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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직무순환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한 개인능력개발, 동일한 업

무 수행으로 인한 매너리즘 방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부정

부패 방지 등을 위해 다수의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사관리

정책이다. 공기업 본사이전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로 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의 목적

은 직무순환이 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살펴보고 조직성과 달성을 위한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

는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직무순환의 경험, 직무순환의 인식 및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여

T-test,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결과 연령, 근

속기간, 직급, 직군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직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순환 인식 중 개인발전 인식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

가적으로 시행한 탐색적 연구분석 결과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순환 시 보직기간 경과에 따른 단순한

직무변경 보다는 전문분야 설정을 병행한 직무순환제도 운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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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직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희망근무권역 지정 및 권

역별 인사이동을 제안한다. 또한, 직무순환을 통해 개인발전이 증

진된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직무 선정, 경력경로 설정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양방향 소통형 인사제도 운영 및 불공정 요소 발굴

등을 통하여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직무순환, 직무만족, 절차적 공정성

학 번 : 2014-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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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요 정부 정책들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LH공사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한국토지주

택공사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에게 직접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향상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

과 기업의 조직성과 관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인

적자원관리 요소이다.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와 조직에 긍정적인 태

도를 갖게 하는 것은 1920년대 조직에 사회적 요소를 도입시킨 인간관계

론이 대두된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경영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

었다.

기업은 조직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특성 중심으로

각각의 과업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직무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직무설계(job design)란 조직목표 달성과 개인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조적 및 인간관계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

관련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이다(황규대 외 7인, 2001: 438). 정부를 포함

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직위분류제에 의한 직무지향적 분류 모형을 채

택하고 있으며 전통적 직무설계는 능률성을 강조하여 분업화, 전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직무만족을 통한 동기유발을 전제로 온전

한 직무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

무설계 기법으로서 등장한 것이 직무순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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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순환(Job Rotation 또는 Job Transfer, Job Mobility)은 여러 직무

를 다양하게 경험토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전과는 상이한

스킬과 책무가 따르는 다른 자리(Position)와 일(Task)로 직무를 바꾸어

다른 직무로 순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직무이동, 전환배치, 순환

보직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정미현, 2010). 종사자에게 다양한 직

무 경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선호업무

및 지역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인사

관리 정책이다. 직무순환제도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도입 운영 중으

로, 개인의 경험 직무 다양화 및 업무수행에 있어 거시적 안목을 키워준

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면서도 기존 연구 사례들을 볼 때, 잦은 이동

시에는 업무 연속성 및 완결성 저하를 초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한

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기업에서 개인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

황 속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성과평가, 승진, 개

인의 경력성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

무원을 대상으로 보직이동 경로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승

진시기에는 중요한 보직으로 이동했다가 승진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한

직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乙자형 보직유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초임과

장 이후 첫 보직이동시에는 一자형과 乙자형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광국 외 2인, 2002). 공기업 또한 승진이 잘되는 보직이 조직 내에

서 분명히 존재하며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보

직경쟁 또한 승진경쟁 못지않게 치열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이유에서 보직은 직원의 사기와 연관되어 있고 인사권자에게 절대권

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칫 남용되는 경우 오히려 조직의 사기와 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최미란, 2001). 따라서 인사권자는 해당 직무의

여건과 개인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성 있는

보직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최문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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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13년 기준 약 18조 매출규모의 공기업으로서 신도시, 주택

단지 개발 등의 토지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택건설 및 임대사

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의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업무특성 상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종사자의 사기

저하, 이직의도 상승, 기피부서로 여겨지는 대민업무 위주의 현장사업소

등이 존재하며,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를 전문화라는 명분으로 장기간 담

당하게 할 경우 업무피로도 상승에 따른 직무만족 저하의 부작용을 초래

하여 조직성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직무순환은 전사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인사이동 이후 지역본부

