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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무환경이 직원의 

직무만족과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     하     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조직위원회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물리적‧심리적 환경 및 

근무 혜택으로 구분한 직무 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직무

환경이 다른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직

무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전문계약직 직원 중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치르고 퇴

사 한 65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문을 전송했으며 181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SPSS 13.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 분석

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의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직무 환경은 시설, 자부

심,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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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무 환경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이 ‘임시

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이 완전매개역할을 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혜택’이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전문직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

다.

주요어: 메가스포츠, 직무환경, 직무만족, 재참여의도, 올림픽, 임시조직, 

조직위원회

학  번: 201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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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11년 7월 평창은 3수만에 승리를 거둬 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2011년 10월 19일에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정부부처, 국회, 대한체육회, 개최도시 등 정·관계 인사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

해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18년 3월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폐막하

면서 성공적으로 긴 여정의 막이 내렸다. 미국 NBC 스포츠, 영국 BBC, USA 

Today 등 주요 외신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아름답고(Beautiful) 우아한

(Elegant) 올림픽으로 묘사하였다(육동한 외, 2018). 또한 캐나다의 The 

Star는 “평창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The problem with 

PyeongChang is... there aren’t any problem)”이라고 극찬했으며, 토마스 바

흐(Thomas Bach) IOC 위원장은 “평창에서의 인상적인 기억은 온종일 말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김원, 2018). 비록 개최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

만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함께한 평화올림픽, 선수중심의 최첨단 경기장과 

뉴미디어 기술이 도입된 첨단올림픽, 문화와 축제가 있는 문화올림픽, 환경과 

이벤트가 상생하는 환경올림픽, 재난 및 테러가 예방된 안전올림픽이라는 성

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육동한 외, 2018). 이렇듯 성공적으로 평창올

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단체의 운영과 기획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대회의 실질적 

운영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역할이 컸다.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산업이나 심지어 스포츠 산업의 다른 부문

에서는 좀처럼 직면하지 않는 여러 면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Hanlon & 

Jago, 2004; Parent, 2008) 일을 수행하는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다. 2018년 3월 패럴림픽 폐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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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19년 3월 22일 7년 5개월간의 장정을 정

리하고 해산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스포츠 이벤트의 준비 및 개최에서 행정조

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조직구조를 비롯해 운영방

식, 인적구성, 동기부여 등에서 일반적 행정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보인다. 

조직위원회의 직원은 크게 파견직과 전문계약직으로 나눌 수 있다. 출범 당시 

정부부처, 국회, 대한체육회, 개최도시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파견된 파견직 직원이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직

접 채용한 전문계약직 직원들이 있다. 파견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

광부 등의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

의 체육단체 파견직, 대한항공 등과 같은 스폰서 기업에서 파견된 사기업 직

원 그리고 공공기관 및 관공서 파견직들로 구성된다. 또한 전문계약직은 조직

위원회에 고용된 직원으로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계약직 공무원에 준한 급여

나 복지 등의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위원회의 전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경기 및 경기장의 운영을 비롯하여 마케팅, 국제관계, 미디어, 숙박 등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인적구성 특성과 조직구조 특성은 조직위원회 직원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계약직의 경우, 조직위원회 내에서 정기적인 심사를 통

한 승급, 승진 등의 제도가 있으나 조직위원회의 기능 종료와 함께 고용 계약

이 해지되기 때문에 유발되는 동기 저해 요인으로 인해 그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양성철, 김진국, 2018). 조직위원회에서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에 민간 전문직 인력의 재취업에 관한 지원을 하는 켈리서비스(Kelly 

Service)와의 업무협약이나 차기 베이징·도쿄 올림픽에서의 조직위원회 재취

업 추천 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켈리서비스의 경우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력직인 전문계약직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되지 못했고, 차기 조직위원회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소수여서 동기

유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의 조직위원회의 경우, 대회가 종료된 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하여 조직위원회 인력을 흡수한 바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구체화되지 않고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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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부류의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이 가지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조직 환경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

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24 동계 유스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또한 남북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2032

년 하계올림픽의 공동개최에 관한 제안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갖는 기회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삼성경제연구소, 

2000), 앞으로도 유치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

해서는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대회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임도빈, 양인, 권형근, 한병훈, 

2016). 메가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그리고 재원확보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황재연, 이윤영, 2017). 이에 조직위원회에서 업

무를 맡은 각 구성원의 역할은 대회의 성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 조

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곧 대회의 성공적 운영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직무환경을 개선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서선, 2013, 이세한, 2013). 직무환경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내 분위기와 문화의 형성 그리고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의 노력은 직

원의 업무수행과 조직의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발

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최형원, 2010). 

올림픽은 메가 이벤트를 연구하기 위해 유용한 주제이지만, 대다수의 올림

픽 관련 연구는 올림픽 관중(McDaniel & Chalip, 2002; Rothenbuhler, 

1995), 올림픽 효과(Burbank, Andranovic, & Heying, 2001; Cashman, 

2006), 올림픽 미디어(Rivenburgh, 2002; Turner, 2006), 그리고 올림픽 마

케팅 (Chalip, 1992; Payne, 2006)에 관한 연구이다. 스포츠 이벤트 관리자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올림픽을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Van der Wagen, 2007). 메가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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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조직은 임시 조직인 만큼 직원이 고용되고 훈련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

에 퇴직하게 된다. 몇 년 이상 근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몇 달 동안 고용된

다. 또한 메가 이벤트 조직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이 운영되

는 동안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이 급속히 성

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 기간 때문에 메가 이벤트의 풍부한 상징성을 악

화시키며, 이는 직원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Xing & Chalip, 2012). 꾸준히 진행되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조직위원회가 가지는 조직적 단기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

가 개최된 후에는 해산될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

족했고, 이로 인해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의 직무태도(황재연, 이윤영, 2017)나 

역량 발휘 등 개인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시적인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위원회의 각 구성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연

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일상이 되어간다

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져보기 좋을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앞서 설명한 문제의식들을 이용해 본 논문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 환경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직무 환경에 따

라 직무 만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비슷한 메가 이벤트 조직위원회

에 다시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우선 임시조직의 운영과 구

성에 대한 예비적 탐색을 수행하였다.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한 임시조직과 

연관된 연구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림픽이 아닌 일상적인 

스포츠 이벤트 조직의 직무 환경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임시조직인 ‘조직위원회’에 적용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2004년 하계 올림픽이 열린 아테네에서는 건설 근로자들이 마감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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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지 못하여 지붕이 없는 경기장에서 수영 경기를 치러야 했다. 또한 2010

년 커먼웰스 대회가 열린 뉴델리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정부패, 

다리 붕괴와 같은 부실 건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다

(Sen, 2010). 이러한 이슈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쉽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

러졌을지라도 그 성공을 깎아내리게 된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는 조직위원회의 직원을 대회 성공 개최라는 목적에 헌신할 만한 동기를 가

진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Heere & Xing, 2012). 

Simon(1991)은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지시를 

이행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취적인 발상을 

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의지라고 하였으며, 이 의지의 방향이 조직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조직 구성원이 필요하고, 조직 자체에서는 지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

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조직은 조직의 업무성격상 공공과 민간의 업무가 혼

재되어 있고 조직구성의 형태 역시 임시조직(temporary organization)의 형태

를 취하는 특수한 성격의 조직(인상우, 2014)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다

른 특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Deal & 

Kennedy, 1982;, Sathe, 1983; Tunstall, 1983; Cameron & Quinn, 1999)는 

영속적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고용은 불안정한 고용

(Letourneux, 1998)이나 비표준적인 고용(Jenkins, 1998) 또는 계약의 유연

성(Reilly, 1998)을 의미했다. 이는 향후 같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

을 의미하는 직업 안정성(Pearce, 1998)을 해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적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스포츠 조직의 고용은 대부분 이벤트 종료 

시까지 근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정규직과는 다른 측면을 살

펴야 한다.    

그동안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연구는 관광, 마케팅, 스폰서십, 경제효

과, 정치 또는 지방자치 효과에 집중된 반면(M. M. Parent, 2008), 정작 이

벤트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Xing, 

2009). 인적 자원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자의 경우 스포츠 이벤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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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 요소로 인식된다는 연구가 있으며(신남주, 김해리, 

2018; 조태영, 박시원, 2017; Schmader, 1997; Solberg, 2003; Tedrick & 

Henerson, 1989), 자원봉사자의 참여 만족은 재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곽서연, 박순천, 2011; 김민주, 오수영, 2006). 하지만 

조직위원회 유급 직원의 재참여 의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메가 이벤트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단일종목의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인상우, 2014)는 스포츠이벤트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유치 확정부터 대회 개최 시까지 비교적 장기간

이 걸리고, 수많은 종목을 한 번에 치르는 만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이벤트 전문직원의 역할과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지

속적인 참여를 위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 후 자신의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사한 대회에 직원으로 재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변인으로 직무만족은 지속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과거 서울올림픽과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전문계약직 직원

들 역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지만(Lim et al., 2016), 평창올림픽은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관행적으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차기나 차차기에서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기도 한다. 평창조직위원회에도 벤쿠

버와 소치동계올림픽에서의 조직위원회 근무 경험자들이 파견되었고, 우리나

라 직원들과 협업하여 노하우를 전수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썼

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다음 

단계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와 관련해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Xing와 

Chalip(2009)은 심층면접 조사와 관찰을 통하여 직원들의 조직위원회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조직 내에서 겪는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

았는데, 연구결과 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이벤트의 상징적 중요성 그리고 

업무 경험 등이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조직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업무 실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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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어려움과 업무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 올림픽 이후의 고용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이 올림픽 이후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도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Xing & Chalip, 2012). 

