해 설명한

다.

3.49 .723 -.342 .142

나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있게 정

보를 발표한다.
3.45 .728 -.221 .025

자기효능감 평균 3.47 .682 -.218 .237

희망

나는 현재 업무적으로 상당히 성

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3.20 .721 -.059 .336

나는 현재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45 .687 -.170 .168

희망 평균 3.32 .635 -.079 .519

낙관

주의

나는 항상 내 직업과 관련하여 긍

정적인 면을 본다.
3.12 .807 -.282 -.038

나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면 미래

에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낙관

적이다.

3.40 .746 -.453 .322

낙관주의 평균 3.26 .703 -.199 .353

복원력

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50 .745 -.294 .464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

3.34 .787 -.496 .148

복원력 평균 3.42 .713 -.311 .425

긍정심리자본 평균 3.37 .566 -.025 .719

직무

태도

직무

만족

나는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다. 3.44 .805 -.349 .382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3.36 .783 -.349 .284

<표 4-2>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N=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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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

(보람)을 느낀다.
3.38 .839 -.452 .177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받고 있다.
3.20 .784 -.406 .311

직무만족 평균 3.34 .669 -.467 .726

조직

몰입

나는 이 조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직무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3.16 .930 -.312 -.316

나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보통 수

준 이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
3.61 .749 -.654 .940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소속감을

강하게 느낀다.
3.43 .852 -.444 .203

나와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는 대체로 일치한다.
3.28 .812 -.310 .184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

의 가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3.25 .831 -.325 .152

나는 우리 조직을 일하기 좋은 조

직이라고 추천한다.
3.19 .889 -.371 .076

조직몰입 평균 3.32 .693 -.314 .617

통제변수
연령 39.92 7.915 .098 .108

경력 13.79 9.006 .490 -.565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

도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조직커뮤니케

이션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으며, 직무태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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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분석 및 사후

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196점, 여성의 경우 이보다 낮은 3.16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F=7.370, p<0.001). 20대의 경우는 평균 3.225점, 30대의

경우는 3.105점, 40대의 경우는 3.198점, 50대 이상의 경우는 3.357점으로

나타났다. 20대를 제외하고 높은 연령대일수록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50대

이상과 30대, 40대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는 30대의 경우(p<0.001)와 40대의 경우(p<0.05)보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기관 유형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193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169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평

균이 3.183점, 전문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239점, 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172점,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에서는 3.230점,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에

서는 3.061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F=6.549, p<0.001).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수직적 커

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199점,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0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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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147점,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

서는 3.158점,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254점, 26년 이상의 집

단에서는 3.389점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의 집단을 제외하고 경력의 정

도가 높을수록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6년 이상의 집단은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p<0.01), 5년 이하의 집단

(p<0.05),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p<0.05)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은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p<0.01).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과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여섯째, 채용 유형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174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3.220점, 기타의 경우 3.291점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직급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의 평균이 3.174점, 5급 집단에서는 3.218점,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

에서는 3.187점,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102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령, 경력에 따라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더불어 독특한 특징으로, 독

특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연령과 경력 간의 교차분석을 살펴보면, 연

령대가 높을수록 경력이 길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력이 짧다는 점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력이 긴 직원이 경력이 짧은 직원에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20대의 경우

는 공직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30대와 40대보다 높게 나타

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대의 경우가 경력이 긴 직원으로부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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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류가 중간 수준의 경력을 지닌 30대나 40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고 할 수 있다.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성별
남 1,312 3.196 0.798

0.734 -여 758 3.165 0.782
소계 2,070 3.185 0.793

연령

20대 (20세〜29세) 191 3.225a 0.856

7.370*** d>b***, c*
30대 (30세〜39세) 817 3.105b 0.777
40대 (40세〜49세) 795 3.198c 0.795
50대 이상 (50세〜) 267 3.357d 0.755

소계 2,070 3.185 0.793

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3.193 0.782
0.462 -지방자치단체 730 3.169 0.812

소계 2,070 3.185 0.7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3.183a 0.854

0.729 -

전문대학 졸업 113 3.239b 0.782
대학 졸업 1,499 3.172c 0.787

대학원 석사 졸업 365 3.230d 0.800
대학원 박사 졸업 33 3.061e 0.899

소계 2,070 3.185 0.793

경력

5년 이하 463 3.199a 0.792

6.549***

f>b***, c**, a,

d*

e>b**

b>a†

6년〜10년 398 3.045b 0.802
11년〜15년 408 3.147c 0.795
16년〜20년 259 3.158d 0.822
21년〜25년 295 3.254e 0.742
26년 이상 247 3.389f 0.756
소계 2,070 3.185 0.793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3.174a 0.790

1.005 -
경력경쟁채용 350 3.220b 0.798

기타 55 3.291c 0.832
소계 2,070 3.185 0.793

직급

1급〜4급 146 3.206a 0.769

1.264 -
5급 468 3.218b 0.801

6급〜7급 1,192 3.187c 0.788
8급〜9급 264 3.102d 0.809
소계 2,070 3.185 0.79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 52 -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분석 및 사후

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378

점, 여성의 경우 이보다 약간 높은 3.4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서 살펴봤던 것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비록 성별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진 못하였

지만, 여성의 경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하

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의 정도는 작았다(F=2.321, p<0.1). 20

대의 경우는 평균 3.419점, 30대의 경우는 3.329점, 40대의 경우는 3.357

점, 50대 이상의 경우는 3.457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의 차이는 50대 이상과 30대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의 정도는 작게 나타났다(p<0.1).

