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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토교통부의 철도정책이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코레일의 개혁활동들을 종합해보면 코레일의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게 된다. 기존 시스템적·구조적 변화에 치중하였던 코레일의 개혁은 현재 서서히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보다 가시적인 성과 체감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의식
구조의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로 ”고성과 조직(High-performance organization)“으로
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조직행태변수(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에 코레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해 기존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조직문화지수의 요인(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지역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적절한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기존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조직문화지수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을
포함한 개인의 인지된 성과수준의 측정결과로 선정하여 분석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수행방법으로 코레일 12개 지역본부별 표본차이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무작위추출로 2,40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도구(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위해 4개 조직행태변수를 묻는 32개 문항 및 종속변수 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고 개별 가설별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요인별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설문)의 타당성(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독립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잘 분류되었으며 4개 독립
변수의 신뢰도(크론바흐 알파) 분석결과도 조직몰입은 0.782, 직무만족은 0.900, 리더십은
0.950, 커뮤니케이션은 0.894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의 경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6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대해 각각 0.512, 0.489, 0.516, 0.616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성과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가 되는 0.9 이상의 상관계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직성과와 결정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조직몰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0.41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의미를 요약하면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조직성과는 0.414만큼 증가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조직행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는 ‘직무
만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세부 요소인 ‘보수’에 있어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12위의 임금수준이라는 것과 2005년 이전 공무원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평균임금으로 인한 만족 등 인식의 혼재 및 세부요소인 ‘업무상 자율성’에 있어 외부적으로 국회,
감사원, 국토부 등의 이해관계와 내부적으로 차량, 시설, 전기 등 다양한 직렬 이해관계를 조절
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과 지시가 우선시 되는 조직규범이
혼재된 결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코레일이 고성과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조직몰입, 직무
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또는 독립변수 그 자체로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코레일의 고성과 조직으로의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정한다고 정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피드백이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원들의 인지된
수준으로 측정된 조직성과와 관련된 이론과의 접목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기업
분야에서 4개의 복합적 조직행태 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과 둘째, 안전
행정부가 발간한 ‘조직진단 매뉴얼’에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조직성과와 연계하여 연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국내 선행연구 중 군 조직, 호텔기업,
보육교사, 민간기업 연구원 등 특정 업무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실제 공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코레일 조직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학 번 : 2012-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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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99년 9월 18일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1)과 함께 시작된 한국철도는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시기 그리고 한국전쟁(6.25)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등 민족의
역사와 고난을 함께하였다.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 1960년대부터 국가 대동맥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의 핵심 운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도로교통과 자동차산업에 대해 장기간 투자가 집중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사양화 산업이라는 오명을 감수한 채 침체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2004년
4월 1일 역사적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더불어 2005년 1월 1일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2)(이하 “코레일”) 전환되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림 1-1. 연도별 코레일 혁신활동>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발췌
1) 철도 부설권 특허를 가진 미국인 J.R.모스가 1897년 인천 우각현(牛角峴)에서 공사를 시작
2) 한국철도운영 : 1894년 의정부 공무아문에 철도국을 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식 철도업무가
시작되어 남만주철도회사 위탁, 조선총독부 직영, 미군정 운영, 운수부 등을 거쳐 1963년
철도청으로 개편, 운영되다가 2003년 1월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건설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운영, 열차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는 한국철도공사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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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공사(公社)로
전환됨에 따라 1994년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한 "고객중심 경영혁신"을 시작으로
품질경영, 지식경영, 6시그마 등 부단한 혁신활동을 가속화해 고속철도(KTX) 운행구간
확대, 사업부 중심 조직개편 등 운영효율화를 위한 상품(Product), 사람(People), 프로
세스(Process)의 변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그림 1-2. 코레일 혁신 추진체계 및 주요 혁신기법>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발췌
그 결과 2007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3)(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평가받아 혁신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2011년에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2년
3) 공공기관 혁신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07년 기준 248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며 비전과 전략, 혁신리더십, 혁신제도화,
혁신역량, 혁신성과의 5대 영역으로 평가되며 기관의 혁신수준 및 성과를 최저 1단계에서
최고 6단계로 평가하였고 2008년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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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대통령상 수상,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주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부문 금
상수상 및 종합부문 Top 70위(전세계 1,500여개 출품작 중)를 달성하는 등 경영효율성
향상과 성과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개혁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고속철도(KTX) 운행지역 확대 및 열차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영업수입
확대와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활성화, 전사적 비용절감 등 노력으로 출범 6년 만인
지난 2011년에 영업수익 46,318억 원을 달성해 2005년 출범당시 34,029억 원에 비해
36%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내고 있으며, 운송기관의 존재가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안전성과 신뢰성 분야에서 한국 고속철도(KTX)가 국제철도연맹
(UIC)4) 집계 기준 안전성은 사고율 0.070(건/백만km),신뢰성은 정시운행률 99.8%
(15분 이내 종착역 도착)로 평가되어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철도
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1-3. 2012년 신규 설정한 코레일 경영가치체계>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발췌
2012년 4월에는 국민편익 서비스 증대, 녹색안전철도 구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첨단
운영기술 선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하여 삼성전자,
4) 국제 철도 연맹(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 UIC) : 171개의 세계 각국의
철도사업자로 조직된 국제기구. 철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의 확립이나 국제열차 운행
추진, 철도 운영에 관한 지원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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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20여 개 사에 불과한 “2020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한다는 “경영가치체계”를 새로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보다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경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규 및 기존 고속철도노선(수서∼평택～부산·목포)
운영의 경쟁도입(민간 또는 제2공사 설립)을 통해 기존 고속철도 노선(평택∼부산·목포)에
2개 사업자간 강제적인 경쟁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실행될 시 코레일의 영업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 동안 코레일이 추진해온 경영효율성 향상(매출확대 및 비용감소)을
위한 개혁의 내용들이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의
견해처럼 미흡하였는지를 살펴본바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들이 기구나 기능개편(사업
부제, 지방청제도 폐지, 지역본부제도 시행 등), 그리고 사무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
(ERP도입, 품질분임조, 6시그마경영, 지식제안시스템 운영 등) 등에 집중되어 추진되어온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변화나 개혁 작업들을 구조적(시스템적) 측면에 국한
시켜 본다면, 코레일의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일련의 변화나 개혁 등은 구조적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관료(관련 임직원)들의 행태나 태도의 변화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백완기, 1997).
즉, 국토교통부가 인정할만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조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혁과 더불어 임직원의 행태나 태도의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견해는 조직의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의식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싸이몬(H.Simon)이 창도한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행태주의적
행정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이몬은 조직 및 조직성원의 행태와 의사결정 측면을 대상으로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조직행태를 심리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정정길, 2006) 지금도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문인 “조직
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및 “산업 및 조직 심리학(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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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코레일에서는 시스템적 개혁과 더불어 “사람의 혁신(구성원의 태도 및 의식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와 조직행태변수 개념에 주목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데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내부 계획에 의거 조직문화와 조직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변수를
도입하였고 몇 년간의 시행착오 결과 2008년부터는 거의 유사한 방법론과 변수로 조직
행태 측정을 포함한 조직문화진단5)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배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Values),
신념(Beliefs), 이념과 관습, 규범(Norms)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조직 전체와 구성원의 각종 행위에 직접적․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종사원의 충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조직행태변수 측정과 함께 시작한 조직문화진단은 연도별로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경쟁가치모형6)에 입각한 조직문화 유형 진단과
GWP(Good Work Place) 설문, 조직행태에 대해서는 직무통제감, 직무탈진감, 자부심
등 관련된 많은 측정변수 중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리더십(Leadership),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만족도, Communication)
만족도의 조직행태 변수를 지수화한 “코레일 조직문화지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문화 수준진단은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CEO 현장경영, 주니어
보드(Junior Board, 청년이사회), 3H(Hug-Hope-Hof) Day, 부서 간 벽허물기, 연리지
(連理枝, 본사-현업 자매결연), 혁신허브7) 등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조직문화 유형 및 조직행태 변수의 변화가 실제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이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5) 조직문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과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양론이 있는데 조직
문화가 관리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문화라는 것이 오랜 기간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하므로 그 변화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단기간의 계획된
노력으로 조직문화의 변화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한편, 오늘날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점진적이지만 조직문화를 의도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대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정우일, 2005).
6) Cameron과 Quinn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 CVM)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네 가지 서로 경쟁적인 가치(효과성) 모형에 기반한 조직문화 진단 기법이다. 현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그 둘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황성원, 2006).
7) 혁신허브 : 코레일 고유의 현장자발적인 혁신프로그램으로 현장의 역, 사업소 등 소규모
조직 단위별로 고객만족, 품질안전, 조직문화, 사회책임 중 1개 테마를 설정, 소속 단위로
자발적 계획·활동을 하는 프로그램(2006년부터 2011년까지 308개 소속, 7천여 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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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선행 연구사례에서도 조직문화와 조직행태 변수간의 관계,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성과의 관계, 조직행태변수간의 연관관계 등에 대한 연구만 집중되어 있을 뿐 조직
몰입, 커뮤니케이션 등 복합적 요소의 조직행태변수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경영성과 즉,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코레일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조직의 중요한
관심이 되는데 코레일의 궁극적 목적(비전8))은 “고객,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국민기업
KORAIL"로 영업수지 흑자달성(매출확대 및 비용감소)과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구체적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코레일을 조직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직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박성순 권경득, 2011)된다.
김상묵(2005)도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 조직운영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몰입된 공무원집단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OECD, 2002).”고 말하며
조직이 ‘동일하거나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더 높은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하고자 하는 구성원을 가진 집단’ 즉, ‘고성과 조직(High-performance organization)’
(Popovich, 1998)'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자체가 훌륭한 인력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훌륭한 인력이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가지며, 조직에 대하여 높은
헌신성을 보이고,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강한 의도를 가지는 등의 특성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어 코레일이 보다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조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조직 구성원의 행태나 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임직원의 행태나 태도를 개선하여 조직성과를 향상
시키는 행태변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코레일에서 조직행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여 지수화 하였던 조직행태변수(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
니케이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도출된 조직행태변수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조직행태 변수들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 검증을 시행하여 코레일을 고성과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행태변수의 관리방안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8) 비전(Vision)은 조직이 전략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 및 미래상을 표방하는
개념이기에 코레일의 비전을 코레일 조직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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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코레일 전체 임직원을 본사, 지역본부, 부속기관, 철도차량정비단으로 구분
하여 개인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2011년 조사한 “조직문화진단 설문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며 코레일 임직원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근무환경 및 경영목표가
유사한 지역본부 소속 임직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표 1-1. 코레일 조직문화진단 설문 및 샘플링 현황>

