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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조직적 관점에서 신뢰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지금까지 조직 신뢰는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 등 다양한 영역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하

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신뢰는 구성원 간 협력과 같

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갈등과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이다.

특히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찰조직은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

의 발생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도 경찰 조직에서의

신뢰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라는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

석하여, 조직 신뢰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 신뢰를 크게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직무만족도 직무· 임금· 복

지 분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직무만족도와 조

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자료는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매 년 두 차례 실시되는 경

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시기로부터 가장 최

근에 이루어진 2014년 상반기 조사의 원 자료를 확보하여, 전체 경



찰관의 42.6%에 달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결과를 바탕

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기초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성별·계급·입직경

로·경찰서 등급에 따른 집단 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했다.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보

기 위해 조절회귀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직 신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각 분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중 조직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무만족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한 전반적 만족도와 상관신뢰와

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일하게 유의성이 증명되

지 않았다. 임금 분야 만족도에 상관 신뢰가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의사소통은 모든 관

계에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조직 신뢰가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

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조직의 신뢰를 높여야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최대

의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활

발히 하여, 조직 신뢰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신뢰와 소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

발히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 내 개인도 상호 간의 화합을 이루

기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주요어 : 조직 신뢰,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의사소통, 경찰

학번 : 2013-21937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5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 신뢰에 대한 논의·······································6

1. 조직 신뢰의 개념과 중요성·······································6

2. 조직 신뢰의 구성··················································10

제 2 절 직무태도에 대한 논의·······································12

1. 직무만족·····························································12

1) 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13

2) 직무만족의 구성················································15

2. 조직몰입·····························································17

1) 조직몰입의 개념과 중요성·····································17

2) 조직몰입의 구성··················································19

제 3 절 조직 내 의사소통 대한 논의·······························20

1.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20

2. 조직 내 의사소통의 구성········································21

제 4 절 선행연구························································25

1.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25

2. 조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28

3.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33

4. 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36

5.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37

6. 조직 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39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43

1. 연구문제·······························································43

2. 연구의 모형···························································43

제 2 절 연구의 가설·····················································45

1.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의 관계·································45

2.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46

3. 조직 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47

제 3 절 변수의 측정······················································49

1. 독립변수······························································49

2. 종속변수·····························································49

1) 직무만족·····························································49

2) 조직몰입·····························································51

3. 조절변수·······························································51

4. 통제변수·······························································53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56

1. 자료의 수집···························································56

2. 분석방법 ····························································57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58

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61

1. 독립변수 측정도구··················································62

2. 종속변수 측정도구··················································63

제 3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65

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65



2. 계급에 따른 차이 검증············································67

3. 입직경로에 따른 차이 검증·······································70

4. 경찰서 등급에 따른 차이 검증··································73

제 4 절 상관관계분석······················································76

제 5 절 가설검증·························································78

1. 회귀분석 모형························································78

2. 회귀분석 결과························································80

3. 조절효과·······························································90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97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98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98

2. 연구의 한계···························································102

<참고문헌> ····································································104

<부록 : 설문지> ·····························································115

<Abstract>····································································124



표 차례

<표 1> 신뢰의 정의에 대한 비교 ········································ 7

<표 2> 신뢰의 차원과 요소 ················································ 8

<표 3> 조직 의사소통의 분류 ············································ 23

<표 4> 변수별 설문 항목 ·················································· 52

<표 5> 통제변수 목록 ····················································· 55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 60

<표 7> 조직 신뢰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 62

<표 8> 조직 내 의사소통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 63

<표 9> 직무 만족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 64

<표 10> 조직 몰입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 64

<표 11>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 65

<표 12> 계급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 69

<표 13> 입직 경로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72

<표 14>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 74

<표 15> 변수 간 상관관계 ················································ 77

<표 16>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81

<표 17> 조직 신뢰와 직무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83

<표 18> 조직 신뢰와 임금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85

<표 19> 조직 신뢰와 복지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 87

<표 20> 조직 신뢰와 조직 몰입 회귀분석 결과 ····················· 89

<표 21> 조직 신뢰와 직무관련 직무만족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 ································································ 91

<표 22> 조직 신뢰와 임금관련 직무만족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 ································································ 92

<표 23> 조직 신뢰와 복지관련 직무만족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

절효과 ································································ 93

<표 24>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 94



그림 차례

<그림 1> 조직 몰입이 형성되는 과정 ·································· 29

<그림 2> 신뢰가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 ······················ 31

<그림 3> 연구 분석 모형 ················································ 44

<그림 4>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79

<그림 5> 조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79

<그림 6> 조절 회귀분석 검증 방법 ································· 90

<그림 7>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95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살아나간다. 사람들

은 조직 안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게 된다. 이 때 조직 내 인간은 공식적인 업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활동하는 인격체이다. 따라서 종

래 대량생산시대를 주도해 온 조직관리 전략은 통제위주의 방식이

었지만, 앞으로 요구되는 관리방식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몰입

중심의 전략이어야 한다(김호정, 1999). 인간을 통제해야하는 대상으

로 여기는 사고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야 더욱

높은 능력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직 내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조직원들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해

야 한다. 또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는 효율적으로 추진되

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처리방식을 통해 그에 적절한 대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 ‘신뢰’가 필

요하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통적으로 신뢰라는 개념은 단체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관계와 절차를 일컫는 다소 복잡한 개념이다(Gambetta,1988). 이러

한 개념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신뢰를 사회시스템

의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간주해오며, 사회적

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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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왔다(Zucker, 1986). 다시 말하자면,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 속에서 협력과 협동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다.

Behn(1995)은 공공관리 분야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신뢰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그는 불신은 규제와 규칙을 강화시켜 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성과는 다시 불신의 원

인이 되어 규제와 규칙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신뢰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

뢰가 부족할수록 주위의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위험에 대비해야하

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넘어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

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연상

된다.

반면 신뢰가 자리 잡은 조직은 조직 내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협조적 태도를 갖게 한다(Mayer et al, 1995). 구성원 간

신뢰는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조직의 성과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조영대, 2011). 협력적 태도가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대인관계와 그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공식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뿐 아니라 친교분야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가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구

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직신뢰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특히나 신뢰의 역할과 여러 유형

을 이해하는 것은 조직에게 있어 이론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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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시사점이 있다(Ellonen et al, 2008).

1924~1935년까지 미국 시카고의 호손(Hawthorne) 공장에서 이루

어진 유명한 실험도 이러한 관점을 시사한다. 이 실험은 작업조건과

같은 환경적 요소보다는 인간관계가 작업능률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

통하고 교류하면서 비공식적 조직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이들 사

이에 형성된 신뢰가 결국 성과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후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도, 조직 내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하는 방식이 조직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밝혀졌다.

조직 내 의사소통 역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늦게 증대

된 분야 중 하나이다. 조직 내의 개인들은 각자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달성해야하는 조직의 목표는 같다. 다양한 목적들이

모여 하나의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수반하는 여러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협조관계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앞서 언급했던 조직 내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근무환경이 좋은 일터는 조직과 구성

원, 구성원 간 쌍방향의 대화가 원활하며,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갖게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

다(이동규, 2012).

의사소통은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조직

내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개인은 조

직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취감, 만족감, 소속감 등을 얻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

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고, 구성원 간 상호 이해가 가능해지게 한다. 상관이나 고위 관리

자와의 대화는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업무의 중복으

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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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다른 사람이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 활용에 제약이 생길 가

능성이 농후하다.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

고 소통하면서 채워질 수 있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

아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 내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

구는 그 중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찰조직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

무원으로서, 그 역할과 업무가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 성격을 갖는

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특성을 가진 부서가 많으며, 위험이 도사리

고 있는 근무 환경에 있는 인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나 긴급

한 상황에서 그에 적절한 조치와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참혹한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실수가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절차에 의존하는 것은 한

계가 있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이에 따른 협력적 대응이 필

요하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부의 신뢰는 필수

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 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조직 신뢰를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이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방법을 통해 증명할 것이

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은 조직 신뢰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연구한다. 경찰조직의 차별적 특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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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조사시기인 2014년 4월 28일에 재직 중이었던

전체 경찰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경찰공무원이란 의경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모든 경찰을 의미한다. 조사 자료

는 2014년 상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는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전 경찰관

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다. 직무만족도를 분야별로 측정하여

불만족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총 38문항에 걸친 설문지는 단순히 직무 만족에 관한 질문 뿐 아니

라, 인사·성과의 공정성, 근무 환경, 내부 의사소통, 조직몰입, 조직

신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내부 의사소통

과 조직신뢰에 해당하는 요소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해당하는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다. 성별, 근무경력, 연령,

계급, 소속기관, 해당 급지, 근무교대 형태, 소속지방청, 해당기능, 근

무형태, 입직경로 등과 관련된 정보도 담고 있어, 이와 같은 변수가

갖는 영향의 통제도 가능하다.

설문 자료는 2014년 상반기 재직 중인 경찰관 102,112명 중

43,509명이 응답한 것으로, 42.6%의 응답률을 보인다. 조사 기간은

2014. 4. 28∼5. 11 으로 총 14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조사 방식은

경찰의 포털 메일로 설문지를 보내 자동으로 결과가 반영되는 시스

템을 이용하였다.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47% 오차를 보인다.

주요 조사 내용은 7개 분야에 걸쳐 총 38문항으로 구성된다. 인

사․성과관리(6), 근무환경(4), 복지(4), 내부 의사소통(5), 조직․직

무몰입(6), 조직운영(6), 교육(5) 등 7개 분야 만족도(36문항), 전반적

만족도(1문항) 및 분야별 중요도(1문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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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 신뢰에 대한 논의

1. 조직 신뢰의 개념과 중요성

신뢰(trust)는 어떤 사물의 단편적인 성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대상의 ‘관계’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요소이다. 개인 사이

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그룹, 조직, 기관, 나아가 사회 전

체 단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Manuel & Gupta, 2003).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하나

의 기준으로 경계를 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뢰에 대한 정의에는 Bulter(1991)의 “상대방이 적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다. Zucker(1986)는

신뢰를 “교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대들”이라고

정의했으며, Gambetta(1988)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은 행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

였다.

Hosmer(1995)는 “공동의 노력이나 경제적 교환 관계에서 다른 사

람 또는 집단, 단체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행하는 의무에 대한 믿음”라고 정의했다. 그는 신뢰를 개인 행위, 개

인 간 관계, 사회 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정의하면서,

그에 따른 가정과 목적, 그리고 도덕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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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행위
개인의 위험 상황 하에서 불확실한 사건의 결

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가정
과거 경험과 미래 예측에 기초하여 비이성적

인 행위

목적/의도
많은 경우의 수와 대안들을 제거하여 복잡성

을 다루는 능력을 획득

도덕적 내용
신뢰받는 사람에 대한 고려 이전에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개인 간 관계
개인의 위험 · 의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

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가정
두 명의 개인 당사자 성격이나 특성에 기초한

비이성적인 행위

목적/의도
어떠한 집단이나 조직 내의 개인 사이에서 협

력적인 관계를 증진

도덕적 내용
경제적 교환관계 하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

응하는 것

사회 구조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 하에서 관리자나 전

문가들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

가정
공식적인 요구와 비공식적인 의무에 의한 사

회적으로 이성적인 행위

목적/의도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협력을 증진

도덕적 내용
비공식적 규칙은 공정한 기준과 행위 할 권리

에 관련된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다.

< 표 1 > 신뢰의 정의에 대한 비교

Hosmer(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391p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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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요소

원천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한 익숙함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산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

작용원리

•직접적인 대인 접촉

•평판

•관습적 맥락

대상

•개인

•시스템

•공동체

이와 같이 다양한 정의 중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정의는

Mayer et al(1995)에 의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유

능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자신을 취약한 상태에도 기꺼이

두려는 자세”가 있다. 그들은 신뢰가 능력(competene), 배려

(benevolence), 그리고 확실성(reliability) 이 세 가지에 기초하고 있

다고 보았다.

Adler(2001)는 신뢰의 원천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 오는 익숙

함, 나의 취약성을 이용할 때 드는 상대방의 비용, 이익을 냉철하게

평가한 했을 때의 이해관계, 신뢰하도록 만드는 가치와 규범을 꼽았

다. 신뢰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직접적 접촉, 평판, 다른 사람

의 가치나 행위를 형성하는 관습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로 설명했

다.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시스템, 공동체를 들었으며.

신뢰받는 대상에 대한 특징으로는 일관성, 능력, 상호성, 관심, 선한

의도, 정직성, 통합성, 개방성 등을 설명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2 > 신뢰의 차원과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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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일관성, 계약에 의한 신뢰

•능력

•선행, 충성심, 관심, 선한 의도, 신탁적 신뢰

•정직성, 진실성

•개방성

Adler(2001) “Market, Hierarchy, and Trust: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218p 번역

조직 신뢰는 신뢰 중에서도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Gilebert et al(1998)의 정의에 따르면 “종업원이 고용주가 정직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에 대한 신

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조직적 행위가 결국은 종업원 자신에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Tan & Tan(2000)은 조직신뢰

란 “종사자들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로서의 신뢰이고,

조직이 종사자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신뢰는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된다. 각 영역에서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조

직과 조직원, 그리고 종업원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Bolognini(2003)는 신뢰를 경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종업원의 기대치라고 보았고, 업무

관계는 상호간에 몰입을 약속한 신뢰 관계라고 설명했다.

신뢰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Skarlicki & Dirks, 2001). 먼저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은 관리인이 예상하

는 방향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상관이 종업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이에 따라 소통하면, 종업원은 그에 상응하

도록 더욱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상호호혜성의 규범(n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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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ity)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게 된다. 자

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믿는 종업원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조직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뢰를 지각한 조직 구성원은 자신감이 증진되고,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향

상으로 이어진다(Dong, 2006). 조직적 차원에서도 신뢰는 사람들 사

이의 결속력을 높이고, 감시나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

기 때문에 조직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의 사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Gambetta, 1988).

2. 조직 신뢰의 구성

신뢰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된다. Zucker(1986)는 신

뢰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이는 사회시스템 속에

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환 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과

정에 기초한 신뢰(process-based)이다. 이는 개인의 평판과 같이 주

로 과거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특성에

기초한(characteristic-based)신뢰는 집안 배경이나 인종과 같은 개

인의 속성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기반적 신뢰

(institution-based)는 사회 제도나 조직, 또는 개인의 속성이나 이들

을 연결하는 매커니즘에 의한 신뢰이다.