셋째, 기관 유형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평

균이 3.382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323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의 평균이 3.383점, 전문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381점, 대학 졸업 집단에

서는 3.358점,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에서는 3.386점,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에서는 3.333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F=5.191, p<0.001).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의 평균이 3.417점,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2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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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289점,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

서는 3.290점,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10점, 26년 이상의 집

단에서는 3.530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6년 이

상의 집단은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 16

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그 이외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채용 유형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의 평균이 3.348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3.423점, 기타의 경우 3.491점으

로 나타났다.

일곱째, 직급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의 평균이 3.384점, 5급 집단에서는 3.442점,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

에서는 3.354점,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265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은 5급 집단과

의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령, 경력, 직급에 따라서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독특한 특징으로는

연령대가 높고 경력이 긴 집단일 경우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높

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와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

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적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성별
남 1,312 3.378 0.743

1.131 -여 758 3.412 0.759
소계 2,070 3.365 0.749

<표 4-4>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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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대 (20세〜29세) 191 3.419a 0.860

2.321† d>b†
30대 (30세〜39세) 817 3.329b 0.741
40대 (40세〜49세) 795 3.357c 0.735
50대 이상 (50세〜) 267 3.457d 0.726

소계 2,070 3.365 0.749

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3.382 0.728
2.040 -지방자치단체 730 3.323 0.786

소계 2,070 3.365 0.74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3.383a 0.846

0.140 -

전문대학 졸업 113 3.381b 0.760
대학 졸업 1,499 3.358c 0.741

대학원 석사 졸업 365 3.386d 0.757
대학원 박사 졸업 33 3.333e 0.854

소계 2,070 3.365 0.749

경력

5년 이하 463 3.417a 0.768

5.191*** f>b, c, d**

6년〜10년 398 3.294b 0.735
11년〜15년 408 3.289c 0.768
16년〜20년 259 3.290d 0.786
21년〜25년 295 3.410e 0.693
26년 이상 247 3.530f 0.697
소계 2,070 3.365 0.749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3.348a 0.744

2.234 -
경력경쟁채용 350 3.423b 0.760

기타 55 3.491c 0.814
소계 2,070 3.365 0.749

직급

1급〜4급 146 3.384a 0.687

3.350* d>b*
5급 468 3.442b 0.719

6급〜7급 1,192 3.354c 0.743
8급〜9급 264 3.265d 0.849
소계 2,070 3.365 0.74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분석 및 사후검정 결

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4-5>와 같다. 결과를 먼저 소개하면, 성별과

기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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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별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t=31.950, p<0.001). 남성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3.431점,

여성의 경우 이보다 낮은 3.276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F=33.189, p<0.001). 20대의 경우는 평균 3.180점, 30대의 경우는

3.274점, 40대의 경우는 3.436점, 50대 이상의 경우는 3.587점으로 나타났

다. 이상에서 볼 때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50대 이상과 20대(p<0.001),

30대(p<0.001), 40대(p<0.0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40대와 20대, 30대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나났다(p<0.001).

셋째, 기관 유형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6.321, p<0.05). 중앙정부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3.345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소 높은 3.410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16.817, p<0.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

본의 평균이 3.308점, 전문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394점, 대학 졸업 집단

에서는 3.315점,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에서는 3.556점,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에서는 3.693점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학력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대학원 박사 졸업 집

단과 대학 졸업 집단(p<0.01), 전문대학 졸업 집단(p<0.05), 고등학교 졸

업 이하 집단(p<0.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p<0.001), 대학 졸업 집단(p<0.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p<0.05), 전문대학 졸업 집단(p<0.1)간에도 학력에 따른 긍정심리자

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F=16.790, p<0.001).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3.242점,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272점, 11년에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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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집단에서는 3.371점,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23점,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61점, 26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3.583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력이 길수록 긍정

심리자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

면, 26년 이상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p<0.001),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p<0.001), 16년에서 20년 사

이의 집단(p<0.05)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p<0.001).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p<0.001), 6

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p<0.05)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

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5년 이하의 집단과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채용 유형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F=7.883, p<0.001).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이 3.348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3.475점, 기타의 경우 3.286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공개경

쟁채용의 경우(p<0.001), 기타의 경우(p<0.1)에 대해 긍정심리자본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직급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F=14.376, p<0.001).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긍정심리

자본의 평균이 3.571점, 5급 집단에서는 3.442점,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

단에서는 3.342점,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243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8급에서 9급 사

이의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p<0.001), 5급 집단(p<0.001), 6급

에서 7급 사이의 집단(p<0.1)간에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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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나타났다.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

단(p<0.001), 5급 집단(p<0.01)간에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5급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과의 긍정심

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집단 간 긍정심리자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특한 특징으로, 연령대가 높고 경력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 긍정심리자본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경

력경쟁채용의 경우가 다른 채용 유형에 비해 경력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결과로 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

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던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성별
남 1,312 3.431 0.560

31.950*** -여 758 3.276 0.563
소계 2,070 3.368 0.566

연령

20대 (20세〜29세) 191 3.180a 0.582

33.189***
d>a, b***, c**

c>a, b***

30대 (30세〜39세) 817 3.274b 0.551
40대 (40세〜49세) 795 3.436c 0.549
50대 이상 (50세〜) 267 3.587d 0.548

소계 2,070 3.368 0.566

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3.345 0.543
6.321* -지방자치단체 730 3.410 0.602

소계 2,070 3.368 0.5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3.308a 0.564

16.817***
e>c**, a*, b†

d>c***, a*, b†

전문대학 졸업 113 3.394b 0.534
대학 졸업 1,499 3.315c 0.561

대학원 석사 졸업 365 3.556d 0.539
대학원 박사 졸업 33 3.693e 0.653

소계 2,070 3.368 0.566

경력

5년 이하 463 3.242a 0.576

16.790***
f>a, b, c***,

d*

e>a, b***

6년〜10년 398 3.272b 0.535
11년〜15년 408 3.371c 0.563
16년〜20년 259 3.423d 0.565

<표 4-5>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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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이상 247 3.583f 0.551 d>a***,

b*c>a**소계 2,070 3.368 0.566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3.348a 0.569