내용
비고
조사대상
코레일 지역본부 임직원
2011년 시행
조사기간
2011년 8월16일～26일
조사기간 : 11일
표 본 유효표본 10,486개 중 2,400 표본 12개 지역본부별 200개 샘플링
또한 코레일의 12개 지역본부9) 중 특정 지역본부 표본(Sample)의 과다 또는 과소에
따른 오류방지 및 지역별 근무여건 차이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결과 중 지역별 200개의 표본을 컴퓨터로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單純無作爲抽出)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1-4. 코레일 12개 지역본부 관할구역 현황>

출처 : 2011 KORAIL 조직문화수준 진단결과에서 발췌
9) 12개 지역본부 : 2011년 기준 서울(현원 2,826명), 강원(992명), 충북(1,806명), 전북(1,103명),
전남(1,054명), 경북(1,478명), 부산경남본부(2,796명) 등으로 지역별 직원 수의 차이가 크며 참여율도
8.5%～56.5%까지 다양하여 지역별로 200표본씩 단순 무작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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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조직성과에 대한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Kim(김상묵, 2005)은
Brewer&Seldon(2000)의 연구를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공서비스동기,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Brewer&Seldon(2000)은 미국연방기관의 조직성과 연구에서 23개 연방
기관을 설문조사로 평가하였다. 종속변수로 조직성과를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조직
문화, 인적자본과 능력,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10)에 대한 지원, 리더십과
감독, 형식주의(Red Tape), 직무구조, 직무동기, 공공서비스동기, 개인성과를 통하여
평가하였다(왕태규, 2007).
박천오 외 3인(2001)은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Brewer&Seldon(2000)의 연구결과를 수정하여 독립변수로 직무
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탈진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로 조직성과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Rainey&Steinbauer(1999)는 효과적인 정부조직모델의 개발이라는 연구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독관청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조직임무의 매력,
리더십, 직무설계, 인적자원개발, 전문성, 동기부여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왕태규, 2007).
Pincus(1986)는 의사소통 만족이 정보적(Informational)이며 정보적 및 관계적
10) 국가업적 평가(國家業績評價) :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더 적은 비용으로 일 잘하는 정부
창조’를 위해 1993년 구성한 행정개혁팀으로 번문욕례의 제거(Cutting red tape), 고객우
선주의(Putting customers first), 결과 달성을 위한 공무원 권한 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기본 기능으로 감축(Cutting back to basics) 등의 조치를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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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al&relational)인 차원이 단순 관계적 차원보다 직무성과와 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의사소통과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모종화, 2010).
김종규 외1인(2008)은 호텔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 간 또는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추구해야 종사원들에게 직무만족을 주며, 이를 통해 호텔기업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정다운 외1인(2010)도 수도권, 강원 등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 기관 재직기간 변인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보육교사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능력변인은 직무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권용만 외1인(2010)도 식품기업 R&D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커뮤니케이션, 혁신의식,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직무성과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조직업무성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모종화(2010)도 대한민국 육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리더십과 조직성과를 높인다고 밝힌바 있다.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김영필(2009)이 요약한 내
용에 추가적인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추가하여 아래와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주요 선행연구의 조직성과 영향요인 분석>
조직성과의 영향요인

연구자
Kim;김상묵
(2005)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공공서비스동기

왕태규(2007)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공공서비스동기, 리더십

박천오외
3인(2001)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탈진

Brewer&Seldon 조직문화, 인적자본과 능력, NPR에 대한 지원, 리더십과 감독, Red
(2000)
Tape, 직무구조, 직무동기, 공공서비스동기, 개인성과
Rainey & 감독관청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조직임무의 매력, 리더십,
Steinbauer(1999) 직무설계, 인적자원개발, 전문성, 동기부여
Pincus(1986)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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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권경득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2011)
김진희(2007) 조직문화, 조직몰입
Wolf(2003)
김종규 외1인
(2008)
정다운
외1인(2010)
권용만 외1인
(2010)
모종화(2010)

리더십, 임무의 중요성, 정치적 자치, 감독기관, 외부적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커뮤니케이션, 재직기간
커뮤니케이션, 혁신의식,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출처 : 김영필(2009)의 선행연구 조사결과에 추가·보완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조직성과는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공공
서비스동기, 리더십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그 동안 측정해온 ‘코레일 조직
문화지수’에 사용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어 위 4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은 김상묵(2005), 박천오외3인(2001), 김진희
(2007), 박성순·권경득(2011), 권용만 외1인(2010)의 연구결과에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직무만족은 김상묵(2005), 왕태규(2007), 박천오외3인(2001), 박성순·
권경득(2011), 김종규 외1인(2010), 권용만 외1인(2010)의 연구결과를 리더십은 왕태규
(2007), Rainey& Steinbauer(1999), Wolf(2003), 박성순·권경득(2011), 모종화(2010)의 연구
결과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김종규 외1인(2010), 권용만 외1인(2010), 정다운 외1인(2010),
모종화(2010)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다.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복합 독립변수와 조직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는 이유는 단일 독립변수만을 사용할 경우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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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리더십과
조직성과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조직몰입과
조직성과

<표 2-2. 단일 변수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검토 요약
- 정창호(2002) : 경찰서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거래적
리더십의 상황적 보상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
- 이건수(1988) : 학교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교장의
전문적 식견과 교사 개인에 대한 관심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
- 서재하(2005) : 체육행정가의 경우 리더십 관련 변인이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외적 관리, 지적 자극의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Morris&Sheman(1981) : 조직성과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비례하여
증가
- Lauver&Kristof-Brown(2001) : 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적합성을
인식하면서 구성원의 근무태도에 반영될 때 개개인의 성과도 증가
- Caldwell(1990) : 향상된 직무만족도가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조직의
성과에 기여
- 차동욱(2004) : 개인과 조직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하며,
서로의 혜택이 비용보다 클 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조직이 제시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
- Becker(1992) :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역할 내 행동, 이타주의를 포함한 조직시민행동은 높아지고
결근율 및 이직 의도는 줄어든다.

출처 : 박성순·권경득(2011)의 선행연구 검토를 요약·정리함
박성순·권경득(2011)은 리더십과 조직성과,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의
관계와 같이 단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있지만, 연구모형설계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복합적 조직행태변수를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가정하여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복합 독립변수와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 분석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무관련태도와 성과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모형설계에는 이영안․이홍규
(2009)의 선행연구 모델 검토결과에 관련 연구를 추가하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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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천오외
3인(2001)
김상묵
(2005)
왕태규
(2007)
김진희
(2007)
모종화
(2010)

<표 2-3. 조직성과 영향요인 선행연구의 분석모형>
분석모형
독립(매개)변수
종속변수 분석대상
직무만족, 조직몰입,
공공기관
직무동기,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중앙 9개, 광역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5개, 기초 26개
탈진
: 1,729명)
공공기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중앙 9개, 광역
조직시민행동, 직무동기
5개, 기초 26개
: 1,729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직무동기, 리더십
(26개 : 146명)
조직문화,
고용지원센터
조직성과
조직몰입(매개변수)
(66개 : 1,789명)
동부전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성과 서부전선,
학교기관 509명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 회귀분석

출처 : 이영안․이홍규(2009)의 선행연구 모델 검토결과에 추가·보완함
2. 본 연구의 의의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외에 기존의
연구는 조직행태 변수간 관계, 조직문화와 성과의 관계, 조직행태와 직무태도의 관계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조직성과의 개념에 있어서도 직무만족도나
서비스만족도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등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민간 및 공무원 분야에 치중되어 공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연구가 미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 분야에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4개의 복합적 조직행태 변수가 조직구성원의 인식정도로 측정되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가 다소 미흡하였던 커뮤니케이션 변수와 조직성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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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조직을 지배하고 공유하는 관습, 가치관, 규범, 구성원의 인식 등을 다룬 조직문화
(Organizational culture)에 대한 연구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행태를
다룬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리더십(Leadership)
등 조직행태변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조직성과
(Organizational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지만 공기업 분야에서
복합적 조직행태변수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조직행태변수를 포함하여 조직성과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군 조직, 호텔기업, 보육교사, 민간기업 연구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4개 조직행태변수가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직성과,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존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조직문화
지수”에 대한 이론과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Popovich(1998)가 정의한 ‘동일하거나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더 높은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구성원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 ‘고성과 조직
(High-performance organization)’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설립목적 및 핵심사업 확장에 따른 다양한 이념과
생산물 전달체계를 가진 공기업의 조직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공공부문의 조직성과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조직성과를 ‘효과성’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영필, 2009). 즉, 조직성과를 목표의 달성도로 인식하고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성이 조직 활동의 궁극적인 영향 또는 효과에 기초하여 행정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행정기관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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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의 어려움과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영필, 2009).
이에 따라 최근에는 조직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성 차원과 목표달성도와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효과성 차원
그리고 형평성, 대응성 및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인 공정성 차원을 포함하는 복합적
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조직성과를 이해(김영필, 2009)하고 있는데 왕태규(2007)는
각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능률성은 조직의 산출물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소요한 비용
또는 자원과 산출된 재화 혹은 서비스의 비율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조직 내의 능률적 방법 모색노력과 비용절감
노력을 의미하는 내적 능률성과 조직의 투입대비 산출 비율을 높이는 활동인 외적
능률성으로 구분된다.
둘째, 효과성은 조직이 목표로 한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이 목표했던 바를 얼마나 달성
했느냐와 더불어 산출물의 품질(品質)도 포함한다. 효과성은 다시 조직성과의 하위
변수로서 내적 효과성과 외적 효과성으로 구분되는데 내적 효과성은 조직 내에서 업무
성과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외적 효과성은 높은 목표 달성도를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공정성은 조직 내 공정성의 다양한 역할과 이것이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잠재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된다. 공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공정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느낄 때 자신들의 직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결국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김영필, 2009).
또한 왕태규(2007)는 공정성을 외부 고객의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를 높이기에 앞서
조직구성원을 만족시켜야하는 조직내적 차원으로 조직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응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조직 내의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것으로부터 얻는 보상의 비율이 준거대상을 통하여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하는 분배공정성과 보상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절차공정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한편, 김진희(2007)는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가 “관점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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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가능하며 다양한 측정요소로 구성되는 불확정적인 개념(Collins&Smith,
2005)”이고 조직성과는 크게 인적자원 결과물, 조직적 결과물, 재무적 결과물로 구별
(Dyer&Reeves, 1995)하고 인적자원 결과물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이 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기, 응집력
등의 요인을 강조하고 있고 조직적 결과물은 생산성, 고객지향, 설비효율성, 품질,
고객의 서비스만족도 등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재무적 결과물은 매출액, 순이익,
ROA(총자산순이익률), ROI(투자수익률) 등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왕태규(2007)는 조직성과에 대한 관점에 따라 분류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관점(J. L. Price, 1986)과 둘째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같이 보는 관점(Rogers, 1990), 셋째로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김시영 김규덕, 1996), 능률성과 효과성, 공정성으로 보는 관점
(Brewer&Seldon, 2000)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조직
성과를 Rainey& Steinbauer(1999)와 Brewer&Seldon(2000)의 정의에 기초하여 “조직
및 그 구성원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있어 한정적인 자원의 투입을 통하여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적 운영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효과인 능률성과 목표달성도와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효과성, 만족도를 포함하는 공정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고 하고 있다.
<표 2-4. Brewer&Seldon(2000)의 조직성과 측정 관련 설문문항>
능률성