뒤이어 Cook & Wall(1980)은 신뢰를 수평적, 수직적, 제도적 신뢰

로 구분하였다. 수직적 신뢰(vertical trust)는 상사와 부하 상호간에

형성되는 신뢰로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이고, 수평적

신뢰(lateral trust)는 동료들 간에 형성되는 신뢰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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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뢰이다. 다시 말해, 제도적 신뢰는 미래의 성공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행동하는 데 필요한 비개인적인 구조가 적절하게 마련되

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McKnight et al, 1998).

Ellonen et al(2008)는 제도적 신뢰가 상황적 정상성과 구조적 확

실성의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고 했다. 상황적 정상성에 대한 믿음

은 주위 상황이 모두 정상적이고 모든 것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성

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구조적 확실성은 반면에 협약이나 계약

규제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Thomas(1998)는 신뢰가 기대보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

장하면서 신뢰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신용적 신뢰(fiduciary

trust)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같이 다른 사람이 그들의 능력에 기

초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조직의 장이 대리인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 직권 남용이나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아래에서 나타난다. 조직의 장은 대리인을 믿지만 대리인

은 조직의 장을 믿을 필요가 없다. 반면 상호적 신뢰(mutual trust)

는 이보다 대칭적인 개념으로 개인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는

사회체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Atkinson & Butcher(2003)는 신뢰는 개인적(personal)인 형태와

비개인적(impersonal)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비개인적 신뢰

는 개인의 신뢰성에 관한 추론이 형성되게 된 역할, 시스템 그리고

평판에 기초한다. 반면에 개인적 신뢰는 특정 관계의 상호작용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신뢰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조직 내 신뢰의 다양한 계층성을 수용하는 분류는 조직에 대한 신

뢰, 상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의 세 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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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이인석·전무경,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라

조직 신뢰를 조직신뢰, 상사신뢰, 및 동료신뢰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제 2 절 직무태도에 대한 논의

조직성원들의 직무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은 조직에 대한 개인

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반면, 조직몰입은 조직 전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더욱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직무만족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한 감정 상태라

면,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의 내재화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

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표가 된다(전수진·김인자, 2006).

1. 직무만족

1) 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

직무만족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의는 Locke(1976)에 의

한 “개인의 업무자체나 업무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

정”이다. 그는 직무만족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나 요구, 보상과

연관된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다고 보면서, 정서적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적인 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Porter &

Lawler(1968)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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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무만족을 정의하였다. McCormick -& Tiffin(1974)는 직무만족

이란 “직무를 통해 얻어지거나 직무에 대한 욕구의 충족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고 설명

하며 직무만족의 개인적 특성을 강조했다. Hulin & Judge(2003)은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갖는 다차원적의 심리적 반응을 포함하

며, 업무에 대한 개인의 경험 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학자들 역시 직무만족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다. 곽

의영(2003)은 직무만족을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개인이 자

기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어

떤 사람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보았다. 이후봉

(2006)은 “ 각 개인이 자기의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 및 신념 등

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자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

하여 얻게 되는 감정적 태도”라고 복합적으로 정의했다. 박동수 외

(2010)는 직무만족을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외 환경에 의해 갖게 되는 긍정적 감정의 충족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를 직무와 관련된 요소와 직무 관련 집단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태도의 결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실제로 직무

만족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언어적 표현을 통해 추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박재규,2001).

직무만족과 관련된 이론은 독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많

은 학자들은 동기부여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직무만족

은 직무동기와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후봉, 2006). 동기부

여이론에는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ERD이론, Herzberg의 동기·위

행이론,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등의 내용이론과 Vroom의 기대

이론, Adams의 공정성 이론, Locke의 목표설정 이론 등이 있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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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2009). 내용이론에서 대표적인 Herzberg의 동기·위행이론과

Vroom의 기대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rzberg et al(1959)의 동기·위생이론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동기요인,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생요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동기요인에는 업무와 승진, 인정, 성취감 등

을 들 수 있고, 위생요인에는 보수, 작업환경, 동료관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동기요인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위생요인에 관심을 갖

게 되는데, 위생요인만으로는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기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room(1964)의 기대이론은 인간의 기대에 관해 다루면서, 직무만

족은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사건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고용인들은 자신이 노력을 쏟은 대가로

얻게 되는 성과 기대와, 성과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대 사이의 함수

라고 설명하면서, 성과기대와 보상기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동기 이론들은 근로자들이 업무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두 가지 이

론만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이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이론적 체계를 확

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만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루어

졌다(Dong, 2006). 사회학적 관점에서 환경·상황적 요소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지는 방식과 개인의 성격이나 자존감, 동기부여와

같은 심리학적 요소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는 방식에 의한 것이 있었다. Heller et al(2002)에 따르면 사회

학적 관점의 상황적 요인은 보수, 승진에 대한 기회, 업무 환경, 직

업특성 등을 포함한다. 업무의 정체성이나 중요성, 기술, 자율성, 피

드백 등이 이에 속하게 된다. 개인적 요소에서 강한 에너지나 유쾌

한 참여, 열정과 같은 개인의 긍정적 요소들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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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나 불쾌한 참여, 긴장과 같은 요소들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직무성과 또한 상승되고 조직

목표달성도 가능하게 된다(Dong, 2006; 김미연 외. 2013). 따라서 조

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특히나 최근에 직무만족은 조직 운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조직 내 개인의 입장에

서도 정신건강, 가치판단, 신체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장

혜진, 2014).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2) 직무만족의 구성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존재

한다. 개인의 특성이나 업무가 모두 다르고, 많은 요인들이 상호의

존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한 분리가 어

렵기 때문이다(이종만, 2008). 앞서 동기·위생이론을 주장했던

Herzberg(1959)의 기준에 따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로 나눠볼 수도

있고, 기대이론을 주장했던 Vroom(1964)에 따르면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승진, 임금,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Lawler(1973)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전체적 만족(overall

satisfaction)과 단면적·요인 만족(facet or factor satisfaction)으로

나뉜다. 전체적 만족이 개인이 직무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감정이

라면, 단면 혹은 요인 만족이란 여러 측면에서 나누어 자각하는 감

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과 외재적

만족(extrinsic satisfaction)으로 직무만족을 구분한 학자도 있다

(Porter et al, 1974). 이들은 내재적 만족은 자신의 직무활동 자체로

부터 발생되는 것이고, 외재적 만족은 직무를 통해 받게 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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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감독, 동료, 업무 그 자체 등을 통해 발생한다고 했다.

Locke(1976)는 직무, 승진, 임금, 복지, 작업조건, 인정 등의 직무

요인과 상관이나 동료와의 관계, 회사 관리정책 등으로 이루어진 인

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Mason(1995)은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만족 요인으로 업무에 대한 흥미, 피드백, 보수의 적정성, 동료

관계, 상사와의 관계, 성과평가, 공정성,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직

장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연구로 이동규(2012)의 연구에서는 승진기회에 대한 요인,

직무자체와 관련된 요인, 작업조건과 관련한 요인, 감독자에 관한

요인, 동료에 관한 요인, 회사방칙에 관한 요인, 급여에 관한 요인으

로 분류했다. 한기장⋅안대희(2011)는 직무만족을 직무자체와 관련

된 요인, 임금과 관련된 요인, 동료와 관련된 요인, 감독자와 관련된

요인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한수진(2013)은 자신의 연구에

서 직무만족을 성취감과 승진, 직무자체, 책임감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고, 박호현(2014)의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만족을 크게 직무관련 요인과 임금관련 요인으로 구분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김경식

(2011)은 직무만족의 영향 요인을 크게 근무환경, 조직관련, 조직문

화, 역할관계 네 분야로 구분했다. 급여나 근무여건, 물리환경, 업무

환경이 근무환경에 해당하고, 조직관련 요인으로는 보상, 승진, 성격

유형, 부서관계, 직무훈련, 조직성과 등이 포함된다. 조직문화에는 집

단문화와 위계문화, 시장문화, 혁신문화를 들 수 있고, 역할관계에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 신뢰, 사기, 책임감, 의사소통 등을 포

함하여 구분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을 측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하위 요인으

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규(2012)의 연구와 한기장⋅안대희(2011)의 연구

를 참고하여, 직무 자체와 관련된 요인과 임금 관련 요인, 복지 관

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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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과 중요성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직무태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연구하는 주체나 연구 분야에 따

라 다양하게 고려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도 다

양한 편이다. 먼저 몰입이란 “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지속되는

욕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

이라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Tellefsen

& Thomas, 2005). 이 중에서도 몰입 대상이 조직인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에 관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의중 하

나는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심을 나

타내는 것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신뢰와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Mowday

et al, 1982)”이다.

이밖에도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을 향한 충성심과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지 또는 계속 조직에 남으려는 의

욕”(Bateman & Strasser, 1984),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특징에 관

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 것”(Cook & Wall, 1980),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갖는 충성심이나 애착심”(Rainey, 1991)등이 있

다. Porter et al(1974)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

는 강한 믿음과 조직을 대표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조직의 일원으로 남고 싶은 의지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정의

했다. 그들은 조직 몰입을 조직과 고용인 사이의 폭넓은 관계를 의

미하는데 이는 직무만족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로 권혁기 · 박봉규(2010)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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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하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신봉하고 조직을 위해 노력

하는 의지와 조직의 일원에 남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

다.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넓은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조

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한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Meyer &Allen, 1991). 이와

같은 정서적 환경 뿐 아니라 정책이나 전략적 선택, 관리 방식, 권

력 관계 같은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조직적 변수이기도 하

다(Bolognini,2003). 따라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 몰입은 법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한

것이다. 심리적인 유대감에 기초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

했을 때에도 관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Tellefsen &

Thomas, 2005). 특히나 조직몰입은 특정 상황에서 직무만족보다 더

욱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상관이나 급여에 불만족하더라도

조직 몰입의 정도가 높으면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하기 때문이다

(porter et al, 1974). 직무만족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어지는 경험

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조직몰입은 미래에 조직을 위해 노력하겠다

는 기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원의 향후 행동과도 상

당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개인의 동기부여, 이직 의

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조직성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Thomas & Timothy, 1987).

2) 조직몰입의 구성

Buchanan(1974)은 조직 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세 가지로 구

분했다. 동일화(identification)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으로 조직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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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involvement)는 역할

에 따른 행위에 정신적으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충

성심(loyalty)은 조직에 대한 애착과 믿음을 의미한다. porter et

al(1974)는 조직몰입이 적어도 세 가지 요소로 특정지어진다고 주장

했다.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받아들이며 강한 믿음을 갖는 것, 조직

을 대표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Mowday et al(1979)에 따르면 몰입은 크게 행위 몰입(behavioral

commitment)과 태도 몰입(attitudinal commitment) 두 가지의 관점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위몰입은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이상의 행위의 결과로 평가되는데, 예를 들면 출석률이나 재임기간,

성과 등에서 나타난다. 태도 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개

인이 정서적으로 애착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Meyer& Allen(1991)에 의하면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라는 세 개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갖

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적 몰입(continuence commitment)은 그 조직

을 떠날 때 발생하는 지출과 관련한 것으로, 조직이 주는 보상으로

인해 조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유지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

황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들어오기 전이나

후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의무감으로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단순한 충성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개인적

지표로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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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 내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

1.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상징(symbol)을 통하여 의미를 전

달하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정

보나 의사, 감정의 교류라는 의미와 함께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표현한다(이동규, 2012).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언어

나 기호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Rogers & Rogwes(1976)는 의사소통이란 태도뿐만 아니라 외적

행동을 변화시킬 의도로 정보원으로부터 수용자에게로 관념이 전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자로 정상섭(2011)은 의사소통

의 개념을 종합해 “전달자의 이념, 사상, 의견 지식, 사실 등을 수신

자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여 전달 또는 교환, 공유를 통해 어

떠한 반응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개

인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소속감, 책임감, 참여의식, 성취동기, 친밀감

등 사회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 자전적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고 결

국 조직의 목적 달성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가운데에서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에 관해서 Grant et al(2004)은 조직에서 규칙으로서 강제력이 있는

기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이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선(2002)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활동에 관한 여러 메시지를 언어나 문서, 출판

물 등을 통하여 조직 내의 상하좌우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전

달하여 주어진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



- 21 -

시키며, 구성원 각장의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사회에서 조직은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조직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하는 부분이다. 의사사통은 조직과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따라서 조직은 인체에

비유할 경우 의사소통은 장기 사이를 연결하는 심혈관계에 비유해

볼 수 있다(박지영,2011).

사회 시스템은 통제된 의사소통 네트워크로도 정의될 수 있는데,

통제되지 않은 의사소통은 소음과 비효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atz & Robert(1978)는 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순환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다음을 들었다. 첫 번째는 순환 고리의 크기로 의

사소통 순환의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순환 그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순환의 개방

성으로 의사소통이 처음 이루어진 때로부터 얼마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가이다. 네 번째는 임무 완수를 위해 순환이 얼마나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고, 마지막으로는 순환과 시스템의 기능이 적

합한지의 여부이다.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환은 그 자체가 무엇

인가를 암시하거나 유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조직은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관리 방식을 조정할 수 있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 구성원

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주요 방식이기도 하다(박지영, 2011).

2. 조직 내 의사소통의 구성

의사소통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 조직 내 또는 조직 간 의사소

통,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의사소통,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

통 등이 있다. 이 중 조직 내 의사소통(organizational commu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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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조직의 생산

성과 사기를 높이고, 정보의 전달 및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진다(구현정·전영옥, 2005).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 중 Downs et al(1977)은 ‘의사소통 만족’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일반적 조직 전망, 조직의 통합,

개인적 피드백, 상관과의 관계, 수평적-비공식적 의사소통, 부하와

의 관계, 소통 매체의 질, 의사소통 분위기에 대한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의사소통 만족을 나타내는 이러한 여러 하

위 요인들은 조직의 기능에 대한 주요한 척도로서 역할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후 연구들은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통 경로, 전달 수단, 피드백의 유무, 조직 구성원의 관련 여부 등

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 기준으로는 대체로 공식성에 따라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방향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수평식 의사소통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다(황상재, 2006).