조직위원회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임시조직이라는 특징과 내ㆍ외부적으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환경 분석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중요하

다. 하지만 출범 초창기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변화가 많고 정확한 환경 

분석이 어려우므로 대회를 마친 시점에서 재참여 의도를 조사‧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임시조직은 상설조직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

정 조직위원회의 평가에서의 환경 분석은 제한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례 분석을 이용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될 때, 다

른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해진 기한 동안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환경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직위원회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물리적‧심리적 환경 및 

근무 혜택으로 구분한 직무 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직무

환경이 다른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직

무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8 -

Ⅱ. 이론적 배경

1. 임시조직 구성과 운영

1) 임시조직의 개념 및 특성

행정학에서 정부의 임시조직에 관한 법적 개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으로 제17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조직은 법

적으로 ‘한시조직’이라 부르며 1.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행정조직이다.

정부가 조직의 근간으로 삼는 관료제와 임시조직은 성질이 다르다. 관료제

는 규칙, 분업에 의한 업무의 처리, 전문성 기반의 위계조직구조이다. 관료제

는 개인적 능력이나 힘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직위를 얻

음으로써 권한이 주어진다(심완보 외, 2002). 

정부가 하는 행정 업무는 특성상 공적 속성이 강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행

정서비스 제공이 우선시되므로 관료제의 특성이 적합하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역동성이 커지지만, 행정조직의 반응성이 느려지는 문제와 함께 1980년대 이

후 등장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행정조직에 변화를 주었다. 여전히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특정 사안이 기존 관료제 기반 행정조직으로는 대

응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관료제식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그 업무만을 

임시로 수행하는 특성화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TF, 추진단, 조

사단, 위원회, 팀’ 등으로 다양한 명칭을 가지지만, 임시조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임시조직은 급속히 변경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체제이며, 그 구성원들은 직

위나 신분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기술과 전문적 훈련에 따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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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있게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조직이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심완보 외, 2002). 그러나 행정에서 운영되는 임시조직의 

경우, 주로 개념적 임시조직의 모습을 행정에 맞추어 변형해 사용한다. 임시조

직은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구성원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사용되는 

임시조직의 경우에는 주로 직위 등이 나누어 구성원을 규정한다. 이는 1. 임

시조직 인적구성에서 기존 공공영역의 인력을 사용하는 과정에 직위 등을 고

려해야 하는 경우와 2. 임시적으로 만든 조직이지만 실상 운영은 기존 관료제 

방식을 따르는 경우 그리고 3. 임시조직이 다른 외부 행정조직 등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파트너를 확정 짓기 위한 경우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는 임시조직의 취지와 다른 모습이지만, 대부분 행정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조직에 관한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임시조직은 기존 관료제 행정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환경 적응성과 효율성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관료제식 구조를 만들 때 발생하는 물적, 인

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해결에

만 집중하는 조직의 분권화를 만듦으로써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에 조직의 구성원이 이중으로 소속되는 집단이 생겨서 역할의 

갈등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분권화 조직 내에서도 권력 쟁취와 

같은 다툼, 책임의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 조직은 역사가 짧고, 미래가 제한적이며, 같이 일한 경험이 없는 직

원들이 급격히 조합되었기 때문에 임시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Kanter, 1995; Meyerson, Weick, & Kramer, 1996). 경제성,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임시 조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시 조직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알려

진 개념은 거의 없다(Lundin Sӧderholm, 1995).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의도 

결정(decision-making)이 조직의 핵심이지만, 임시조직에서는 이행(action)이 

주된 역할을 한다. 임시조직이 이행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조치는 중요한 특징

이 된다(Borum & Christiansen, 1993). 임시 조직의 환경과 다른 조직의 환

경은 구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임시 조직에서는 

시간(time)이 제한적이며, 과업은 그 자체로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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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팀에서 수행하며 특정 목표를 충족시켜 이행 전후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

줄 이행이 중요하다. 

(1) 한정된 시간

시간(time)은 연구자들이 임시 조직과 상설적인 조직을 구분할 때 빈번히 

인용하며, 임시 조직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임시’라는 

단어는 제한된 시간까지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시간적 

한계성이 시작단계부터 잘 인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시간은 부족

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임시 조직에서의 시간 관리는 더욱 복잡한데, 조직이 

해산된다는 말 그대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임시 조직에서 시간은 

시작단계부터 항상 고갈되어가며 계약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한계가 있다.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일회성 이벤트이고 조직 구성원들은 많게는 

2~3년, 적게는 몇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고용되어 훈련받은 후 해

산한다. 조직의 해산일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의 구성원은 전형적

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하며(Turner & Müller, 2003)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또한 조직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커리어 개발이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Huemann, Keegan, & Turner, 2007). 메가 스포츠 이벤

트 조직에서 커리어 개발 이슈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제약, 컨설팅, IT 산

업처럼 지식집약형 산업의 경우에는 축적한 기술을 산업 내에서 다른 프로젝

트에 활용할 수 있지만(Barley & Kunda, 2004),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

는 일회성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조직위에서 획득한 경험

과 기술을 다음 직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에서는 대회 2

년 전에는 직원들의 한시적 고용이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Xing & Chalip, 

2009), 점점 대회가 다가올수록 직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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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과업

임시 조직은 하나 또는 매우 제한된 수의 정해진 과업(task)이 있으며, 임

시 조직의 존재이유를 제시한다. 과업은 상설 조직의 목표에 대한 헌신에 비

할 수 있는 개념이다. 목표는 의도 결정에 중점이 있지만 과업은 조치에 초점

이 있다. 과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임시 조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임시 조직은 달성해야 하는 특정 과업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또한 과업 그 

자체는 상설 조직 구성원보다 임시 조직 구성원에게 더욱 중요하다(Katz, 

1982; Weick & Roberts, 1993). 과업이 항상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McCarthy, Schoorman & Cooper, 1993), 임시 조직의 결성과 발전에 중요

한 동기가 된다. 따라서 과업을 중요하는 것은 임시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 중

요하다. 

과업의 근본적인 두 가지 특성은 유일하며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임시 조

직의 유일성은 다시 생기지 않을 하나의 특별한 상황에서 조직이 생긴다는 의

미이다. 또한 반복성은 조직의 과업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3) 과업 중심의 팀

모든 임시 조직은 사람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출범, 

발전, 그리고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의지, 헌신, 능력에 의존한다. 과업은 

팀(team)을 통해 이뤄지며, 개인의 신념, 태도, 기대수준이 명백하게 팀워크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매뉴얼은 보통 직원을 동기부

여하고, 소통하고 몰입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일반적인 조직 

이론에서 말하는 개인과 상설 조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임시 조직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 임시 조직의 팀은 

항상 과업 위주로 형성되거나 과업의 측면에서 구성된다. 반면 상설 조직의 

팀은 단지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둘째, 팀 내에서의 참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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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제약 때문에 미리 정해진다. 셋째, 일반적으로 임시 임무는 개개인이 임

시 조직에 소속되기 이전, 도중, 이후에 ‘돌아갈 원 소속’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팀은 현재의 임시 조직 외에도 여러 다른 조직과 연관을 갖고 있다. 

(4) 프로젝트의 이행

임시 조직에 관한 네 번째 기본 개념은 이행(transition)이며 이는 임시 조

직의 진행,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치는 임시 조직의 결과로서 무언가

가 만들어지거나 바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해산 이전에 달성

된다. 임시 조직 구성원들은 조치가 필요한 무엇인가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고 본다. 또한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상설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모두 프로젝트 그 

자체와 프로젝트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이행의 의미는 ‘이전’과 ‘이

후’로 구분되는 실제 변화를 의미한다. 두 번째 의미는 프로젝트 내부 기능적

인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최종 프로젝트 결과까지 어떻게 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 아이디어에 초점을 둔다. 

2) 임시조직의 구성과 운영 관련 이론

본 연구에서는 임시조직의 구성과 운영 중 임시조직을 구성할 때 사용한 

인적 원천이 조직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적으

로 행정조직에서는 크게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한다. 

공무원 채용방식에서 공개채용은 누구나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는 채용방식으로, 각 직렬별로 요구하는 능력을 면접이나 필기시험 등으로 

증명한다. 경력채용은 직무 관련 업무 경력이나 자격증, 학위 등을 소지한 민

간분야 경력자를 선발해 정책개발에 현장의 경험을 접목하려는 채용방식이다. 

이렇게 채용된 인적자원은 정년 또는 계약기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이후 다

양한 직무훈련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발전·유지하여 행정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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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다. 한편 임시조직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행정조직

보다 더 다양하다. 임시조직은 설립 목표를 달성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는 기존 방식의 채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시조직은 한꺼번에 많은 인

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적자원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가능해야 

한다. 게다가 임시조직의 업무 영역이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특성 또

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시조직은 일반 행정조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임시조직인 조직위원회는 정부 내의 인적 자원인 공무

원과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이 보유하고 있던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고용한 전문계약직원이 혼재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인적자원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상설적인 조직에서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즉 채용 방법, 배치, 교육, 보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지식경영과 인적자원을 연구한 논문(권석균, 2000)

에서는 구성원의 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었

고, 인적자원관리시스템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윤준섭, 

2014)에서는 개별 인적자원의 유연성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증명하였다. 

3) 관련 선행 연구

임시조직에 대한 스포츠 분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데,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의 임시조직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많은 편이 아니며 이 조차도 ‘위

원회’ 외부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위원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위원회 외부 연

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는 ‘추

진단, TF, 팀’ 등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외부 연구자입장에서는 내

밀한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위원회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임시조직으로서의 

조직위원회가 아닌, ‘사실상 임시적이 아닌’ 위원회가 중심이었다. 김병섭과 

김철(2002)은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을 연구한 논문에서 정부조직법에 근거 

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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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직으로써의 위원회가 아닌 행정 관청 기능이나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위

원회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다룬 연구가 있지

만(김동신, 2012)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설 조직

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조직 연구로 볼 수는 없다. 