효과성

내적 능률성
내적 효과성
내부 ① 지식과 기술의 활용 ③ 부서의 생산성 향상
② 비용절감 노력
④ 업무성과의 질 향상
조직의
초점
외적 능률성
외적 효과성
외부 ⑦ 업무처리의 신속성 ⑨ 부서업무의 가치
⑧ 희소한 실책가능성 ⑩ 높은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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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내적 공정성
⑤ 인사관리의 공정성
⑥ 공정한 대우
외적 공정성
⑪ 업무처리의 객관성
⑫ 고객만족도

또한, 이영안·이홍규(2007)는 개인차원의 직무관련 태도가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라 말한 Kim(2005)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조직행동과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행동의
미시와 거시분석 수준 사이를 개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Smircich, 1983).
Schein(1992)는 조직문화를 특정 조직(집단)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안, 발견 또는 개발한 것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정들은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들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구성원들에게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된다고 한다.
즉, 조직문화를 통해 정부의 경영목표, 수익성(收益性) 추구와 공익성(公益性)의 조화
등 주어진 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변화(혁신) 또는 활동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조직문화의 강도에 따른 성과,
독특성과 성과, 유형과 성과에 대한 크게 구분되어 진다. 이 중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는 Harrison(1972), Handy(1978), Ouchi(1983), Cameron과 Quinn(1999)
등 여러 학자들이 조직문화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인덕 배성현 이규원(1990)과
박원우·성지영(2008)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
Harrison(1972)
Handy(1978)
Deal &
Kennedy(1982)
Wallach(1983)
Ouchi(1980)

<표 2-5. 조직문화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유형구분
구분기준
권력지향문화, 역할문화, 과업문화,
인간문화
클럽문화, 역할문화, 과업문화, 실존 이념적인 지향
문화
남성문화, 과업․여가 병존문화, 투기 기업행위 결과에 대한 위험도
문화, 과정문화
및 「피드백」속도
혁신적 문화, 지원적 문화, 관료적
개인의 동기유발 요인
문화
시장문화, 관료적 문화, 클랜(clan)
거래비용 중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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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1983)
Quinn &
McGrath(1984)
Lundberg(1984)

생산문화, 관료적 문화, 전문직 문화
합의적 문화, 적응적 문화, 계층적
문화, 합리적 문화
정태적 단일문화, 변화적 단일문화,
정태적 이질문화, 변화적 이질문화
통합적 문화, 체계적
Ernest(1985) 상호작용문화,
문화, 기업가적 문화
Kets de Vries 편집증적 문화, 회피문화, 카리스마적
& Miller(1986) 문화, 관료적 문화, 정치적 문화
Cameron &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
Quinn(1999) 지향 문화, 과업지향 문화

환경의 인식유형, 조직의
반응유형
현실인식차원, 전체성-부분성,
항상성-무정형성
인간차원, 활동차원
최고경영자가 오랫동안
지녀온 심리적 성향
통제-신축성, 조직내부지향외부환경 지향의 두 가지 차원

출처 : 박원우․성지영(2008)의 선행연구 검토결과 발췌
한편, 코레일에서는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성과를 분류한 Cameron과 Quinn(1999)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 CVM)에 근거하여 조직문화유형을 진단
하고 있다.

가치체계

<표 2-6.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조직문화유형의 특성>
문화유형 집단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정의적 특성
목적
수단
동기부여
조직 리더십
특성
업무특성
가치
차원

가족적이고 인간미
가 넘치는 분위기
의 문화로서 응집
력이 강조됨
응집성
협력
배려
지원적
정형화된 업무

조직구성원들이 계
획과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효율성을 강조함
효율성
계획
전문가 배양
지시적
정형화된 업무

조직구성원들이 공
식화된 규정을 중
심으로 결속되며
안정성을 강조함
안정성
정보관리
권위 체계 중시
보존적
정형화된 업무

발전문화
매우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는 문
화로서 혁신을 강
조함
혁신
적응성
잠재적 개발
창의적
비정형화된 업무

출처 : 2009 코레일 조직문화 진단결과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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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직문화유형 진단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하고 추구해야할
목표점(조직문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직문화 유형에서 보완하거나
줄여야 할 부분 등 개선사항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변화(혁신)와 성과를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코레일에서도 측정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 또는 보완의
변수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 분석은 배제하려고 한다.
3.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의 목표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구성원의 태도로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 및 목표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구성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
(Loyalty)을 의미한다(Mowday&Steers, 1982).
Allen과 Meyer(1990)11)는 이러한 조직몰입의 구성개념에 대해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는데 첫째, 정서적(Affective)요소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일체
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둘째, 계속적(Continuance) 요소는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면 손해라는 생각에서 조직에 계속 머무는 몰입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셋째,
규범적(Normative)요소는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종업원의 의무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질적으로 정서적 몰입은 조직을 좋아하는 것에 기초한 충성을 나타내고
계속적 몰입은 개인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나은 직무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충성을 나타내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는 의무감
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을 나타낸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직무만족, 직무관여, 조직몰입은 서로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수행(Perform) 및 이직(Change jobs)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직에 대한 ‘태도’들은 서로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이직은 부분적으로
조직 외부의 경제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수행은 능력과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조직몰입의 측정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헌신도, 조직과 자신감의 일체감을 주요
요소로 하여 개인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이
11) Muchinsky(2003),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416∼418p 내용을 인용
- 18 -