공식적 의사소통은 주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정해진 절차

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의, 보고, 결재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며, 직접 대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전달되거나 전

자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조직은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경로나 방법,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규범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공식적 의사소통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유시정 외,2006).

이러한 공식적 소통 내에서 방향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

기도 한다. 상향식 의사소통은 하부에서 상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급자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자의 의견이나 태도도

상위의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상의하달 형태인 하향식 의사소

통은 명령이나 일반적 정보 혹은 통보를 포함하며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서이아 외, 2003). 수평적 의사소통은 수직

적 성격을 갖지 않는 동료나 부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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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경로

상향식 의사소통(Upward communication)

하향식 의사소통(Downward communication)

수평식 의사소통(Horizontal communication)

전달수단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서면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

혼합 의사소통(Combinig communication)

시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

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위나 권한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이는 주로 조직의 단위보다는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조직 구성

원은 조직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의사소통 이외에도 개인

적으로 조직 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맺는데, 이 과

정에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진다(유시정 외,2006). 비공

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의사소통에 비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신유근, 2005). 하지만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특

성상 조직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사적인 생활이 주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비공

식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감이나 유대감을 느끼

고, 친밀감도 가질 수 있다.

의사소통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조직 의사소통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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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수준

공식적 의사소통(Formal communication)

-하향식 의사소통, 상향식 의사소통, 수평식 의사

소통, 대각선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Informal communication)

피드백 유무
일방적 의사소통(One way communication)

쌍방적 의사소통(Two way communication)

성원용 (1992)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

구, 9p

경잘 조직은 계급에 의한 구분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 권한도 나

누어진다. 의사소통의 형태도 상향식과 하향식의 쌍방향으로 활발하

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향식 의사소통의 형태로 일방적인 명령이

나 지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기 쉽다. 또한 권위적인 성격을 보이

는 조직문화로 평상시에 의견 개진에 대해 소극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각종 간담회나 만찬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것

은 대부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으며, 하위 직급에게

는 이러한 자리에 참여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 조직원들의 건의사

항이 상부에 전달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절차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우며, 전달 과정에서 제지될 가능성도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 하에서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향식

의사소통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평상시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는 다

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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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1. 조직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기의 연구들은 조직신뢰를 단일 차원으로 놓고 연구를 진행했

다. 신뢰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

에 Driscoll(1978)은 신뢰와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조사 결과, 두 가지 독립변인 모두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조직 신뢰는 의사결

정에의 참여보다 전체적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강조했

다. Dirks & Ferrin(2002)도 조직에 대한 신뢰는 다양한 태도적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 종업원이 상사를 믿지 않는 경우 그들이 내리는 결정

역시 믿지 않게 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신뢰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다양한 조직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Laschinger

(2001)는 조직신뢰가 업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그는 일터에서의 권한이임은 신뢰로 이어지고 결국 직무만족

으로 이어진다는 모형을 실증적 방법을 통해 증명했다. 조직과 관리

자들을 신뢰하게 된 간호사들은 조직의 정책이 종업원들에게도 이

익이 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에 더욱 만족하게 되

고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Dong(2006)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진료소에서 일하

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정적 지능, 신뢰, 그리고 직무만족

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는 신뢰를 통해 개인은 관리인이나

동료의 지지적 태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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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문방식을 통한 조

사 결과 신뢰와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고, 신뢰를 상관신뢰나 동료 신뢰, 조직신뢰와 같이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한 연구도 상당하다. 초기의 국내연구로 신뢰와 조직몰

입간의 관계를 밝힌 김호정(1999)에 따르면, 조직신뢰, 동료신뢰, 상

관신뢰 중 조직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공조직과 사조직을

비교한 결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조직에

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수진 · 김인자(2006)는 비서직과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

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신뢰를 제도적 신뢰와 대

인간 신뢰로 세분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했다. 비서직이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조직신뢰와 상사신뢰가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으로 이어졌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는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진영(2009)는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신

뢰를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로 구분하여 직무만족과의 관계

를 연구했는데, 상사신뢰를 제외한 동료신뢰와 조직신뢰가 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호텔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조직신뢰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직무만족은 직장몰입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증명했다(조영대,2007).

항공사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상사신뢰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은혜· 구본기, 2014)

조직신뢰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상반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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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존재한다. 이인석 · 전무경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신뢰를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에 상사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 신뢰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추가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상사신뢰와 직

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뢰를 조직신뢰, 동료신뢰, 상관신뢰 세 가지로 구분

하지 않고, 한 가지 차원의 신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컨벤션 종사자의 조직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장혜진(2012)은 조직신뢰가 직무만족 중 직무관련 요인

과 임금 및 복지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상사신

뢰만을 대상으로 한 신혜숙 ·박종찬(2013)의 연구에서는 상사신뢰를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카지노기업 종사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가 종사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

데, 조사 결과 감정적 신뢰가 직업 환경, 공정성, 근무환경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카지노

기업 종사원들은 작업환경이나 회사의 공정성 보다는 상사와 인간

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감정적 신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은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고자 한 논문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개별적인 연

구 방법과 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연구들은 신뢰를 한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였으나 이후 조직신뢰와 상관 신뢰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동료신뢰를 추가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도

했다. 또는 상관신뢰나 조직신뢰 한 가지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직신뢰, 상관신뢰, 동료신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차이를 조금씩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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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상관신뢰의 영향력을 높게 본 연구(이인석 · 전무경, 2006;

신혜숙 · 박종찬, 2013)가 있는 반면, 조직신뢰의 영향력을 더 높게

본 연구도 존재한다(김호정,1999; 박진영,2009; 기은혜,2014). 선행연

구들이 이와 같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분명하

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조직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다. 신뢰는 관계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를 장기간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Cook & Wall(1980)에 따르면 신

뢰는 조직몰입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동료 신뢰와 조직 충성심에서

는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모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사회 교환 이론을 이용해서 생각

해본 연구도 있다. Eisenberger(1986)는 신뢰와 조직 몰입과의 관계

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는 조직이 그들에

게 얼마나 공헌한다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

장했다. 조직이 종업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그 답례로

종업원은 긍정적 방식으로 보답하기 위해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은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직에게 주기 때문에, 신뢰와 조직 몰입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Togna, 2013). 그 구체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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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직 몰입이 형성되는 과정

Gianluca Togna(2013) “Does internal communication to generate trust

always increase commitment?: a study at micron technology”,66p

이 모형은 Bolognini(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는 신뢰

와 조직 몰입은 정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신뢰가 낮은 조직에서

는 높은 수준의 몰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감독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더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뢰는 충성도와

함께 작용하면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더욱 주체적인 자

세를 갖게 되면서 조직몰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뢰가 낮은 경

우에도 종업원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압적으로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다면 조직 몰입은 높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

기적으로만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종업원들의 이익을 향상시켜 신

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Tellefsen & Thomas(2005)의 연구에서도 신뢰는 조직 몰입을 증

가시키고, 조직 몰입과 개인 몰입이 증가하면 관계적 교환(rel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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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상태도 증진된다고 밝혔다. 관계적 교환이란 긴밀하고 협

력적인 관계로서, 계약에 의하지 않고 행태론적 규범에 의해 이루어

진다. 실증적 조사 방법을 통해 Ozag(2006)는 신뢰와 조직 몰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신뢰와 상당

한 연관관계를 갖는 반면, 유지적 몰입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

는다고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호정(1999)이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했다. 신뢰가 조직몰입까지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

는데, 그 구체적 과정은 아래의 그림에 나타나있다. 그는 신뢰의 결

과는 신뢰행동(trusting behavior)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곧 위

험을 떠맡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방적이고 진실

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권위와 영향의 수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이는 결정이나 방침을 수용하게 되고, 규칙을 자발적

으로 준수하게 되며, 이는 조직의 가치를 수용하게 되면서 조직 일

체감을 형성하여 조직몰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신뢰행동은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학습을 촉진하여 성취감·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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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뢰가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

김호정(1999) 신뢰와 조직몰입 25p

이후 진행된 김왕배 외(2002)의 연구에서는 신뢰와 조직몰입의 관

계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와 조직신뢰로 나누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신뢰는 조직몰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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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에 대한 신뢰보다 경영주에 대한 신뢰가 몰입에 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 · 최익봉(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조

직구성원들이 조직과 상사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가 높으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은 증대되고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신뢰와 조직신뢰가 조직시민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선

행변수가 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박진영(2009)의 연구 결과 상사신뢰와 동료

신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조직신뢰만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행사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

직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채

희용(2009)에 따르면 상사신뢰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송운석·이민호(2011)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동료 신뢰는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나,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연구 결과를 보인다.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논문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조직 내 신뢰와 직무태도와의 관계

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재진(2009)은 경찰공무원을 대

상으로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감정적 몰

입과 지속적 몰입에는 동료신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에는 조직신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보이면서,

조직 관리와 직원 들 간 상호 높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방경찰청 별로 동일

하게 50명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본추출과정에서 통계

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신뢰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 33 -

연구한 유영현(2009)은 조직 내 신뢰를 조직신뢰와 대인신뢰로 나누

어 연구한 결과 조직몰입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

정도에 그친다. 경찰 조직 내의 신뢰가 조직몰입뿐 아니라 직무만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3.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Farace et al(1977)에 따르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중 직무에 따르는 의사소통이 있다. 조직에 속한 개인은 의사소통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

다고 보았다. 과한 의사소통은 짧은 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수신하고

처리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부족한 의사소통은 개인이 갖고 있는 능

력에 비해 메시지가 부족할 때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낮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 상사와 부하간의 의사소통 역시 중요한데,

이에 따라 부하 직원이 상사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달라지

고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Pincus(1986)는 조직 내 의사소통,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간의 관

계를 연구했는데, 의사소통이 직무 성과보다 직무만족과 더 강한 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상관과 부하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최상위 관리자들과의 의사소통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

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

했다.

Johlke(2001)은 조직 내 의사소통과 직무 태도에 관한 세 가지의

모형을 제시하며 각각을 검증했다. 첫 번째는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이고 두 번째는

조직 내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의 질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직 내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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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의사소통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의사소통 만족으로 이어

지며, 결국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이어진다는 모형이다. 연구결

과 첫 번째 모형보다는 두 번째 모형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세 번째 모형이 의사소통과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과의 관계를 가

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공식적인 업무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Anderson &

Martin(1995)은 평상시 상관과 공식적 업무가 아닌 일상적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더 높은 만족

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요구들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이아 외(2003)

의 결과에 따르면 하향적 의사소통 유형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외의 상향

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선 선행연구와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업무의 특

성상 긴급을 요하는 결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2013)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각한 조직 내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직무몰입

보다는 직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수준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증명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이 높으면 대인관계 수준도 높게 나타나

고 이는 결국 높은 직무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송기현·안귀여루(2013)는 서울의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

만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소통 능력

과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도 증명했고, 의사소통 만족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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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보이는 매개효과도 증명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

아지고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민간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주일엽 ·조광래(2009)의 연구 결과 상

향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관계가 유의한 영

향력을 미쳤다. 다른 하위변인인 하향적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관련

의사소통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아, 앞선 선행연구와 부분적

인 차이를 보였다.

사무직종사자의 직장 내 의사소통과 부부의사소통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미연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직장

내 의사소통은 부부의사소통에 비해 직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는 업무만족, 임금

만족, 승진만족, 동료만족 4가지에서 영향을 보였다. 또한 상급자와

의 수직적 의사소통이 수평적 의사소통에 비해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더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내외에서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마다 사용

된 방법론과 정의는 다르지만, 결과는 대부분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

직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Pincus, 1986). 특히나 최근의 논

문들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의 단순한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관련한 개념을 다양화 하고 연관된 다른 요인과의 관계

를 살펴보는 등 연구의 방식이 다양화되었다. 이는 의사소통이 조직

내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른 요인들과도 관계

를 맺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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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개인이 조직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조

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 몰입은 조직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Cook & Wall, 1980). 조직

의 분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느껴지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은 조직

내의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울 경우,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Gorden & Infante(1987)는 생산성 모델을 제시했는데, 발언의 자

유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고용인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

한 조직몰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정적인 표

현을 지양하려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은 정체성과 주인 의

식이 더 높고, 이는 결국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Infante et al(1991)은 종업원들의 의견과 권리에

무심한 조직은 조직원들이 이질감이나 억제되어 있다고 느끼는 조

직적 분위기를 갖게 되고, 이는 공격적인 소통방식을 보이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종업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조직분위기는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생산성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다른 시각에서 조직몰입을 본 연구도 있다. Allen(1992)은 조직 몰

입을 조직에 대한 참여와 정체성에 대한 결과로 보았다. 그는 조직

원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하려고 하는가는 물론, 조직적 목표와

사치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 결과에 따르면 동

료와 조직의 관리자들로부터 의사소통을 통해 얻은 정보의 질은 조

직적 지지와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인 Bambacas& Patrickson(2008)의 연구에

서는 상호 간 의사소통 기술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관리자의 경청하는 태도와 분명하게 말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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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급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고자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다.

박지영(2011)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지각된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나, 규

범적 몰입과는 약간이 상관성을 보이는 것에 그쳤다. 의사소통의 하

위 변인으로 정확성, 수용성, 개방성, 방향성, 신속성을 개별적으로

보아도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비해 규범적 몰입은 별다른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현숙(2007)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공식

적 의사소통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식적 의사소통 중 수평적 의사소통과 상향적 의사소통과는 비

슷한 설명력을 보였고, 하향적 의사소통은 이들보다 좀 더 낮은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결속을 증진시켜 조직

몰입 수준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

5.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태도(Job Attitude)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이면서,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조직성과

(Organizational Performance) 등의 판단지표로서도 인정받기 때문

에 조직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결과로서 이직률 감소나 개인의 성과 향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성과 향상, 긍정적 사회적

이미지 등의 영향을 미친다(이동규, 2012). 오랜 시간동안 조직 연구

의 궁극적 관심은 조직 유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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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도가 주요 변수가 된다는 가정아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의 직무

에 대해 갖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사한 부분

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신선옥, 2009).