2. 스포츠 이벤트 

1) 스포츠 이벤트의 개념

인상우(2014)에 따르면 스포츠이벤트는 스포츠를 주체로 하여 특정 시기

에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어지는 행사로서, 다양한 종목

을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시간에 이루어진다. 스포츠이벤트 중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국적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거액을 

후원하는 이벤트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 등이 포함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 또는 국가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의향서(Bidding file)를 제출

하면 해당 이벤트를 주관하는 스포츠위원회 또는 국제연맹이 그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유치 협약을 맺게 되는 방식으로 개최가 이루어진다(인상우, 2014).

2) 스포츠 이벤트의 특성

스포츠 이벤트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특성, 스포츠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

성, 행정적 특성을 들 수 있다.

(1) 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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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개최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

입하게 된다. 올림픽처럼 이벤트 유치 신청과 선정 과정 시스템이 있고 이를 

주관하는 IOC와 같은 국제 위원회나 국제빙상연맹 등과 같은 국제 연맹이 있

는 경우에 이들이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재정을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유치

국가와 개최도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이는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기댄 측면이 크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총 투입 비용은 약 13

조 5천억 원이지만, 여기에는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

제 조직위원회 운영 비용은 2조 7천억원선으로 나타났으며 IOC는 조직위원회

에 약 9,600억원을 배분하였다.  

(2) 스포츠적 특성

스포츠 이벤트는 특정 기간(약 2주 내외)내에 이뤄지는 한 이벤트에서 다

양한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FIFA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로 치르는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지역예선전과 탈락시스템이 장기간 걸

쳐 치러지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2주 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 쇼트트랙, 봅슬레이, 알파인 스키 등 15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었고, 올림픽 폐막 이후 다시 10일간의 평창동계패럴림

픽이 개최되었다.

(3) 사회문화적 특성

스포츠 이벤트는 스포츠적 속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속성도 가진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림픽을 구상했

으며, 2006년 FIFA 월드컵의 경우 코트디부아르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에 올

라간 뒤 내전을 멈춘 경험이 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는 평화올림픽을 추진

하여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동시입장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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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실현되었으며 경색 일변도의 남북관계가 해빙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4) 행정적 특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나라나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스포츠행정

조직(조직위원회)이 이벤트를 주관하는 국제 연맹이나 위원회와 파트너가 되

어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 스포츠행정조직은 그 인적, 구조적 특성상 해당 

나라나 도시에 완전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인적으로는 해당 나라나 도시의 

정부 행정 인력뿐 아니라 이벤트 개최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들도 

대거 참여하며, 구조적으로 완전한 행정조직 구조를 따르기보다 대회의 개최

와 운영에 초점을 둔 팀 제와 같은 프로젝트 중심적 조직 형태를 차용한다. 

또한, 이벤트 개최와 관련해 용역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력이

나 스폰서십을 맺고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조직에 참여한다. 이런 스포츠행

정조직의 특수한 인적, 구조적 특성은 개최국의 정부 행정조직과의 연계성 강

화, 단기간에 우수 인적자원 대량 확보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질적 조직 구조의 융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한 

조직에서 일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로 평창 조직위원회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에 관

한 조직위원회와의 관점 차이를 이유로 파견직들을 철수시킨 바 있으며, 조직

위원회 도핑팀 직원들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관

계를 맺으며 근무시간 중 도핑 검사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

다. 대회 막바지 기간에 자원봉사자들과 일부 유급인력 사이의 마찰 또한 문

제가 되었다. 더불어 연출 감독과 개회식 총감독 사이의 불화로 인한 사퇴가 

벌어졌고, 대회가 끝난 후 평창에 파견되었던 지방직 공무원들과 그 외의 공

무원들 사이에 승진 관련 갈등설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이질적 조직 구조 

문제는 조직위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베뉴

(Alpensia Sliding Veneer)의 핵심정보인 경기장 트랙 속도 기록 정보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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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선수단 및 감독의 반발에도 공개된 사건에서, 정보 공개결정 과정의 불

합리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문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개했던 담당관은 직

위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중 팀장과 여성 전문운영요원 사

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숨기기 위해 2명의 전문운영요원을 자원봉사자로 

둔갑시키려 한 사건도 있었다.

3) 관련 선행 연구

스포츠 이벤트가 작게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크게는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속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인 효과

까지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 이벤트의 효과적인 유치 방안, 경제적 대회 개최 방안, 경제성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관한 행정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스포츠 행정조직 관련 논의

1) 스포츠 행정조직의 개념

스포츠 행정이란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며,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끔 여러 가

지 조건을 조성ㆍ지원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스포츠 활동은 직접적인 육체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관람 등 간접적인 활동도 포함한 것

이다. 스포츠 행정조직은 이러한 스포츠 행정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상호간에 적절한 연관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김미양, 1998). 스

포츠 행정조직은 크게 정부주도인지 민간중심인지, 상설적 조직인지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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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지, 생활 스포츠 관련 조직인지 엘리트 스포츠 관련 조직인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정부·민간 주도 분류의 경우 인력과 예산 등의 조직 운영 

자원을 정부에 의존하는지 또는 조직 설립 근거가 법령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

으로 구분한다. 영속적·일시적 분류의 경우 대한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과 같

이 스포츠 행정의 지속적 수행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같이 

특정 대회 개최를 위한 일시적 조직인지로 구분 가능하다. 엘리트·생활 스포

츠 분류는 종목별 협회처럼 전문적인 선수를 육성·관리하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지역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일반 국민의 스포츠 활동의 지원과 건강 증

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2)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 특징

스포츠 행정조직은 타 분야의 행정조직처럼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관료

제식 조직 구조를 기본으로 보유한다. 관료제식 조직 구조는 직위나 계급 등

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의도소통계통 또는 명령계통을 통해 각 직무가 위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다(Morgan, 2006; 박상언, 김주엽 공역, 2012). 

관료제식 구조는 고도의 계층제, 문서주의 및 법규, 몰인간성 등이 특징이다. 

스포츠 행정조직은 이러한 관료제식 조직 구조를 가진다. 사례로 대한축구협

회(KFA)는 회장 및 부회장단 이하에 사무총장 중심의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

총장-본부(생활축구, 유스전략)·실(국가대표지원, 경기심판운영, 홍보마케팅, 

경영혁신)-각 실무 담당 팀의 관료제식 조직 구조를 가진다. 평창올림픽조직

위원회의 경우는 1위원장-3부위원장-4사무차장-국-부-실무(기능별, 베뉴

별) 담당 팀의 계층적 조직으로 운영해 대회를 준비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스포츠 행정조직은 일반 행정조직과 비교해 큰 차이점이 있다. 우

선, 스포츠 행정조직은 일반 행정조직에 비해 평시 운영할 때와 대회 개최와 

조직 구조 등 상황 발생했을 때의 조직 구조의 전환이 빨라야 한다. 또한, 선

수-하부 조직-정부 부처-지자체-국민 등 서비스의 대상이 다양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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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시험이나 경력 채용으로 충원되는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스포츠 관련 

전공자 및 선수 출신으로 비교적 한정적 인적 구성이 특징이 있다.

4. 조직위원회 

1) 개념 및 특성

스포츠이벤트에서의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기간에 운영되는 한시적인 조직이며 대회가 끝나면 해체

되는 임시조직이다(양성철 외, 2018). 조직위원회는 다른 분야의 행정조직과 

비교해 조직-인사-재무-활동 면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조직 측면에서 ‘집행 기구-의도 결정 기구의 분리’, ‘계급제와 기능적 분류

(FA)의 혼합’, ‘공공조직(국, 사무차장, 사무총장)과 민간 조직(부, 팀)의 결

합, 인사 측면에서 ’다양한 입직 경로를 통한 인적 원천‘, 재무 측면에서 ‘정부 

예산-IOC 지원금-스폰서 지원금-입장료수입 등’의 4가지 방식으로 조달된

다는 점, 활동 측면에서 ‘사무실-현장의 분리’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 

중, 주목해볼 만한 특성은 인사 측면이다. 인적원천이란 ‘충원되는 인적자원 

출처’로 정의할 수 있다. 인적원천은 본 연구 주제인 정부 임시조직인 조직위

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독특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일반적 정부조직은 인

적자원 충원함에 있어 ‘공개채용, 개방형임용, 정무적 임명, 경력채용’등을 사

용한다. 공개채용은 성적요건과 자격요건을 고려하는 인력 채용 방식, 개방형

임용은 부처별로 지정된 개방형직위에 대한 임용을 정부 내외 인력을 대상으

로 하여 채용하는 방식, 정무적임명은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직

위에 대해 이를 인사권자가 고려해 임명하는 방식, 경력채용은 경력요건과 자

격요건을 고려하는 인력 채용 방식이다. 이런 인적 자원의 충원 방식들은 정

부 내부로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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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아닌 인적원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적자원

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정부 임시조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이

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기존 정부가 보유하던 정부 내의 인적 자원(공무원), 

정부 외 공공영역에서 보유하던 인적 자원(공공기관·공기업·공적조직(종목별 

연맹, IOC 등)의 직원), 민간영역이 보유하던 인적 자원(민간기업의 직원), 

조직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용한 직원(전문직)을 모아 인적자원

이 구성되었다. 각 인적자원은 충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적자원의 출처

에서 더 큰 차이가 있다. 정부·공공영역·민간영역이 보유하던 인적 자원(통칭 

‘파견직’이라 칭함)의 경우는 이미 소속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조직인 조

직위원회로 임시 소속된 이중 소속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소속된 조직 없이 조직위원회에만 소속되어 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인적

자원 차이로 인한 행동 및 특성의 차이가 조직위원회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유

의미한 차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인적원천이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스포츠 행정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자 스포츠 행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백광 외, 1999), 매니지먼트 관

점에서 스포츠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영역(FA)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된 바 있으며(권기성 외, 2016),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의 단

계적 변화양상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인상우, 2014). 두 연구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FA와 대회의 준비 상황에 따른 조

직위원회의 변화에 대해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매우 관련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한 영향 및 효과를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나(손신욱, 2013; 정기웅, 2012) 시설의 사후 관리방안

에 관한 연구였다(조명환, 2014; 김두휘, 2012; 박진경 외, 2014; 서원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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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상일, 2014). 미시적으로는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동기유

발 또는 조직문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황재연 외, 2017; 문우신 외, 

2000; 한광령, 2002; 김정하, 2000; 서재하, 2006, 김선기 등, 2018).최근에

는 IOC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유산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신원상 외, 2016).

