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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대 간의 갈등 문제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

한다(Novicevic & Buckley, 2001).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인류는 세대 간 전승

(transmission)을 통해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가치관 또는 윤리규범의 차이는 서로의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

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박선경･양승범, 2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압축적 경제발전을 통해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지식정보사회

로 짧은 시간에 기축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에서 세대 차이와 갈등이 사회 전반

에 걸쳐 널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대 간 서열 구분을 중요시 해 왔으며, 이는 권위주

의, 집단주의, 위계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나 사회 속에서 지배적 문화로 뿌리내려 왔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면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서구적인 가치관과 성향을 지

닌 새로운 세대가 출현함에 따라 공동체주의(집단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개인주의

가 강한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세대 간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등이 사회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존재함에 따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속해있는 조직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직 내 갈등은 본래 내재하는 현상으로 조직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조직 내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 간 갈등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조직

에서 적절히 관리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최인옥, 2011). 하지만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을 때는 대체로 조직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성과를 창출해야하는 공공조직의 입장에서 세대 간 갈등의 발생

과 관리미흡으로 인한 조직 효과성의 저하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소방조직의 경우 세대 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의 문제가 타 공공조직에 비해 더욱 큰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과 구조․구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과정을 담당하므로(한종욱 외, 2013), 우리나라 공공조직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관리의 미흡이 초래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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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저해하고, 둘째, 촌각을 다투는 구조 및 구급 상황의 

출동에 차질을 주며, 셋째, 사고예방 및 대비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의 비효율을 초래

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세대 간 갈등의 저감 내

지는 관리를 위해 소방조직이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제 인식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주목한다. 조직 내 세대 간 갈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였을 때,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조직 내 세대관리 측면에서의 중요한 함의점을 도출한다.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저감 

및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인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모형 설정

1. 세대의 구분

세대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주된 분석 대상인 세대 간 경계선 설정

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연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세대 집단만의 공통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포함하고 그들만의 

차별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집단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우성･허은정, 2007).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세대의 구분은 주로 베이비부머(1955~1964년 출생), 

X세대(1964~1979년 출생), Y세대(1980년 이후 출생)의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다(김우성･
허은정, 2007; 오대혁･김학조･권종욱, 2011; 오세영･권영상･이수영, 2014). 미국에서도 

이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미국은 세대를 베이비부머(1946~1964년 출생), X세대

(1965~1979년 출생), Y세대(1980~1999년 출생)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Tolbize, 2008).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적으로 유신, 민주항쟁 등을 겪으며 개발독재와 

민주화를 모두 내면화한 세대이며,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기에 직업상의 성취를 위해 

개인 생활의 희생을 감수한 세대로 평가받는다. 

X세대의 경우 고도 압축 성장의 폐해로 인해 표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구조적 측

면에서의 사회･경제의 모순을 목격하였으며, 이전 세대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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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서용석, 2013). 

Y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더욱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정착 이후 성장하여 정치에는 

무관심하며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에 관심을 가진다(김우성･허은정, 

2007). 이상의 세대별 특징에서 나타나듯이 각 집단이 경험한 사회 환경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세대에 관한 연구들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서로 다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

게서 나타나는 특정한 가치관, 태도, 행위양식 등이 연령효과(연령이나 생애주기 단계) 

때문인지, 코호트1)효과(출생시점에 따른 역사적 사건, 사회문화적 경험의 동일성) 때문

인지, 기간효과(특정한 시기의 사건이나 상황이 전 연령층의 사람에게 공통적인 영향을 

미침) 때문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engtson et al., 1985).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세대 연구에서의 방법론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연령, 코호트, 

기간효과 각각이 하나의 요인인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의 독립적 효과 측정

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껏 세대와 관련한 연구에서 세대의 개념은 연령, 코호트, 기간효과가 함께 

고려된 연령 집단으로 해석되어 왔다. 실제 세대 현상이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고 교체되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 하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에 연령과 코호트, 기간 효과를 함께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정승균, 

2006). 이에 본 연구는 연령, 코호트, 기간 효과를 함께 고려한 연령 집단을 세대로 개념

화하도록 한다.2) 

2. 세대 간 갈등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는 세대 간 갈등을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한다(김은성, 2004). 첫 

1) 코호트(cohort) 개념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세대를 정의하는 관점으로 생애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출생시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인해 

그러한 경험을 해당 세대의 특별한 의식이나 행위 양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경우이다(정승균, 2006).