조직행태론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온 것은 개인ㆍ조직ㆍ사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개인은 조직생활을 영위
하면서 조직몰입을 통해 업무의 경력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조직차원에서 조직몰입은 이직율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예측에 신뢰할만한 예측
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각, 결근과 같은 조직에 유해한 행동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도 조직몰입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직장이동을
줄이기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직몰입의 측정과 그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양
하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정도구는 Porter&Mowday&Steers(1982)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이다. Porter 등은 조직몰입을 특정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관여의
상대적인 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조직몰입이 아래의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황성원, 2006). 첫째,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수용도,
둘째,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려는 의사, 셋째,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희망이 그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진희(2007)는 위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여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외재적인
보상뿐 아니라 내재적인 직무만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보이며, 직무 수행 시 조직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직을 줄이고
높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4. 직무만족(Job Satisfaction)12)
Smith(1995)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이고 이러한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라고 하였다.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지 또는 불만족 하는지 등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또는 구성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사무실 또는 작업장의 냉난방 설비 및 근로조건 등을 생각하면 훨씬 좋은
12) Muchinsky(2003),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410∼415p 내용을 인용하고 최근의 직무만족
연구경향을 추가하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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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오늘날의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구성원은 그의 일로부터 큰 만족과
의미를 얻고 어떤 구성원은 자신의 일이 무미건조하고 힘들기에 불만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uchinsky(2003)는 왜 조직
구성원 중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불만족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기대에서의 개인차,
특히 직무로부터 기대하는 것에는 폭넓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직무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작업환경, 작업절차, 관리자 및 팀원, 승진제도 및 평가, 복리후생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수준의 느낌을 각각 전반적 직무만족(Global job satisfaction)과 직무
단면 만족(Job facet satisfa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만족의 측정에 관하여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무만족 측정도구로는
대표적으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ve index)와 미네소타 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가 거론되고 있다.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객관적 직무상황이 직무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모델을 제시한 Brief(1998)는 이 모델을 통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차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긍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직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직무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고취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직무
또는 목표달성의 실패를 외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초래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
하기에 인내하고 다시 성공을 위해 긍정적 자기암시를 하고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정서가 낮은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목표달성에서도 낮은 성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Brief(1998) 모델의 두 번째 요소인 객관적인 직무상황은 업무강도 및 급여수준,
근무시간 및 물리적 작업조건처럼 개인의 직무에서 보다 객관적인 것들이다.
긍정적 정서 수준과 객관적 직무상황이라는 두 요소가 합쳐져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의 적절성, 직무수행 과정의 스트레스 수준, 개인의 역량
(기술과 능력) 및 취향 등이 직무와 부합되는 정도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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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해석에 따라 만족 또는 불만족, 좋아함 또는 싫어함 등의
감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만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직무만족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있어
기질적 요인(긍정적 정서), 객관적 직무특성(상황), 직무에 대해 감정을 형성하는 해석적
과정과 같은 세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직무태도의 또 다른 요소인 정서
(Emotion)를 제안하고 있다.
정서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직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Fisher(2000)는 좋음 또는 싫음, 긍정 또는 부정, 긍정 또는 우울 등 다양한
기분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기분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인위적 노력을 통해 개인의 전반적인 직무만족 수준보다는 기분을
더 성공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기분과 정서는 직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태도와 관련이 있지만 태도와 똑같은
개념은 아니며 직장(조직)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한 단기적인 기분 또는 정서적
반응은 직무만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수행, 이직, 결근의 세 가지 준거가 많이 사용되어 연구되어 왔다.
또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구성원일수록 업무수행 성과 및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직무만족은 전통적으로 조직구성원의 행태분석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직무만족의 측정문항들은 크게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기요인(만족요인)에는 보직 및 업무, 업무의 자율성, 일을 통한 안정감, 성취감
등이 있으며, 위생요인(불만족 요인)에는 보수, 후생복지, 승진, 사무실 근무환경 등이
있다. 따라서 개별 문항별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고,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한봉주(2009)는 직무만족에 대해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런 후에 자신의 업무 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직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와 자신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해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 구성원이 만족하지 않는 조직 구성원 보다
생산적이라는 가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직무만족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세를 이루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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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Leadership)
리더십을 생각할 때 세력 또는 권력(Power), 권한 또는 권위(Authority), 영향력
(Influence)등과 같은 단어가 떠오를 수 있고 워싱턴, 링컨, 킹 목사와 같은 실제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다. 또한, 효과적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리더십의 원인, 현상, 효과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Muchinsky, 2003).
지금까지 리더십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 개념에
접근했기 때문에 리더십과 관련된 수많은 책, 논문, 발표가 있었음에도 리더십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리더십이란 용어 자체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의
하지 않아 세력(Power), 영향력(Influence), 권위(Authority), 관리(Management), 통제
(Control), 감독(Supervision) 등의 용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학자마다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성균관대학교산업심리학과, 1999).
조영복·곽선화(2003)는 리더십을 집단 내에서 강제적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기부여나 역량을 수정하고자 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Leader)는 변화의 대리인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서 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을 동기부여 하는 비강제적인 형태의
영향력 행사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리더십에 대해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변형적 리더십
이론, 리더십 귀인이론, 리더십 대체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Muchinsky(2003)는 리더십에 여러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위세력,
리더, 부하, 영향력 행사과정, 상황, 리더 출현과 리더 효과성이라는 여섯 가지 주요
연구 범주로 나뉘어 리더십이 연구되고 있으며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이 개발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chinsky(2003)가 소개한 리더십에 대한 접근방법(발전과정) 중
특성적 접근(Trait approach), 행동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세력 및 영향력 접근
(Power and influence approach), 상황적 접근(Power and influence approach)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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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대적 리더십 접근방법 중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거래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이슈 리더십(Issue leadership)을 우선 살펴보고 여러 학자
들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리더십에 대한 접근방법(발전과정)13)
1) 특성적 접근(Trait approach)
리더의 개인 속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리더십의 특성적 접근이다. 초기의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가 영웅 또는 위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 활력, 인내심,
천재성 등과 같은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리더와 리더가 아닌 보통
사람들 간 능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후 다소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성격특성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특정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에 필요한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속성들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리더의 높은 에너지 수준,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 정서적 성숙, 성실성, 자신감 등의 개인적 특성이 리더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리더십의 효과적인 발휘와 관련하여 세력욕구(Power need, 타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 성취욕구(Achievement need, 어렵고 위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심) 그리고 소속욕구(Affiliation need, 타인이나 단체 등에 관계를 맺는 것)의 세 가지가
동기가 된다는 연구와 리더십 역할에서 전문적 기술(Technical skill, 일의 수행과
관련된 지식),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 복잡한 사건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그리고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하다는 연구 등이
있었다.
특성적 접근은 19세기말에서 1940년대까지의 초기 리더십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리더가 되려는 이유나 동기, 특정 상황에서의 리더 행동의 설명 등에 도움을 주었지만
특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추상적이었고 과거 상황에서 성공적이었던 리더들의 공통적
13) Muchinsky(2003),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554∼583p 내용을 인용하고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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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해하기에 효용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2) 행동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행동적 접근은 리더가 조직이나 집단을 통솔하는 개인으로서 표출되는 행동으로
리더십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행동적 접근의 주요 연구초점은 리더십 행동을 분류하고
리더십 효과성과 관련된 준거와 관련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1950년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지지자(Supporter)들이
리더의 행동을 과업 지향적(과업 주도적) 행동과 사람 지향적(배려) 행동의 두 가지
독립된 범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리더십 행동을 개념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더십 행동연구들이 발전함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과업 지향적이나 사람 지향적과 같은 포괄적인
측정치보다는 문제의 명료화, 감독, 문제해결과 같은 리더십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들이 관리 효과성을 더 잘 예언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동적 접근은 효과적인 리더가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는 개별적인 행동들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여러 행동들은 복잡한 방식
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연구하지 않으면 리더십
효과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 세력 및 영향력 접근(Power and influence approach)
세력 및 영향력 접근은 조직 내부에서 리더 개인이 표출하는 세력 및 영향력으로
리더십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Muchinsky(2003)는 “영향력은 리더십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며 세력과 영향력 접근은 리더의 출현 및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해 나름대로
고유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세력이 과거에 발휘되었는지 또는 잠재적으로
발휘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발휘되고 있는 영향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력에 대한 정의를 조직 구성원의 행위와 태도 등과 관련된 영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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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영향력을 적절히 합당
하게 사용하였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 따라 귀결되는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세력이
변화하는지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상황적 접근(Power and influence approach)
Muchinsky(2003)는 상황적 접근을 “리더의 권한 및 재량, 리더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일의 성질, 부하들의 태도, 외부환경 등과 같은 맥락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상황적 접근에는 대표적으로 리더들이 지시적(Directive, 부하들의 과업수행에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적(Supportive, 부하들의 행복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참여적(Participative, 부하들이 아이디어와 제안을 자유로이
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성취 지향적(Achievement oriented,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 및 달성을 독려해야 한다.)의 네 가지 행동유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이 있으며 언제 어떤 유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하들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더십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부하들의 동기에 초점을 두면서도 작업 조직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 자원수준, 기술수준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5) 현대적 리더십 접근(이론)
앞서 소개한 많은 리더십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리더십 현상에 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법론과 실제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론으로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슈(Issue) 리더십
(Issue leadership)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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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원의 태도나 생각 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조직이
달성해야할 목표와 달성 전략의 중대한 변화에 몰입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지지자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을 포함하지만 리더는 육성(Raising)의
관점에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 지지자도 필요시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여러 조직적 계층 및 부서의
리더 활동이 포함된 공유된 과정으로 이해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은 변혁적 리더십이 보다 협소한 의미로
정의된 것으로 지지자는 리더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초인적이며 숭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리더를 우상화하거나 숭배한다(Bass, 1985).
Muchinsky(2003)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으로 “리더의 신념이 언제나
옳다는 부하들의 믿음, 리더의 말이나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리더에 대한
애정, 복종 등이 있다.”고 하였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감, 비전, 비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 비전에 대한 강력한 확신, 평범하지 않은 행동, 변혁의 주체,
환경의 감수성, 의사소통의 주인공, 정력과 행동지향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들은 부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집단이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②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를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비용교환과정
즉, 상호교환관계로 이해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인센티브와 조건적 보상을 이용해
동기유발 시키려 하는 상황적 보상과 부하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행위를 교정시켜줌
으로써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관리를 하위개념으로 구성
하였다(Bass, 1985).
거래적 리더십이 리더의 요구와 조직의 역할요구에 부합되게 추종자를 동기부여
하는 교환과정(Exchange process)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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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종자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추종자를 동기부여
시키는 영향과정(Influence process)이다.
즉,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의 간청에 대한 추종자의 순응(Compliance)을 초래하는
교환과정이 포함되며, 작업 목적에 대한 몰입과 열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추종자에게 동기부여와 성과를 증가
시키고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추종자들은 최초에 기대했던 이상으로 동기부여 되며,
리더에 대해 신뢰, 충성, 존경 등을 느낀다고 한다.
③ 이슈 리더십(Issue leadership)
이슈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창안하고 창안된
이슈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설득하여 동참과 몰입을 이끌어내는 행위로
이슈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으로 추구하여 끊임없이 높은 성과를 산출하려는 리더십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슈 리더십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문제가 되므로 개인과 조직 차원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에 유용한 이론이다.
나. 리더십의 정의
Northhouse(2004)는 리더십이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과정이며
영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가 있는 조직
에서 일어나고 리더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리더십은
조직행태변수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중에 하나이다.
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통해 개념을 살펴보면, Terry(1984)는
리더십을 집단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Tannenbaum(1961)은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인관계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togdill(1974)은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지향하도록
조직화된 집단 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또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장태윤
박찬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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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obbins(2003)는 리더십을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구성원과 의사소통하여 구성원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여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이란 설정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사람들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는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 하에서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리더가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왕태규(2007)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리더의 근본적 역할이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직무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둘째, 조직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이며, 또한 훌륭한 리더십은 집단과
조직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6.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의사소통만족도)
강민주(1980)는 커뮤니케이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을 지칭한
다고 했으며, Jones(1996)는 개인, 집단, 조직과 같은 사회적 주체들 간에 어떤 의미가
포함된 메시지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하는 사회적 과정을 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그 유형과 개선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모종화(2010)는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조직 내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메시지나 정보를 상호 교환
하여 공유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말하며 조직 내 의사소통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구성원들 간, 집단 간, 집단과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 활동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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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한다. 회사의 경영
목표와 부서의 목표, 직무수행방법, 행동의 표준, 필요한 변화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의사
소통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좌절이나 만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소속욕구와 같은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은 집단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력을 넣어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건설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적 촉진을 일으키고 상호
간에 학습을 유발하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해진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며, 나아가
조직혁신을 촉진한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변화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조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에게도 가치규범, 역할, 성과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사회화를
촉진한다.
모종화(2010)가 정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요약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메시지 중심의 의사전달
수단이 아니라 전달자와 수신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일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일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한다면 그러한 조직은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모종화(2010)는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을 관리하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조정, 통제하는 기능, 조직은 구성원들의 업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지침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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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촉진, 구성원들의 업무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동기부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구성원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인관계를 맺게 하는 기능, 조직 구성원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고충과 만족감과 같은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교류하게 된다.
넷째, 개인과 조직에 정보를 전달, 커뮤니케이션은 선택의 가치가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기능은 조직이 유지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며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십 등 모든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직성과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직성과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를 위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절차와 표준, 변화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주며, 조직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목표달성의 동기를 공유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또한 조직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과 상호 학습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모종화(2010)는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로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조직
행태변수들과 같은 독립적 요인으로서 또는 매개 변수로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커뮤니케이션 유형
커뮤니케이션은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수직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조직 하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이디어,
의견들을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차상급자와의 대면회합, 감독자들과의 연석회의,
메모나 리포트, 제안제도, 고충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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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과 최고 경영자, 소속장의 의견이나 전달사항이 공식적 경로를 통해
조직 하부 구성원에 전달되는 하향적 커뮤니케이션(Downward commun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나
조직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협조, 정보공유 등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과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첫째, 발신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상부로 전달되기 쉬운 반면 불리한 정보는
비록 그것이 조직에 중요하다 하더라도 차단당하기 쉽다. 부하들은 그들의 상사를
신뢰하기 어렵거나 상사가 부하의 평가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사
들이 승진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여과시키게
된다. 둘째, 관리자들의 의지나 지향과 관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은 상향적
의사소통을 고무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공문, 사보, 지식제안창구, 사내방송 등과 같이 공식적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조직 구성원 간 인간적 유대를 위해 일상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화 등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 커뮤니케이션의 개선14)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조영복·곽선화(2003)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나은 기호화(추상적인 대상을
부호나 그림,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를 함은 물론 보다 나은 해독자(Code Breaker)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해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사후검토(Following-up),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전달에 오류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언제나 의도된 바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조영복·곽선화(2003), “조직이론과 관리” 310∼314p 인용·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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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전달의 정규화(Regulating information flow), 조직의 관리자 또는 리더는
커뮤니케이션의 과다에서 오는 무시, 미수신, 누락 등의 문제를 정보전달의 정규화와
통제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정규화
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적절하게 또 정규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의 예외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조영복·곽선화(2003)는 예외의
원칙을 “정책이나 절차로부터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만이 상위자의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위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외적인 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피드백(Feedback),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피드백은 발신자가 의도한
수신자의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직접적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조직 내 공문, 지시 등을 통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수신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수신자가 발신자가 의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정확성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위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사후 검토하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감정이입(Empathy), 감정이입은 자기 자신을 수신자의 입장에서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관점과 감정을 가정해 보는 능력으로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
지향의 방법이다. 감정이입은 발신자 또는 의사전달자가 수신자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형태로 기호화 되어야 의도한 반응이 나타날지를 인지하게 해준다. 의사
소통자와 수신자의 경험 또는 지식 등의 백그라운드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통이해
(공감)의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째, 반복(Repetition),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 또는 중복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수신자의 입장에서 일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 번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과 중복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정보
누락을 방지하며 이해를 도와주게 된다.
여섯 째, 상호신뢰의 확립, 조직의 관리자 또는 리더는 한정된 시간의 제한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히 전달되고 의도한 반응이 나타났는지 사후 검토 할 수 없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부하와 상사 사이의 상호적인 신뢰와 믿음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조영복·곽선화(2003)는 “신뢰적인 분위기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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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상호 신뢰분위기를
고무하기 위한 공식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일곱 째, 적절한 시간, 조직 내 업무처리가 전산화 될수록 더 많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등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고 막대한 메시지는 구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수신 또는 해독되지 않는다. 조직의
관리자는 수신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와중에도 동시에 다른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 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의 중요한 정책의 변화나 혁신 등을
추진할 때 워크숍 등의 집단적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
서도 적절한 전달시간(Effective timing)을 선택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다.
여덟 째, 언어의 단순화,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오해 또는
의미파악이 어렵게 된다. 필요하거나 알려야할 정보를 수신자가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단순화(Simplifying language)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아홉 째, 효과적인 청취,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수신자에게 이해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청취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느낌과 바람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청취이다.
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자 하는 결정이다. 만약 의식적으로 듣고자 하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론 소용이 없는 것이다.
7. 코레일 조직문화지수
코레일 조직문화 지수는 조직몰입(설문 6문항), 직무만족(설문 8문항), 리더십(설문
12문항), 커뮤니케이션(설문 6문항)에 대한 요인 점수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2006년
혁신문화진단으로 최초 시행되어 측정 지표 및 측정 설문문항을 측정당시의 경영환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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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100점 만점)