또한, 기존 행정조직의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는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행정

조직에서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에만 집중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적 자원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오재록, 2006)가 존재하나, 이는 기

존의 계급제적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며 인력의 수 및 직급을 고려한 

인적자원지수를 통한 수평적인 부처별 비교에 국한되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는 ‘정부 행정목표 달성’이라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에서 채용-훈련-평가-

보상을 연계해 운영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는 성과급·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관리가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이

하영, 2017),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공공부문에 도입

되는 것이 타당한지(배귀희 외, 2007) 등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운영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스포츠 행정조직의 내부적 및 구조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일부 진행되

었지만,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를 핵심으로 담당하는 임시조직인 조직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 진행을 위해 스포츠 분야의 임시조

직과 연관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 이하에서는 일반적 임시조

직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들을 분석 과정에 사용하고자 한

다.

5. 직무 환경 

직무환경은 개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자체를 포함한 조직의 환경으로써(박

천오, 김근세, 박희봉, 안형기, 2003) 직무안정성, 보수, 승진, 일의 흥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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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향 가치와 공공성, 자율성, 이타성 등의 공공 지향의 가치, 그리고 직

무여건의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김영락, 임영규, 2009) 조직 구성

원이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며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김정배, 윤세환, 홍경옥, 1998). 이러한 직무환경은 유형적, 무형적 요인

에 의한 구성원이 지각하는 포괄적인 특성으로(최한원, 2011) 일련의 집단 

환경 및 상황을 말한다. 즉, 직무환경은 최대의 효율성 생산을 위해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동기

유발의 원천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Csikszentmihalyi, 1988). 거시적 측면에

서의 환경은 내부적‧외부적 총체를 뜻하며 이에 따라 직무환경은 내적환경과 

외적환경으로 구분된다(이경호, 2001). 조직에서 내적 환경은 어떤 조직의 전

체적 분위기와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조직 구성원의 형태이다. 이에 조직의 

내적특성 형성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Halpin과 

Crofts(1960)은 업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과 성취도 등 조직 구성원의 집단의

식과 업무수행의 방해요인과 조직 구성원 간의 친밀감, 업무수행 중 나타나는 

압박감 등이 있다고 하였다. 

Bitner(1992)에 따르면 서비스 환경(servicescape)은 소음, 악취, 온도, 

음악 등과 같은 주변 환경과 레이아웃, 장비, 가구와 같은 공간 그리고 표지

(signage), 장식과 같은 상징물로 구성된다. Wakefield와 Sloan (1995)은 원

래 스포츠 직무 환경(sportscape)을 주차, 청결, 군중, 팬 통제, 식음료 서비

스와 팀 충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후 Wakefield, Blodgett와 

Sloan (1996)은 스포츠 직무 환경 모델을 경기장 접근성, 시설 디자인, 스코

어보드 품질, 좌석의 편안함, 배치 접근성, 공간 할당, 표지 그리고 혼잡정도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직무 환경의 각 요소는 전반적인 직무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 개

인마다 고유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

다. 관리자는 환경의 제약 내에서 각 요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

할 수 있다. 관중 뿐 만 아니라 직원도 자신이 중점을 두는 순위에 따라 직무 

경험 중 부정적인 경험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Wakefield와 동료들은

(1996) 주요 대도시 경기장의 스포츠 환경을 조사하면서 많은 관중들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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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참거나 주차난이 스포츠 환경의 품질로 바로 연결 짓지는 않는 다는 점

을 발견했다. 같은 논리가 유급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

료 지불, 낮은 시급, 연장 근무와 같은 부정적인 직무 경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스포츠 직무 환경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복잡한 전체 환경 중에서 선택

된 일부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제안된 스포츠 직무 환경은 

Bitner(1992)가 제시한 서비스 환경 개념이 확대되고 Wakefield 등(1996)이 

제안한 스포츠 직무 환경으로 구성되는데 물리적 환경, 행동적 변수, 그리고 

혜택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은 건설된 환경을 의미하며, 시설과 기술을 포

함한다. 시설에는 시설의 배치, 표지, 공간 할당, 장식, 매력, 청결 등이 포함

된다. 기술은 스코어보드, 중앙 텔레비전, 그리고 기술의 전반적인 사용을 포

함한다. 

1) 물리적 환경 

(1) 시설 

시설은 공간 배치 및 기능을 의미하는 접근성 부분과(Bitner, 1992; 

Wakefield & Blodgett, 1996), 시설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미학 부분, 그리고 

기술 부분으로 나뉜다(Wakefield et al., 1996). 

(2) 접근성

설계가 미흡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설계의 기능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Bitner (1992)에 

따르면 직원들이 특히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며 일할 때 시설의 설계가 업무의 

수행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고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Wakefield와 Sloan(1995)는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시설에 있는 직원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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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혼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Hui와 Bateson (1991)은 직원들

의 개인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비스할 때 선택이나 통제를 거의 할 수 없

기 때문에 붐비는 상황에서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Wakefield와 그

의 동료들에 따르면(1996), 출입구, 넓은 로비, 효과적인 표지, 안락하고 여유 

있는 좌석은 혼잡 정도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직원이 관중을 안내할 때 

효과적인 표지가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3) 미학

미학(Aesthetics)은 시설의 첫 인상을 좌우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감

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학에는 건축(Wakefield & Blodgett,1996; Wakefield et al., 1996), 청

결상태(Wakefield & Blodgett, 1996; Wakefield & Sloan, 1995), 색상 

(Wakefield & Blodgett, 1996; Wakefield et al., 1996), 장식 (Wakefield & 

Blodgett, 1996;

Wakefield et al., 1996), 온도 (Bitner, 1992) 그리고 음질 및 소음

(Bitner, 1992)이 포함된다. 만약 직원들이 잘 정비되지 않은 시설이나 시각

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덜 가질 수 있고, 이것은 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직원들도 관중과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King, 1999).

2) 심리적 환경

(1)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동료직원이나 관중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들의 행동은 직원

의 직무 환경을 향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은 자신이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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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관리자 부서로 발령 받을 수도 있고, 호전적인 관중과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든 직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관중들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급여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직률의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 Hunt, Bristol, Bashaw (1999)에 따르면 대처하기 어려

운 관중과 너무 빈번히 만나게 되면 다른 과중의 스포츠 행사 참여가 줄어드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대하기 어려운 관중이 너무 많거

나 빈번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자신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열정은 직원들에게 전파

되어 다른 직원이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직원과 관리자 간의 상호적인 소통 채널을 의미한다. 직원

은 조직의 상황에 대해 동등하게 계속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 Bitner, Booms

와 Mohr(1994)는 많은 직원들이 진정으로 고객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었거

나 회복 전략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 고객을 잘 대할 수 없게 하는 무

능력함이 발생한다. 국제옵션시장협회(IOMA)의 성과급 보고서(2003)에 따르

면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감과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임파워먼트

가) 임파워먼트의 정의

Tomas와 Velthhouse(1990)에 의하면, 임파워먼트는 파워(power)에서 유

래된 것으로, 파워에 관한 개념의 발전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정의도 변해 왔

다. power는 첫째로 합법적 권한의 의미, 둘째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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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 셋째로 원동력 또는 에너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기업조직 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주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문용어중의 하나인데 이런 현상에 대하여 Conger와 

Kanungo(1988)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리더십과 경영관리기법

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Bennis & Nanus,1985; Kanter, 1979, 1983) 일관되

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바로 경영관리와 조직의 유효성을 위

한 핵심요소라고 보았으며, 둘째, 조직 내의 파워와 통제에 대한 분석연구들

(Kanter, 1979; Tannenbaum, 1968)에 근거해 볼 때 조직의 파워와 유효성은 

상사가 부하와 함께 파워와 통제를 서로 나눌 때 총체적으로 가장 생산성 있

는 형태를 갖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의 팀 빌딩 연구사례

(Beckhard, 1969; Neilsen, 1986)에서 주장된 것과 같이 임파워먼트 기법이 

조직개발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Vogt와 Murrell(1990)은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욕구를 가진다. 이런 욕구들의 충족을 위해서는 환경적 조

건에 따른 종합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제시한 연구과제가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제

시한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목표, 과정, 내용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느

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Bowen과 Lalwer(1992)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임파워먼트를 적용하면서, 

임파워먼트를 시킬 수 있는 4가지 조직요소를 조직행동에 관한 정보, 조직행

동에 기초한 보상, 종업원이 조직행동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조직

의 방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결정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preizer(1995)는 작업장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면서 의미, 역

량, 영향력, 결단력을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의미성

(meaning)은 일 자체에서 가치를 느낌을 의미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아

무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임파워먼트가 제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자체가 주는 내적 동기는 임파워먼트의 엔진에 해당하며 개인이 심리적인 힘

을 느끼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인 역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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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이란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정의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임파워먼트 수준은 높아질 

수 없다.