Porter et al(1974)에 따르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상호 연관되

어 있지만, 구분할 수 있는 태도라고 설명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조

직몰입은 조직원과 조직에 대해 광범위한 가치적 관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직무만족은 몰입의 특정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와 연관

된다. 그들은 직무만족이 작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원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요구하는 조직 몰입보다

더욱 빨리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직무만족의 불안정성과

빨리 형성된다는 특징은 조직몰입의 선행요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후 Steers(1977)에 의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조직 몰

입의 선행요건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그 중 세 번째 요인이 직

무 성격(Job Characteristics)이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무 만

족이 직무 성격보다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했다. 동시에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작업에 사용하려 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과 몰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Bateman & Strasser, 1984). 이전의 연구와 같이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

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해 종사자들이 직무만족에 완전히 이르

기 전에 이미 조직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조직몰입은 입직

이전에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상당한

초기에 시작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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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로 옥원호 · 김석용(2001)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조직

몰입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에 대해 유의한 추정계수를 보이면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검증되었다. 방하남 · 김상옥(2009)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간의 내생적 경로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직무만족

에서 조직몰입에 이르는 효과가 크고, 조직몰입에서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양 변수간의 영향력을 모두 인정한 연구

결과도 있다(박기관, 2008).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인과관계를 분석

한 결과,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서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간의 영향성을 모두 인정하였

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태도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직무만족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는 정서적 반응이

라면, 조직몰입은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태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선행요건인지에 관해서

는 독보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

사한 개념인 만큼 상호 영향관계가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양방향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상호 작용할 것이라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6. 조직 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조직 신뢰와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나, 이 세 가지 변수를 한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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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놓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Manuel & Gupta(2003)은 신뢰성을 지각하는 데 의사소통의 빈도

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신뢰를 하는 사람과 신뢰를 받는 사

람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최종적인 신뢰성에 영향

을 끼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 내의 관계가 신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관계의 초반에서는 신뢰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신

뢰의 정도가 달라지나, 이후 의사소통이 증가하면 조직 내에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의사소통

이 신뢰에 조절변수로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낸

첫 연구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Kenneth(1977)는 제조업

과 서비스 조직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근로자

들의 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종속변수인 성과는 업무의 양과

질, 무단결근 일수로 측정했고, 독립변수는 지각된 신뢰, 영향력, 가

까워지고자 하는 욕구로 놓았다. 공식적 의사소통의 빈도와 양을 조

절변수로 놓고 진행한 연구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의사소통이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확실히 조직의 성과

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린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의사소통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나

온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Huber &

Glick, 1993).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Murray

et al(2007)는 조절 변수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의사소통이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을 증명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Garnett et al(2008)은 의사

소통과 성과의 연결 관계를 증명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성과

에 대해 의사소통이 갖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탐구하였다. 그들은



- 41 -

문화와 성과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와

같은 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임무 중심의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높은 성과

를 보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절차 중심의 문화에서 의사소통의 활

성화는 보통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성과를 보일 가

능성은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의사결

정이나 조정, 동기 유발이나 혁신과 같은 문화의 특징에 상호 작용

하면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Hinds(2005)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정체성과 상황에 대한 공유를

강화시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갈등 상황에 미치는 영향

에 조절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는 갈등상황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갈등상황의 해결은 상대적

으로 만족감과 몰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

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중심성(communication network centrality

이 대인관계 시민 행동(interpersonal citizenship behavior)에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한 Bowler et al(2009)의 연구도 있다. 대인

관계 시민 행동은 조직 시민 행동의 한 측면으로서 업무의 영역을

넘어선 범위에서 다른 조직원들을 돕는 행위이다.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의사소통 네트워크 중심성은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와 대인관계 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강한 조절 효과를 갖는다고 나

타났다. 의사소통의 중심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직무를 더욱

넓게 인식하고 대인관계 시민행동에 참여할 높은 가능성을 보인 것

이다. 의사소통의 중심성이 강하면 대인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높여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 시민 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직구조와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조사한 Hilman et al(2014)의 연구도 있다. 팔레스타인의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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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지만, 의사소통 전략의 조절 효과

는 의미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연구로 이은희(2000)는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직

무만족에 주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연구했다. 직장 상

사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동료와의 의사소통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의사소통은 직무관련이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조절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남자교사에 한정되어있고

여자 교사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문석(2013)은 조직문화와 의사소통이 인지된 조직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기업조직의 문화를 혁신문화, 공동체문화,

위계적문화, 시장문화로 분류하여, 이들이 조직경쟁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

했다. 조직 문화 중에서 조직 내 신뢰상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

는 공동체 문화는 의사소통과 인적자원경쟁력 사이의 관계에서 긍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 문화가 강한 조직

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질수록 인적 자원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한

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

한 요소이다. 조직 내 개별 부서간의 관계에서도 전체적인 목표 달

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역할이 특

히나 중요하다. 특히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전 정

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의사소

통이 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 앞

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도 신뢰와 조직성과

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

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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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직 신뢰와 직무태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상호관계”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조직 신뢰, 직무태도를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하위변인으로 나누고 이들의 영향 관계와 의사소통

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관계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조직 신뢰를 상관 신뢰, 동료 신뢰, 조직 신

뢰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태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구분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직무관련 요인, 임금관련 요인, 복지관련 요인으로 나누었고, 동료나

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독립변수인 상사신뢰나 동료신뢰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조직몰입은 하위 변인으로 구분하지 않

고 연구한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직급, 근무 경력, 근무 부서,

근무 형태, 근무 지역, 입직 경로, 근무 급서, 근무단위를 포함한 개

인적 상황 변수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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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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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조직신뢰가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조직 신

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직 내 의사소통과 조직 신뢰에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 이 세 가지 변수를 한 연

구에서 다룬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

직 신뢰가 직무태도, 더욱 구체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문제 하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 효

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은 신뢰가 직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된

다는 가정아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김호정, 1999; 전수진 외, 2006; 박진영,

2009; 기은혜, 2014; 이인석 ·전무경, 2006; 장혜진, 2012). 단일차원

에서 신뢰를 놓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Driscoll

,1978; Dirks & Ferrin, 2002; Laschinger, 2001; Dong, 2006)에서는

신뢰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후 신뢰를 하위차원으로 나눈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조직신뢰가 동료신뢰나 상관신뢰에 비해 높은 영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호정, 1999)와 조직신뢰와 동

료신뢰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반면 상사신뢰가 유의한 관계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진영, 2009; 기은혜, 2014)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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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조직 신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 상사신뢰의 유의한 영향력이 검증되고, 조직신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인석 ·

전무경, 2006).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의료기관

종사자(Laschinger, 2001; Dong, 2001), 호텔 종사자(박진영 , 2009;

조영대, 2007), 항공사 종사원(기은혜, 2014), 컨벤션 종사자(장혜

진,2012), 카지노 기업 종사자(신혜숙 · 박종찬, 2013) 등이 있고 특

히 비서직과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수진 외(2006)과

공조직과 사조직을 비교하며 조사한 김호정(1999)의 연구결과에서

소속된 조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로 구분하여 각 신뢰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그 관계를 이론

적으로 설명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Togna(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Eisenberger(1986)의 사회교환 이론과 Bolognini(2003)의 연구를 발

전시켜 신뢰가 몰입으로 이어지는 모형을 설명했다. 국내 연구로 김

호정(1999)는 신뢰가 조직몰입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

석하였고, 신뢰의 결과로 신뢰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다는 관계가 증명되었다(cook et al, 1980; Tellefsen

& Thomas , 2005; 이재훈 · 최익봉, 2004; 주재진 , 2009; 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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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 >조직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2009). 하위 요인별로 영향관계가 부분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던 연구

들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zag(2006)의 연구에서 신뢰와

유지적 몰입의 관계, 박진영(2009)에서 상사신뢰·동료신뢰와 조직몰

입, 채희용(2009)과 송운석·이민호(2011)에서의 조직신뢰와 조직몰입

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상관 신뢰, 동료 신뢰, 조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정아래 각 신뢰 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증명하려 한다.

3.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

의사소통이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 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Kenneth(1977)가 있다. 그의 연구 결과 의사소통의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증명되었다. 그 외 이와 유사한 주제로 연구했던 학자로는

Bowler et al(2009)가 의사소통 네트워크 중심성이 대인관계 시민

행동에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 중심성이 강할수록 인상이 대

인관계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

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를 연구한

Hilman et al(2014)에 따르면, 의사소통 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연구로 이은희(2000)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무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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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3 >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가설 4 >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문석(2013)은 조직문화가 조직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

이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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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McCauley & Kuhnert(1992)가 제시한 바와 같이

조직신뢰를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로 구분하였다. 이들 세 변

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구성은 항목을 바탕으로 기은혜(2013)이

재구성한 16가지의 문항 중 상사신뢰 2개, 동료신뢰 1개, 조직신뢰

3개 총 6문항과 일치한다. 상사신뢰문항은 “내가 속한 관서의 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나는 내가 속한 관

서의 장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이고, 동료신뢰 문항은 “내가 속한

관서 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직

신뢰 문항은 “내가 속한 관서는 연령, 학연, 지연, 성별 등에 관계없

이 공정하게 직원들을 대우하고 있다.”, “내가 속한 관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가 속한 관서는 나의 적성,

업무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사배치(전보)를 하고 있다”

이상 3가지 항목이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를 적용하여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나타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등 7개의 응답법주에 대해서

1-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

2. 종속변수

1) 직무만족

한기장 · 안대희(2011)는 직무만족을 직무관련 요인, 임금관련요

인, 동료관련 요인, 감독자관련 요인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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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원호 · 김석용(2001)의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요인을 단계(events)

요인과 행위적(agents)요인으로 구별하여, 단계요인으로 직무요인,

임금과 관련된 요인, 인정요인, 부가급부요인, 그리고 작업조건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행위적 요인에는 감독, 동료관계, 부가급부정책, 구

성원에 대한 관심 등의 요인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나 상사관련 요인은 동료신뢰와 상사신뢰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 요인 중 직무관련, 임금관련, 복지

관련 3가지 항목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항목은 Morris &

Feldman(1996)의 항목을 기초로 조영대(2011)와 한수진(2013)의 연

구를 참고하여, 직무관련 분야 3개, 임금 관련분야 2개, 복지 관련분

야 3개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관련 요인으로 “현재 나의 업무량은 적정하다.”, “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속한 관서의 승진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고, 임금 관

련 분야로는 “내가 받는 보수․수당은 현재 나의 업무 (업무량, 난

이도, 강도 등) 대비 적정한 수준이다.”, “내가 속한 관서는 성과급

과 포상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며, 복지 관련 분야로는 “내

가 속한 관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무환경 (사무공간의 배

치, 쾌적성 등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 경찰의 복지

시설(운동시설, 수련원 등)은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 경찰의 문

화․의료․금융․ 등 지원 프로그램(놀이시설 제휴, 맞춤형 복지보

험, 저금리 대출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다. 각 문항은

마찬가지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한다.

2)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의 측정 도구로는 일반적으로 Meyer & Allen(1990)이

개발한 조직몰입 질문지가 많이 사용된다. 이 설문지는 정서적 몰입

(6문항), 지속적 몰입(6문항), 규범적 몰입(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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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앞서 Steers(1977)과 Porter et al(1974)도 조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측정도

구를 참조하였다. 이들은 조직몰입의 요인으로 직무애착, 능력발휘,

자기발전, 직무적성 등을 대표적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즐거움, 자부심, 최선의 노력, 근무평가 우수, 원만한 관계 등을

평가한다. 이들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은 3가지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속한 부서(팀)은 나를 신뢰하고 팀의 일원으

로 인정해 주고 있다.”, “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속한 관서는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3개이다. 각 문항은 마찬가지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한다.

3. 조절변수

조직 내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크게 의 설문항목은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Downs & Hazen(1977)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재

구성한 이종만(2009)의 질문을 참고하였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내

가 속한 부서는 업무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속한 부서는 타 부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

고 있다.”, “나는 경찰 운영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

다.”, “내가 속한 부서는 상사․동료․부하직원간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를 적용하여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나타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등 7개의 응답법주에 대해서

1-7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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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

변

수

조

직

신

뢰

상관

신뢰

관서장의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

Nyhan &

Marlowe(1997),

Cook &

Wall(1980),

김호정(1999)

관서장에 대한 신뢰도

동료

신뢰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성실도

조직

신뢰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업무 처리 절차의 합리성

인사 배치의 적정성

종

속

변

수

직

무

만

족

직무

관련

분야

업무량의 적정성

Morris &

Feldman(1996),

조영대(2011),

한수진(2013)

업무수행의 성취감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성

임금

관련

분야

업무대비 보수・수당의 적정성
성과급과 포상의 적정성

복지

관련

분야

복지 시설의 적정성

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직 몰입

조직 내 인정 Steers(1977),

Porter et

al(1974)

직업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

조

절

변

수

의사소통

조직 정보 공유 정도

Downs &

Hazen(1977),

이종만(2009)

타 부서 간 협조 용이성

업무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상사 및 동료 간 소통의 원활

한다.

< 표 4 > 변수별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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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Steers(1977)은 몰입의 선행요건과 결과에 대한 모형을 연구했다.