7.883***
c>b†

b>a***
경력경쟁채용 350 3.475b 0.525

기타 55 3.286c 0.612
소계 2,070 3.368 0.566

직급

1급〜4급 146 3.571a 0.687

14.376***
d>a, b***, c†

c>a***, b**

b>a†

5급 468 3.442b 0.719
6급〜7급 1,192 3.342c 0.743
8급〜9급 264 3.243d 0.849
소계 2,070 3.368 0.566

주: † p<0.1, * p<0.05, ** p<0.01, *** p<0.001

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4-6>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5.545,

p<0.001). 남성의 경우 직무만족의 평균이 3.399점, 여성의 경우 이보다

낮은 3.2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20.080, p<0.001). 20대의 경우는 평균 3.295점, 30대의 경우는

3.221점, 40대의 경우는 3.416점, 50대 이상의 경우는 3.530점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는 30대의 경우(p<0.001), 20대의 경우(p<0.01), 40대의

경우(p<0.1)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의 경우는 30대의 경우에 대해서 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셋째, 기관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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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의 정도는 작았다(t=3.384, p<0.1). 중앙정부

의 경우 직무만족의 평균이 3.322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소 높은

3.379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9.046, p<0.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직무만족의 평균

이 3.346점, 전문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445점, 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289점,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에서는 3.502점,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에

서는 3.447점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과 대학 졸업 집단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01).

다섯째,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0.963, p<0.001).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직무만족의 평균이

3.260점,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196점,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362점,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02점,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32점, 26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3.531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력이 길수록 직무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6년 이상

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p<0.001),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p<0.05)에서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은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p<0.001), 5년 이하의 집단(p<0.01)에서 직무만족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은 6

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p<0.001), 5년 이하의 집단(p<0.01)에서 직무만

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

단은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p<0.01). 5년 이하의 집단과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채용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259, p<0.001).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직무만족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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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3.497점, 기타의 경우 3.427점으로 나타났

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공개경쟁채용

의 경우에 대해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01).

일곱째, 직급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3.197, p<0.001).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직무만족의 평

균이 3.533점, 5급 집단에서는 3.447점,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311점,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194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된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p<0.001), 5급 집단(p<0.001), 6급에서 7급 사

이의 집단(p<0.1)간에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 5급 집단에서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집단 간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특

한 특징으로, 연령대가 높고 경력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은 집단일 경우

에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직급이 높은 경우

에 지급되는 보수의 수준이 높은데, 이러한 보상 측면이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직무만족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성별
남 1,312 3.399 0.660

25.545*** -여 758 3.245 0.672
소계 2,070 3.343 0.669

연령

20대 (20세〜29세) 191 3.295a 0.715

20.080***
d>b***, a**,

c†

c>b***

30대 (30세〜39세) 817 3.221b 0.706
40대 (40세〜49세) 795 3.416c 0.620
50대 이상 (50세〜) 267 3.530d 0.578

소계 2,070 3.343 0.669

<표 4-6>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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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3.322 0.667
3.384† -지방자치단체 730 3.379 0.670

소계 2,070 3.343 0.66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3.346a 0.667

9.046*** d>c***
전문대학 졸업 113 3.445b 0.639
대학 졸업 1,499 3.289c 0.664

대학원 석사 졸업 365 3.502d 0.659
대학원 박사 졸업 33 3.447e 0.760

소계 2,070 3.343 0.669

경력

5년 이하 463 3.260a 0.718

10.963***

f>a, b***, c*

e>b***, a**

d>b**, a†

c>b**

6년〜10년 398 3.196b 0.694
11년〜15년 408 3.362c 0.659
16년〜20년 259 3.402d 0.653
21년〜25년 295 3.432e 0.587
26년 이상 247 3.531f 0.582
소계 2,070 3.343 0.669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3.307a 0.673

12.259*** b>a***
경력경쟁채용 350 3.497b 0.604

기타 55 3.427c 0.768
소계 2,070 3.343 0.669

직급

1급〜4급 146 3.533a 0.571

13.197***
d>a, b***, c†

c>a, b**

5급 468 3.447b 0.639
6급〜7급 1,192 3.311c 0.668
8급〜9급 264 3.194d 0.722
소계 2,070 3.343 0.66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4-7>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

성의 경우 조직몰입의 평균이 3.374점, 여성의 경우 이보다 낮은 3.221점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39.408, p<0.001). 20대의 경우는 평균 3.121점, 30대의 경우는

3.174점, 40대의 경우는 3.419점, 50대 이상의 경우는 3.600점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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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는 20대의 경우(p<0.001), 30대의 경우(p<0.001), 40대의 경

우(p<0.01)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의 경우는 20대의 경우와 30대의 경우에 대

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셋째, 기관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t=25.481, p<0.001). 중앙정부의 경우 조직몰입의 평균이 3.262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3.422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

르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조직에 더욱 몰

입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학력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F=4.760, p<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서는 조직몰입의 평균이

3.314점, 전문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459점, 대학 졸업 집단에서는 3.280

점,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에서는 3.431점, 대학원 박사 졸업 집단에서는

3.343점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대학원 석사 졸업

집단과 대학 졸업 집단 간(p<0.01), 대학 졸업 진단과 전문대학 졸업 간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5.847, p<0.001). 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조직몰입의 평균이

3.145점,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142점,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334점,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392점,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에서는 3.491점, 26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3.617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력이 길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6년 이상

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p<0.001),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p<0.001),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p<0.01)에서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1년에서 25년 사이의 집단은 5년 이하의 집단(p<0.001),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p<0.05)에서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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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6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단