<표 2-7. 연도별 코레일 조직문화지수 조사결과>

2008년
72.74

2009년
2010년
2011년
72.15
75.59
72.92
출처 : 2011 코레일 조직문화 진단결과보고서 발췌

조직문화지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32개 각 요인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한 후 각 요인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하여 최종적인 조직
문화지수로 산출하는데, 지수산출의 목적은 코레일의 주요 조직행태 변수를 지수화
하여 계량적으로 관리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조직문화유형 및 조직행태변수 측정을 위한 요인(설문문항)에 대한 엄정한
통계적, 학술적 검증 없이 코레일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던 것이었기에
객관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코레일의
조직문화지수 산출 방식(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강제 환산)을 사용
하지 않고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분석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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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직무행동과 태도를 측정한 조직행태변수 및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여
복합적 조직행태변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모형
○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 리더십
(Leadership)
○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
+
+
+

조직성과
(Organizational Performance)

조직성과 측정에 관한 함수 및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조직성과(Y) = ∫{조직몰입(X1), 직무만족(X2), 리더십(X3), 커뮤니케이션(X4)} + e

Y = α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e

Y : 조직성과(3개 문항) 조사결과의 요인분석 결과
X1 : 조직몰입 설문(6개 문항) 조사결과의 요인분석 결과
X2 : 직무만족 설문(8개 문항) 조사결과의 요인분석 결과
X3 : 리더십 설문(12개 문항) 조사결과의 요인분석 결과
X4 : 커뮤니케이션(6개 문항) 조사결과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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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차원의 행태는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미치고 조직성과는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 측정은 조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행태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적 조직행태변수와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연구 설계
구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 3-1. 조직행태변수와 조직성과 함수모형>
변수 명
정의
측정방법
개인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능률
조직성과
성, 효과성, 공정성의 3개 문항
회사에 대한 관심도, 자부심, 추
조직몰입
구가치 동일성, 소속감, 충성도(2
개 문항)의 6개 문항
구성원 생활전반, 승진, 업무, 근 5점 척도 자기기입
직무만족
무환경, 보수, 후생복지, 자율성, 측정한 결과를 요인
분석 및 신뢰 분석하여
성취감의 8개 문항
사용
소속장
신뢰/리딩
만족도/문제해
리더십
결 능력 보상 등 12개 문항
비전 인지, 부서간 협조, CEO 경
영정책 인지, 공식적 의사사통,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정보전달, 현안사항 공유의
6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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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지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에 의한 자료 수집은 응답 당시의 상황이나 응답자의 기분 등의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된 결과를 지역본부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하여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과 표본 편중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2006년 최초로 설계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은 Mowday 등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은 Mason 등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리더십에
대한 측정은 Hackett 등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은)에 대한 측정은
Churden 등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문헌 및 관련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심도 깊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작성되진 않았었다. 또한 연도별로 코레일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설문 문항들이 신설․수정․삭제되어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었으나 2010년, 일반적으로 측정값이 0.6 이상이면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했다고 평가 되는 크론바흐(Cronbach's) 알파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0.983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년도
조직문화 및 조직행태 진단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분
조직문화
유형진단

조직행태
진단

<표 3-2. 코레일 조직문화 및 행태진단 설문의 구성>
내용
문항수
구분
내용
문항수
관계지향문화 6문항
신뢰
12문항
혁신지향문화 6문항
공정
9문항
GWP
시장지향문화 6문항
존중
10문항
진단
위계지향문화 6문항
자부심
6문항
조직몰입
6문항
재미
7문항
직무만족
8문항
GWP 종합
1문항
리더십
12문항 조직변혁 프로그램 중요도
커뮤니케이션 6문항 프로그램 프로그램 필요도 10문항
만족도
자부심
2문항
프로그램 만족도
업무성과
3문항
안전의식
10문항
기타
집권화
3문항
노경관계
10문항
업무동기
3문항
인구통계
8문항
설문항목 합계
직무통제감
5문항
※
인구통계
항목을 제외한 모든 160문항
직무탈진감
5문항
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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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
조직성과는 앞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의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행동과 태도로서 발전적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성인 능률성, 업무성
과의 질과 생산성을 말하는 효과성, 객관적 업무처리 및 솔선수범을 말하는 공정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에 따라 기존 설문에서 조사된 조직(업무)성과 3개 문항의 요인
분석 및 신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조직성과의 개념은 김진희(2007)가 소개한 결과물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설립목적,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용하기에 곤란한 조직적·재무적 결과물을 제외하고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가 조직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소개한 “인적 결과물” 개념과 Brewer&Seldon
(2000)의 조직성과 측정 관련 설문문항의 능률성, 효과성, 공정성의 개념, 개인차원의
직무관련태도가 조직성과의 핵심요인이라는 Kim(2005)의 개념을 인용하여 “조직
구성원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행동과 태도로서 발전적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성인
능률성, 업무성과의 질과 생산성을 말하는 효과성, 객관적 업무처리 및 솔선수범을
말하는 공정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조직의 성과를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직구성원인 공무원
들의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 측정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왕태규(2007)의
연구와 Brewer& Seldon(2000)의 “조직과 구성원은 상호의존적 관계이므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은 조직성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도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측정은 조직성과에 객관적 평가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통한 조직성과측정이 타당하다는 연구, 박천오외 3명
(2001)도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한다는 연구 등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조직성과가 조직구성원 개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출된다고 말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성과의 개념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조직성과 설문문항>
전혀
조직성과 설문 문항
그렇지
(1. 효과성, 2. 공정성, 3. 능률성)
않다
1. 나는 현재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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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3. 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독립변수
조직몰입(6개 문항), 직무만족(8개 문항), 리더십(12개 문항), 커뮤니케이션(6개 문
항)은 다음과 같은 구성되어 조사되었다.
가. 조직몰입
본 논문에서 사용할 조직몰입에 대해 김진희(2007) 말한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외재적인 보상뿐 아니라 내재적인 직무만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보이며, 직무 수행 시 조직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직을
줄이고 높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한다.”를 참고하여 ”조직 및 목표에 대해
일체감과 애착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며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요인분석 및 크론바흐 알파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표 3-4. 조직몰입 설문문항>
전혀 대체로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조직몰입 설문 문항

1. 나는 코레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①
있다.
2.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①
이야기 한다.
3.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코레일의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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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의 직장을 택한 것에 대해 후회 할 때가 있다.

6. 나는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나의 평생직장으로 삼고 ①
싶다.

② ③ ④ ⑤

나. 직무만족
Brief(1998)가 제시한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와 객관적 직무상황이 직무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모델과 직무만족 정도를
동기요인 및 위생요인으로 측정하고 해석하는 관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할
직무만족의 정의는 “조직원 개인이 어떤 직무역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정서
(Emotion) 상태로 개인특성, 조직특성, 직무특성으로 구분되며 총체적인 정서상태의 충족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요인분석 및 크론바흐 알파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표 3-5. 직무만족 설문문항>
매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직무만족 설문 문항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1.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전반
2. 승진
3. 보직 및 업무
4. 사무실 근무환경
5. 보수
6. 후생복지
7. 업무상 자율성
8. 일을 통한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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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다. 리더십
앞서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정의를 살펴본바 본 논문에서 사용할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측정,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경영환경과 같이
다변화된 역동성에 대응하고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창의적인
역할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구성원의 전적인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혁적(카리스마) 리더십과 구성원들과 목표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정한
보상을 시행하는 거래적 리더십(상황적 보상, 예외적 관리), 문제해결을 위해 이슈를
창안하고 구성원들을 동참시키며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이슈리더십(이슈창안,
조직원 몰입, 이슈실행)을 통합(보유)한 리더십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며 요인분석
및 크론바흐 알파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표 3-6. 리더십 설문문항>
리더십 설문 문항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1. 나는 소속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소속장과 인연을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소속장을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4. 소속장은 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고 보상해 준다.
5. 소속장은 나의 업적에 따라 내가 보상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다.
6.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소속장은 조건을 단다.
7. 소속장은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롭고 실제적인 이슈를 제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소속장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①
9. 소속장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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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10. 소속장은 직원들을 잘 설득하여 이슈 실행에 참여할 수
①
있도록 한다.
11. 소속장은 새로운 이슈를 달성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가치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의 지지를 ①
구한다.
12. 소속장은 이슈 실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등의 정보를 ①
직원들과 공유한다.

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라. 커뮤니케이션
본 논문에서 사용할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조직의 목표(성과)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절차와 표준, 변화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주며, 조직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목표달성의 동기를 공유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조직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과 상호 학습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매개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모종화(2010) 및 Pincus(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검증된 것이어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며
마찬가지로 요인분석 및 크론바흐 알파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표 3-7. 커뮤니케이션 설문문항>
전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커뮤니케이션 설문 문항
1.나는 코레일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서 간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를 통해 문제를 ①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3. 나는 CEO의 경영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의견이 회사에 잘 전달되고 있다.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경영진의 지시나 방침이 현장까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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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본사, 본부 또는 상급자로부터 분야별 사업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잘 공급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분석방법
코레일 내 12개 지역본부 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에 조사된 설문조사결과
중 단순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한 2,4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을 시행하고 측정도구(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15)을 위해 4개 조직행태변수를 묻는 32개 문항 및 종속변수 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분석방법인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며 개별 가설별 검증을 위한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구체적으로 세부 설문문항의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부요인별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본 연구를 위한 통계 도구는 통계분석용 패키지인 SPSS 19.0을 이용하였다.