그는 몰입의 선행요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성격, 경력, 직무 성격이다. 개인 특성에는 성취에 대한 욕구, 나이,

교육 수준이 포함된다. 경력은 개인이 조직에 투자한 것들과 관계되

어, 오랜 시간을 통해 발달된 사회화 능력이 조직에 대한 애착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직업 특성은 직무 난이도, 사회

적 상호작용의 기회,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성취에 대한

욕구, 교육수준, 직업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연령, 사회

적 상호작용의 기회, 피드백은 한 집단에서는 유의했으나 나머지에

서는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뒤이어 Mowday et al(1982)의 연구는 개인 특성으로 연령, 근무

기간, 교육정도, 성별, 인종, 성격 요인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연

령과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조직몰입이 높았다. Mason(1995)의 성

별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연구한 사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조직몰입보다는 직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

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Bateman & Strasser, 1984). 그

들은 직무의 성격, 작업환경, 개인적 특성 변수들에 관해 영향력을

조사했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이 변수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혀진 것과 같이 직무만족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들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

앞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인구학적 특성

인 연령,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다른 직업에 비해 체력적 요

구조건이 높은 경찰 조직의 특성상 연령에 따라 직무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경찰 조

직에서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7.5%에 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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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극단적인 성비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와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직무의 특성상 여성과 남성 경찰관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근무 경력에 따라 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정도나 적응정도에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인맥이나 정보들은 만족도와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반면, 오랜 경찰

생활로 인해 의욕이나 열정의 저하, 태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

능성도 있다. 계급에 따라서도 조직 내에서의 지위, 사람들과의 관

계, 담당 업무 등 다양한 여건이 달라진다. 특히나 위계서열이 뚜렷

하고 권위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찰조직에서 계급이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다음으로 근무 단위에 따라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조직은 최상급기관인 경

찰청과 부속기관, 경찰교육원이나 경찰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으로 구분된다. 상급기관은

기획과 같은 업무를 주로 추진하며, 각종 기획 및 예산, 인사배치,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는 상급기

관의 업무지시를 받게 된다. 하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단위

에 소속된 지구대나 파출소는 시민을 상대하고 사건을 직접 다루는

등 상급기관의 업무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 특

성에서 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경찰조직에는 다양한 입직 경로가 존재한다. 채용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순경 공채를 비롯하여 경장과 경사 공채 및 특채, 경위 이상

특채, 경찰대학, 간부후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입직하게 된다. 입직

경로에 따라 근무를 시작할 때의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맡게 되는

업무의 특성도 달라진다.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와 같은 경우 기수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그들만의 소속감이나 그에 속하지 못하는 사

람들의 박탈감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경로에 따라 경찰 조직에

들어올 당시의 동기나 의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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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성별 남, 여

직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경정, 총경이상

근무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이상~10년미만,10년

이상~15년미만,15년이상~20년미만, 25년이상

근무형태 내근, 외근

입직경로
순경 공채 및 특채, 경장·경사 공채 및 특채, 경위 이

상 특채, 경찰대학, 간부후보

근무단위
경찰청,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기동부대, 기타

이 있다. 따라서 입직경로를 통제변수로 하고자 한다.

근무 형태 역시 내근과 외근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내근의 경우

사무실에서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정적인 성격을

보인다. 외근의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거나 순찰, 수사, 범인

검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고 사건을 처

리한다. 따라서 내근 업무에 비해 가변적이고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

게 된다. 따라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 표 5 > 통제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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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2014년 상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는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매년 2회 전 경찰공무원을 대

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이다. 경찰 포털 이메일로 설문지를 전송

하고, 설문 결과가 바로 경찰청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을 이용하

고 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

적 솔직한 답변이 가능하다.

조사의 목적은 직무만족도를 분야별로 측정하여, 불만족 분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내부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

다. 이를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발

전과 고객이 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

적 아래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상

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분을 진단하고, 그 부분

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사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4일에 걸쳐 시행

되었다. 조사기간에 재직 중이었던 전 경찰관 102,112명 중 43,509명

이 응답하여, 42.6%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0.47% 포인트이다.

설문은 인사·성과 관리, 근무 환경, 내부 의사소통, 조직몰입, 조직

운영, 교육프로그램 총 7개 부문으로 문항이 나누어져 있고, 전반적

만족도 1문항과 분야별 중요도 1문항이 추가되어 총 38문항으로 구

성된다. 개인적 상황 변수인 성별, 근무경력, 연령, 계급,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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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지, 근무교대 형태, 소속지방청, 해당기능, 근무형태, 입직경

로도 함께 조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자료이

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4 상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의 원 자료(raw

date)를 이용한다. 직무만족도 자료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survey)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0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다. 성별, 연령, 성별, 경력, 근무지, 소

속지방청, 소속부서, 근무 형태, 입직 경로, 관서 급지 등에 따라 대

상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설문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

한다.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지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

셋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한다. 성별, 계급, 입직경로, 경찰

서 등급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넷째, 주요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다섯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이후 조절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

효과 분석까지 실시하고자 한다. 조절회귀분석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3단계 모형 회귀분석으로 설명력의 유의미한 변화를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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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0,804명으로 93.8%를 차지하고 여성은 2,705명으로 6.2%를 차지한

다. 연령은 40대가 18,134명으로 가장 눂은 비율인 41.7%로 나타났

다. 다음은 순서대로 50대 이상이 14,677명(33.7%), 30대가 8,673명

(19.9%), 20대가 2,025명(4.7%)이다. 근무경력은 20년~25년 이상이

11,399명으로 26.2%를 차지했고, 25년 이상도 11,343명(26.1%)로 비

슷한 수치를 보였다.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918명(15.9%),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983명(11.5%), 5년 이상~10년 미만은 4,572명

(10.5%), 1년 이상~5년 미만은 3,072명(7.1%), 1년 미만은 1,222명

(2.8%)을 차례로 차지했다. 1급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7,455명으로

71.7%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급지와 3급지는 각각 5,159명

(13.5%), 5,668명(14.8%)이었다.

근무형태는 내근이 16,151명(37.1%), 외근이 27,358명(62.9%)으로

외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는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가 각

각 20,033명(46%), 18,249명(4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방경

찰청 8.2%, 기동부대 2.6%, 경찰청 0.6%, 교육기관 0.3%, 기타 0.3%

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가장 많은 8,104명(18.8%)이고,

경기청은 6,507명(1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천청이

3,611명(8.4%), 부산청이 3,563명(8.3%), 경북청 2,818명(6.5%), 경남

청 2,755명(6.4%), 전남청 2,616명(6.1%), 전북청 2,092명(4.9%), 대구

청 1,967명(4.6%), 충남청 1,727명(4.0%), 충북청 1,725명(4.0%), 강원

청 1,654명(3.8%), 광주청 1,265명(2.9%), 울산청 1,222명(2.8%), 제주

청 698명(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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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은 경위가 20,234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는 11,204명

(25.8%), 경감은 4,134명(9.5%), 경장은 3,930명(9.0%), 순경은 2,626

명(6.0), 경정은 1,117명(2.6%), 총경이상은 262명(0.6%)이다. 입직경

로는 순경 공채 및 특채가 40,925명인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장·경사로 공채나 특채로 입직한 경우는 935명으로 2.1%에 해당

하고 경찰대학은 976명으로 2.2%를 차지한다. 간부후보는 521명으로

1.2%이고, 경위 이상 특채는 가장 적은 152명(0.3%)를 차지했다. 이

는 2012 경찰통계연보와 2013 경찰백서의 자료와 비교해볼 때, 상당

히 유사한 인적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

1) 경찰 조직 구성 : 성별 (여성 7.5%), 근무 단위 (경찰청 0.9%, 교육기관 0.4%, 지

방경찰청 8.4%, 직할대 8.6%, 경찰서 41%, 지구대·파출소 42%), 연령( 20대

5.7%, 30대 27%, 40대 42%, 50대 25%) 출처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2013「경찰백서」, 2012 <경찰통계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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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성
별

남성 40,804 93.8

지
방
청

서울청 8,104 18.8

여성 2,705 6.2 부산청 3,563 8.3

연
령

20대 2,025 4.7 대구청 1,967 4.6

30대 8,673 19.9 인천청 3,611 8.4

40대 18,134 41.7 광주청 1,265 2.9

50대 이상 14,677 33.7 대전청 756 1.8

근
무
경
력

1년미만 1,222 2.8 울산청 1,222 2.8

1년~5년미만 3,072 7.1 경기청 6,507 15.1

5년~10년미만 4,572 10.5 강원청 1,654 3.8

10년~15년미만 4,983 11.5 충북청 1,725 4.0

15년~20년미만 6,918 15.9 충남청 1,727 4.0

20년~25년미만 11,399 26.2 전북청 2,092 4.9

25년이상 11,343 26.1 전남청 2,616 6.1

근
무
지

경찰청 282 0.6 경북청 2,818 6.5

교육기관 147 0.3 경남청 2,755 6.4

지방경찰청 3,555 8.2 제주청 698 1.6

경찰서 20,033 46.0

계
급

총경이상 262 0.6

지구대․파출소 18,249 41.9 경정 1,117 2.6

기동부대 1,122 2.6 경감 4,134 9.5

기타 121 0.3 경위 20,234 46.5

급
지

1급지 27,455 71.7 경사 11,204 25.8

2급지 5,159 13.5 경장 3,930 9.0

3급지 5,668 14.8 순경 2,628 6.0

근
무
형
태

내근 16,151 37.1 입
직
경
로

순경 공·특채 40,925 94.1

경장·경사공·특채 935 2.1

경위 이상 특채 152 0.3

외근 27,358 62.9
경찰대학 976 2.2

간부후보 521 1.2

< 표 6 >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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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자료로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가 본 연구가 관찰하고자 하는 변수

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 조사를 실시했다. 신뢰도는 시

간이나 장소의 변화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해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측정도구의 능력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신뢰

도 검정으로, 측정도구 내 문항들 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Cronbach`s alpha라는 통계량을 사용

하며, 이 수치가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개

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앞서 각 문항은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각자의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한 문항 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시행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각

문항별로 요인 적재량을 살펴보고, 요인별로 고유값(eigen value)를

구했다. 고유값이란 요인이 설명해주는 분산의 양으로, 1 이상이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요

인적재량은 0.3 이상이면 적재량에 유의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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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차원
문항 내용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신뢰도

Cronbach`

s α

상관

신뢰

Ⅷ-1 관서장의 조직발전 노력 .983
1.933 .965

Ⅷ-2 관서장에 대한 신뢰도 .983

조직

신뢰

Ⅷ-5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977

2.681 .940Ⅷ-3 업무 처리 절차의 합리성 .879

Ⅲ-5 인사 배치의 적정성 .977

1. 독립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변인으로 상관신

뢰, 동료신뢰, 조직신뢰로 분류하였다. 동료신뢰는 측정 문항이 한

문항으로 제외하였고,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상관신뢰와 세 문항으

로 이루어진 조직신뢰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와 같다.

상관신뢰에 관한 두 문항은 0.9가 넘는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이고

고유값도 1.933으로 나타났다. 조직신뢰는 두 문항에서 0.977의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였고, 고유값은 2.68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

다. 상관신뢰와 조직신뢰의 신뢰도도 각각 0.965와 0.940으로 모두

0.9를 넘는 것으로 나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 표 7 > 조직 신뢰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조절변수인 의사소통은 네 문항으로 측정되는데,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9를 높기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고유값은 3.656으

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신뢰도는 0.968로 신뢰도가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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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신뢰도

Cronbach`s

α

Ⅵ-4 조직의 정보 공유 정도 .942

3.656 0.968
Ⅵ-3 타 부서 간 협조의 용이성 .960

Ⅵ-2 업무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966

Ⅵ-1 상사 및 동료 간 소통 원할 .956

< 표 8 > 조직 내 의사소통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2. 종속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두 가지이다. 먼저

직무만족은 직무 관련 세 문항, 임금 관련 두 문항, 복지 관련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차원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요인 적재량은 0.9에 근사하는 값을 보였다. 직무 관련 분야의

고유값은 2.367, 임금 관련 분야는 1.653, 복지 관련 분야는 2.513으

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는 각각 0.863, 0.787, 0.903으로 나타났는

데,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0.6 기준 값을 충족시

켰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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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차원

문항 내용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신뢰도

Cronbach`

s α

직무

관련

분야

Ⅳ-1 업무량의 적정성 .879

2.367 0.863Ⅶ-2 업무수행의 성취감 .897

Ⅲ-2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성 .888

임금

관련

분야

Ⅴ-1
업무 대비 보수·수당

적정성
.909

1.653 0.787

Ⅲ-4 성과급과 포상의 적정성 .909

복지

관련

분야

Ⅴ-2 복지 시설의 적정성 .944

2.513 0.903Ⅴ-3
복지 지원 프로그램

적정성
.934

Ⅳ-3 사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865

하위
차원

문항 내용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신뢰도

Cronbach`

s α

조직

몰입

Ⅶ-4 조직 내 인정 .941

2.588 0.917Ⅶ-5 직업에 대한 자부심 .907

Ⅶ-3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938

< 표 9 > 직무 만족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조직 몰입은 세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

은 모두 0.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 값은 2.588로 높은 수치

를 보였고, 신뢰도도 0.917로 충분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몰

입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10 > 조직 몰입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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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df

유의

확률

직무

만족

직무

관련

남 40804 2.16 1.225
-4.053 43507 0.000

여 2705 2.26 1.267

임금

관련

남 40804 2.45 1.415
0.269 43507 0.788

여 2705 2.44 1.400

복지

관련

남 40804 2.69 1.576
2.313 43507 0.021

여 2705 2.62 1.535

조직몰입
남 40804 1.90 1.084

-3.326 43507 0.001
여 2705 1.98 1.137

제3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

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했다. 분

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직무만족 중 직무 관련 분야는 t값이

–4.053, 복지 관련 분야는 2.313, 조직몰입은 –3.32으로 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만족도는

여성의 평균이 2.26로, 2.16을 보인 남성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 관련 만족도는 남성이 2.69로 여성의 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남성의 평균 1.90, 여성은 1.9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관련 분야는 t값이 0.269, 유의확률이 0.788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 >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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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과 남성 경찰관은 임금과 관련된 만족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직무와 복지 관련 만족도와 조

직몰입에 있어서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성별

이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고, 직무와 조직몰입에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복지 관련 만족도에서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Mowday et al(1982)와 Mason(1995)의 연구에서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이유에 대해 경찰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에 비해 현

장 교대 근무보다는 내근을 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해야 하는 형사과나 각종 폭력이나 위험 상황

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경찰관으로서 여성이

라는 성별이 어느 정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

관은 서무·행정직에 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

의 차이가 만족도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 만족도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조직에서는 성별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여성 경찰관이 더 낮은 만

족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휴직에 따른 충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할 것이며, 이는 인력이 부족한 근무지

에서 주위 근무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롭게 휴

직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복지에 대한 불만족 가능성이 있다.