은 5년 이하의 집단,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11년에서 15년 사이의 집단

은 5년 이하의 집단,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에서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5년 이하의 집단과 6년에서

10년 사이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섯째, 채용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627, p<0.01).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조직몰입의 평균이

3.300점,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3.424점, 기타의 경우 3.191점으로 나타났

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공개경쟁채용

의 경우(p<0.01), 기타의 경우(p<0.1)에 대해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곱째, 직급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3.197, p<0.001).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조직몰입의 평

균이 3.354점, 5급 집단에서는 3.314점,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320점,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에서는 3.197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8급에서 9급 사이의 집단은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p<0.001),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p<0.1)간에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급에서 4급 사이의 집단은 5급 집단,

6급에서 7급 사이의 집단에서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집단 간 조직몰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특

한 특징으로는 연령대가 높고 경력기간이 긴 집단일 경우에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기간이 길수

록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애착이 더욱 많은 것과 연관되었을 수 있

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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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성별
남 1,312 3.374 0.694

1.131 -여 758 3.221 0.681
소계 2,070 3.318 0.693

연령

20대 (20세〜29세) 191 3.121a 0.794

39.408***
d>a, b***, c**

c>a, b***

30대 (30세〜39세) 817 3.174b 0.689
40대 (40세〜49세) 795 3.419c 0.659
50대 이상 (50세〜) 267 3.600d 0.576

소계 2,070 3.318 0.693

기관

유형

중앙정부 1,340 3.262 0.689
25.481*** -지방자치단체 730 3.422 0.688

소계 2,070 3.318 0.6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0 3.314a 0.737

4.760**
d>c**

c>b†

전문대학 졸업 113 3.459b 0.695
대학 졸업 1,499 3.280c 0.693

대학원 석사 졸업 365 3.431d 0.679
대학원 박사 졸업 33 3.343e 0.592

소계 2,070 3.318 0.693

경력

5년 이하 463 3.145a 0.738

25.847***

f>a, b, c***,

d**

e>a, b***, c*

d>a, b***

c>a, b**

6년〜10년 398 3.142b 0.678
11년〜15년 408 3.334c 0.671
16년〜20년 259 3.392d 0.661
21년〜25년 295 3.491e 0.636
26년 이상 247 3.617f 0.593
소계 2,070 3.318 0.693

채용

유형

공개경쟁채용 1,665 3.300a 0.694

5.627**
c>b†

b>a**
경력경쟁채용 350 3.424b 0.661

기타 55 3.191c 0.792
소계 2,070 3.318 0.693

직급

1급〜4급 146 3.354a 0.598

7.550***
d>a***, c†

c>a**

b>a**

5급 468 3.314b 0.678
6급〜7급 1,192 3.320c 0.697
8급〜9급 264 3.197d 0.723
소계 2,070 3.318 0.69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7>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이상의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 간에 조

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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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조직커

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다소

관련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는 제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주

요 연속형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며, 이를 통해 해

당 변수들 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

수 간의 확률적인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구조방정

식 모형에 반영되는 주요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연속형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표 4-8> 참조).8)

본 연구의 주요 핵심 변수인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

도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공무원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

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공동변화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단순 이변량 상

관관계 분석 결과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

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8)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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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 통제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1

[2]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655*** 1

[3] 자기효능감 .280*** .289*** 1

[4] 희망 .271*** .270*** .641*** 1

[5] 낙관주의 .295*** .272*** .484*** .606*** 1

[6] 복원력 .318*** .310*** .487*** .591*** .675*** 1

[7] 직무만족 .354*** .324*** .425*** .498*** .441*** .496*** 1

[8] 조직몰입 .457*** .423*** .395*** .467*** .462*** .520*** .555*** 1

[9] 연령 .067** .029 .167*** .199*** .198*** .189*** .162*** .242*** 1

[10] 경력 .085*** .049* .154*** .167*** .177*** .169*** .149*** .236*** .872*** 1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8>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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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검정에 앞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에 대해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에 차례로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및 잠재변인의 추정치 분석, 동일방법편의 검증을 실시하여 측

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로는 김계수(2004), 우종필(2012), 정익중·이지

언(2012), Bentler(1990), Browne & Cudeck(1993), MacCallum et

al.(1996)에 기초하여 절대적합지수로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 CFI,

NFI를 살펴본다. 각 기준에 대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합지수 RMSEA는 0.08이하(Browne & Cudeck, 1993; MacCallum, et

al., 1996)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증분적합지수 CFI는 0.9이상(Bentler,

1990)을, NFI는 0.9이상(우종필, 2012)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므로, 측정모형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로 구성된다. 수

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관찰변인에 해당하며,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여러 관찰변

인으로부터 반영되는 First-order construct, 즉 잠재변인에 해당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최초 측정모형은 <그림 4-1>과 같다.



- 68 -

<그림 4-1> 최초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최초 측정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은

1078.542(df=96), RMSEA는 0.070, CFI는 0.948, NFI는 0.943로 측정모형

의 적합도 수준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관찰변인들

이 각각의 잠재변인에 잘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잘 설명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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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하지만 측정모형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확인한 결과, 모형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가 제시되었다. 이에

M.I. 값이 크게 나타난 e2와 e1 간의 관계, e4와 e3 간의 관계, e10과 e9

간의 관계, e11과 e10 간의 관계, e13과 e12 간의 관계에 공분산을 설정

하였다. 이후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로는 은

469.821(df=91), RMSEA는 0.045, CFI는 0.980, NFI는 0.975로 나타났으

며, 최초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

정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이상의 측정

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구분
모형 적합도

 RMSEA CFI NFI

측정모형
1078.542***

(df=96)
0.070 0.948 0.943

수정모형
469.821***

(df=91)
0.045 0.980 0.975

주: *** p<0.001

<표 4-9>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2)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및 잠재변인의 추정치 분석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외에도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및 잠재변인의