2) 조직 내에서는 직급, 연령 등의 구분이 세대의 구분과 비슷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실제, 김병섭･하

태권(1997), 박선경･양승범(2011), 김정인(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연령 차이와 세대 차이

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였고, 구자숙･김명언･한준(2000)은 조직 내 직급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기간의 출생연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세대의 기본개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과 성숙효과와 세대효과의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진다(오세영･권영상･이

수영, 2014; 박재흥, 2009). 또한, 세대 집단은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과정에 내포된 경험을 공유한다

는 측면에서 단순한 연령 또는 직급의 구분과는 차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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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현실적 집단갈등(realistic intergroup conflict)의 관점으로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서로 다른 세대들이 설정한 각기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현실적인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갈등에 있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관점이다.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려는 욕구로 인해 본인이 

속한 집단은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본인이 속한 집단과 차이를 갖는 타 집단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세대 간의 불통에 따른 정보의 부족과 오

해에서 야기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관점이다. 세대 간 소통과 상호 간의 정보 부족은 

타 세대에 대한 갈등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론적 요인 중 특정 

요인 하나가 원인이 되어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되기 보다는 세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관점이 더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대 간의 권위 구조에 대한 의식과 행동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

기도 한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거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권위주의와 합리주의는 권위의 

원천과 집단에 의한 개인의 통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주의가 개

인보다는 조직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개개인의 복종을 강요하는 한편, 개인주의는 개인

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의 반대 양상을 보인다. 권위주의가 수직적 권위에 기반 한 기

성세대의 권위를 강조한다면, 합리주의는 수평적 평등과 합리적 근거에 따른 권위의 정

당성 확보를 강조한다(Weber, 1968).

여기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보다 체화

된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경우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따라 권위에 복종하는 청년기를 보냄으로써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해

결한 상태이기에 본인들이 누릴 사회적 권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좌절

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구자숙･한준･김명언, 1999).

조직 내에서 유발되는 세대 간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세대 구성원 간의 

질시와 반목 등 부정적 감정 표출을 유발하여 소모적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조직적 맥락에서 막대한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구성원들 간의 세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예방은 조직관리 

상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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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심리학,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

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도 일부 연구는 되었지만,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해외 심리・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세대 간 갈등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고 볼 수 있는 조직 내 수직적(vertical) 또는 계층적(hierarchical) 갈등에 관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Xin & Pelled, 2002; Benitez et al., 2008; Buisman, 2009). 또한, 국내 

심리・경영학 분야에서도 조직 내 세대 간 또는 그와 비슷한 맥락의 수직적(계층적)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정승균, 2006; 권미윤, 2011; 

한광석, 2014). 

한편, 행정학 분야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한종욱 외, 2013), 직무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찰조직

의 하위문화가 조직 내 계층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유석, 2013)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1>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본 분석방법

정승균
(2006)

세대차이 인지(가치관, 직무
가치, 행동특성), 업무의 상
호의존성(조절변수)

세대갈등(업무갈등, 
관계갈등)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 328명

독립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한광석
(2014)

인력 비율의 세대 간 균형성 타 세대와의 업무선호도
민간기업 종사자

59명
다중회귀분석

권미윤
(2011)

상호의존성, 목표의 차이, 집
단응집력,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 리더십, 성격

조직 내 수직적 갈등
미용업계 종사자

309명
다중회귀분석

Xin & Pelled
(2002)

수직적 감정갈등, 수직적 과
업갈등

상사의 리더십 
행동(감정적지지, 창의적 

격려) 인지

민간기업 종사자 
72쌍

다중회귀분석

Benitez et 
al.,

(2008)

수직적 과업갈등, 수직적 관
계갈등(매개변수)

웰빙(직무만족, 소진) 호텔 종사자 305명 매개회귀분석

Buisman
(2009)

조직 내 계층적 갈등(과업, 
관계, 과정), 리더십 스타일
(조절변수)

직무만족
민간기업 종사자 

254명
조절회귀분석

한종욱 외 
(2013)

견해차이, 강압적 지시, 업무
전가, 의사소통 채널 부족, 
개인주의(이기주의)

세대 간 갈등
소방공무원

281명
기초통계분석

임유석
(2013)

경찰하위문화(냉소주의, 남
성주의, 변화거부주의, 범죄
통제 지향주의)

조직 내 계층적 갈등
경찰공무원

523명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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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세대 간 갈등 현상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도 계속될 것이라 전제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학계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주로 검증(Gursoy et al., 2013; Wong 

et al., 2008; Smola & Sutton, 2002; Cennamo & Gardner, 2008; Twenge et al., 2010; 

박선경･양승범, 2011) 하였으나, 그러한 인식차이 요인이 세대 간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조직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갈등현상을 연구하였으나

(Gursoy et al., 2013; Wong et al., 2008; Smola & Sutton, 2002; Cennamo & Gardner, 

2008; Twenge et al., 2010; 김병섭･하태권, 1997),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적 맥락에서의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의미에 대한 검토

에 소홀하였다. 조직 내 세대 차이와 세대 간 갈등을 연구함에 있어 한국적 맥락에서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김병섭･하태권(1997), 임유석(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한국적 특

징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한국적 행정 풍토

에서 세대 간 갈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한국적 맥락의 행정문화의 

특징을 살펴 본 후 이러한 특징이 세대 간 차이 유발 및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지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맥락의 행정문화의 특징으로는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

정주의 등의 부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되고 있다(이병탁, 2013). 특히, 이러한 부정적 측