조직몰입은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활동이 여성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남성의 비율이 확연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경찰

은 공무원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

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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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 경찰관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계급에 따른 차이 검증

계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만족에 직무 관련 분야에서 경사

계급의 평균(2.23)은 가장 높았으며, 경장(2.24), 경위(2.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순경(2.04)이 높았고, 경감(1.68)과 경정(1.61)

이다. 총경 이상(1.42)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계급이 낮은 집

단이 계급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F=220.212,

p<.001). 임금 관련 분야에서는 경사(2.62)가 가장 높았고, 경장(2.50)

과 경위(2.49)가 뒤를 이었다. 순경(2.32)은 다음을 차지했고, 경감

(1.98), 경정(1.86), 총경 이상(1.8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과 마

찬가지로 높은 계급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복지 관련 분야의

경우 경사(2.81)와 경위(2.7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장(2.60)과 순

경(2.4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감(2.28), 경정(2.13), 총경 이상

(2.01)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복지 관련 분야 역시 다른 직무만족

분야와 마찬가지로 높은 계급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

로 증명되었다(F=152.806, p<.001)

사후검정은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Dunnett의 T3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 결과, 직무만족도의 직무관련

에서 경사계급은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p<.001), 경위·경장 계급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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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차이를 보였다(p<.001). 다음으로는 높은 계급은 순경이며,

역시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 경정·경감 계급

도 뒤를 이으며 차이를 보였으며(p<.000), 총경 이상 계급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 임금 관련 만

족도는 경사계급이 가장 높은 수치로 다른 계급과 차이를 보였고

(p<.001), 경장·경위 계급이 뒤를 이었다(p<.001). 다음으로 순경 계

급은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p<.000), 경감·경정·총경 이상 세

계급은 다른 계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고(p<.001),

서로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52.806, p<.05). 복지 관련 분

야는 경사·경위 계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1), 경장·순경 계급

이 뒤를 이으며 다른 집단과 구별되었다(p<.001). 경감 계급은 다른

모든 계급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11), 경정·총경 이상 계급

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다른 집단과 유의한 수준에서 구별

되었다(F=112.011, p<.05).

다음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계급별 차이는 경사(2.05)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장(1.95), 경위(1.94), 순경(1.80)이

뒤를 이었다. 경감(1.54), 경정(1.46), 총경 이상(1.37)이 낮은 만족도

를 보였다. Dunnett의 T3의 사후검정 결과, 총경과 경정 계급, 경위

와 경장 계급 이외에는 모두 계급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사 계

급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p<.001), 경장·경위 계급이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1). 순경 계급이 뒤를 이으며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 다음으로 경감도 다른 집단과 차이

를 보였다(p<.05). 경정·총경 이상 계급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F=189.12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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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감정

직

무

만

족

직무

관련

총경

이상(a)
262 1.42 .589

220.2

12
.000

e>d,f>g

>b,c>a

경정(b) 1117 1.61 .896

경감(c) 4134 1.68 .926

경위(d) 20234 2.21 1.209

경사(e) 11204 2.35 1.314

경장(f) 3930 2.24 1.308

순경(g) 2628 2.04 1.151

임금

관련

총경

이상(a)
262 1.84 .970

152.8

06
.000

e>d,f>g

>a,b,c

경정(b) 1117 1.86 1.069

경감(c) 4134 1.98 1.155

경위(d) 20234 2.49 1.396

경사(e) 11204 2.62 1.496

경장(f) 3930 2.50 1.507

순경(g) 2628 2.32 1.349

복지

관련

총경

이상(a)
262 2.01 1.208

112.0

11
.000

d,e>f,g>

c>a,b

경정(b) 1117 2.13 1.311

경감(c) 4134 2.28 1.402

경위(d) 20234 2.78 1.573

경사(e) 11204 2.81 1.638

경장(f) 3930 2.60 1.586

순경(g) 2628 2.49 1.470

조직몰입

총경

이상(a)
262 1.37 .663

189.1

27
.000

e>d,f>g

>c>a,b

경정(b) 1117 1.46 .736

경감(c) 4134 1.54 .818

경위(d) 20234 1.94 1.085

경사(e) 11204 2.05 1.168

경장(f) 3930 1.95 1.140

순경(g) 2628 1.80 .999

< 표 12 > 계급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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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은 순경부터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계급이 나

뉘어 있고, 이에 따른 업무와 역할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다른 일반적인 조직들에 비해 계급의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중간 계급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하

위 계급이 그 다음을, 상위 계급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계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외적인 권력이 커지고 지위도 높아진다.

그러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치적 압력도 존재할 것이다. 특히나

경찰조직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휘관이 관리 책임으

로 퇴직해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정부터는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퇴직해야하는 계급정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도 가해진다. 이와 같은 점들로 인해 높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하위 계급은 각종 잡다한 일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재량보다는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높은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 상대적으로

깊지 않을 것이며, 조직 내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도 많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반면 중간계급은 잡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면서

재량권도 갖고 있다. 큰 책임감을 요하는 판단보다는 상부의 명령을

바탕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적 부담감도 덜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간 계급의 직무에 대

한 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입직 경로에 따른 차이 검증

입직경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만족 중 직무 관련 분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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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순경 공·특채(2.18)과, 경장·경사 공·특채(2.1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경위 이상 특채(2.04), 경찰대학(1.91), 간부후보

(1.75) 순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F=26.424,

p<.000). 임금 관련 분야에서도 순경 공·특채(2.46)이 가장 높았으며,

경장·경사 공·특채(2.42), 경위 이상 특채(2.42)로 뒤를 이었다. 경찰

대학(2.16)과 간부후보(2.08)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차이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9.204, p<.000). 복지 관련 직무

만족도는 역시 순경 공·특채(2.70)이 가장 높았으며, 경장·경사 공·특

채(2.62), 경위 이상 특채(2.54), 경찰대학(2.37), 간부후보(2.27) 순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50.267, p<.000).

입직 경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하위 요인 별로 사후검

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종속변수에서 분산의 동질성이 가정되지 않

아, Dunnett의 T3 검정을 실시했다. 직무 관련 직무 만족도에서는

순경 공·특채 집단과 경장 경사 공·특채 집단이 경찰대학과 간부후

보 출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 경위 이상 특채는 간부

후보 출신과 구별되었다(p<.05). 경찰대학 출신은 순경 공·특채 집단

과 경장·경사 공·특채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고, 간부후보 출신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임금 관련 분야에서

는 순경 공·특채 집단과 경장·경사 공·특채 집단이 경찰대학과 간부

후보 출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 복지 분야 직무

만족도에서도 순경 공·특채 집단과 경장·경사 공·특채 집단이 경찰

대학과 간부후보 출신과 유의미한 수준 하에서 구별되었다(p<.005).

조직 몰입에 있어서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장·경사 공·특채

(1.93)이었고, 순경 공·특채(1.92), 경위 위상 특채(1.90), 경찰대학

(2.37), 간부후보(2.27) 순으로 나타났다(F=29.884, p<.000). 조직 몰

입에서도 직무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순경 공·특채 집단과 경장·

경사 공·특채 집단이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출신과 차이를 보였다

(p<.000). 경위 이상 특채 집단이 간부후보 출신과도 더 높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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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직

무

만

족

직

무

관

련

순경 공특채(a) 40925 2.18 1.230

26.424 .000

a,b>d,e

c>e

d>e

경장 경사 공특채(b) 935 2.18 1.267

경위 이상 특채(c) 152 2.07 1.164

경찰대학(d) 976 1.91 1.187

간부후보(e) 521 1.75 .9727

임

금

관

련

순경 공특채(a) 40925 2.46 1.417

39.204 .000 a,b,>d,e

경장 경사 공특채(b) 935 2.42 1.409

경위 이상 특채(c) 152 2.42 1.453

경찰대학(d) 976 2.16 1.336

간부후보(e) 521 2.08 1.250

복

지

관

련

순경 공특채(a) 40925 2.70 1.576

50.267 .000 a,b,<d,e

경장 경사 공특채(b) 935 2.62 1.545

경위 이상 특채(c) 152 2.54 1.544

경찰대학(d) 976 2.37 1.488

간부후보(e) 521 2.27 1.450

조직

몰입

순경 공특채(a) 40925 1.92 1.091

29.884 .000
a,b>d,e

c>e

경장 경사 공특채(b) 935 1.93 1.113

경위 이상 특채(c) 152 1.90 1.092

경찰대학(d) 976 1.67 .963

간부후보(e) 521 1.57 .876

만족도로 구분되었다(p<.01).

< 표 13 > 입직 경로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경찰에는 다양한 입직 경로가 존재하고, 이는 단순히 입직 당시

뿐 아니라 재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을 차지하

는 순경 공·특채부터 고시 합격자들을 채용하는 경위 이상 특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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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임용된 경찰대학 출신, 간부후보 시험을 통

과하여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 출신이 있다. 입직 경로에 따라

경찰에 입직할 때 동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근무를 시작

한 뒤에도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순경 공·특채나 경장·경사 공·특채 출신들이 가

장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보인다.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 시

험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특정 지위를 보장받은 채 입직하기 때문

에, 이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경찰로 입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높은 수능점수를 받아 경찰대학에 입학했거나 간부후보시험을 합격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더욱 높은 기준을 바랄 수 있다

는 것도 낮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반면 경찰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입직하여 순경계급부터 근무

해 온 사람들은 경찰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더 높은 관심과 사명감

을 갖고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순경 업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직

접 시민을 대면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긍심으로 이어지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시 특채나 경찰대학, 간부후보

등의 경로로 입직한 사람들에 비해 직무 환경에 만족하고 조직에

애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경찰서 등급에 따른 차이 검증

경찰서 등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 만족도 중 직무 관련 분야에서는 2급지(2.18)와 1급지(2.16)가

높게 나타났고, 3급지(2.09)였다(F=9.493, p<.000). 임금 관련 분야에

서도 2급지(2.45) 1급지(2.44), 3급지(2.33) 순으로 나타났다(F=15.957,

p<.000). 복지 관련 분야 직무만족도는 2급지(2.72)가 역시나 가장

높았고, 1급지(2.70), 3급지(2.59) 순서이다(F=12.946, p<.000). 경찰서

등급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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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정

직

무

만

족

직

무

관

련

1급지(a) 27455 2.16 1.238

9.493 .000 a,b>c2급지(b) 5159 2.18 1.214

3급지(c) 5668 2.09 1.205

임

금

관

련

1급지(a) 27455 2.44 1.428

15.957 .000 a,b>c2급지(b) 5159 2.45 1.389

3급지(c) 5668 2.33 1.364

복

지

관

련

1급지(a) 27455 2.70 1.604

12.946 .000 a,b>c2급지(b) 5159 2.72 1.547

3급지(c) 5668 2.59 1.522

조직몰입

1급지(a) 27455 1.90 1.087

3.111 .045 b>c2급지(b) 5159 1.93 1.090

3급지(c) 5668 1.87 1.098

경찰서 등급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

와 사후 검정을 실시했다. 직무 만족의 경우 분산의 동질성이 검증

되지 않아 Dunnett의 T3 검정을 실시했다. 검정결과,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1급지·2급지는 3급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조직 몰입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급지(1.93)가 가장 높았

고, 1급지(1.90), 3급지(1.87) 순으로 나타났다(F=3.111, p<0.05). 유의

확률이 0.045로 직무만족에 비교하여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조직

몰입의 경우 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어,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했다. 2급지와 3급지에 대한 유의확률은 0.045로 유의수

준 0.05 기준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 표 14 >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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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치안 수요에 따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인구 25만 이상 관할 경찰서로서 경찰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경찰서는 1급지 경찰서,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 관할 경찰서로서 경찰관 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찰서를 2급지

경찰서, 인구 15만 명 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로서 경찰관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찰서는 3급지 경찰서로 정해져 있다. 1급지는 54.8%,

2급지는 15.8%, 3급지는 29.8%를 차지한다(경찰백서, 201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안수요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유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였던 Steers(1977)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경찰이 담당하는 지역의 관할 인구와 치안수요는 업무의 강

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 결과 3급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급지는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주변 시설이나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정책이 개

선되어도 그 영향력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곳이기도 하다. 치안 수

요가 특히나 적은 곳에서는 업무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자긍심을 느

끼기 어려울 수 있다. 적은 치안수요는 승진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어

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1급지의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근무 강도가 높아 체

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반면 성취감을 느

끼거나 중앙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 등도 존재한다.

2급지는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며 근무하게 된다. 1급지나 3급지의 장단점을 적당히

갖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조직에 대한 몰

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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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모형에 도입된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존

재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 <표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가 0.9

이하로 나타났다.

조직 신뢰의 하위 차원인 조직신뢰와 상관신뢰의 상관관계가

0.85(p<0.0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료신뢰와 상관신뢰는 0.69, 동

료신뢰와 조직신뢰는 0.74로 역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보다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

도 상관신뢰가 0.803, 동료신뢰가 0.759, 조직신뢰가 0.819로 조직 신

뢰와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제변수와는 특별히 높은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연령과

경력 사이의 상관계수가 0.89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령

을 제외하고 경력만을 변수로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기로 하

였다. 계급과 경력의 관계에서도 0.761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

나, 두 가지를 구분하여 모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

거하지 않았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관계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우려된다.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모든

수치가 6이하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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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신뢰

동료

신뢰

조직

신뢰

의사

소통
경력 연령 계급 성별

근무

형태

순경

공·특채

경장

경사

공·특채

경위

이상

특채

경찰

대학

상관신뢰 1

동료신뢰 .696** 1

조직신뢰 .850** .744** 1

의사소통 .803** .759** .819** 1

경력 -.060** -.036** -.027** -.033** 1

연령 -.055** -.029** -.026** -.027** .895** 1

계급 .101** .066** .082** .086** -.761** -.679** 1

성별 -.009 -.013** -.019** -.008 .252** .285** -.208** 1

근무형태 -.118** -.114** -.129** -.132** -.053** -.075** -.136** -.185** 1

순경

공·특채
.034** .021** .036** .046** .045** .051** .296** -.011* -.163** 1

경장 경사

공·특채
.005 .007 .000 -.003 -.011* .029** -.061** -.015** .035** -.590** 1

경위 이상

특채
.001 .001 -.001 -.004 .012* .027** -.073** .007 .030** -.236** -.009 1

경찰대학 -.035** -.022** -.031** -.039** -.050** -.119** -.236** .022** .135** -.603** -.022** -.009 1

< 표 15 >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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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가설검증

1. 회귀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조직 신뢰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기법(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했다.