추정치를 통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에 잘 수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각각의 경로에 해당하는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기각률(Critical Ratio, C.R.),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며, 내용

은 <표 4-10>과 같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는 측정모형의 모수 추

정치의 대표적인 값으로서,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의 직무만족, 조직몰

입의 항목들은 모두 p-value가 0.001 이하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모든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에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표준화 계수의 크기는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모든 항목



- 70 -

에서 0.50 이상으로 적절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표준화 계수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1.000 - - .644

희망 1.123*** .035 32.543 .776
낙관주의 1.205*** .049 24.347 .753
복원력 1.261*** .051 24.877 .777

직무만족
직무만족 1 1.000 - - .797
직무만족 2 .989*** .025 39.222 .809
직무만족 3 1.135*** .027 42.171 .868
직무만족 4 .752*** .027 28.326 .615

조직몰입
조직몰입 1 1.000 - - .706
조직몰입 2 .786*** .024 32.364 .690
조직몰입 3 1.059*** .031 34.030 .816
조직몰입 4 1.026*** .030 34.342 .829
조직몰입 5 1.029*** .031 33.667 .813
조직몰입 6 1.024*** .032 31.803 .756

주: *** p<0.001

<표 4-10>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및 잠재변인의 추정치 분석 결과

3) 동일방법편의 검증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동일 시점에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소망성(Desirability)에 따른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대

체적으로 좋은 방향에 입각하여 문항에 응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할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

해 요인분석 과정에서 변수들이 한 가지 요인으로 집중되거나 특정 요인

이 총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Podsa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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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고자 Harman의

단일요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에 대

해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 한 개의 요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45.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치

인 50.00%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포함된 변

수들에 대하여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공통성 성분행렬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314 .560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283 .532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357 .598
희망 .459 .678

낙관주의 .426 .652
복원력 .495 .704

직무만족

직무만족 1 .427 .654
직무만족 2 .461 .679
직무만족 3 .520 .721
직무만족 4 .348 .590

조직몰입

조직몰입 1 .451 .672
조직몰입 2 .493 .702
조직몰입 3 .583 .764
조직몰입 4 .616 .785
조직몰입 5 .596 .772
조직몰입 6 .509 .713

고유값 7.339
설명변량 45.87%

<표 4-11> 측정모형의 관찰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 최종 구조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

의 모형 적합도는 제시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고, 측정모형의 관찰변

인 및 잠재변인의 추정치 또한 적절하여 모든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에 잘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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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서도, 통계적

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모형에 입각하고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기초로 하여. 최종 구조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최종 구조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이론적 구조모형(Theoretical

model)과 대안적 구조모형(Alternative model)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

고자 한다. 이론적 구조모형은 수정된 측정모형에 기초하고 연구가설에

입각한 이론적 경로들로 구성되었다. 대안적 구조모형은 이론적 구조모

형에서 공분산 연결, 경로 추가, 경로 제거의 과정 통해 구축된다. 본 연

구에서의 이론적 구조모형에서는 수정지수의 내용으로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간 공분산 연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대안적 구조

모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론적 구조모형의 모형 적합도로 

은 563.644(df=92), RMSEA는 0.050, CFI는 0.975, NFI는 0.970, AIC는

615.644이며, 대안적 구조모형의 모형 적합도로 은 469.821(df=91),

RMSEA는 0.045, CFI는 0.980, NFI는 0.975, AIC는 559.821이다. 구조모

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2>와 같다. 두 구조모형 모

두 모형 적합도는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ACI 값이 더

작게 나온 대안적 구조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정하였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구조모형을 <그림 4-2>로 제시한다.

구분
모형 적합도

 RMSEA CFI NFI ACI

이론적 구조모형
563.644***

(df=92)
0.050 0.975 0.970 651.644

대안적 구조모형1) 469.821***

(df=91)
0.045 0.980 0.975 559.821

주: 1)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 공분산 연결
*** p<0.001

<표 4-12> 구조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9) ACI는 간명적합지수 중 하나이며, 여러 구조모형을 비교할 때 ACI 값이 작

게 나타난 구조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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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

3. 구조모형 측정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변수 간 영향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4-13>, <그림 4-3>과 같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

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 관계를 살펴보며, 이에 연구

가설 검정 결과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구조모

형에 대한 연구가설 검정 결과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변인 간 경로의 상대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연구문제의 답은 구조모형에서 각 경로에 대한 표준화된 효과

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표준화

계수

H1-1 긍정심리자본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136*** .017 7.958 .246

H1-2 긍정심리자본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127*** .018 7.087 .217

H2-1 직무만족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080*** .021 3.746 .099

<표 4-13> 구조모형에 대한 변수 간 영향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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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조직몰입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176*** .021 8.387 .212

H2-3 직무만족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025 .022 1.109 .029

H2-4 조직몰입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098*** .022 4.516 .112

H3-1 직무만족 ← 긍정심리자본 .905*** .047 19.310 .620

H3-2 조직몰입 ← 긍정심리자본 .805*** .046 17.678 .538

주: *** p<0.001

<그림 4-3> 구조모형의 영향변수 간 관계 검증 결과

1)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 영향관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46(C.R.=7.9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1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심리자본에 대

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17(C.R.=7.087)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2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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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2)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

직무만족에 대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099(C.R.=3.74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

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설 2-1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몰입에 대한 수직적 커뮤니

케이션의 표준화 경로계수도 0.212(C.R.=8.3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2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와

는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직무만족에 대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

화 경로계수는 0.029(C.R.=1.1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설 2-3을 지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몰입에 대한 수평

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112(C.R.=4.51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1).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4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

하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다고 볼 수 있으나, 직무만족의 경우는 설명되지 못하였다.