면의 행정문화는 공공조직 내 부정적 현상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

동, 행정부패, 전문성 저하 등의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유발하고, 

조직의 성과를 저해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4. 연구변수의 정의

1) 한국적 조직문화

한국적 조직문화의 하위변수로는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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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 한국적 맥락의 조직문화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고대유, 

2014; 박천오, 2008; 이병탁, 2013). 특히, 전통적, 유교적 문화인 권위주의, 집단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합리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세대 간

에 야기된 문화적 차이는 집단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러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1) 권위주의

권위에 대한 태도 및 신념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조직문화는 

지배-복종의 계층적 관계와 권위에 대한 복종적 태도를 포함한다.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권위주의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인간관계의 우열관에 기초하여 강자와 약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계층관계로 파

악한다. 둘째, 지배와 복종의 내면화와 무비판성에 기초하여 서열관계에서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셋째, 인습과 절차에 대한 집착성, 경직성과 파괴성, 불신

과 냉소성 등에 기초한다(박광국, 2004).

권위주의는 상관의 권위를 강조하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로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등급화 하여 계급 서열을 중시하는 것인데, 한국의 전통사회는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

로 하는 대표적인 권위주의적 문화이다(김병섭･하태권, 1997). 권위주의 문화 하의 조직

에서는 구성원이 상관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상

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권한의 위임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며,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더라도 깊이 개입하려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백완

기, 1995).

권위주의는 계층제적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한국의 관료제 조직에 일정부분 순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내부적 유지를 강조하는 권위주

의의 성격 상 보고라인에 따른 일사분란 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유지하여 원만한 수준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조경호 외, 2014). 신축성과 재량에 

의한 업무수행 보다는 계층서열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소방조직의 특성 상 권위

주의로 인한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연고주의

연고주의는 귀속성, 정의성, 특수성, 산만성이 높은 문화로 정책결정, 행정의 합리성･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 행정에 있어 보편성의 추구보다는 배타적이고 귀속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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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혈연･지연･학연･직연 등을 중시하는 파벌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하에

서는 비공식적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공식적 관계를 등한시하고 공사 간의 구분을 모호

하게 하여 승진･전보 등의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부정부패의 원인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조직 내 연고주의 행태는 타인과 타 집단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적 

대우를 통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성향에서 출발

한다. 조직 내 가용자원의 희소성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관계나 사회적 지위는 

갈등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며, 비정상･비대칭적인 경쟁구조를 통하여 우월적 지

위를 독점하려는 연고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집단 내 갈등의 팽배와 구성원 간 반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이상임, 2015).

하지만, 연고주의의 효과가 일률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존재

한다. 연고주의는 혈연이나 종교, 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인간적 감정이나 깊은 유

대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응수, 2009). 이에 구성원 간의 관계

에서 애착과 의지, 충성과 보호의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폐쇄적 

집합주의 하에서는 조직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공사를 혼동하는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지

만(김호섭 외, 2012), 조직 내 연고주의의 혜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갈등을 인지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3) 온정주의

온정주의는 정의성이 높은 문화적 특성을 가진다. 이는 인정, 우정, 의리, 상호신뢰 

등 감성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온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

터의 사회적 압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인정에 끌리고 직정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의지와 지성보다는 사람 간의 정에 치우치는 특성을 보인다(오석홍, 2008). 온정주의 문

화 하에서는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업무처리에 신중함을 보이

지 않고 방만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직 내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자정작용이 활성화되기 힘들고, 조직 내에서 

제도화 된 부정부패가 점차 관성화 되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공직 내부적 부정부패 사

건은 온정주의에 입각한 단합문화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부패 친화적 온정주의는 가부

장제적 가족주의의 속성으로 인해 부정과 부조리 발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보

다는 은폐와 축소, 침묵,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보다는 조직 내의 적으로 간주하는 등 

조직･사회적 병리현상을 보인다(김태영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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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정주의가 조직 내 긍정적 문화로써 기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온정

주의의 개념에 관해 정의한 다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온정주의는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친근감, 애정, 동일체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김선희･김도일･박종희, 2009)

이며, 한국인의 관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유대감이라 하였다(Berkowitz & Lee, 2004).

한국적 감성의 온정주의적 문화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시되는 조직 내에서의 경계를 

초월해서 조직 구성원 상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팀워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김

응수, 2009).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동반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일련의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최명민, 2008)

2)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본 연구의 종속변수 선정에 있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을 근거로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되는 대표적 형태는 크게 

3가지 과업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세대 간 갈등에 접목시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

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 간 갈등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과업갈등

과업갈등은 성과와 관련된 과업과 정보의 해석에 대한 관점, 조직구성원들 간의 업무

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 방식의 차이에 의해 야기된다(Yang & Mossholder, 

2004). 과업갈등의 핵심은 인지적인 것으로 정책, 절차, 자원의 분배 등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의견불일치가 생길 때 발생한다(최인옥, 2011).