조직 신뢰는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직무태도는 직무만족에 관한 것과 조직몰입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직무만족은 직무관련, 임금관련, 복지관련 세 가지 하위

변인으로 또다시 나누어 분석한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살펴보

았던 것 같이 연령과 경력은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어, 연령을

통제변수에서 제거하였다.

성별은 여=0, 남=1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입직경로도 순경 공·

특채, 경장·경사 공·특채, 경위 이상 특채, 경찰대학, 간부후보를 구

분하기 위해 더미변수 네 개를 생성했다.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 교

육기관은 상급기관으로 분류하였고,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는

일선기관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0, 일선기관=1로 더미변수화 시켰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회귀방정식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79 -

<그림 4>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림 5> 조직 신뢰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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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조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

정 결과, < 표 16 >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000에

서 F값이 13148.107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²=0.797로

79.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46으로 2와 가

까운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 신뢰의 하위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관신뢰(β=0.003)는 정(+)의 영향을 주지만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4으며, 동료신뢰(β=0.160)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8.706, p<0.05). 조직신뢰(β

=0.765)는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면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t=170.041, p<0.05).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관신뢰

의 유의한 영향력은 증명되지 않았고,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는 유의

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진영(2009)과 기은혜

(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기는 했으

나 다른 신뢰에 상관신뢰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김호정

(1999)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반면, 상관신뢰만의 유

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이인석 ·전무경(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조직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과 긍정적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Cook &

Wall, 1980; Dirk & Ferrin,2002 ; Tellefsen & Thomas, 2005; 이재

훈 ·최익봉, 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상관이나 동료와 관

련된 대인 간 신뢰보다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인 간 신뢰는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직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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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1 .041 4.458 .000

조직

신뢰

상관신뢰 .004 .004 .003 .784 .433

동료신뢰 .200 .004 .160 48.727 .000

조직신뢰 .790 .005 .765 170.039 .000

개인

특성

경력 .011 .003 .014 3.648 .000

계급 .009 .005 .007 1.708 .088

성별 .074 .013 .013 5.916 .000

근무형태 .013 .006 .005 2.010 .044

순경 공·특채 .004 .029 .001 .127 .899

경장 경사

공·특채
-.032 .034 -.003 -.947 .344

경위 이상

특채
-.079 .055 -.003 -1.417 .156

경찰대학 -.023 .032 -.003 -.709 .478

근무기관 .017 .010 .004 1.703 .089

직에 대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신뢰에 비해 영향력

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대인 간 신뢰 중에서도 동료신뢰는 유의

한 관계가 증명된 반면, 상관신뢰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

관의 경우 동료보다 수가 적다는 점과 동료들은 비슷한 위치에서

직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관

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표 16 >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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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의 직무 관련, 임금 관련, 복

지 관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중 직무만족 분야를 증명하기 위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은 p=.000에서 F값이

18552.440로 나타났고, R²=0.837로 83.7%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은 1.892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신뢰의 하위요인들이 직무 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상관신뢰(β=0.025), 동료신뢰(β=0.189), 조직신뢰(β=0.745) 모

두 정(+)의 영향을 주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은 각각 상관신뢰(t=6.543), 동료신뢰

(t=64.056), 조직신뢰(t=184.656)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세 가지 모두

다 직무 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 만족도에서 상관신뢰

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에서는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에서는 관서장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업무별 중요도가 나누

어지고,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결정된다. 상관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소조직이 일시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해체되

기도 한다. 하위 조직원들이 상관에 지시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기도

하고,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직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따라 신경을 써야하는 분야가 달라지

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직무 관련 만족도는 다

른 분야에 비해 상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료신뢰는 전

반적 만족도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조직신뢰 역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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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85 .034 -5.512 .000

조직

신뢰

상관신뢰 .024 .004 .025 6.543 .000

동료신뢰 .218 .003 .189 64.056 .000

조직신뢰 .712 .004 .745 184.656 .000

개인

특성

경력 .018 .003 .025 7.080 .000

계급 .048 .004 .043 11.610 .000

성별 .031 .010 .006 2.979 .003

근무형태 .093 .005 .037 17.498 .000

순경 공·특채 -.014 .024 -.003 -.584 .559

경장 경사

공·특채
.000 .028 .000 -.014 .989

경위 이상

특채
-.061 .046 -.003 -1.326 .185

경찰대학 .022 .027 .003 .817 .414

근무기관 .025 .008 .006 3.034 .002

< 표 17 > 조직 신뢰와 직무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도 중 임금 관련 분야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000에서 F=10096.410이었으며, R²=0.736로 73.6%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02으로 회귀모형의 적합

도도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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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뢰의 하위요인들이 임금 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상관신뢰(β=-.043)로 약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9.088, p<.000). 동료신뢰(β=0.094)는 정(+)의 영향을 미쳤

고(t=24.918, p<.000), 조직신뢰(β=0.822) 역시 유의확률 범위에서

(p=.000)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60.199).

임금 분야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신뢰 모두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상관신뢰가 부(-)의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이유로 다음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부하에게 있어 상관은 승진 후 자신의 모습을 상

상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관서장이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고 믿고 그를 신뢰하는 만큼, 그들이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

은 급여를 받고, 그 상승률 또한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상관에 대한 신뢰도가 임금과 관련된 낮은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신뢰와 동료신뢰는 다른 종속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수록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만족할 확률이 높은 것

이다. 동료신뢰의 영역에서도 같은 임금을 받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

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료들이 무능하거

나 게으르다고 느끼는 경우, 같은 임금을 받는 상황에 불만족할 가

능성이 높다. 반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할

경우, 임금에 대해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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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6 .049 6.209 .000

조직

신뢰

상관신뢰 -.049 .005 -.043 -9.088 .000

동료신뢰 .124 .005 .094 24.918 .000

조직신뢰 .905 .006 .822 160.199 .000

개인

특성

경력 -.003 .004 -.004 -.822 .411

계급 .011 .006 .009 1.801 .072

성별 .126 .015 .022 8.300 .000

근무형태 .018 .008 .006 2.321 .020

순경 공·특채 -.020 .035 -.003 -.573 .566

경장 경사

공·특채
-.056 .041 -.006 -1.371 .170

경위 이상

특채
-.043 .067 -.002 -.640 .522

경찰대학 -.074 .039 -.008 -1.871 .061

근무기관 -.071 .012 -.015 -5.824 .000

< 표 18 > 조직 신뢰와 임금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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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중 마지막 분야인 복지 관련 분야에 조직 신뢰가 미치

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상관 신뢰와 동료 신뢰, 조직 신뢰 모

두 유의수준 내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808.199, p<.05). 상관신뢰는 β=0.014, t=2.467, p=0.014로 가장

약한 관계가 나타났고, 동료신뢰는 β=0.157, t=34.696, p=0.000으로

높은 유의확률을 보였다. 조직신뢰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β=0.647,

t=104.473, p=0.000).

회귀모형은 p=.000에서 F=5808.199이었으며, R²=0.616로 61.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839으로 회귀

모형의 적합도도 증명되었다.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모두 복지 분야 만족도에 정(+)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함께 근무하는 조직원들과 경

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 시스템과 각종 복지 프로그램은 상관과 동료와 함께 이용하

게 되고 같은 사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

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동료나 상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무

환경이나 복지 환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

이 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는 복지 환경 자체

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 만족도에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직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 시스템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복지 관련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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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3 .066 7.011 .000

조직

신뢰

상관신뢰 .018 .007 .014 2.467 .014

동료신뢰 .232 .007 .157 34.696 .000

조직신뢰 .792 .008 .647 104.473 .000

개인

특성

경력 .014 .005 .015 2.770 .006

계급 -.033 .008 -.023 -4.012 .000

성별 .082 .020 .013 4.033 .000

근무형태 -.071 .010 -.022 -6.773 .000

순경 공·특채 .037 .047 .006 .790 .430

경장 경사

공·특채
-.047 .055 -.004 -.860 .390

경위 이상

특채
-.120 .090 -.004 -1.324 .185

경찰대학 -.034 .053 -.003 -.646 .518

근무기관 .068 .016 .013 4.134 .000

< 표 19 > 조직 신뢰와 복지 관련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또 다른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조직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증명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F값은 13994.090으로 나타났고, 유

의수준은 역시 p=.000이었다. R²=.794으로 79.4%의 설명력을 보였고,

Durbin-Watson 값은 1.982이었다.

신뢰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동료신뢰(β=0.503)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151.804, p=.000). 다음으로 조직신뢰(β=.27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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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0.451을 보이면서 p=.000의 유의확률을 나타냈고, 상관신뢰(β

=0.194)는 t=46.0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p=.000).

세 가지 신뢰 모두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김호정(1999), cook et al(1980), Tellefsen & Thomas(2005),

이재훈 ·최익봉(2004), 주재진(2009), 유영현(2009)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특히나 본 연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주

재진(2009)의 연구 결과와도 상통한다. 반면, 상사신뢰와 동료신뢰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박진영(2009)의 연구, 조

직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던 채희용(2009)

과 송운석·이민호(2011)의 연구 결과, 동료에 대한 신뢰보다 경영주

에 대한 신뢰가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김왕배 외(2002)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에서와 다르게 조직몰입에 대한 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은

동료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직무만족에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였지만, 조직에 대한 몰입

도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더 높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경찰 조직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주에 따라 조직의 생사가 달

라지는 상황이 아니고 조직원이 십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다. 또

한 조직이나 상관과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기 쉬우며 주로

업무와 관련된 접촉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

와 상관에 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대한 애착과 몰입도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소통하는 동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이다. 동료 간에도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나, 개

인적이고 솔직한 대화도 나누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뢰가 조직에

애착을 갖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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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22 .033 -3.652 .000

조직

신뢰

상관신뢰 .170 .004 .194 46.092 .000

동료신뢰 .514 .003 .503 151.804 .000

조직신뢰 .232 .004 .274 60.451 .000

개인

특성

경력 .023 .003 .036 8.953 .000

계급 .029 .004 .029 6.911 .000

성별 -.012 .010 -.003 -1.193 .233

근무형태 .042 .005 .019 7.928 .000

순경 공·특채 -.006 .024 -.001 -.260 .795

경장 경사

공·특채
-.004 .028 -.001 -.145 .885

경위 이상

특채
.009 .046 .000 .189 .850

경찰대학 -.006 .027 -.001 -.208 .835

근무기관 .022 .008 .006 2.690 .007

< 표 20 > 조직 신뢰와 조직 몰입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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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3. 조절 효과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의사소통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

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독립변수-독립변수평균)×(조절변수-조절변수평균))기법을 사용하였

다. 3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만 유의하다면 순수조절변수이고, 상호

작용항과 조절변수 모두가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이다. 조절변수만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면, 하나의 독립변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

호작용항과 조절변수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조절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6> 조절 회귀분석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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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 직무만족 직무관련분야

β t R² △R² △F

상관신뢰 .277 71.174
.767 .144 26849.268

의사소통 .639 163.857

상관신뢰*의사소통 -.142 -44.725 .777 .010 2000.294

동료신뢰 .253 71.104
.766 .188 34981.028

의사소통 .669 187.032

동료신뢰*의사소통 -.088 -29.190 .771 .004 852.037

조직신뢰 .648 167.735
.842 .022 6012.955

의사소통 .299 77.543

조직신뢰*의사소통 -.090 -36.413 .846 .005 1325.914

다음 <표 21>는 직무만족 중 직무관련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

직 신뢰가 의사소통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에는 의사소통 변수가 투입된 후인 2단

계와 3단계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상관신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62.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7173.642, p<.001). 2단계에서 설

명력은 76.7%로 , 3단계에서는 77.7%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확률로

F값이 변화하였다(p<.001). 동료신뢰는 각 단계에서 57.9%, 76.7%,

77.1%로 설명력이 증가하면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1). 조직

신뢰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82.0%의 설명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는 84.2%를, 3단계에서는 84.6%로 증가하면서 유의한 증가치를 보

였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 신뢰가 직무 관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1> 조직 신뢰와 직무관련 직무만족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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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 직무만족 임금관련분야

β t R² △R² △F

상관신뢰 .200 43.196
.671 .149 19660.758

의사소통 .649 140.217

상관신뢰*의사소통 -.177 -47.004 .687 .016 2209.415

동료신뢰 .144 33.757
.665 .206 26746.168

의사소통 .700 163.543

동료신뢰*의사소통 -.133 -.133 .676 .010 1384.570

조직신뢰 .619 127.520
.750 .018 3165.019

의사소통 .273 56.259

조직신뢰*의사소통 -.143 -46.264 .762 .012 2140.381

<표 22>는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 중 임금 관련 분야에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이

다. 상관신뢰는 1단계에서 52.2%의 설명력을 보이고, 2단계에서는

67.1%로 증가했으며, 3단계에서는 6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다. F변화량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

량을 보였다. 동료신뢰는 46.0%에서 66.5%, 67.6%로 유의한 수준

내에서 설명력이 증가했다(p<.001). 조직신뢰 역시 각 단계에서

73.2%, 75.0%, 76.2%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1).