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

직무태도 중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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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C.R.=19.3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3-1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538(C.R.=17.6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3-2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긍정

심리자본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경로 간 표준화된 효과 비교

구조모형에서 각 경로 간 표준화된 효과를 비교하면 <표 4-14>와 같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

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지’,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어떠

한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큰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경로 간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다.

먼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살펴보

면,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보

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대해

직접효과 0.099(p<0.001), 간접효과 0.152(p<0.001)로 총효과는

0.251(p<0.001)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간접효과

0.135(p<0.0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효과는

0.135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대해 직접효과 0.212(p<0.001), 간접효과 0.132(p<0.001)로 총

효과는 0.345(p<0.001)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접효

과 0.112(p<0.001), 간접효과 0.117(p<0.001)로 총효과는 0.229(p<0.0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큰 조직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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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살펴보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직접효과

가 0.246(p<0.001)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0.217(p<0.001)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더 큰 조직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긍정심리자본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246*** .000 .246***

긍정심리자본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217*** .000 .217***

직무만족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099*** .152*** .251***

조직몰입 ←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212*** .132*** .345***

직무만족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029 .135*** .164

조직몰입 ←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112*** .117*** .229***

직무만족 ← 긍정심리자본 .620*** .000 .620***

조직몰입 ← 긍정심리자본 .538*** .000 .538***

<표 4-14> 경로 간 표준화된 효과 비교

4. 사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을 통해 최종 구조모형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 모형을 살펴본다. 조직커뮤니케이션

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이 조직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김혜영, 2013).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긍정심리

자본 이론을 연결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조명하였지만,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분석을 진행

할 필요가 있었다. 분석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커뮤니케이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

심리자본의 표준화 계수는 0.394(p<0.001)이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0.384(p<0.001)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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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이론적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종 구조모형에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모두 반

영하여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다

만,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기관 유형, 학력, 경력,

채용 유형, 직급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통제변수를 모두 구조모형에 반영

할 시에는 모형 적합도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

만 사후분석에서는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결

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은 744.613(df=168), RMSEA는

0.041, CFI는 0.974, NFI는 0.967, AIC는 960.613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

합도는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구조모형에 비해 AIC가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종 구조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도, 직무만족에

대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2-3만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변수 간에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공무원

의 조직몰입의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로, 연구가설 2-3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연



- 79 -

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5>와 같다. 연구문제에 대

해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긍정심리자본의 매

개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에서는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검증 결과에 대한 내용, 해석을 다루고자 한다. 이에 긍정심

리자본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직무태도에 대한 조직커뮤니케

이션의 영향, 직무태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 유형별 조직커뮤니

케이션 효과를 살펴본다.

구분 영향변수 가설 결과

긍정심리자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 1-1 + 지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1-2 + 지지

직무

태도

직무만족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 2-1 + 지지

조직몰입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2-2 + 지지

직무만족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 2-3 없음 기각

조직몰입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2-4 + 지지

직무

태도

직무만족
긍정심리자본

+ 3-1 + 지지

조직몰입 + 3-2 + 지지

<표 4-15> 구조모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설과 검증 결과

1)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 영향관계

공직사회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무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1-1> 지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인

만큼,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황상재, 2006;

Daft, 2014).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부하직원에 조직의 목표와

전략, 조직의 정책, 제도 등을 이해시키고,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그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사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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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부하직원이 직무와 조직에 대해 더욱 이해해나가는 과정으

로 작용한다. 또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과정에

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상사와 불만 및 고

충 등을 나누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조직사회 내에서 조직구성원 계층

간에 안정감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조직구성원 계층 간에는 직무수행 및 조직생활에

더욱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갖추게 되며, 또한 조직의 발전 및 성과 향상,

혁신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무

원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1-2> 지

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동료 간 혹은 부서 간에 이뤄지며, 상호 협

력 및 정보 공유의 기능에 가깝게 이뤄진다(Daft, 2014). 조직에서는 개

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으로 관련 직무를

처리하고 조직생활도 함께 해나간다. 이러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

활하게 이뤄지면, 조직구성원은 협업에 있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조직 내 동료 간이나 부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들 간에 나타나는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오두범, 1994; Luthans et al., 1985). 이에 동료, 팀, 부서 간에

직무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기가 용이하며, 조직구성원 간

의 협력과 의사소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조직커뮤니

케이션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으로 구성된 긍정심리자

본에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조명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대척점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커뮤니

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김혜영(2013)

의 연구결과가 대표적이었다. 김혜영(2013)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심

리가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은 본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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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심리자본의 효과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이나 조직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

정심리자본 간에는 긍정적인 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연구

(김동철, 2012; 김동철·김대건, 2012; Luthans et al., 2007)를 고려하여,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었다.

2)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는 앞에서 다룬 조직커뮤니

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 영향관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중단기적 성과인 직무태

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진석, 2007;

위성욱, 2004; 이정실, 2004; Luthans et al., 2007; Muchinsky, 1977;

Pincus, 1986; Posner & Butterfield, 1978;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 하지만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분류하

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본 연구는 의문을 품고 있

었다. 이에 대해 가설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공직사회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

무원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2-1> 지

지). 더불어 공직사회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2-2> 지

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중단기적 성과로서 조직구성원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긍정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직무와 조직에 대한 이해

도를 더욱 높이고, 결과적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에서 충

실하게 생활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위성욱, 2004). 이런 점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이론적 동향과 동일한 방향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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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다소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김진석(2007)과 김효숙(2015)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을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공직

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설문문항이 수직적 커뮤니케이

션으로 다루고 있어서, 두 유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진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아우

르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았고, 이를 두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이 조화롭게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무원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2-3> 기각). 반면에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

날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2-4> 지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나타날수록 공무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에서는 조직몰입의 수준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론적으

로는 동료, 팀, 부서와의 상호 협력 및 정보 공유의 기능이 잘 이뤄질수

록 직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하고 조직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감

은 높아지고 더욱 몰입할 것으로 보았다(김진석, 2007; Luthans et al.,

1985; Luthans et al., 2007). 더불어 경험적으로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김진석, 2007; 위성욱, 2004). 하지만 본 연구의 가

설검증 결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이는 김효숙(201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

다. 이에 관련해서 동료, 팀, 부서 간 정보, 태도, 행동 등의 공유를 통해

이뤄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업무 협력 및 소통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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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도 예측해볼 수 있다.