과업갈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칠 경우 시간

과 노력의 측면에서 조직의 손실을 발생시키며, 정보 수집과정에 있어서도 해를 끼치게 

되어 종국에는 조직성과의 질을 저해한다. 즉,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과업갈등은 조직성

과, 구성원의 태도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Jehn, 1995; Jehn, Northcraft & Neale, 

1999).

특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조직 내에서는 과업과 관련된 대립을 공격적이고 감정

적으로 긴장된 대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에 비해 과업갈등이 조직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최인옥, 2011). 이는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측

면이 강한 한국의 행정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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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갈등

조직 내 갈등의 유형 중 관계갈등은 과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문제에 의한 의견의 불일

치 등과 관련한 긴장감, 적개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종교, 정치, 유행 등과 같

은 특정 쟁점에 대한 견해와 선호도 차이뿐만 아니라 개성의 차이도 포함된다. 이는 과

업과는 관계없는 통찰 또는 정보와 관련되며, 부정적인 감정과 정체성, 자기 가치 위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전무경 외, 2006).

관계갈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hn & 

Mannix, 2001; De Wit, Lindred & Jehn, 2012). 이는 조직 구성원들에게서 새로운 정보

획득에 대한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억제하며, 직무 수행에 있

어 시간과 노력을 낭비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Pelled, 1996). 또한 

관계갈등에 따른 구성원들 간의 반목은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저하시킨다(De Dreu & Weingart, 2003).

(3) 과정갈등

과정갈등이란 작업단위에서 어떻게 업무완수의 과정을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의 책임

은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식으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Jehn, 1997). 과정갈등은 과업 자체의 내용을 떠나 특정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 내 어떤 특정한 부서(팀)에서의 

업무분담과 수행주체, 업무성패에 대한 책임, 업무일정의 효율적 추진, 불평등한 근무량

과 같은 불공정성의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포함된다. 이는 분배적 갈등이나 절차상의 

복잡성 같은 선행 조직구성 요소들과 유사하다(박성관, 2009).

Kabanoff(1991)는 과업갈등이 집단의 목표와 목적을 언급하는 반면에, 과정갈등은 실

리적 이익의 할당 과정과 규정에 대한 정치적 다툼이라고 정의하였고, Wall & 

Nolan(1986)은 불평등한 근무량과 같은 불공정성의 문제와 불공평성에 대한 갈등을 연

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조직 내 개인만의 갈등이 아닌 조직 내 부문, 세대 

등의 집단 간 갈등에 있어서는 과업갈등, 업무갈등 뿐만 아니라 과정갈등도 포함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5. 연구가설 도출

조직문화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문화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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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한 연구를 통해 연구가설 수립의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과 겪는 가치갈등(value conflict)의 종류와 범위, 강

도는 주로 그 사회의 문화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김재은･김현옥, 2005). 경찰조직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황세웅(2013)에 따르면 조직 내 상사와 부하 간 갈등의 근본

적인 원인은 경찰 조직의 특수한 문화 즉, 계급주의와 권위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료조직 내의 계급주의에서 기인하는 의사소통의 단절과 부당한 업

무지시 등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김영훈 외(2002)는 위계서열문화

가 조직 구성원 상하 간 계층적 갈등을 증가시킨다 하였고, 한은경･배병룡(2012)도 의사

의 권위주의가 구성원 간 직무갈등을 증가시키고, 직종이기주의와 결합하여 구성원 간 

관계갈등의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직 내 구조적 특성(집권화)이 강화될수록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 

갈등은 증가하고, 조직 내 과정적 특성(능력주의,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날수록 조직 갈

등은 감소한다(박용덕, 2006). 여기서 조직 내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할수록 집권화 된 

조직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김병섭･하태권, 1997)에서 권위주의와 조직 내 갈등 간의 관

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내 권위주의적 문화는 수평적 조직분위기를 저해

하고, 신세대 직원들의 조직 부적응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직급, 세대 간 갈등을 양산하

게 된다. 또한, 조직 내 권위주의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갈등과 부적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천성현, 2015).

다음으로, 집단적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조직사회에서 연고주의처럼 파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있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비정상이며 비대칭적인 경쟁구조를 통해 정치･경제와 사회･문화의 이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경쟁이나 갈등을 한층 더 심화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상임, 2015). 또한, 연고주의 문화의 폐쇄적･배타적 구조

는 부패로 연계되어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조은경･이정주, 2006).

실제로, 기업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현택(1990)에 따르면, 조직구조 중 파

벌의 조성이 조직 내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 

연고주의에 치우쳐 심사가 진행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풍토 지각은 상당히 부정적

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조직 내 갈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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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온정주의 역시 조직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 온정주의에 기초한 공동체 의리 중시, 공사무분별 상부상조의식 등의 조직 문

화적 특징은 조직 내부의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조직적, 구조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상호 협력을 어렵게 하는 등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온정주의는 자신이 우선시 여길 비공식 집단을 선택하

게 하고, 건전하지 못한 의사결정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공식적인 조직의 결속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김태영, 2006).