Kinlaw(1995)는 기업이 주도권을 가진 채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세부 과정을 반복해야 조직이 개선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를 위해 첫째로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며, 둘째로 

임파워먼트 증가를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셋째로 조직

과 임파워먼트의 목표에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해 구성원을 교육해야 하며, 

넷째로 구성원들이 주도권과 자율성을 가지는 역할 수행을 위해 위계 지향적 

경영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다섯째로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인력, 보상 그리고 승진시스템을 다시 조정해야 하며, 마지막 여섯째로 

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임파워먼트의 발전과정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민권

리운동, 노조활동, 민권운동단체, 여성해방운동, 흑인투표권 저항운동 등 주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단어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파워가 적은 소수그룹

(minority group)인 여자, 흑인, 빈민, 장애인의 무력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Kinlaw, 1995).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은 참여적 경영(participative management)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그 근

원을 찾으면 참여적 혹은 민주적 경영이 처음 주장되던 1950~1960년대로 거

슬러간다. Argyris(1957), Likert(1961)와 McGregor(1960)는 당시에 과학적 

관리의 영향으로 미국 경영의 주를 이루던 계층적ㆍ전체적 경영 스타일을 비

판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다양한 능력 활용을 위해 직무구조 개편이나, 경영

자의 공식적 권한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 이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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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환경적 조건에 따른 종합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1960년대에 McGregor는 조직과 개인의 가치통합을 도모했고, 이때

부터 기업 대상 연구뿐 아니라 기업 경영자와 종사원에게도 관심을 끌게 되어 

행동과학적 연구를 구체화했으며, 임파워먼트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 1960

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인간의 잠재능력과 개인의 성장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김우택, 1997). Vogt와 Murrell에 따

르면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조건에 따른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Vogt, Murrell, 1990), 임파워먼트에 대

한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등장하였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동기부여, 잠재력, 개인 가치 등이 주요 연구과제가 되

어 새로운 연구 주제로써 부상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급변하는 

환경 대처를 위한 상황론적 접근에서 조직 구성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의 행동 연구가 개인수준에서 벗어나 집

단과 조직으로 확대되어 점차 활성화되면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Vogt, Murrell, 1990).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임파워먼트가 미국 

기업에 만연했던 무력감 해소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연구자들뿐 아니라 기업

도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몰입하면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성과를 추구하게 하여,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면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박원우, 1998). 1985년에는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공식적으로 토의를 하였는데, 임파워먼트를 권력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 구조적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Mainiero, 1986). 그러나 이런 관점은 임파워먼트의 다양한 의미와 적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한 시각이 파워를 넘어 다양한 개념적 틀로 

발전하게 되었다(박원우, 1995).

임파워먼트는 Conger와 Kanungo(1988)이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 이후, 이론적 발달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임파워먼트에 관한 접근을 동기적(motivational)접근과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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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al)접근으로 나누었다. 

관계적 접근은 경영자가 자기 권력을 종업원들과 나누는 것으로, 권한 이

양이 아닌 종업원의 심리 경험에 초점을 둔다. 특히 심리적 접근의 경우, 

Conger 와 Kanungo에 의해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조직심리학자들이 개념적으

로 명확화하고 실증적 연구 및 이론적 모형 개발을 진행하였다.

다)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Thomas와 

Vethouse(1990)는 임파워먼트를 내적인 동기가 부여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며, 난항을 겪을 때에

도 자신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며 탄력적 대처를 하는 것을 임파워먼트로 보고 

의미, 역량, 선택 그리고 영향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였다.

① 의미(meaningfulness)

의미란 과업의 목적 또는 요구되는 역할이 개개인의 신념, 가치관 및 태도

의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Brief & Nord, 1990).

② 역량(competence)

역량은 특정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을 갖고 과업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개인의 신념이며(Gist,1987), 자기 능력감, 

숙달감, 노력에 대한 확실한 성과기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Kinlaw(1995)는 

Conger와 Kanungo(1988)이 주장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과 

달리 역량(competentinflu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임파워먼트를 ‘개인의 

역량 개발과 확장을 통해 조직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보았

다. 여기에서의 역량이란 각각의 구성원이 과업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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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유한 잠재력을 의미한다. Spreitzer(1995)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은 

전반적인 효능감이 아닌 특정한 과업에서의 효능감 이므로 자기효능감보다 역

량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력이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 어떻게 계획

하고 수행하는지 선택하는 자율성을 포함하며 작업방법이나 공정 그리고 투입

노력 등을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한다(Deci, Connel & Ryan,1989). 

④ 영향력(impact)

영향력은 개개인이 직무에 있어서 전략적이며 행정적인, 실무적인 결정들

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Ashford,1989). 영향력은 통제가능 영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영향력은 직무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내부적인 통제가

능 영역은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과

업수행동기가 부여된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몰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임파

워된 사람의 행동유형이다(Thomas & Velthouse, 1990).

(4) 자부심

자부심은 "본인에 의해 행해지거나 소속되거나 자신에 대한 신용을 반영하

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것에 취해진 기쁨이나 만족"으로 정의된다

(Webster's Unbrided Diction, 2001). Green과 Chalip(1998)은 모든 이벤트

를 보고, 무대 뒤에서 일하고, 모든 스타를 만나고, 일반적으로 유료 관중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개인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의 위신

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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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정과 보상

Saunderson(2004)에 따르면, 직원을 인정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과 조직과의 연계성 조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더 큰 만

족과 충성심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된다. 

Saunderson(2004) 인정이 직원들의 이탈을 막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

에도 경영진이 직원을 배려하고 그들이 조직을 위해 하는 일을 인정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정과 보상은 회의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동료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방법, 행사 입장권을 주는 방법 또는 조직의 

시설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직원이 고객들에게 총알을 

받더라도 조직에서 받은 인정과 보상이 방탄조끼가 되어 줄 수 있다(Barbee 

& Bott, 1991). 

지원적인 경영은 관리자가 직원의 일에 대해 갖는 관심과 지원으로 정의

되며, 지원, 신뢰, 도움의 촉진적 풍토를 조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Yoon, 

Beatty & Suh, 2001). 공공시설에서 이벤트 직원 대부분이 관리자로부터 직

접 감독을 받으며 시설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은 관리자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확신해야 한다. Yoon 등(2001)의 연구 결과, 직

원들이 관리자로부터 더 큰 지원과 재량권을 지원 받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하

여 보답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무 혜택

직원은 즐거움, 경력, 주차, 유니폼 등과 같은 근무 혜택을 자신에게 제공

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관리자가 근무 혜택을 예상대로 제

공했을 경우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이 직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직무 환경에 대한 직원의 인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부정적

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가 주로 쾌락적 목적으로 소비되고 고객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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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서비스 환경은 고객의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Wakefield & Blodgett, 1996). 

6.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일반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라 할 수 있고(이도화, 1996),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만큼 일에 대

한 동기가 높으며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김우영, 김응규, 2001). 

직무만족은 기업체의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직무 만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구

성원 각자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짐과 동시에, 최근 기업들에서 전문성을 가

진 종사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과 같은 산업 구조변화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구성의 개념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이론적 기

반이 약한 개념 중 하나이다(Bussing, Bissels, Fuchs, & Perrar, 1999; 

Sutton & Staw, 1995). 그러므로 직무만족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직무만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직무만족도 비교 분석 등(조경호, 주재복, 2001; 조병희, 1994)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이도화(1996)는 직업만족과 직무만족을 구분하여, 근

로윤리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그리고 직업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줌을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이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

구의 경우 스포츠 분야에서 몇 편의 연구(김태희, 장경로, 2005; 장경로, 김태

희, 장진, 2005)가 보고되었으나 매우 미흡하다.

직무만족은 조직에 속한 개인이 조직의 여러 부분에 대해 가지는 만족에 

관한 개념으로 직무 조직, 자체 또는 직장에 대한 만족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내린 평가로 결정된다고 보는

데(Williamson, 1996), Holland(1985)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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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험한 근무상황에 대한 인지평가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자신의 투자와 결과 사이의 계산에 따라 사라진 비용을 형성하게 되

며 투자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저하됨으로 인

해, 결과적으로는 근무조직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사 직업에 까지도 몰입

하지 못하는 결과가 유발된다. 따라서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일에 대한 집중도, 육체적·정신적 건강,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하면 반면, 직무에 불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이직을 하거나 

직무성실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조직 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등

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Parker & DeCotiis, 1983).

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조직론적 입장에서 경영관리자나 화이트칼라, 블루칼

라 워커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지도자 대상의 연구는 없다. Megginson과 

Chung(1981)에 따르면 직무만족이란 직원들이 그들의 욕구를 조직 내에서 

충족하는 정도로 욕구를 충족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만족한다고 할 수 있

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이 자신의 직무 혹은 직무경험 평가에서 유래되

는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정의했다. Spector(1997)는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

들이 자신의 직무 그 자체 및 직무 관련의 다양한 양상들에 관해 느끼는 감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만족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감지하는 개인의 만족정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및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조직 내에

서의 여러 가지 조직 환경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며, 성과를 예측하는데 중

요한 지표가 된다(박정준 외, 2000). 특히 서비스 기업에서는 직원의 직무수

행이 생산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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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는데(김남현, 김재진, 1982), 서비스 기업에서는 직원과 고객이 직접 

생산에 참여해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직원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된다. 

위의 정의들이 직무만족의 단면을 드러낸다면, Lawler(1973)는 직무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전체적 만족(overall satisfaction)과 직무와 관련된 단면 또

는 요인별 만족(factor satisfaction)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을 개념 지었다. 

전체적 직무만족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상 역할에 대해 가지는 총체적 감

정 반응을 의미한다. 반면에 직무의 단면에 관한 만족은 직무와 연관된 여러 

측면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정서 반응을 의미하는데, 감독, 봉급, 승진기

회 등 요인별 만족으로 주로 연구된다. 이처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한데, 이는 직무만족이 직무와 연관하여 갖게 되는 태도 

중 하나로 조직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다양한 

상황과 특성이 상호작용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직무만족의 최초 연구자라 할 수 있는 Hoppock(1935)은 직무만족을 사람

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심리적·환경적·생리적 상황의 

조화라고 말했다. Smith(1955)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모든 감정의 총체 혹은 감정의 균형 상태를 기반으로 나타나

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며, 직무만족은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

로 개인이 조직에서 느끼는 이런 차원들은 대략 직무 상사(감독자), 동료, 자

체, 승진, 임금 등 다섯 가지 요인들로 요약된다(Smith et al., 1969).