15) 신뢰성은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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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자료의 분석
1. 자료의 특성 분석
지역본부별로 200개 샘플을 무작위 추출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남자가 2,253명이고 여자가 147명이었다. 코레일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인력 비율이 8.4%(2011년 알리오 공시기준) 인 것을 감안할 때 자료의 여성인력
비율은 6.2%로 코레일의 남녀비율 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20대 42명(2%), 30대 549명(23%), 40대 991명(41%), 50대
818명(34%)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평균 종사원 나이가 48세인
코레일의 전체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본부 20대
강원
1
경북
2
광주
3
대구
3
대전충남
4
부산경남
3
서울
4
수도권동부
6
수도권서부
3
전남
5
전북
8
충북
계
42

<표 4-1.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30대 40대 50대
계
남
51
85
63
200 194
20
88
90
200 195
49
85
63
200 190
53
92
52
200 192
42
86
68
200 190
39
83
75
200 188
44
66
86
200 178
46
91
57
200 185
43
75
79
200 164
63
70
62
200 191
60
82
50
200 189
39
88
73
200 197
549
991
818 2,40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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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
계
6 200
5 200
10 200
8 200
10 200
12 200
22 200
15 200
36 200
9 200
11 200
3 200
147 2,400

2.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문항들은 심도 있는 이론적 검토 및 배경 없이 코레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수정되어 측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설문지의
구성개념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산출하고 최초 변인들이 지닌 정보(변량)를 극대화 할 때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여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 이상인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직각회전16) 방법인 베리맥스회전법(Varimax rotation
method)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s),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적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등이 사용
되는 신뢰성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적 일관성 분석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분석에는 구성요인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값을 이용17)하였는데 이 방법은 반분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사회과학의 일반적 신뢰도 검증에서는 크론바흐 알파(신뢰도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측정도구로 간주한다(김영필, 2009).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4개 독립변수 측정을 위한 32개 설문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분산설명
비율은 63.9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1은 리더십, 요인2는 직무만족, 요인3은
커뮤니케이션, 요인4는 조직몰입으로 나타났다.
16) 요인분석의 목적은 특정 변수간 상호관련을 통해 잠재적인 구조를 탐색하는데 있지만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대해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나타낼 경우에는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이 어느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직각회전으로 직각회전은 회전축이 직각을 유지하며 회전하므로
요인들간의 상관계수가 “0”을 유지한다. 따라서 요인들간 관계가 상호독립적이거나 그렇
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17)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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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4

<표 4-2. 4개 독립변수의 설명된 총분산>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15.030 46.968 46.968
2.479 7.746 54.714
1.602 5.007 59.721
1.358 4.245 63.966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5.030 46.968 46.968 8.217 25.679 25.679
2.479 7.746 54.714 5.274 16.482 42.161
1.602 5.007 59.721 3.576 11.174 53.336
1.358 4.245 63.966 3.402 10.630 63.966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독립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이 조직몰입은 0.782, 직무만족은 0.900, 리더십은 0.950, 커뮤니케이션은 0.894로
나타나 요인들 구성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이 0.6을 상회하여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레일에서 4개 독립변수 측정을 위해 사용하던 32개 설문
문항 모두 타당성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명
OC1_6
OC2_6
OC3_6
OC4_6R
OC5_6R
OC6_6
JS1_8
JS2_8
JS3_8
JS4_8
JS5_8
JS6_8

<표 4-3. 4개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Cronbach's α
변수설명
1
2
3
4
.170
.093
.388
.529
.241
.399
.169
.604
.311
.451
.282
.385
조직몰입 설문
0.782
.142
.103
.108
.704
1～6번 문항
.087
.196
.005
.740
.127
.225
.056
.498
.274
.498
.221
.460
.199
.685
.201
.098
.238
.655
.124
.321
직무만족 설문
0.900
.298
.674
.171
.152
1～8번 문항
.184
.773
.157
.109
.209
.765
.18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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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7_8
JS8_8
LS1_12
LS2_12
LS3_12
LS4_12
LS5_12
LS6_12R
LS7_12
LS_8_12
LS9_12
LS10_12
LS11_12
LS12_12
COM1_6
COM2_6
COM3_6
COM4_6
COM5_6
COM6_6

리더십 설문
1～12번 문항

커뮤니케이션
설문
1～6번 문항

.311
.296
.789
.802
.801
.780
.764
.109
.672
.808
.830
.814
.824
.793
.282
.321
.285
.369
.279
.342

.673
.583
.247
.243
.228
.280
.284
-.050
.172
.218
.225
.226
.224
.223
.150
.320
.227
.487
.281
.350

.184
.180
.172
.170
.174
.210
.207
.141
.199
.207
.201
.211
.217
.271
.685
.607
.730
.513
.699
.659

.181
.358
.274
.259
.256
.150
.134
.329
.076
.141
.163
.171
.157
.165
.367
.291
.260
.102
.071
.075

0.950

0.894

조직성과(종속변수)를 측정하는 3개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분산설명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1은
효과성, 요인2는 공정성, 요인3은 능률성으로 나타났다.
<표 4-4. 종속변수의 설명된 총분산>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성
분

합계

1

2.364

%
분산
78.796

%
누적
78.796

%
누적
78.796

합계

2.364

%
분산
78.796

2

0.424

14.129

92.925

0.424

14.129

3

0.212

7.075

100

0.212

7.07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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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분산
34.998

%
누적
34.998

92.925

1.038

34.607

69.605

100

0.912

30.395

100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종속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이 0.863으로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개 독립변수 측정을 위해 사용
하던 32개 설문 문항과 1개 종속변수 측정에 사용되던 3개 설문 문항 모두 타당성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변수명
PERFORM1_3

<표 4-5.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변수설명
1
2
3

조직성과
PERFORM2_3 설문 1∼3번
문항
PERFORM3_3

.919

.258

.297

.362

.416

.834

.271

.894

.357

Cronbach's α

0.863

3. 상관관계 분석

코레일 조직성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가설 검증에 앞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4개
변수를 대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관관계분석에는 서열 척도로 측정한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와 등간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측정한 척도에 적합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김영필(2009)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의 특성을 첫째, 상관계수의
범위는 -1≦r≦1이고 둘째, r>0 일 때 두 변수의 방향은 같고 r<0 일 때는 방향이
다르다고 했으며 셋째, r=0 일 때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직선 관계가 없다고 했고
r의 절대 값이 클수록 상관관계의 강도가 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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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0.2 이하일 때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 0.2≦r≦0.4는 ‘낮은 상관관계’, 0.4≦r
≦0.7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7≦r≦0.9는 ‘높은 상관관계’, r≧0.9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라고 하였다.
독립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과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18)를 살펴보면 0.512, 0.489, 0.516, 0.616을 보이고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몰입

1

직무만족

.629**

1

리더십

.558**

.638**

1

커뮤니케이션

.599**

.694**

.694**

1

조직성과

.512**

.489**

.516**

.616**

조직성과

1

코레일의 조직성과와 관련해 커뮤니케이션(r=0.694)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관료조직의 조직의 특성을 가진 공기업에서 공식문서와 명령 등에 의해 정보가
전달되는 특징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정보공유 외에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더해질 때 조직원의 달성목표 이해도와 목표 공유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r=0.629), 조직몰입과 리더십(r=0.558), 조직몰입과 커뮤니케이션
(r=0.599)모두 변수 간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며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는 상관계수
0.9 이상이 없다는 것(김영필, 2009)을 볼 때,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유의확률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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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의 검증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19)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은 등간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독립변수(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종속변수(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으로
상관계수가 두 변수 간 선형 연관정도만 알려주는 반면, 회귀분석에서는 이 관계의
구체적 방향과 크기를 회귀식을 통해 제시해 줄 수 있다(김영필, 2009).
김영필(2009)은 회귀식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결정계수(R2)를 사용하며,
결정계수 값이 클수록 회귀식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는 목적은 종속변수 값을 예측(Prediction)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
(Explanation)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설명력의 크기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설명을 주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를
확인하고 관계의 방향, 관계의 상대적 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라 첫째, 4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개별 가설 검증을 위해 4개 독립변수별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1. 다중회귀분석
조직성과에 대해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독립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와 어떠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상수)

<표 4-7.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수정된 R2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429.924
1.424
.066
0.417 (P=0.000)
.000

19)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 단순회귀분석, 2개 이상인 경우 다중회귀분석으로 분류한다.
- 50 -

조직몰입

.191

.021

.197

.000

직무만족

.003

.021

.003

.890

리더십

.103

.020

.117

.000

커뮤니케이션

.378

.023

.414

.000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택한 독립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전체 설명력은 41.7%(수정된 R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F값은 429.924이고 이에 대한 p값도 0.000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비표준화계수20)를 대입한 회귀식의 계수를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회귀식 : Y = α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e
조직성과 = 1.424 + 0.191(조직몰입) + 0.003(직무만족) + 0.193(리더십)
+ 0.378(커뮤니케이션)
또한 각 설명변수(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표준
화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표준화 회귀
계수(β)가 0.19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나타내는 p값이 0.000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β=0.117)과 커뮤니케이션(β=0.414)도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은 표준화 회귀계수가 0.003으로 나타나고 통계적 유의수준
p값이 0.890으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검증결과 코레일의 조직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몰입,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무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왕태규(2007)와 김상묵(2005)의
연구결과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 연구자의 예상과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 비표준화계수 :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두 일정한 상태에서 그 추정된 편회귀 계수의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 변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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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형
(상수)
조직몰입

<표 4-8.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B
표준오차 베타(β)
2.014
.069
0.263 853.911
.497
.017
.512

유의확률
.000
.000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기여도)를 보여주는 표준화계수(β)는 0.512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회귀모델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R2과 F값을 산출한 결과 R2은 26.3%, F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즉, 조직몰입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설1 “조직
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조직몰입의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조직몰입의 세부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9. 조직몰입 세부요인별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수정된 R2 F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1.760
.077
1. 조직성패에 대한
높은 관심

.202

.018

.218

2. 직장 자부심

.068

.01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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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83.080

유의확률
.000
.000
.000

3. 조직, 개인가치의
유사성
4. 직장 소속감

.204

.015

.292

.000

.037

.013

.061

.004

5. 직장 선택 만족도
6. 조직에 대한
지속적 근무욕구

.008

.013

.014

.518

.041

.012

.064

.001

조직몰입 세부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개인 가치의 유사성, 조직성패에 대한 관심, 직장에 대한 자부심 및 소
속감 그리고 지속적 근무욕구로 나타났으나 직장선택 만족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소속감, 자부심 등 조직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비전 및 경영현황 및 미래에 대한 공감대 확보 등을
위한 공유, 의사소통 활동이 보다 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선택 만족 여부에
대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고용시장 경색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을 인지
하고 비록 다소 직장에 불만요소가 있더라도 감내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3.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형
(상수)
직무만족