이상에서 논의된 갈등현상들의 경우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평적 관계에서의 갈

등 보다 조직 내 각 계층 안에서 상하 간에 발생하는 계층적 갈등에서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상황인식, 정보, 지식, 자원, 권력, 직위 등에

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임유석, 2013).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적 행정문화는 대내적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

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가 있다. 이에 한국적 행정문화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권위주의는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연고주의는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온정주의는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소방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는 수도권 및 지방의 소방서에 근무 중이거나 소방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한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 까지 약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의 표본추출에 있어 일반화가 불가능한 비확률적 표본추출인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지양하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되는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끔 하기 위한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단순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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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515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의 정확성 오류를 탐색

하여 25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0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조직 구성원 490명 중 베이비부머세대 136명(27.8%), X세대 191

명(39.0%), Y세대 163명(33.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

래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90)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454(92.7)

혼인
기혼 384(78.4)

여자 36(7.3) 미혼 106(21.6)

학력

고졸 127(25.9)

계급

소방령 이상 8(1.6)

전문대 중퇴 13(2.7)
소방경 24(4.9)

전문대 졸 141(28.8)
소방위 165(33.7)

4년제 중퇴 14(2.9)
소방장 107(21.8)

4년제 대졸 175(35.7)
소방교 105(21.4)

대학원 석사 14(2.9)

소방사 81(16.5)기타 6(1.2)

입직경로

간부후보 7(1.4)

담당업무

행정 87(17.8)

공채 354(72.2)
경방 164(33.5)

특채 129(26.3)
구급 71(14.5)

근무기관

소방본부 4(0.8)
인명구조 36(7.3)

소방서 150(30.6)
운전 109(22.2)

안전센터 273(55.7)
통신 15(3.1)

구조대 46(9.4)

기타 8(1.6)기타 17(3.5)

2.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독립

변수인 한국적 조직문화 요인은 이병탁(2013)이 한국적 맥락의 전통적 행정문화에 대해 

측정하고자 개발한 36개의 문항 중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대해 각각 3항목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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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 내 세대 갈등 요인은 3가지 조직 내 과업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으

로 구분하여 Jehn(1995), Wall & Nolan(1986), Pinkley(1990)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12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적용가능 하게끔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과업, 관계, 과정 갈등의 경우 각각 2.527, 2.541. 2,484로 나타나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보통 이하 수준의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

국적 조직문화의 권위주의는 2.798으로 보통이하, 연고주의는 3.189로 보통이상, 온정

주의는 2.974로 보통에 가깝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투입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063에서 0.288의 범위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권위 연고 온정 과업 관계 과정

권위 2.798 0.716 1

연고 3.189 0.595 -.063 1

온정 2.974 0.576 .288** -.063 1

과업 2.527 0.667 .317** -.104* .190** 1

관계 2.541 0.605 .321** -.122** .185** .819** 1

과정 2.484 0.713 .386** -.135** .204** .816** .843** 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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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에 설정된 요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

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3)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항의 요인분석 결과 연고주의의 ‘조직은 가족적, 친화적 분위기이며 직원들 간

에 유대가 좋다’, 온정주의의 ‘내가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더라도 웬만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항목이 적절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를 보이지 않아 삭제하였다. 해당 

항목을 제외한 독립변수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KMO(Kaiser-Meyer-Olkin) 

값은 0.628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또한 모두 

적합하게 나타나 전체적인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4).

다음으로, 종속변수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KMO 값은 0.963이고, 유의수준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 또한 

모두 적합하게 나타나 전체적인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속변수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과업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은 서로 구별되

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과업-관

계: 0.819, 과업-과정: 0.816, 관계-과정: 0.843). 즉, 설문조사에 있어 응답자들이 각각의 

갈등 요인이 서로 구분하기 힘든 비슷한 변수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의 갈등 요인을 이론과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나게끔 구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별 갈등요인들의 상관성

이 높음을 나타낸 연구들이 있으며(Simons & Peterson, 2000; Friedman et al., 2000; 

Jehn & Mannix, 2001), 갈등유형 간 상관성이 높을 때 개별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3) 본 연구는 측정방법에 의해 야기되는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Harman

의 단일요일 검증을 실시하였다(Podsakoff & Organ, 1986). 검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4개가 도출되었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 총 분산의 33.19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방법편

의에 의한 심각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 척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주의의 ‘조직의 상관은 의사결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는 편이다’, 연고주의의 ‘조직은 혈연, 지연, 학연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관리

되고 있다’, 연고주의의 ‘조직은 연줄 보다 개인의 실력을 더 중요시한다’ 항목의 경우 역순으로 변수

값을 변환하는 리버스 코딩(reverse cod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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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의 세 가지 특성을 함축하여 단일개념의 분석변수로 투

입하고자 한다. 확정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Cronbach's α test를 통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두 0.629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표 4>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요인 내용 성분 Cronbach's α

권위주의

상관은 상위자에게는 맹종하고 하위자에게는 군림함 0.849

0.747상관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하급자들의 이의제기를 용납하지 않음 0.847