장 등 소속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직무순환

기회의 적용보다는 개인 경력 상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배치가 이뤄

져 모든 사람에게 제도 본래 목적에 입각해서 직무순환이 적용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공기업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상대적으로 선호업무

및 지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누구나 선호부서에서 근무하고자 하

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기피부서·기피지역 간 형평성 제고, 개개인의 업무능력 발전 도모(김미

형, 2014)라는 ‘직무순환 본연의 목적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라

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직무순환제도는 직원의 직무만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직무순환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순

환제도의 효과성 및 직무순환 제도에 따른 성과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

행된 연구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무순환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

해 보고자 한다. 공기업에서 직무순환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직무에

대한 경험여부와 개인발전, 승진과의 연계성 그리고 LH공사가 통합공사

라는 상황적 조건을 감안하여 출신기관 교차배치가 직무만족과 어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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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을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직무순환의 공정성에 대

한 인식도 공기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시도 한다는데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전통적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 중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조

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라는 종속변수에 직무순환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

고 있는가와 종사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에 대

해 의문을 갖고 ‘직무순환제도와 제도의 공정성 인식이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직무순환제도 운영상황 인식, 공기업의 직무순환

제도에 대한 고찰, LH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직무순환과 인적자원

관리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하며, 효율적인 인적관리 방안으

로서의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직무순환 제도의 운영과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공기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향후 인적

자원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행하는 연구이다. 연구대상 공기업으

로는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직무순환제

도가 시행되고 있는 LH공사 4급∼2급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LH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준시

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 및 임

대사업, 주거복지 사업 등을 진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국토 균형발

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11개 사업본부 및 소속 사

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3조(보직원칙), 제14조(전보원칙)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전보의 시기 및 방법) 및 제24조(순환보직)

등에 따라 직무순환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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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며 LH공사의 경우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으

로 구분되어 있다. “인사관리단위”란 직무기능과 내용이 유사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일 직군 내 직렬의 집단으로

써 LH공사의 경우 사무직은 행정(사업, 재경, 전산, 지적을 포함한다)으

로 하며, 기술직은 토목(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을 포함한다), 건축(기

계, 전기, 화공을 포함한다)으로, 기능직은 기능사무와 기능기술로 구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순환제도의 운영 및 공정성 인식이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라는 경험적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

증주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직무순환,

직무순환의 공정성, 직무만족에 대한 국내외 논문 및 각종 보고서를 이

용하여 직무순환, 직무만족, 공정성 인식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알아보

고 영향 주는 주요변수 들을 추출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도록 한

다. 분석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표본추출방법은 랜덤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 시행하도록 한다. 설문은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통계패키지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표 1-1] LH공사 직급별 인원 현황 (알리오 '14년 9월 기준)

합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기타

6,239 7 74 427 1,962 2,702 623 444

* 임원은 정원기준, 비상임이사는 정원 불포함,

군입대휴직자·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및 휴직예정인출산휴가자 현원 제외



- 6 -

[표 1-2] LH공사 일반직원의 직급별 직위

직급 직위

1급
본부장, 부문장, 처장, 실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지사장, 단장,

원장, 관장, 부장, 팀장, 소장, 센터장, 교수, 연구원, 팀원

2급
처장, 실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지사장, 단장, 원장, 관장, 부장, 팀장, 소장,

센터장, 교수, 연구원, 팀원

3급 지사장, 단장, 팀장, 관장, 부장, 차장, 소장, 센터장, 교수, 연구원, 감독, 팀원

4급 팀장, 소장, 과장, 대리, 감독, 연구원, 팀원

5급 사원, 감독, 연구원, 팀원

6급 계장, 주임, 사원, 팀원

 [표 1-3] LH공사 일반직원의 직렬 구분

직 군 직 렬

사무직 행정/사업/재경/전산/지적

기술직 토목/도시계획/조경/환경/교통/건축/전기/기계/화공/

기능직 기능사무/기능기술

[표 1-4] LH공사 직렬별 인원 현황

합계 행정 토목
도시

계획
조경 교통 환경 건축 기계 전기 화공

5,302 2,184 1,281 178 157 15 22 815 307 326 17

* 6급 제외, 군입대휴직자·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및 휴직예정인출산휴가자 현원포함