Porter와 Lawler(1968)은 직무만족을 ‘구성원이 얻은 실제 보상이 정당하

다고 정의되는 보상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말했으며 보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Alderfer(1972)는 

직무만족이 ‘개인 직무에 대해 가치는 일련의 태도로 직무, 직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되는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관한 평가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 감정 상태’라

고 말했다.

Poter와 Steers(1973)에 따르면 직무만족을 내재적 만족(internal 

satisfaction)과 외재적 만족(external satisfaction)으로 구분 가능하다.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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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만족은 개인의 태도, 감정,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되며, 외

재적 만족은 내재적 만족과 승진, 보상, 작업환경 등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얻

을 수 있는 보상가치에 관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Lichtenstein(1984)

는 직무만족을 ‘직무 관련 태도 중 하나로서 행위·정서·인지의 복합체이므로 

실제 관찰처럼 정확하지 않고, 구성원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으로 추론되는 복

합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오석홍(2013)에 따르면 직무만족을 동기유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인 태도 중 하나로 ‘개인이 자기 직무에 관해 가지는 느낌의 집합체’로 정의한

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관해 긍정적 느낌을 가지

며 직무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적 느낌을 가진다고 설

명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여 두 가지의 개념적 특성이 확인된다. 첫째로 직무

만족은 직무에 관한 정서적 반응이다. Locke(1976)의 연구에서와 같이 직무

만족은 내관(자기 관찰)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둘째로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자가 원하는 바와 실제와의 차이로서 이해되

어야 한다.  Lawler(1973)는 전체적인 직무만족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

각한 성과와 실제 받은 성과 사이의 차이의 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직무

만족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비교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결국 직무만족이란 조직에 속한 직업인이 자신의 직무 관련으로 느끼는 

개인적 정서 상태 또는 태도의 총체적인 만족 정도이며, 이는 Locke(1976)의 

지적과 같이 내관을 통해 포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직무만족의 구성요소

직무만족 구성 요소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김성국

(1999)은 직무만족요인에 관하여 근무환경, 사회적 영향 요인, 성격, 가치관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먼저, 사람의 성격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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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다.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비교

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성격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은 주어진 직무상황이 같음에도 기질적인 요인에 따라 상황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가치관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가치관이란 개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이나 결과적 상태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으로 알려져 있다(Milton, 1973). 근로자의 가치관은 일의 결

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치관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일에 

대한 가치관인 노동가치관(work values)은 내재적인 노동가치관(intrinsic 

work values)과 외부적인 노동가치관(extrinsic work values)으로 구분된다. 

내재적인 노동가치관은 일 자체 속성과 연관된 것이고, 외부적인 노동가치관

은 일의 결과와 연관된 것이다. 직원이 강한 내재적 노동가치관을 지닌 경우, 

흥미가 있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는 일에 강한 만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

며, 비록 근무시간이 길고 보수가 낮다고 해도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한다. 반

면, 강한 외부적 노동가치관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단순,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이라고 하여도 보수가 높으면 기꺼이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무환경이다. 근무

환경은 보통 직원이 수행하는 일 자체를 의미하는 직무 자체, 직원이 직무수

행과정에서 상대하는 사람, 직원이 근무하는 곳의 물리적 환경(작업장의 온

도·습도, 소음 정도, 혼잡도 등)을 뜻하는 작업환경, 조직이 직원 대우 정도

(급여와 복리후생, 근무시간, 직무안정성 등)인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근무환경에 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그 개인은 

직무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흥미 있고 다양한 일을 수행하거나 상·하

급자간 인간관계가 원만하거나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다.

넷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요인은 타인이나 집단이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동료나 소속집단의 사람들, 

한 개인이 속한 문화권 등 많은 요인들이 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사의 감독 스타일, 관리자의 리더십, 의사결정 참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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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의 관계, 조직의 규범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급여와 승진 기회, 조직

의 복지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같은 조직전체요인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성격, 가치관, 근무환경, 사회적 영향요인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상호관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요

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여 전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직무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 간 의견이 나

뉜다. Schwab와 Cummings(1970), Iaffaldano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과 조직성과 간 관계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만, Judge와 동료들(2001)은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측정 

방법을 달리하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무만족과 성

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도 직무만족과 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Jacobs와 Solomon(1977)은 

보상조건이나 자존감 변인이, Organ(1977)은 생산성 압력, 상호규범 등의 변

인이 매개 또는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Dickter, Roznowski와 Harrison(1996), Hom와 Griffeth(1991)는 직무만

족과 이직의도 간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가

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으며, Cohen와 Gol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직

원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 주는 것이 결근과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

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구성원은 근

속에 대한 기대수명이 길어져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

해 조직의 산출과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만

족도가 낮은 구성원들은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

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Alav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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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직 구성

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면 조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매개 또는 조

절변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

시킴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들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양하다. 다양한 척

도를 활용하여 직무만족도 및 관련 변인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Porter와 Steers(1973)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분

류했으며, 조직특성요인(급여와 승진기회, 조직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작업

환경요인(작업집단 규모, 동료 및 작업자와의 관계, 작업조건), 직무내용요인

(직무범위,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개인적요인(연령과 근속, 성격)이 있다.

Oldham 등(1976)에 의하면 직원들의 주요 직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적인 직무 특성에는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백

(feedback) 등 다섯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핵심 직무 특성이 직원의 주

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직원의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

Judge 등의(1997) 핵심자기평가모형(core self-evaluation)은 직무만족의 

개인적인 원천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통합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

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데에는 자존감,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통제 소재, 신경증의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고 본다. 높은 자존감,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그리고 낮은 신경증을 가진 경우에 직

무 만족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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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참여 의도

Berry(1999)에 따르면, 이직률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조직들이 직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직무 환경에 있어 직원의 근무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투자는 곧 조직 성공에 대한 투자이다(Berry, 1999). 직원이 자신을 가

치 있다고 느끼며 요구사항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그 조직에 계속 있을 

것이다(Zeithaml & Bitner, 2003). 그러므로 재참여 의도는 부가적인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고객이 서비스 환경에 만족하면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Wakefield & Blodgett, 1996). 고객의 경우처럼, 직원도 전반적인 

경험에 동기가 부여되어 직무에 만족한다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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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

대부분의 조직을 경영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이 

직무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직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조직 내

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직무 환경의 어떤 항목이 직무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

쳤는가.

○ 연구 문제 2: 직무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직무 만족도는 임시조직 재참

여 의도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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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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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

직위원회의 전문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1년 10월 조직위원

회 출범 시부터 2019년 3월 해산 시까지 조직위원회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중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치르고 퇴사 한 651명에게 문자메시

지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 취지를 설명하고 Google 설문지를 활용

하여 제작한 설문 링크를 보냈고, 이 중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완료한 181명

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응답률 27.8%).

  2018년에 개최한 올림픽과 조직위원회를 연구 대상 및 연구 범위로 선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해 

만든 임시조직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과거 우리나

라가 개최한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은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스

포츠 행정에 관한 경험 자체가 적은 상황이었다. 88 서울올림픽은 테스트 이

벤트 성격으로 86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2002 한일월드컵의 경우는 일본과 

공동개최를 통해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018년에 비해 작았고 스포츠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

이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이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한 임시조직 특성 및 한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한계뿐 아니

라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재정상의 문제까지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2018년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이런 한계점이 많이 극복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 경기 개최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 자체가 감소했고, 스포

츠 이벤트를 치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형성되었으며, 재정적 지원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둘째로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올림픽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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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했다. 2018년의 올림픽은 대회시설, 선수촌, 관람객 안내, 경기운영, 

수송, 보안 및 안전, 교통 등 전반적인 면에서 IOC와 국제경기연맹, 각국의 

선수단과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운영측면에서‘흠이 없는 게 흠’이라는 극찬

을 받았다. 또한,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

고, 입장권도 목표 대비 올림픽이 100.9%, 패럴림픽 157%를 달성했으며, 현

장에 200여만 명이 다녀가는 등 흥행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대회였다(국회 평

창특위 회의록, 2018). 추가로 남북한 공동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

성, 북한 응원단 참가 등으로 평화 올림픽을 달성해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도 마련하였고, 이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

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물론 실패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도 존재하겠지만, 국가적 노력으로 성공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사

례를 연구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임시조직의 운영 및 구성을 잘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최소 매년 한 개 이상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데, 

그 때마다 이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제 조직위

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개인의 능력, 희생, 정권 차원의 관심에만 기대기

에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행정 영역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조직인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향성’

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성공적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및 우리나라의 스포츠 행정 역량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계획하

는 단계부터 성공적인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방향의 설정에 기여

할 수 있다.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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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직구성의 방안 및 인력 배치 방향을 고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려는 조직구성 이후 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고려로 확

대될 수 있다. 분명 조직위원회는 단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

직이나 개최지 선정부터 청산까지 그 존속 기간이 7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운영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조직위원회에 물적·인적·행정적 자원을 제공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분리된 별도 조직이지만, 자원의 확보와 운영을 살펴보면 정부와 별개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결국 조직위원회에 대한 자원 투입 등의 결정은 정

부의 입장에서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한다. 기존 연구들이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3. 측정도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무환경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

향과 ‘물리적환경, 심리적환경, 근무혜택’이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문

헌 조사를 통한 연구 설계를 했으며, 연구 설계에 따라 설문지를 제작해 신뢰

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후 본 설문지를 작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양적 자료(quantitative data)의 수집을 위한 설문지이며, 모든 문항과 

변인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선행 연구에 근거해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했다.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

했다. 