상관은 의사결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함 0.703

연고주의
조직은 연줄 보다 개인의 실력을 더 중요시 함 0.898

0.773
조직은 혈연, 지연, 학연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관리되고 있음 0.885

온정주의
구성원들은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함 0.841

0.629
조직은 상관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 내・외의 친분 관계를 중시함 0.826

세대 갈등
(과업+관계

+과정)

타 세대 직원과 업무추진 일정에 대한 의견 충돌을 자주 경험함 0.885

0.964

타 세대 직원과 업무성패의 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자주 경험함 0.883

타 세대 직원과 불평등한 근무량 등의 불공정한 사안에 대한 대립을 자주 
겪음

0.872

타 세대 직원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자주 경험함 0.861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로 인해서 타 세대 직원과 갈등을 자주 경험함 0.849

타 세대 직원과 업무분담에 있어 갈등을 자주 경험함 0.847

타 세대 직원과 정서적인 갈등을 자주 경험함 0.844

일에 대한 아이디어로 인해 타 세대 직원과 갈등을 자주 겪음 0.844

타 세대 직원 간 일과 관련된 의견의 불일치가 자주 일어남 0.840

타 세대 직원과의 관계로 인해 자주 긴장감을 느낌 0.839

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타 세대 직원과 마찰을 자주 경험함 0.825

타 세대 직원과 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자주 일어남 0.765

3.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전에 종속변수

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Durbin-Watson 지수는 2.162으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고, 개별 독립변수항

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027~2.461의 범위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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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수준
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01 .223 　 .000***

권위주의 .269 .039 .309 .000***

연고주의 -.105 .044 -.100 .017**

온정주의 .099 .047 .092 .036**

부머 기준
X세대 .144 .066 .113 .031**

Y세대 .234 .086 .177 .007***

남자 기준 여자 -.197 .105 -.083 .061*

기혼 기준 미혼 .031 .078 .020 .691

전문대 기준 대졸이상 -.025 .056 -.019 .657

공채 기준
간부후보 -.117 .223 -.022 .602

특채 -.080 .064 -.057 .207

행정 기준

경방 -.070 .079 -.053 .376

구급 -.204 .098 -.116 .038**

구조 -.168 .116 -.071 .148

운전 -.077 .086 -.051 .373

통신 -.156 .162 -.043 .335

기타 -.188 .214 -.038 .382

  0.190 Adjusted   0.163

F 6.934 Durbin-Watson 2.162

 *p<0.1, **p<0.05, ***p<0.01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대한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적 조직문화 요인에서

는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온정주의 모두 세대 간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

다. 권위주의(β: 0.309, p<0.01)와 온정주의(β: 0.092, p<0.05)는 세대 간 갈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적 조직문화 요인의 

또 다른 하위변수인 연고주의(β: -0.100, p<0.05)는 세대 간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과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세대 간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β: -0.083, p<0.1), 업무구분의 경우 행정에 비해 구급에서 세대 

간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16, p<0.05). 또한, 세대의 구분에서는 베이

비부머 세대에 비해 X세대(β: 0.113, p<0.05)와 Y세대(β: 0.177, p<0.01)가 세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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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심층인터뷰 분석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일부 세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율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5). 심층인터뷰는 주로 실증분석 결과에 나타난 주요 함의점

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심층인터뷰 결

과는 지면상 한계로 인해 인터뷰 내용에 대한 답변 중 유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

에 반영하였다.

1. 권위주의와 세대 간 갈등

앞선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층인터뷰 결과 권위주의는 모든 세대에 있어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세대에 있어 권위주의로 

인한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발현 기저에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강압적 태도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업무지시에 있어 논리적

인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의의 권위에만 기반 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윗세대들은 자신의 연령, 직급, 직위 등에 기인한 권위만을 내세워 명령과 

지시를 한다. 하지만 아랫세대들은 그걸 기반으로 하더라도 논리적 기초와 충분한 설

명 하에 합리적 지시를 받기를 바란다. 상호 간에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세대 간 갈등

은 심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Y세대 인터뷰).

다음으로, X세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Y세대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세대의 연령에 가까울수록 권위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베이비부머세대의 연령에 가까울수록 권위주의에 대해 묵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피면접자는 현직 소방공무원 중 Y세대 5명, X세대 5명, 베이비부머 세대 6명의 총 16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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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는 조직의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여 상･하급자 간의 예우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반면 X, Y세대는 조직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여 업무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편이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권위를 내세우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예우를 

하거나, 지시･명령에 따르기를 바라는 반면, X, Y세대는 자기 업무 이외에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거부하여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X세대 인터뷰).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몇몇의 권위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위

계조직 내에서는 어느 정도 묵인되는 부분도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제일 밑에 부하

들이 더 빨리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이다(X세대 인터뷰).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서 권위주의에 깊이 체화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조직의 하위계층을 형성했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권위주의적 문

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떠한 조직의 룰이라고 해야 하나? 권위주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우리들도 예

전에는 다 그렇게 해왔다. 조직 자체가 계급사회니 계급에 의해 움직인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우리가 더 심한 시대를 살면 살았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쓸데없