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

공직사회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3-1> 지지). 공직사회에서 긍

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3-2> 지지).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 간 관계

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민진, 2014; 정선우 외, 2013; 조윤서·강순

희, 2015; 하미승, 2014; Bandura & Locke 2003; Chemers et al., 2000;

Locke et al., 1984; Luthans et al., 2007; Robitschek, 2003; Savickas,

2003; Snyder, 2000; Stajkovic & Luthans 1998; Youssef & Luthans,

2007)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에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 만족감과 몰입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조직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 된

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의 긍정심리자본을 갖춘 조직구성

원이라면, 난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황을 이뤄내고자 하는 역량을 발

현할 것이다.

4)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조직

몰입 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

으로 매개하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로 간 표준화된 계수

를 확인하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도 크게 나타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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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

이션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직사회

는 대규모의 관료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급에 기반을 둔 수직

적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부서 내 소통 증진, 부서 간의 협력 등에 기초한 수평적 커뮤니케

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는 있지만,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

식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볼 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강한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중 하향적 커뮤

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효과 비교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데에는 다소 어

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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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행정부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커

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선

행연구 검토에 따라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해

살펴본 뒤,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기술통계 분석,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 입각

한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연구방법의 순서에 알맞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각 척도의 Cronbach's ⍺ 계수를 확인하였고 고정요인 추출을 통한 요

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는 Cronbach's ⍺ 계수가 기준치

를 충족하였으며, 더불어 고정요인 추출을 통한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토대로 측정도구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해당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기술통계 분석,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에 따른 교

차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나누었던 집단 간에는 조직커뮤니

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령, 경력, 직급에 따라 집단 간

에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공통적으

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연령, 경력, 직급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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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뿐더러, 집단 간의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높은 연령, 경력,

직급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무수행이나 조직생활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련함을 통해 조직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

로 보고 있고, 또한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

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인구통계학

적 변수를 반영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직적 커뮤니케

이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지지되지 못한 데에는 공직 사회 내에서 동료, 팀, 부서 간에 이뤄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기능 및 과정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초할 수 있다. 실제로 공직문화가 대규모

관료제 체제 하에서 수직적 계급 문화와 부서 간 칸막이 문화에 기초하

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아직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공무원의 직무만

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론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실제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수 및 보상 체계와 같은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 관계를 매개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 조직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를 갖추게 되고, 이러한 심리를 기초

로 부딪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해내고 바람직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 결과를 더욱 만족스럽게 야기할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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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직에서 충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이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각 경로 간 표준

화된 계수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대규모 관료제 조직으로 구성

된 공공조직에서는 다수의 계급에 기초하여,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는 일상적으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

론, 동료, 팀, 부서 간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도 이뤄지지만, 공직문화의

특성상 아직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가진다. 이론적 함의

와 관련하여 첫째,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

계를 조명하고,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동안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조

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었

으며, 두 변수 간의 논리적 인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김혜영(2013)에 한

정되었다. 김혜영(2013)은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영(2013)이 제시하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

본 간의 논리적 인과성을 역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는 긍정심리자본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김

동철, 2012; 김동철·김대건, 2012; Luthans et al., 2007), 조직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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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을 갖춰나갈 수 있

다. 즉, 이론적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지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을 통해 긍정심

리자본이 조직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는

데, 이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횡단면 자료를 활

용하여 논리적 인과성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지적

이 제시되곤 한다.

둘째, 조직커뮤니케이션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으로 유형화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고, 두 조직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설검증 결과에서는 지

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김효숙(2015)도 지지하고

있으나, 위성욱(2004)과 김진석(2007)은 반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

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료, 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물론, 관료제 체제 하에 위계적 공직문화의 영향 상,

조직구성원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직무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더욱 강하게 작

용하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커뮤니케이션

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의 관

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공직사회는 대규모 위계적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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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의 계급 간에 이뤄지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뤄지

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가 지닌 조직문화의 성격이 조직구성원들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 결과는 다음의 실무적 함의로도 연결된

다. 첫째,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부처 및 부서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간

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

성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학습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

다. 공직사회에서는 상사의 업무 하달, 부하직원의 업무 보고를 기초로

하는 업무체계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므로, 상사와 부하직원 간 수직적 커

뮤니케이션 수준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상태는 물론 직무수행과 조직생

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이

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

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수직적 커

뮤니케이션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다소 약하

게 나타나므로,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

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점차 동료, 팀, 부서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주 커지고 있

다. 현 공공조직은 위계적 조직문화에 기초하다보니, 수평적 커뮤니케이

션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다. 또한 동료, 팀, 부서 간의

불화, 부서 간의 갈등이 조직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

고,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

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공공조직의 관리자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동료, 팀, 동료, 부서 간에 이뤄지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인 부서 내 문제해결, 부서 간 협력, 변화 이니셔티브 및 개선점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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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조직

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를 더욱 갖추고, 바람직한 직무태도를 보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경력이 많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커뮤니케

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태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무원 모델