<표 4-10.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2
R
F
B
표준오차 베타(β)
2.584
.052
0.240 755.249
.431
.01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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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
.000
.000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기여도)를 보여주는 표준화계수(β)는 0.489로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회귀모델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R2과
F값을 산출한 결과 수정된 R2은 24.0%, F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설2 “직무
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4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앞서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에서 나타난 “직무만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와
차이가 있어 직무만족의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직무만족의 세부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11. 직무만족 세부요인별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수정된 R2 F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2.306
.056

유의확률
.000

1.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전반

.227

.018

.291

.000

2. 승진

.015

.014

.025

.284

3. 보직 및 업무

.053

.018

.075

.003

4. 사무실 근무환경

.033

.016

.050

-.064

.018

-.095

.000

6. 후생복지

.053

.016

.085

.001

7. 업무상 자율성

.004

.018

.006

.814

8. 일을 통한 성취감

.153

.018

.220

.000

5.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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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132.126

.037

직무만족 세부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전반, 보직 및 업무, 사무실 근무환경, 보수, 후생복지,
일을 통한 성취감으로 나타났으나 승진, 업무상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전반으로 요약
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성취감, 보직 및 업무,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내 조직 제도 및 환경에 관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진 및 업무상 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직제상 정원 3만2092명의 15.9%에 이르는 5,115명을 감원한 결과
내부적으로 승진이 어려웠던 것, 그리고 공기업 조직의 특성상 업무상 자율성이 미흡한
것이 반영되어 설문응답에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마찬가지로 보수가
조직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진 것도 공기업의 특성상 고성과 직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승진 등의 가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일괄 정원감축에
따른 승진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통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구성원
으로서 생활전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진, 보수,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적합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가설 3의 검증
<가설 3>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형
(상수)
리더십

<표 4-12. 리더십과 조직성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F
B
표준오차 베타(β)
2.287
.059
0.267 871.517
.455
.01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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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
.000
.000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기여도)를 보여주는 표준화계수(β)는 0.516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회귀모델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R2과
F값을 산출한 결과 R2은 26.7%, F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설3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리더십의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리더십의 세부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4-13. 리더십 세부요인별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수정된 R2 F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2.296
.062
1. 소속장 신뢰
.038
2. 소속장과 유대관계
.088
만족
3. 소속장의 업무장애
.020
극복능력 신뢰
4. 업무능력 및 보상에 -.015
대한 소속장 신뢰
5. 업무성과 보상 공정
성에 대한 소속장 신뢰 .074
6. 개인 요구에 대한
소속장의 무조건부
.037
보상
7. 성과향상을 위한
소속장의 창의적,
.051
실용적 제안
8. 성과향상을 위한
소속장의 새로운
.006
방안 제시

유의확률
.000

.028

.054

.184

.031

.125

.004

.027

.029

.452

.026

-.020

.565

.023

.107

.011

.062

.001

.020

.068

.010

.029

.007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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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6

73.525

.001

9. 문제해결 위한
소속장의 창의성
10. 문제해결을 위한
소속장의 직원참여
동기부여 노력
11. 목표달성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소속장의
설득 노력
12. 문제해결에 대한 보상
등 정보공유를 위한
소속장의 노력

.054

.030

.072

.067

.008

.027

.011

.771

.029

.027

.040

.290

.063

.025

.089

.013

리더십 세부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속장과 인간적 유대관계 만족, 업무성과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소속장의
관심, 요구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는 보상, 성과향상을 위한 소속장의 창의적/실용적
제안, 문제해결 시 보상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소속장의 노력 등이 나타났으나 소속장
신뢰, 소속장의 업무장애 극복 능력, 업무능력 및 보상에 대한 소속장 신뢰,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속장의 노력, 문제해결 및 목표달성을 위한 소속장의 직원참여 공감대
확보 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속장의 보상에 대한 공정성 및
보상을 주려는 노력, 성과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공감대 확보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표달성 과정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소속장의 지나친 개입과 해결방법
제시, 성과독려 노력은 지나친 성과주의에 대한 반발 그리고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
따른 한계로 소속장의 성과보상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의 세부요인별 연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사규나 지침에 의한 보상 외에 소속장 재량에 따른 보상수단이 없다는
점과 지나친 관료화에 따른 소속장의 기계적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조직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속단위별 성과평가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성과달성 과정에 대한 소속장의 과도한 개입을 기피하고 성과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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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의 정보공유 및 솔선수범과 결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속장이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위임하여
구성원의 업무재량 및 자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소속장은 직원들과 목표
달성 및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성과달성의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하도록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소속장의 노력 및
소속장 재량의 성과보상수단이 추가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가설 4의 검증
<가설 4>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14.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성과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R2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1.889
.056
.000
0.379 1463.290
커뮤니케이션
.562
.015
.616
.000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설명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기여도)를 보여주는 표준화계수(β)는 0.616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독립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회귀모델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R2과 F값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R2은 37.9%, F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가설4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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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세부요인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4-15. 커뮤니케이션 세부요인별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수정된 R2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β)
(상수)
1.647
.062
.000
1. 비전 및 전략 숙지

.225

.022

.251

.000

2. 부서간 상호협조에
의한 문제해결

.157

.018

.203

.000

3. CEO 경영정책 숙지

.076

.019

.102

4. 업무제안의 원활한
회사정책 반영

.083

.015

.124

.000

5. 경영진 지시/방침의
현장 공유 원활

.062

.016

.087

.000

6. 조직계층별 경영계획
및 현안 공유 원활

.001

.017

.002

.949

0.404

272.148

.000

조직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전 및 전략 숙지, 부서간 상호협조에
의한 문제해결, 업무제안의 원활한 회사정책 반영, CEO 경영정책 숙지, 경영진 지시/방침의
현장 공유 원활이 나타났으나 조직계층별 경영계획 및 현안 공유 원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의 변수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커뮤니케이션에 더 중점을 두어 개선해야
조직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양방향 소통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관련 정보 및 제안이 조직 내 하향
(Top-down) 및 상향(Bottom-up)으로 원활히 소통되어야 하며, 문제 및 현안의 해결
에 있어서도 소속장(Leader)의 역량이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부서간 유기적 협조
(Coordination)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비제도적 소통을 통한 공감(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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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분석되었다.
타당성(요인분석), 신뢰성(크론바흐알파) 및 변수 간 다중공산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 4개 독립변수와 조직성과와의 다중회귀분석 시행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계수를 비교한 결과 커뮤니케이션(β=0.414)이
조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β=0.197), 리더십(β=0.117), 직무만족
(β=0.003)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변수별로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 한 결과에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모두 조직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도 각각의 표준화계수도 커뮤니케이션
(β=0.616), 조직몰입(β=0.512), 리더십(β=516), 직무만족(β=0.489)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 하였다.
다른 변수들은 통제되었다고 가정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다중회귀분석과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단순회귀
분석 결과 직무만족 변수의 해석에 다소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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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철도청에서 수행하던 철도업무가
철도시설공단(2004년 출범, 건설업무 담당)과 코레일(2005년 출범,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로 조직이 이원화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약속이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도부문도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당시
유럽에서 시행된 철도산업의 상하 분리를 선진사례로 받아들였기에 조직이 이원화 되었고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철도운영의 민영화계획이 공사화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하지만 “교통수단 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철도역할 증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맞는 운영체계 선진화” 라는 철도구조개혁 취지에
따라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코레일이 공사화 이전부터 또 이후부터 가속화한 일련의 개혁 작업들은 결국 국민의
질 높은 서비스 요구(Nee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
하게 하고 내부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 영업수지 흑자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성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 결과 코레일은 2012년 가결산 결과 영업적자를
3,384억 원까지 축소하여 2008년 7,374억 원에 이르던 영업적자를 4천억 원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낳았지만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가장 큰 목표였던 영업적자 해소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경쟁”을 도입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 경영기법으로 코레일에 자극이 되어 성과를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판단으로 수서발～부산․목포 KTX 운영의 민간사업자
또는 제2공사 설립 등의 경쟁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관제권 이관, 역사 및 차량
기지 환수 등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유일한 수익
노선인 KTX 수입이 분산되게 되어 적자가 더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효율적 경영기법이라는 것도 철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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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라기보다는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기법으로 흘러가 조직성과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비용절감과 매출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조직성과를 확대하려는 코레일의
입장과 단순히 분모가 되는 비용을 인건비 최소화와 같은 극단적인 절감을 통해 조직
성과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정책이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코레일의 개혁활동 들은 코레일의 “조직성과 향상”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게 된다.
기존 시스템적·구조적 변화에 치중하였던 코레일의 개혁은 현재 서서히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보다 가시적인 성과의 체감을 위해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의식구조의 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로 ”고성과 조직(High-performance organization)“으로 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조직행태변수(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레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기존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조직문화지수의 요인(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지역본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적절한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기존
코레일에서 사용하던 조직문화지수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능률성, 효과성, 공정
성을 포함한 개인의 인지된 성과수준의 측정결과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들 조직행태변
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분석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수행방법으로 코레일 12개 지역본부별 표본차이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무작위추출로 2,40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측정도구(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위해
4개 조직행태변수를 묻는 32개 문항 및 종속변수 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흐알
파(Cronbach's 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고 개별 가설별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세부요
인별 다중회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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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측정도구(설문)의 타당성(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독립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잘 분류되었으며 4개 독립
변수의 신뢰도(크론바흐 알파) 분석결과도 조직몰입은 0.782, 직무만족은 0.900, 리더십은
0.950, 커뮤니케이션은 0.894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의 경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63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대해 각각 0.512, 0.489, 0.516, 0.616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성과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가 되는 0.9 이상의 상관계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직성과와 결정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조직몰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0.41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의미를 요약하면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조직성과는 0.414만큼 증가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개별 가설 검증결과 가설 1(조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은
0.512(표준화계수)의 영향력을 가설2(직무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은 0.489(표준화계수)의 영향력을 가설3(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은 0.516(표준화계수)의 영향력을 가설4(커뮤니케이션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채택)는 0.616(표준화계수)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다중회귀 분석결과와 마찬
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레일이 고성과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조직행태변수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커뮤니케이션이다. 특히 통계분석 결과
비전 및 전략 숙지, 부서간 상호협조에 의한 문제해결, 업무제안의 원활한 회사정책
반영, CEO 경영정책 숙지, 경영진 지시/방침의 현장 공유 원활이 조직성과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의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커뮤니케이션에 더
중점을 두어 개선해야 조직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
되며 그 방법으로는 양방향 소통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관련 정보 및 제안이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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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Top-down) 및 상향(Bottom-up)으로 원활히 소통되어야 하며, 문제 및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도 소속장(Leader)의 역량이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부서간 유기적
협조(Coordination)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비제도적 소통을 통한 공감
(共感) 형성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을 제안한다.
<표 5-1.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제안>
제안
실천프로그램
내용
비전 및 전략 공유와 회사 소식, 경영
비전 및 전략, 오디오 파일, CD, 주기적인
현황,
회사의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한 뉴스 등과
경영 현황에
UCC 등을
같은 소식을 담은 오디오 또는 CD, UCC 등을
대한 정확한
활용한
사내홍보
제작 및 배포하여 중식 또는 석식 시간에 식당
전달
또는 업무 장소에서 시청 가능하도록 함
분기 1회 CEO/지역본부장 주관으로 부처 또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CEO/지역본부장 정기 역/사업소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항목 중 75%는 즉석에서
간담회
or No)하고 25%는 30일 이내 답변
정례화(의무시행) 답변(Yes
- Yes 인 경우 : 시행일 및 시행 방법 설명
- No 인 경우 : 이유 설명
월 1회 지역본부장이 현장을 불시 순회하며 직
주기적인
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그 결과(Yes
현업의
지역본부장 현장순회 or No)를 통보
애로사항 청취 정례화(의무시행) - Yes 인 경우 : 시행일 및 시행 방법 설명
및 해결
- No 인 경우 : 이유 설명
※ CEO의 현장순회 제도는 기 시행중
지역본부장이 인터넷으로 익명 또는 실명을 이
용한 애로 청취방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애로사
지역본부장의 직원 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
애로사항 청취방 개설 - Yes 인 경우 : 시행일 및 시행 방법 설명
- No 인 경우 : 이유 설명
※ CEO 대화방 제도는 기 시행중
현업 역/사업소 간 협력적 문화 형성을 위해
부서 근무자끼리 미팅이나 식사 기회를
Cross-Meeting제 타갖거나,
관리자가 타 부서 근무자와 미팅을 실시
※ 본사-현업 간 Cross-Meeting은 기 시행중
상하/좌우
1회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싶은 사항을 레터
의사소통 강화 지역본부장 레터 매주
형태로 e-mail 또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발송
또는 본부간 반기 1회 정기적인 교류 미팅
본사 또는 지역본부간 본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사 또는 본부간 교류를
정기적 교류 미팅 또는
활성화함