는 부분에 있어서 권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 업무추진에 있어 필요한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

2. 연고주의와 세대 간 갈등

본 연구의 가설 설정과는 달리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연고주의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도 모든 세대에서 연고주의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연고주의로 인한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역기능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세대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비공식적 장치를 통한 조직 내에서의 집단 형성이 기

존에 알려져 왔던 부정적 측면보다는 소속감의 제고, 구성원 상호 간의 교류 등의 긍정

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타 세대에 비해 비교적 조직에의 입직이 

늦은 Y세대일수록 조직 적응을 위해 직장 내에서의 소속감 형성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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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이라도 연고주의에 기반 한 비공식 조직들이 있다고 알고 있으며, 본인 또한 

그 일원이기도 하다. 연고주의에 기반 한 비공식 조직이 세대 간 갈등을 감소시키는 

점은 당연히 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과 근무하는 것 보다는 같은 지역, 학교, 

혈연을 통하여 상･하급자 간에 상호 교류할 가능성이 높아져 서로 간의 대화의 기회

를 창출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Y세대 인터뷰).

X세대의 경우에도 연고주의에 대해 Y세대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연고주의에 체화되어 있

으며, 연고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학연에 의한 비공식조직은 어느 조직에도 있는데 이러한 조직은 연례적인 

모임을 가짐으로써 모든 세대를 망라하여 소속감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해소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X세대 인터뷰).

베이비부머 세대는 조직 내에서 근무한 연륜이 가장 길고, 그에 따른 경험이 가장 많

은 세대이다. 이들은 연고주의가 조직 내에 존재하며, 그것에 세대 간 갈등의 저감에 긍

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고주의가 극단적 형태의 

귀속주의적 속성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이 발생하여 조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조직 내에 특정 출신끼리 형성된 비공식조직이 있다. 윗 상관이 같은 지역 출신이면 

승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장치가 조

직 내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

3. 온정주의와 세대 간 갈등

실증분석에서 세대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된 온정주의의 경우 

심층인터뷰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Y세대의 경우 온정주의에 

입각한 기성세대 팀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정주의가 심

해지면 업무에 대한 집중보다 조직 내의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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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을 할 때 팀장급의 윗세대가 본인과 친하거나 그 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

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문제가 적은 업무를 맡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경우 직접

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뒤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Y세대 인터뷰).

조직 내의 온정주의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윗세대

가 아랫세대에게 온정을 베푸는 구조 하에서 아랫세대의 경우 업무능력보다는 조직 

내의 정치활동에 더 노력을 기울일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윗세대의 부

당한 지시에도 아랫세대가 거절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다(Y세대 인터뷰).

X세대 또한 Y세대와 유사하게 온정주의적 승진문화, 징계절차 등을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온정주의적 문화는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맹목적인 조직 내 정

치적 활동을 유발하여 부정부패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온정주의로 인한 세대 간 불만과 갈등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은 지위, 같은 위치

에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친분과 정에 입각하여 차별한다면, 그 당사자와 주변인 또한 

불만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갈등이 지속되면 조직 내의 불안정화 

및 불신,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 등이 발생하고, 이는 비리나 뇌물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X세대 인터뷰).

또한 온정주의적 문화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보다 깊이 체화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에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X, Y세대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온

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합리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간 갈

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조직이건 온정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개

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징계나 인사 시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승진인사 시 승진서열 보다는 부탁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이 현실이어서, 가

만히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사 철이 되면 찾아

와서 인사를 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항이 강한 반면, X, Y세대는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X세대 인터뷰).

반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온정주의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유발에 대한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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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세대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오히려 젊은세대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적 특성이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내어 온정주의를 강하게 부추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

었다.

온정적인 분위기는 나이든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본인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속성

이 온정주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편 감싸고도는 등의 조직 내 

온정주의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

Ⅵ. 결 론

1.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및 심층인터뷰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 조직문화 요인이 세대 간 갈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권위주의와 온정주의가 세대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소방조직의 경우 위험한 재난 상황 하에서 대부분의 임무가 

수행됨에 따라 위계질서, 상명하복, 통제를 중요시하는 조직문화가 기본적인 바탕을 이

룬다. 이러한 경직된 문화 하에서의 지속적인 소통부족은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정주의적 문화는 정(情)에 입각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써 조직 내 부정부패

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김태영, 2006). 이는 공공조직 내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및 절차보다는 은혜 또는 신세를 중시하게 함으로서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하태권 외, 1999).