<표 22> 조직 신뢰와 임금관련 직무만족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다음으로는 직무만족 복지 관련분야에서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표 23>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상관신뢰는 1단계에서 45.7%의

설명력을 보이다가, 2단계에서는 63.1%로, 3단계에서는 65.7%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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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 직무만족 복지관련분야

β t R² △R² △F

상관신뢰 .110 22.532
.631 .174 20559.791

의사소통 .702 143.387

상관신뢰*의사소통 -.224 -57.099 .657 .026 3260.263

동료신뢰 .115 25.770
.633 .208 24610.621

의사소통 .703 156.878

동료신뢰*의사소통 -.186 -50.235 .653 .020 2523.277

조직신뢰 .364 64.311
.659 .055 7033.813

의사소통 .475 83.863

조직신뢰*의사소통 -.224 -63.562 .688 .029 4040.122

가했다. 동료신뢰는 42.5%에서 63.3%, 65.3%로 유의한 수준 내에서

설명력이 증가했다(p<.001). 조직신뢰도 마찬가지로 1단계 60.4%, 2

단계 65.9%, 3단계 68.8%로 설명력이 증가했다.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 세 가지 변인에서 모두 F변화량의 유의확률이 p<.001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타면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23> 조직 신뢰와 복지관련 직무만족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다음 <표 24>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신뢰가 의사소

통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상관신뢰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60.2%이고,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F=6575.136, p<.001). 2단계에서 설명력은 72.5%로 , 3단계에

서는 73.1%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확률로 F값이 변화하였다

(p<.001). 동료신뢰는 각 단계에서 70.7%, 79.5%, 79.6%으로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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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 조직몰입

β t R² △R² △F

상관신뢰 .303 71.733
.725 .123 19438.707

의사소통 .590 139.423

상관신뢰*의사소통 -.108 -31.008 .731 .006 961.472

동료신뢰 .493 148.118
.795 .088 18803.542

의사소통 .459 137.126

동료신뢰*의사소통 -.023 -7.977 .796 .000 63.630

조직신뢰 .364 71.380
.725 .065 10319.612

의사소통 .518 101.585

조직신뢰*의사소통 -.065 -19.811 .727 .002 392.478

이 증가하면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1). 조직신뢰에서도 역시

각 단계에서 65.9%, 72.5%, 72.7%의 설명력을 보이며, 유의한 증가

치를 보였다(p<.001).

<표 24>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이상으로 상관신뢰, 동료신뢰, 조직신뢰로 구분하여 이들이 직무

관련, 임금 관련, 복지 관련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추가하였다. 모든 요인에서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조직 신뢰라는 개념으로 신뢰를 단일화했다. 신

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의사소통이 활발한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각을 교차하여 그룹으로 묶었다. 총 네

집단의 직무만족과 종속변수 평균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

프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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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조직 신뢰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위 그래프에 따르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의사소통이 낮

은 집단에 비해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조직 신뢰가 직

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

사소통이 적은 집단에서는 조직 신뢰에 따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의 관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직무만족보다는 조

직몰입에서 더욱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진행되었던 Manuel & Gupta(2003), Kenneth(1977), 조

문석(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직에

서는 상호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는 조직 신뢰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에서는 조직 신뢰가 막연하고 일방적인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통이 활발한 조직에서는 수많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더욱 신뢰를 굳건하

게 하여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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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고,

두 가지 변수 모두 직무태도에 대해 유의한 선행요건이 된다는 것

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증명된다. 하지만 조

직 신뢰와 의사소통이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턱없

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연한 결과

이나, 이 둘의 영향관계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변수 간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와 같이 다양한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일수록

조직 신뢰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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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설계하

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신뢰가 높으면 직무만족과 조직 몰

입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직무 관련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관

련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경사 계급이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보였고, 경장과 경위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

났다. 중하위 계급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장 상

위계급이었던 총경이상의 계급은 모든 결과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입직경로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무만족도에 있어서는 순경 공·특채

출신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조직몰입은 경장·경사 공·특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대학 출신과 간부후보 출신이 직무만족

도와 조직몰입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간부후보 출신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갖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보였다.

경찰서 등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2급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3급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치안수요가 많거나 적은 경찰서보다는 2급지에 해당하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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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신뢰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모든 관

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증명되었다. 직무만족도 중 직무관련 분

야에서는 조직신뢰가 가장 높은 회귀계수를 보였고, 동료 신뢰, 상

관신뢰 순으로 정(+)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나타났다. 임금관련 만족

도에서 상관신뢰는 부(-)의 영향을 미쳤고, 동료신뢰와 조직신뢰는

정(+)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직무만족 중 복지관련 분야에서는 조직

신뢰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신뢰와 상관신뢰가 뒤를

이었다.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동료신뢰가 가장 높은 회귀계수를 보

였으며, 조직신뢰와 상관신뢰가 뒤를 이으며 정(+)의 영향력을 나타

냈다.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모든 변수관계에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즉,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력은 의사소통 변수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이 활발한 집단에서

조직신뢰가 직무태도에 갖는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신뢰라는 개념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조

직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따라

서 개념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측정하는 방식에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 신뢰의 영향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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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의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나 다른 변수와 관

계하여 나타나는 조절효과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

뢰는 조직의 성과와 목표달성 뿐 아니라 조직원들의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신뢰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같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갈등과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다(Marshall, 1999). 따라서 조직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검

증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실제 조직 사례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로,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증

명한 데 있다. 경찰의 업무 대상이 되는 각종 사건들은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하고, 이후에는 긴급한 대응과 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지체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각종 국가 행사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시위

현장에서도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

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긴장감의 연속에서 경찰관들은 체력적으

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찰관으로서의 직업

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타 부처 공무원들과 업

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경찰의 업무의 특성상, 조직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나 경찰관은 최근 조사 결과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순위

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 ,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는

759개 직업 중 570위를 차지하며3), 열악한 근무 현실을 드러내고 있

2) 한국고용정보원과 잡코리아 2013년도 직업별 스트레스 조사결과

3)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도 현직 종사자 26,181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교 교장 1위, 성우 2위, 초등학교 교사 16위, 육군장교 49위, 고

위공무원 55위, 해양경찰관 360위, 경찰관은 57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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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점수가 1~7

점 범위에서 평균이 모두 3점을 넘지 못하고 특히 조직몰입의 경우

평균 1.97점이라는 상당히 낮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찰 조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인지되어야 할 문제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로, 동료신뢰나 상관신뢰에 비해 조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관신뢰와 동료신뢰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이에 비해 조직신뢰가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공정한 기준 아

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조직의

운영방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조직 구조를 정비해야할 뿐 아니라 업무 처리

절차 과정에서도 조직원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로,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가

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직 내의 의사소통도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분석 결과 조직 신

뢰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보

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 신뢰가 직무태

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자리 잡기 어렵고,

그 안에서 형성된 신뢰가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조직에 대한 몰입

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43,509명의 경찰 공무원

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기존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기관에 한정

하여 진행되었던 연구들과 차별적 가치를 갖는다. 경찰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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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는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조사임에

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 정보의 폐쇄적 성격으로 연구에 이용되지

못했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조직 신뢰를 제시하여 경찰

조직 내부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역

할을 살펴보았다. 신뢰는 그 자체로 우수한 통제수단이자 조직 운영

의 원동력으로, 각종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어 효율적인 관리 수단

으로 역할하게 된다. 또한 직무에 만족하는 구성원은 능률적이고 창

의적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조직적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높아

진 만족도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신혜숙·박종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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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하위 개념별로 문항의 수가 다소 부족했다. 조직몰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이 충분하지 않아 하나의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만

을 선택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의 주요 개념이 충분히 타당하

게 측정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양적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였을 때의 한계도 존재한다. 경찰

관의 조직 신뢰와 직무태도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하기 위해

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

를 어렵게 만들고, 낮은 신뢰도로 인해 직무에 불만족하게 되거나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 어려운지, 의사소통은 어떤 영향은 미치는지

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할 수 없었다. 질적 연구 방법과 더불어

이루어졌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넷째, 경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대

해 일반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 조직은 국가 기관이라는 점

에서 민간 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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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과도 차이를 보인다. 조직의 신뢰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있어, 타 조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신뢰, 직무태도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이

를 총 망라한 구분 방식을 통해, 이들이 하위 차원별로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조직 신뢰나 직무만족의 경우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 신뢰와 관련해서도 이를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서 조

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

책들이 마련되어야 조직원들의 긍정적인 직무태도로 연결되고, 나아

가 경찰의 고객이 되는 시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조직 내의 신뢰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간호사, 교사 등의

특정 집단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

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들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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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직무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입니다.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에서는 인사․복지․근무환경․조직문화․교

육 등에 대한 경찰관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4년 상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도 높은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14년 4월 28일(월) ~ 2014년 5월 11일(월)

□ 관련 문의 :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이용기 경위, 경비전화

8-0685)

※ 본 조사에 앞서 2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금부터 설문 문항에 언급되는  내가 속한 관서란 본청 

소속근무자는 경찰청, 지방청 소속 근무자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이하 

근무자는  경찰서로 인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둘째, 본 조사는 순수하게 현재의 경찰관 직무만족도 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개인별 

또는 관서별  성과 평가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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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내가 속한 관서의 인사고과 평

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속한 관서의 승진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관서의 업무성과평가는

조직기여도와 성과에 따라 공정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속한 관서는 성과급과 포상

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속한 관서는 나의 적성, 업

무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하

게 인사배치(전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 귀하께서는 금번 직무만족도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호의적

이거나 관대하게 응답하도록 별도의 지시나 권유 등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시는 내용은 100% 비밀 보장되오니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만족도 수준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설문에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있다 (→문2로 이동) ② 없다(→문3으로 이동)

문2.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구체적으로 지시나 권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있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② 소집교육을 통해서

③ 회의 또는 회식 등을 통해서

④ 기타( )

문3. 다음은 인사 ․ 성과관리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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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나의 현재 업무량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피복,

장구, 차량, 사무기기 등)를 잘 지

원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관서는 원활한 업무수

행에 적합한 사무환경(사무공간의

배치, 쾌적성 등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4) 전반적으로 내가 속한 관서의 ‘근무

환경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

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6) 전반적으로 내가 속한 관서의

‘인사․성과관리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다음은 근무환경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문5. 다음은 복지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 유의사항: 복지 분야는 경찰 전체로 인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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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내가 속한 부서는 상사․동

료․부하직원간 상호 의사소통

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속한 부서는 업무 및 의

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부서는 타 부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가 잘 이

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경찰 운영전반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내가 받는 보수․수당은 현재 나의

업무(업무량, 난이도, 강도 등)

대비 적정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경찰의 복지시설(운동시설,

수련원 등)은 잘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경찰의 문화․의료․금융

등 지원 프로그램(놀이시설 제

휴, 맞춤형 복지보험, 저금리

대출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4) 전반적으로 우리 경찰의 ‘복지 분

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다음은 내부 의사소통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 유의사항: 내부 의사소통 분야는 내가 속한 부서로 인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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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5) 전반적으로 내가 속한 부서의 ‘내부의

사소통분야’에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내가 속한 관서 내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관서는 구성원 간 공

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속한 부서(팀)는 나를 신

뢰하고 팀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긍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6) 전반적으로내가속한관서의 ‘조직․직

무몰입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7. 다음은 조직 ․ 직무몰입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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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

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문8. 다음은 조직운영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보통

다소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내가 속한 관서의 장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속한 관서의 장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관서는 업무처리절차

가 합리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속한 관서는 업무수행 과정

에서 새로운 시도(창의적 제안

등)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가 속한 관서는 연령, 학연, 지

연, 성별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원들을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6) 전반적으로 내가 속한 관서의 ‘조직

운영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 다음은 교육 분야의 직무만족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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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속한 관서는 직무수행

및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속한 관서에서 제공하

는 교육은 직무수행에 도움

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속한 관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자기계발, 소양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속한 관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

통

다소

불만

족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5) 전반적으로 내가 속한 관서의

‘교육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보

통

다소

불만

족

불

만

족

매우

불만

족

(1) 지금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0. 종합 만족도

문11.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평가해 주신 인사․성과관리, 근무환경, 복지, 내부 의사

소통, 조직․직무몰입, 조직운영, 교육 7개 분야 중 경찰 직무만족도

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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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 분야 중요 순위

1) 인사․성과관리 분야

1순위: ___________

2순위: ___________

2) 근무환경 분야

3) 복지 분야

4) 내부 의사소통 분야

5) 조직․직무몰입 분야

6) 조직운영 분야

7) 교육 분야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

문1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문13. 근무경력

① 1년미만 ② 1년이상~5년미만 ③ 5년이상~10년미만 ④ 10년이상~15

년미만 ⑤ 15년이상~20년미만 ⑥ 20년이상~25년미만 ⑦ 25년이상

문14. 연령(만 나이 기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문15. 계급 ① 총경이상 ② 경정 ③ 경감 ④ 경위 ⑤ 경사 ⑥ 경장

⑦ 순경

문16. 소속기관

① 경찰청 ② 교육기관 ③ 지방경찰청 ④ 경찰서 ⑤ 지구대, 파

출소 ⑥ 기동부대 ⑦ 기타

문17. 해당 급지 (문16에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만 응답)

① 1급지 ② 2급지 ③ 3급지

문18. 근무교대 형태 (문16에서 지구대, 파출소인 경우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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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조2교대 ② 3조2교대 ③ 3조1교대 ④ 기타

문19. 소속지방청 (문16에서 경찰청, 교육기관 경우만 제외)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 제주

문20. 해당 기능

① 경무(기획․총무) ② 생활안전 ③ 여성청소년 ④ 수사 ⑤ 형사

⑥ 경비 ⑦ 교통 ⑧ 정보 ⑨ 보안 ⑩ 홍보 ⑪ 외사 ⑫ 감사

(청문감사) ⑬ 정보화장비 ⑭ 기타

문21. 근무형태 ① 내근 ② 외근

문22. 귀하의 입직경로

① 순경 공채 및 특채

② 경장․경사 공채 및 특채

③ 경위 이상 특채

④ 경찰대학

⑤ 간부후보

문23.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무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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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utual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Trust, Job

Attitude and Communication

: Focused on Korean Police Officer

Kim, Dahy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al trust is an important factor for organizational

behavior. Trust can act as a driving force for organizational

growth, because it promotes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of an organization.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mount of research conducted on supervisory trust, co-work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both in public and private areas.

Nevertheless, they are not enough and few studies focused 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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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on job attitude. Concretely, it was tested that

how three components of organizational trust-supervisory trust,

co-worker trust, and organizational trust- affe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ata are drawn from job

satisfaction survey for the entire police officers conducted b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findings indicate that organizational trust exerts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means the more workers trust their organization, they tend to

have positive job attitude. In this study, most hypotheses are

supported, but it is not verified that supervisory trust affects

general job satisfaction. Also, supervisory trust had a negative

impact on pay satisfaction. These result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which supervisory trust has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Furthermore, communication in organization i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rust and job attitude. In this regard, vigorous

communication is recommended to intensify the posi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on job attitude. Paying attention to various

dimension of organizational trust, this study sheds light on trust

in organization and its effects.

Keywords : Organizational trust, Job attitud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ice

Student Number : 2013-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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