1) 직무 환경



- 45 -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 내용은 직무 환경의 하위 요인 중 물리적 환경 3

문항, 심리적 환경 20문항, 조직위원회 근무의 혜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인 시설에 대한 Wakefield, Blodgett와 Sloan (1996)의 연구를 재

구성한 Mahoney와  Pastore이(2014)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3문항

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환경과 조직위원회 근무 혜택에 대한 설문지는 McCarthy와 

Keefe’s (1999)의 조직 퍼포먼스와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 Spreitzer(1995)

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 Lewis와 Gabrielsen (1998)의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 Brown와 Leigh’s (1996)의 조직 환경에 대한 연구를 재구성 한 

Mahoney와 Pastore이(2014)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Heere와 

Xing(2012)이 조직위원회 직원의 자부심, 근무 혜택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제공해주는 근무조건에 대한 총체적인 태

도(Albanese & Van Fleet, 1983)로써 조직 또는 직장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Price와 Mueller(198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4문항을 구성하였다.

3) 재참여 의도 

재참여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직무 환경과 재참여 의도에 대한 

Mahoney와 Pastore의(2014)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3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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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기술 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 분석이 활용되었다. 평균과 표준 편차

는 각 변수에 대해 계산된다. 데이터는 SPSS 통계 소프트웨어의 13.0 버전을 

사용하여 각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1. 조사 자료의 속성 분석 

본 조사에 포함된 유효표본 181명의 응답자 속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96

명(53%), 여자가 85명(47%)이었으며, 연령대 분포는 30대 미만이 21명

(11.6%), 30대 이상 40대 미만이 100명(55.2%), 40대 이상 50대 미만이 42

명(23.2%), 50대 이상 60대 미만이 12명(6.6%), 60대 이상이 6명(3.3%)으

로 나타났다.  

조직위원회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5명(2.8%), 1년 이상 2년 미만이 43

명(23.8%), 2년 이상 3년 미만이 54명(29.8%), 3년 이상 4년 미만이 37명

(20.4%), 4년 이상 5년 미만이 26명(14.4%), 5년 이상이 16명(8.8%)으로 

나타났다. 

조직위원회 퇴직 당시 직위는 팀원(매니저)이 148명(82.3%)로 가장 많았

으며, 팀장이 22명(12.2%), 부장이 9명(5%), 국장급 이상이 1명(0.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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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 도

성별
남성

여성

96(53%)

85(47%)

연령대

30대 미만

30대이상 ~40대 미만

40대이상 ~50대 미만

50대이상 ~60대 미만

60대 이상

21(11.6%)

100(55.2%)

42(23.2%)

12(6.6%)

6(3.3%)

조직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 미만

5년이상~

5(2.8%)

43(23.8%)

54(29.8%)

37(20.4%)

26(14.4%)

16(8.8%)

조직위 퇴직 시 

직위

팀원(매니저)

팀장

부장

국장급 이상

149(82.3%)

22(12.2%)

9(5%)

1(0.6%)

[표 1]  인구통계학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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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조직위원회의 물리적 환경인 시설에 대한 평가의 평균값은 4.48로 나타났

으며, 최소값은 1에서 최대값은 6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환경 중 대인관계의 

표준편차는 1.02였고, 임파워먼트의 최소값은 1에서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자부심의 평균값은 5.64였으며, 인정과 보상의 평균값은 4.46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의 표준편차는 1.69였으며 직무만족에 대한 평균값은 5.58이고, 재참여

의도의 평균값은 4.86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인 평균 및 표

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성별 1.00 2.00 1.4696 .50046

   나이 1.00 5.00 2.3481 .89154

   직위 1.00 4.00 1.2376 .56167

   근무기간 1.00 6.00 3.4641 1.31025

   시설 1.00 7.00 4.4807 1.32792

   대인관계 1.33 7.00 5.7864 1.02670

   임파워먼트 1.00 7.00 4.5672 1.26097

   자부심 1.75 7.00 5.6478 1.12202

   인정보상 1.00 7.00 4.4619 1.44735

   유니폼 1.00 7.00 4.0773 1.69708

   직무만족 2.00 7.00 5.5815 .98527

   재참여의도 1.00 7.00 4.8600 1.6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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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검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

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

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이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

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임시조직의 재참여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직무환경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

혜택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36문항 중 9문항의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

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7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 타당성 검증 분석 결과

설문번호 

성분

인정

과

보상

자부

심

직무

만족

재참

여의

도

임파

워먼

트

시설
대인

관계

유니

폼

인

정

과

지

지

관리자는 직원 개개인의 기여를 주기

적으로 인정해주었다.
.815 .239 .072 .116 .018 .187 .072 .186

관리자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잘 했을 

때 보상해 주었다.
.808 .185 -.028 .012 .040 .188 .065 .243

나는 내가 업무에 관해 내리는 결정을 

관리자가 지지해준다는 것을 신뢰했다.
.801 .048 .144 .066 .400 .048 .110 .099

관리자는 나의 행동을 지지해주었다. .796 .084 .238 .038 .358 -.010 .140 .054

관리자는 내 아이디어나 처리방식을 

지지해주었다. 
.769 .047 .254 .036 .418 .012 .17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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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심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명성이 있었다. 
.230 .842 .040 .058 -.039 .128 .080 .043

조직위원회에서의 근무는 나에게 일생

에 한 번 있는 기회였다
.053 .787 .096 -.048 -.016 -.078 .113 .15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직위원회에서

의 근무 경험을 말하기를 좋아했다. 
.044 .768 .107 .122 .266 .194 .128 -.067

나는 조직위원회에서 일함으로써 역사

의 한 페이지를 쓰는 일원이 되었다.  
.179 .692 .374 .199 .011 -.036 .000 .158

직

무

만

족

나는 나의 일에 열성적이었다. .074 .167 .767 .149 .125 .025 .287 -.042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상당히 만족했다. .156 .232 .761 .198 .120 .219 .035 .042

나는 나의 일에 좀처럼 진저리를 느끼

지 않았다.
.270 .003 .745 -.007 .098 .146 .079 .062

나는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그들 

보다 나의 일에 더 많은 애착을 가졌

다.  

-.036 .160 .595 .273 .148 .186 .105 .175

재

참

여

의

도

나는 필요하면 다른 스포츠이벤트 조

직위원회에서 근무 할 용의가 있다.
.040 .068 .166 .902 .026 .068 .002 .090

나는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에서 계

속 일할 계획이다.
.094 .006 .120 .892 .002 .079 .011 .009

나는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

거웠고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유스

올림픽 등)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다.

.033 .131 .111 .886 .065 .069 .018 .095

임

파

워

먼

트

나는 나의 업무를 독립적이고 자유롭

게 할 많은 기회가 있었다.
.238 .052 .258 .005 .801 -.093 .074 -.055

나는 나의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결

정권이 있었다. 
.332 -.078 .204 .006 .776 -.001 .191 -.017

직원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제를 해

결 할 모든 권한이 있었다.
.203 .170 -.059 .084 .649 .220 -.004 .172

시

설

주사무소(HQ) 시설이 깨끗해서 이곳에

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즐거웠다. 
.092 .116 .108 .045 .024 .824 .221 .111

주사무소(HQ) 시설은 매력적이며, 여기

에서의 내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다

.120 -.021 .198 .073 .038 .824 .104 .007

주사무소(HQ)의  안내 표시가 효과적

으로 되어 있어, 일을 하기에 수월했

다.  

.086 .066 .115 .114 .040 .791 -.09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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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인

관

계

동료의 태도(행동)는 나의 직무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036 .099 .158 .045 .103 .035 .832 .055

관리자의 태도(행동)는 나의 직무 경험

에 영향을 주었다. 
.239 .109 .049 -.123 -.073 .087 .810 -.007

클라이언트의 태도(행동)는 나의 직무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111 .095 .205 .140 .321 .130 .640 .034

유

니

폼

직원들은 양질의 유니폼을 지급받았다. .168 .126 .099 .043 .044 .169 .090 .884

직원들의 유니폼은 조직위원회의 긍정

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 
.271 .102 .062 .167 .039 .176 -.018 .858

Eigenvalues 8.024 2.931 2.232 2.109 1.906 1.314 1.136 1.020

% of variance 14.070 10.152 10.054 10.015 8.871 8.820 7.720 6.860

Cumulative % 14.070 24.222 34.276 44.291 3.162 61.982 69.701 76.561

KMO 적절성 .813

Bartlett 검정 3282.027(d.f.= 351, sig=.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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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 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자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과

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 값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조직 재참여 의도를 알아보고자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7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은 

Cronbach’s � 계수가 0.736~0.926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0.7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  인 문항수 Cronbach's �

       근무시설  3 .820

       대인관계 3 .736

      임파워먼트 3 .766

        자부심 4 .833

      인정과 지지 5 .926

        유니폼 2 .888

       직무만족 4 .789

      타 조직위 

     재참여 의도
3 .906

[표 4] 각 항목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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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직위원회 직원의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 재참여 의도

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환경을 탐색하고 직무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정과 보상, 

자부심, 임파워먼트, 시설, 대인관계, 유니폼, 직무만족, 재참여의도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

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인정보

상

자부

심

임파워

먼트
시설

대인

관계
유니폼

직무

만족

재참여

의도

인정보상

Pearson 

상관계수
1 .354** .576** .283** .361** .404** .407** .16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23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자부심

Pearson 

상관계수
.354** 1 .214** .206** .286** .283** .399** .221**

유의확률 

(양쪽)
.000 .004 .005 .000 .000 .000 .003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임파워

먼트

Pearson 

상관계수
.576** .214** 1 .165* .318** .173* .401** .133

유의확률 

(양쪽)
.000 .004 .027 .000 .020 .000 .075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시설

Pearson 

상관계수
.283** .206** .165* 1 .246** .370** .385** .213**

유의확률 

(양쪽)
.000 .005 .027 .001 .000 .000 .004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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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Pearson 

상관계수
.361** .286** .318** .246** 1 .149* .379** .08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1 .046 .000 .267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유니폼