특히 이러한 온정주의적 문화는 조직 내에서의 채용, 승진, 승격, 평가, 보상 등에 있

어 타인과의 관계지수가 우선됨에 따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하

고, 능력이나 성과창출이 부족한 사람이 온정에 호소하여 이득을 봄으로써 조직의 경쟁

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조직 내에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발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고, 공식적인 조직의 결속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연고주의의 경우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저감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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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비록 부정부패의 근원으로써 연고주의의 의미가 배척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적 속성은 가족적 친밀성을 사회적 수준

으로 확대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고주의가 조직 내부에 긍정적 측면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처럼 세대 간 갈등을 저감하

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임무수행 중에 자주 접하는 화재와 같은 극한의 재난상황

에서는 연고주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고주의를 통한 팀 내 결속력의 상승

은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동료애를 증가시켜, 극한 재난 

상황 속에서 소방공무원 서로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도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

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X세대, Y세대가 세대 간 갈등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계조직 내에서의 계급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타 세대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Y세대로 갈수록 조직 내의 규칙과 규

범에 대한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한 부담

감, 압박감 등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세대 간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6). 우선, 소방조직 내의 여성은 업무를 추진할 때 남성에 비해 

보다 세심하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힘들고 고된 상황에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 소방공무원

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상의 특징적인 이유들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대 

간 갈등의 체감이 더 낮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소방조직 구성원들의 업무구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

로, 행정특기에 비해 구급 특기의 소방공무원이 세대 간 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그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방조직 내 내근과 외근의 이원화 된 근

무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 있다. 긴급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팀원 상하 간에 

일사 분란한 명령체계가 필요한 구급 업무를 통해서는 팀원 간 단합과 성취감, 조직몰입 

6) 소방조직 내 여성의 세대 간 갈등 수준이 낮을 이유를 탐색하기 위해 FPN Daily의 2008년 10월 9일

자 신문기사 “대한민국에서 여성소방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을 참고하였다. 본 신문기사에서는 현

직에 근무 중인 여성소방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소방조직 내에서의 업무활동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문기사 속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수준이 낮은 이유를 추론하였다.



소방조직 내 한국적 조직문화가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257

등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행정과 같은 내근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급과 같은 외근직에 비해 

갈등 저감 효과가 덜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저감을 위한 관리전략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하에서는 상부의 특권 의

식으로 인하여 하부 구성원의 소외와 반발이 생기기 쉬우며,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조

직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 변화를 위해 세대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상급자들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집단중심의 사고와 권위주의적 문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이종원, 2005). 또한, 자율적･창의적･전문가적 사고를 존중하는 업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현경･박현신･김근세, 2007).

세대 간 멘토링 제도의 운영도 소통을 통한 권위주의 문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특히 Y세대 조직 구성원들에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Y세대의 경우 입직 시기가 타 세대에 비해 늦은 관계로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고,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Y세대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

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옆에서 피드백을 제시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주며 업무

고충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멘토가 세대 간 갈등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지원, 2002).

하지만, 이상의 노력이 조직의 기본적인 위계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

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명구조, 화재진압 상황의 최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에, 업무상 기본적인 위계질서의 하락은 임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재

산과 생명을 담보로 한 상황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위계질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일상생활 하의 동료 간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기 위해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둘째, 조직 내 온정주의적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정(情)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적 상

태는 오직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표준화, 

객관화 될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행사되기 어렵다. 이는 사적 영역에서는 친분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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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적 영역에서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한석태, 1999).

온정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유발하는 공공부문의 제도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 시스템에 기반 한 원칙 

중심의 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리더가 온정주의 문화의 배척과 합리주의 문화의 중시

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부터 조직 구성원 모

두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정, 지침, 기준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고주의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 내 비

공식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면 세대 간 갈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저감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비공식조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가지는 소외감, 비인간화 등이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간 연고주의

를 장려하되, 타 집단을 배격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귀속주의로 가지 않게끔 적절한 수준

에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발생 그 자체보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갈등이 조직 

내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 갈등관리 문화의 조성이 필요

하다. 다만, 비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 업무 관련 갈등이 팀 효과성에 긍정적

일 수 있다고 해서(Simons & Peterson, 2000), 일상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발현을 장려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조직관리 기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내 갈등 현상이 필연적임을 인정하고, 갈등

의 유발 자체를 억제하는 구시대적 조직 관리방식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혜를 존중하고,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의 개

방적인 사고방식과 개인주의, 합리주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상호존중 문화의 활성화가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을 저감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세대 개념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연구자가 설문지 상에 세대의 개념과 구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계층제의 원리에 입각한 소방조직의 특성상 조직 내 세대 간의 갈등을 상-하급자 간의 

갈등으로 인식하거나, 단순한 연령 집단 간의 갈등 등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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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 개념의 혼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정보원천을 통제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일반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의 결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이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가 다양한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요구에 걸맞지 않게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할 때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세대 간 갈등 현

상에 대한 학계의 주목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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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on 
Generational Conflicts in the Fire Service Agency

Young-Gon Kim & Je-Sang Ka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490 fire officers and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exerts an influence on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in public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lso confirmed and complemen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re fighter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flect that two major factors 

of Korean administrative culture, authoritarianism and paternalism, increased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hereas nepotism helped reduc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Conflict derived 

from perception gap and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are confirmed through 

in-depth interview.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ncluding alleviation of rigid authoritarian culture, abolition of paternalistic culture, initiating 

unoffici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mutual 

understanding in order to reduc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in public organizations. 

【Keywords: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fire figh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