출처 : 2010년도 조직문화수준진단 보고서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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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몰입에 대한 세부 통계분석 결과 조직/개인 가치의
유사성, 조직성패에 대한 관심, 직장에 대한 자부심 및 소속감 그리고 지속적 근무욕
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원으
로서 조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소속감, 자부심 등 조직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비전 및 경영현황 및 미
래에 대한 공감대 확보 등을 위한 공유 등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
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에 대한 세부 통계분석 결과 소속장(역장, 사업소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인간적 유대관계 만족, 업무성과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소속장의
관심, 요구에 대해 조건을 달지 않는 보상, 성과향상을 위한 소속장의 창의적/실용적 제안,
문제해결 시 보상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소속장의 노력 등이 나타났으며 조직성과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소속장의 보상에 대한 공정성 및 보상을 주려는 노력, 성과향상을 위한
솔선수범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공감대 확보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 소속장(리더)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활성화로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에 대한 세부 통계분석 결과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전반, 보직 및 업무, 사무실 근무환경, 보수, 후생복지, 일을 통한 성취감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전반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성취감, 보직 및 업무,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접
하는 모든 내 조직 제도 및 환경에 관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코레일이 고성과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조직몰입, 직무
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변수는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또는 방법 그 자체로 향상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구성원의 암묵적 신뢰나 막연한 믿음을 기대
하고 성과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암묵적 약속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표현을 해야
하고 단순한 구두선(Lip service)이 아닌 실질적인 실천과 피드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며 정보, 지식, 역량의 자유로운 결합과 재결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
(열차, 역세권 개발, 광고 등)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수직/수평 커뮤
니케이션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즉, 코레일의 고성과 조직으로의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정한다고 정리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피드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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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원들의 인지된 수준으로 측정된 조직성과와 관련된 이론과의 접목을
통해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기업 분야에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4개의 복합적 조직행태 변수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둘째,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조직진단 매뉴얼’에도 조직진단의 주요 변수로 그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조직성과와 연계하여 연구하였다는 것과 기존 국내 선행연구
중 군 조직, 호텔기업, 보육교사, 민간기업 연구원 등 특정 업무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실제 공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조직행태와 관련된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는 ‘직무만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직무만족의
하위 설문요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와 ‘업무상 자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보수에 있어. 공무원 조직에서 공기업 조직으로 전환 된지
8년을 맞이하는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12위에 머무는 임금수준이라는 점과 공무원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평균임금으로 인한 만족 등이 혼재된 인식이 낳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업무상 자율성에 있어서도 국회, 국토부 및 기재부 등의 정부기관,
감사원, 내부감사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이해가 중첩되었다는 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에 차량, 사무영업, 전기 등 다양한 직렬이 혼합
되어 운영되는 거대 조직의 특성상 규정과 지시가 우선시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보수 및 업무상 자율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코레일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설정된 조직행태변수
(독립변수)들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코레일이 고성과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
전략이 이루어져야할지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와 부하(직급)에 따른 조절효과가 검증된 왕태규(2007)의 연구나 성별에
따른 조직성과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박천오외 3인(2001)의 연구와 달리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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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성별이나 직급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코레일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직렬과 직급에 따른 동일한
업무수행, 조직성과에 대한 개별보상이 경직되어 있으며 업무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공기업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독립변수)들이 조직내부 행태변수로만
측정되어 조직 외부의 영향요인을 배제한 점이 불완전한 분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정치적 성향, 주무 정부기관의 예산 및 정책 방향, 언론보도의 행태
등 외부요인에 따른 조직성과 영향정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레일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의 설문결과보다
지역본부별 영업이익률, 노동생산성, 내부경영평가 결과 등 객관적 데이터를 종속
변수(조직성과)로 하는 독립변수를 탐색하는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본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코레일 내부 본사, 차량정비단, 연구원
등 모든 직렬/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지되는 직무만족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완한 측정도구(설문) 또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리더십 등 모든 변수에서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서 사용되었을 때 조직성과
와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아울러
국내에서는 다소 미흡한 커뮤니케이션 조직행태변수의 조직성과와의 인과관계 분석도
보다 활발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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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4개 독립변수와 조직성과의 관계가
성별(남여) 및 직급(1～3급 직원 : 간부, 4～6급 직원 : 일반직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성별에 따른 조직성과 차이 분석결과 4개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조직성과에 대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남녀직원이 직렬 및 직급에 따라 차별 없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
2
3

1
2
3

<조직몰입-성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14
0.069
29.375
조직몰입
0.497
0.017
0.512
29.222
(상수)
1.763
0.085
20.845
조직몰입
0.497
0.017
0.513
29.396
성별
0.265
0.053
0.087
5.011
(상수)
1.792
0.275
6.517
조직몰입
0.49
0.068
0.505
7.217
성별
0.234
0.284
0.077
0.825
조직몰입-성별 0.008
0.07
0.013
0.11

유의확률
0
0
0
0
0
0
0
0.409
0.912

<직무만족-성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84
0.052
49.225
0
직무만족
0.431
0.016
0.489
27.482
0
(상수)
2.779
0.061
45.886
0
직무만족
0.403
0.016
0.458
24.944
0
직급
-0.173 0.027
-0.116
-6.308
0
(상수)
2.768
0.061
45.744
0
직무만족
0.35
0.022
0.397
15.907
0
직급
-0.16
0.028
-0.107
-5.811
0
직무만족-성별 0.058
0.016
0.089
3.557
0

- 73 -

1
2
3

1
2
3

<리더십-성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84
0.052
49.225
0
리더십
0.431
0.016
0.489
27.482
0
(상수)
2.358
0.072
32.588
0
리더십
0.43
0.016
0.489
27.552
0
성별
0.243
0.054
0.08
4.524
0
(상수)
2.283
0.223
10.224
0
리더십
0.453
0.067
0.515
6.714
0
성별
0.322
0.23
0.106
1.4
0.162
리더십-성별
-0.024 0.069
-0.038
-0.352 0.725
<커뮤니케이션-성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287
0.059
38.871
커뮤니케이션
0.455
0.015
0.516
29.521
(상수)
2.103
0.076
27.819
커뮤니케이션
0.453
0.015
0.514
29.459
성별
0.203
0.053
0.067
3.846
(상수)
2.279
0.222
10.25
커뮤니케이션
0.405
0.06
0.459
6.762
성별
0.015
0.23
0.005
0.065
커뮤니케이션-성별 0.052
0.062
0.086
0.84

유의확률
0
0
0
0
0
0
0
0.948
0.401

직급(간부와 일반직원)에 따른 조직성과 차이 분석결과에서도 4개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조직성과에 대해 직급에 따른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조직성과에 따른 보상이 직급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일하게 분배되는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
2
3

<조직몰입-직급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014
0.069
29.375
0
조직몰입
0.497
0.017
0.512
29.222
0
(상수)
2.251
0.074
30.263
0
조직몰입
0.468
0.017
0.483
27.237
0
직급
-0.204 0.026
-0.137
-7.713
0
(상수)
2.233
0.124
17.948
0
조직몰입
0.472
0.029
0.488
16.027
0
직급
-0.178 0.149
-0.119
-1.189 0.235
조직몰입-직급 -0.006 0.036
-0.017
-0.178 0.859
- 74 -

1
2
3

1
2
3

1
2
3

<직무만족-직급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84
0.052
49.225
0
직무만족
0.431
0.016
0.489
27.482
0
(상수)
2.779
0.061
45.886
0
직무만족
0.403
0.016
0.458
24.944
0
직급
-0.173 0.027
-0.116
-6.308
0
(상수)
2.804
0.091
30.735
0
직무만족
0.396
0.025
0.45
15.71
0
직급
-0.212 0.113
-0.143
-1.88
0.06
직무만족-직급 0.012
0.033
0.027
0.364
0.716
<리더십-직급별 조직성과 차이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모형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84
0.052
49.225
0
리더십
0.431
0.016
0.489
27.482
0
(상수)
2.779
0.061
45.886
0
리더십
0.403
0.016
0.458
24.944
0
직급
-0.173 0.027
-0.116
-6.308
0
(상수)
2.804
0.091
30.735
0
리더십
0.396
0.025
0.45
15.71
0
직급
-0.212 0.113
-0.143
-1.88
0.06
리더십-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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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among
KORAIL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 Behavior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eadership, Communication

Park, Cheol Hwa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alyzing KORAIL(Korean Railroad) affect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riables. Organizational behavior variables analyze, as verified by previous
studi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Was to analyze empirically determine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propose appropriating management
strategies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udy the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adership, communication,
respectively. Job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munication variable is high needing for intensive management to change
the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Constant attention and improv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feedback should be performed.
keywords : KORAIL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eadership, Communication
Student Number : 2012-22770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