Pearson 

상관계수
.404** .283** .173* .370** .149* 1 .262** .226**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20 .000 .046 .000 .002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직무만족

Pearson 

상관계수
.407** .399** .401** .385** .379** .262** 1 .34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재참여

의도

Pearson 

상관계수
.168* .221** .133 .213** .083 .226** .348** 1

유의확률 

(양쪽)
.023 .003 .075 .004 .267 .002 .000

N 18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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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 검증

1) 연구문제 1 검증 결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무환경 중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1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자부심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425로 나타났으며, 임

파워먼트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947, 시설이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532, 대인관계는 2.340으로 나타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자부심, 임파워먼트, 시설, 대인관계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56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364으로 

36.4%이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107로 잔차들 간에 상

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정과 보상은 t값이 0.801(p=.424), 유니폼은 t값이 

0.302(p=.763)으로 나타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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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직무만족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직무만족

도

상수 .425 4.105 .000

인정과 

보상
.057 .067 .801 .424 .527

자부심 .059 .229 3.425 .001** .821

임파워먼트 .059 .221 2.947 .004** .650

시설 .050 .236 3.532 .001** .817

대인관계 .065 .158 2.340 .020** .804

유니폼 .041 .021 .302 .763 .743

R= .603, R²= .364, 수정된 R²= .342

F= 16.567, p= .000, Durbin-Watson=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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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올림픽 조직위의 환경 ‘물리적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혜택’이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

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 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물리적

환경  

회귀모형 25.943 1 25.943

31.210 .000잔차 148.793 179 .831

합계 174.735 180

심리적

환경 

회귀모형 52.579 1 52.579

77.045 .000잔차 122.157 179 .682

합계 174.735 180

근무혜택

회귀모형 11.996 1 11.996

13.194 .000잔차 162.740 179 .909

합계 174.735 180

[표 7]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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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물리적환경

4.301

.286

.239

.051 .385

17.986

5.587

.000

.000

(상수)

심리적환경 

2.442

.614

.363

.070 .549

6.730

8.778

.000

.000

(상수)

근무혜택

4.961

.152

.185

.042 .262

26.836

3.632

.000

.000

[표 8] 계수

독립변수를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혜택’으로 하고,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과 회귀식 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면 모두 .000으로 모

두 p<.05의 유의수준 내에 있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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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1 

회귀모형 22.679 1 22.679

8.489 .004잔차 478.220 179 2.672

합계 500.899 180

2

회귀모형 64.420 2 32.210

13.136 .000잔차 436.479 178 2.452

합계 500.899 180

[표 9] 물리적환경 분산분석 

‘물리적 환경’과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2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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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22.344 1 22.344

8.358 .004잔차 478.555 179 2.673

합계 500.899 180

2

회귀모형 61.808 2 30.540

12.360 .000잔차 439.818 178 2.471

합계 500.899 180

[표 10] 심리적환경 분산분석 

‘심리적환경’과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2의 유의확률 결

과를 확인하면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 할 수 있다. 

모  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25.492 1 25.492

9.598 .002잔차 475.406 179 2.656

합계 500.899 180

2

회귀모형 70.494 2 35.247

14.577 .000잔차 430.405 178 2.418

합계 500.899 180

[표 11] 근무혜택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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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혜택’과 ‘직무 만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2의 유의확률 결

과를 확인하면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판단 할 수 있다.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

차
베타

1
(상수)

물리적환경

3.662

.267

.429

.092 .213

.8544

2.914

.000

.004

2

(상수)

물리적환경

직무만족 

1.385

.116

.530

.688

.095

.128

.092

.313

2.012

1.217

4.126

.046

.225

.000

[표 12] 물리적환경 매개회귀분석에 대한 계수

‘물리적환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재참여의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베타값

을 비교하면 ‘모형1=.213 > 모형2=.092’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만족’매개변수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 62 -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심리적환경

2.814

.400

.718

.138 .211

3.917

2.891

.000

.004

2

(상수)

심리적환경

직무만족 

1.438

.054

.563

.773

.159

.142

.029

.333

1.861

.342

3.959

.064

.732

.000

[표 13] 심리적환경 매개회귀분석에 대한 계수

‘심리적환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재참여의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베타값

을 비교하면 ‘모형1=.211 > 모형2=.029’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만족’매개변수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근무혜택

3.956

.222

.316

.072 .226

12.519

3.098

.000

.002

2

(상수)

근무혜택

직무만족 

1.347

.142

.526

.676

.071

.122

.144

.311

1.993

2.003

4.314

.048

.047

.000

[표 14] 근무혜택 매개회귀분석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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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혜택’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재참여의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베타값

을 비교하면 ‘모형1=.226 > 모형2=.144’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만족’매개변수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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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의 직무 환경에 영향을 받

은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다른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에 재참여 하고자 하

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직무 

환경을 탐색했는데, 시설, 자부심, 임파워먼트, 대인관계가 직무 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조직위원회 내·외부에 조직위원회 엠블럼, 마스코트, 대회룩과 같은 평창올림

픽을 상징하는 사인이 곳곳에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방문, 

조정위원회, 각종 협약식 체결 및 홍보대사 위촉 등과 같은 중요 행사를 빈번

하게 치르면서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설조직과 다른 임시조직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선행 연구(Xing & Chalip, 2009)와 같이 직원들이 올림

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환경인 자부심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들이 올림픽의 가치를 잘 알고, 언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릴지 모

를 올림픽을 직접 준비하고 운영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응답자들이 “일생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명성, 

시설, 시스템, 업무 내용은 평균 이상이었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 경험은 국가적으로 좋은 자산입니다” 라고 남긴 추가 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 이유는 조직위원회가 

중앙정부, 개최도시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IFs) 등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하고, 매니저(팀원)라 하더라도 전문성

을 바탕으로 확실한 업무 영역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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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리적 환경 중 인정과 보상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환경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윤동

길, 2012). 조직위원회 내부적으로 승급 제도가 있어 주기적으로 업무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조직위원회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승급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시적

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보상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

요했다. 대회 이후 계약 만료로 인해 직원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동안 정부 차

원은 물론이고 조직위원회 지휘부 차원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공식적인 노고 치하 행사와 같은 심리적인 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무 만족

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응답자들이 “직무를 수행하

는 동안, 보상의 크기나 보상의 질보다 심리적 보상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명

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저와 많은 동료를 힘 빠지게 했습니다”, “대회 종료 

후 대회 성공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전혀 없어서 자긍심과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추가 의견을 남긴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니폼은 직무 만족도에 운영인력이 착용할 유니폼 선정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빨간색 유니폼이 선정되었던 탓에 일부 직

원이 유니폼을 착용하기 꺼려했던 경험이 있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직무 환경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혜택’이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물리적 환경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조직위원회의 물리적 환경에서 직무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물리적 환경이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환경과 직무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조직에 적극적인 관

여 또는 지속적 애착 및 소속감 또는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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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Heere & Xing, 2012). 

심리적 환경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의 심

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직무만족이 있어야 심리적 환경이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를 통해 충족된 내재적 만족이 직무만

족도를 높여 재참여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추가 의견 중 “우

리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일 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일 할 것입니다”라는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근무혜택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무만족이 부분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혜택의 하위 요소인 유니폼만으로도 재참여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유니폼에서 비롯된 직무만족 또한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니폼의 경우 주로 후원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유니폼의 양과 질이 높은 편이고, 조직위원회의 엠블럼이 인쇄되어 있

으며 비구성원이 구하기 어려운 희소성이 있다. 이러한 임시조직의 특성이 직

무만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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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직무 환경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과 임시조직 재참여 의도에 직무만족도가 미치는 매개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전문계약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1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앞서 실

시한 연구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직무환경 중 직원들이 가장 비중을 둔 항목은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조직위원회는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개최도시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기획, 

마케팅, 경기, 베뉴, 교통 등 전 부서와 협업하여야 올림픽을 치를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직무환경 중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물리적 환경 중 시설 

그리고 심리적 환경 중 자부심, 임파워먼트, 대인관계이며, 심리적 환경 중 인

정과 지지 및 근무 혜택 중 유니폼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경우 올림픽을 상징하는 시설물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또한 심리적 환경에서는 팀원인 매니저라 하더라도 맡

은 업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인정과 지지의 경우 임시 조직인 조직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에 승급 제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니폼의 경우 최종 선정된 유니폼이 직원들의 선호하는 디자인, 색상이 아니

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올림픽 조직위의 환경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혜택’ 모두 

‘임시조직 재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근무혜택에서 직무만족을 느

낀 직원은 다른 임시조직에 재참여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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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경험한 자부심, 

임파워먼트, 시설, 그리고 대인관계라는 직무환경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직무만족도는 종속변인인 재참여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따라서 직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직원의 직무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

의 환경 개선은 향후 개최될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이론적,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제한

점을 논의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응

답률은 27.8%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조직위원회가 해산했

고 퇴사한 직원들은 각자의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관한 설

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8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

를 진행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응답률을 높일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모든 메가 스포츠이벤트 조직위원회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 중 직무환경을 중심으로 연구했기 때

문에 다른 변인이 제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

였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적인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질적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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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Job Environment on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participate:

Focused on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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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Organizing Committe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he job environment divided in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work benefits on job satisfaction, and

examines the mediated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effect of the job

environment on the intention of re-participation of other sports event

organizing committee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651 employees who left

the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among the professional contract



- 88 -

work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were sent a text message and analyzed with

181 responses. Verification was made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3.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ob environment, which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was shown in the order of facilities, pride,

empower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job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the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has a full role of 'work satisfaction' in influencing 'temporary

organizational re-participation'. In addition, 'work benefits' affect 'attention

to re-participate temporary organizations', and 'work satisfaction' plays a

partial ro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s the role and necessity of

sports event professionals and suggests human resource management

measures to encourage continued participation.

keywords : Mega-sport, job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willingness

to re-participate, temporary organization,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Olympic

Student Number : 2014-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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