을 설정해가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높은 연령이고 경력기

간이 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조직커뮤니케이션, 긍정심리자본, 직무

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공직생활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여러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및 조직생활을 해왔던 공무원들

이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 높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 높은 수준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직무수행 및 조직생활의 방

식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측면을 확인 및 정리하고, 공직생활

에 입문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벤치마킹의 주요 핵심모

델로 제시한다면,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해당하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

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어(김진석, 2007; 김효숙, 2015),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

로 통합하였을 시에 두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다소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또한 설문 응답자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문

항을 해석할 때 특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편의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

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제한된 설문문항을 활용할 수밖에 없

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문문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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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2가지 설문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척도 및 설문문항은 이

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하간(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

간(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의 설문문항에서 ‘원활하다’가 의미하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평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기관에서는 부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간(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의 설문문항은 수평적 커뮤니

케이션의 본래적 개념을 온전히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

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변수의 ‘직원간’의 의

미를 동료 간, 서로 상이한 팀 혹은 부서 간의 동등한 계층에 있는 직원

들 사이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설문문항으로 구성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변수의

개념적 활용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해당 척도와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지만, 후속연구

에서는 유형별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개념적 범

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면 연구의 설명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나타났다

는 점에서 연구 설계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차 데이터로

활용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논리적 인과성을 검

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로는 종단면 자료

(Longitudinal data)에 기초하고 조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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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이뤄져야만,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긍정심리자본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를 기초로 긍정심

리자본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김동철, 2012;

김동철·김대건, 2012; Luthans et al., 2007), 긍정심리자본이 인간의 본성

에 의해 기초된 자질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조직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긍정심리자본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조직구성원이 이전부터 보여 왔던 행태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이 본질적으

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해서

는 본성(Nature)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양육(Nurture)에 근거한 것인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각 변수들 간의 논리적 인과성을 주장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행동패턴 등을 통제할 필

요가 있을 것이고, 기존의 성격체계와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보다 보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때,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와 같은 조직변수나 보

수체계(Pay system)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

다. 실제로 공무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독특한 조직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보수체계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수체계는 공무원

에게 민감할 수 있는데, 공직의 안정적인 보수 지급, 공무원 연금 등이

직무수행과 조직생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변수, 인적자원관리 변수를 고려해야만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각각에 대해서 경로모형을 살펴보지 않았다. 각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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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다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

는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도 반영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공무

원을 대상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유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여 공공조직에서의 실무적 함

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

차 공공조직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조직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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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organization has recently taken an interest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practical terms so that public officials

could feel satisfied with job and organization. Since it had some

problems of demora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it has boosted public

official morale through institutional reward by restructuring HRM

systems. Although institutional reward can motivate them,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greatly performing organizational dut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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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 necessarily processed under work

system and hierarchy in public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hat

public officials practically ha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PA) studie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has been lately addressed. Although reorganization of

policy and system was dealt with primarily, PA studies have

gradually focused upon public officials’ attitude and behavior. Public

organization was closed and rigid, which was under poor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ircumstance of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and employee, between colleagues, and between departments.

It is important to seek desirable organizational directions and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good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However, there were few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for both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in the

field of PA studies.

Under these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on job attitude. In addition, its aim is to address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which tests how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impacts job attitude by

influencing public official’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Through these, I intend for public officials to recogniz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role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ctivation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 th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 dimen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classifie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s vertical communication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according to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Also,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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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was divided into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nalysis of this study,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that these variables can have an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PC, and job attitude.

This study used data of ‘A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which was investigated in 2016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Based on the data, this study conducted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

tabulation based on t-test and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As a consequence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PC, and job attitude

according to age, career, and rank among demographic variables

As a result of SEM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attitude.

Especially, vertical communication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horizontal communication had an

impact onl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PPC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job attitude. In detail, there was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PP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vertical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tween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PPC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vertical communication had a much stronger impact

on job attitude and meditating effect of PPC rather than horizont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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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applying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o

implications, goo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an help public

officials have positive psychology, which can lead to high level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of public officials is continually improved, PPC and job

attitude will be desirably changed. This process can bring about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improvement and enhanced public service,

which will ultimately benefit to citizen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d practical approaches to managers in public

organiz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embedded with good vertical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learning between managers and employees, and setting

up the desirable public official model.

Keywords :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Vertical

communication, Horizontal communic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Job attitud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6-2517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커뮤니케이션 
	1.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2.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제 2 절 긍정심리자본 
	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특성 
	2.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제 3 절 직무태도 
	1. 직무태도의 개념 및 특성 
	2. 직무태도의 구성요소 

	제 4 절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종합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2. 연구모형 

	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분석의 자료 
	2. 측정도구의 구성 

	제 3 절 분석방법 

	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영향변수의 특성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제 3 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 최종 구조모형 선정 
	3. 구조모형 측정결과 
	4. 사후분석 결과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제 3 절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조직커뮤니케이션  7
    1. 조직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및 특성  7
    2.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유형  9
 제 2 절 긍정심리자본  12
    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및 특성  13
    2.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15
 제 3 절 직무태도  19
    1. 직무태도의 개념 및 특성  19
    2. 직무태도의 구성요소  20
 제 4 절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3
    1. 선행연구의 종합  23
    2. 본 연구의 차별성  29
제 3 장 연구 설계  30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0
    1.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30
    2. 연구모형  33
 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34
    1. 분석의 자료  34
    2. 측정도구의 구성  35
 제 3 절 분석방법  40
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43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43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영향변수의 특성  43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48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65
 제 3 절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67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67
    2. 최종 구조모형 선정  71
    3. 구조모형 측정결과  73
    4. 사후분석 결과  77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  78
제 5 장 결 론  8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85
 제 2 절 연구의 함의  87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90
참고문헌  94
Abstract  10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