제 3 절 연구의 범위

앞 절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총 5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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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의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 기존의 국내·외 문헌들과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

며, 직무순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공직구조의 설계, 직무순환 도입 배

경, 직무순환의 개념 및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직경로관련 선행

연구, 직무순환과 직무만족, 직무순환과 직무성과 관련 선행연구, LH공

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 직무순환제도 도입현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

음으로 직무만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직무만족의 개념 및 중요성,

직무만족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공정성에 대한 이

론적 논의로 공정성의 개념, 공정성과 직무만족 관련 선행연구 등에 대

하여 검토함으로써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제3장은 연구 설계 내용으로 연구모형 설계와 연구가설 설정, 각 변수

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설문지 구성, 표본의 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

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 결과로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실증분

석을 위한 연구 개념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분

석, 기술통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분석, 직무순

환 선호관련 추가분석, 연구가설의 검증 및 연구결과 분석에 대하여 제

시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계획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하면 다음에 제

시된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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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정미현, 2010 인용·조정)

제1장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의 범위

제2장 이론적 논의
직무순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연구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와 척도 자료의 수집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분석

직무순환

선호관련

추가분석

가설의

검증 및

연구결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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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직무순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직구조의 설계

국가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직위와 사람을 연결하는 작업을 서로 다르

게 하는데 사람의 신분과 자격에 맞는 직위를 만들어 사람을 채용하는

국가도 있고, 직무의 성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의 특성)

에 따라 사람을 뽑는 국가도 있다. 전자는 계급제적 공직분류에 가깝고

후자의 경우는 직위분류제적인 공직분류에 가깝다(박천오 외 4인, 2000).

계급제는 신분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국,

독일 같은 군주국가의 신분사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직위분류

제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1. 계급제

계급제(rank-in-person)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신분의

기준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박천오 외 4인, 2000). 계급

은 한사람의 학력, 경력, 자격 등으로 결정되는데 시험에 합격하여 일정

한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본인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그 계급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계급제라 말하며, 군조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계급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관직문화가 계급적 전통으로 이어져 현재 한

국의 행정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계급적 공직분류는 정부

조직, 군대 등을 비롯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급제는 막스웨버의 관료제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강조하였던

것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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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 관료제의 전통이 깊은 일본

이나 독일, 프랑스 등이 계급제를 운영하고 있다.(이종수 외 3인, 2014)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

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계급제 하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인사권자

재량에 따라 전직과 전보 임용이 가능하므로 인사권자의 리더십 발휘가

용이하며, 조직에서 모든 방면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갖춘 일반행정가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순환 근무 등 수평적 보직 이동을 촉진하는 장

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보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직무분야 성립을 어렵게 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능재분

배나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력수요 및 분석 평가가 제대로 이

루어 지지 못하여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1-2.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는 '직무‘ 또는 ’직위‘라는 요소에 기

초를 두고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직을 분류

하는 제도를 말한다(오석홍, 1983: 78-79 ; 박천오 외 4인, 2000, 재인용)

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하는 일과 책임의 단위인 직위에

따라 유사한 직무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류화를 통하여 체계화 시키

는 것을 말한다. 직위분류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것으로

써 경영의 전문화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채용 및 승진, 전직에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직위분류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직위, 직급, 직렬,

직무기술서, 직급명세서 등이 있으며 직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를 통해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종수 외 3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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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직위분류제 용어해설 (박천오 외 4인, 2000, 인용·조정)

직위(position, 職位) 한 명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class, 職級)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군)

직렬(series, 職列)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도와 곤란성의 수준이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무에 따라 분류 구분된 종류

직군(group, 職群)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등급(grade, 等級)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 보수지급의 기준

직류(sub-series, 職類)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전문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

2. 직무순환의 이론적 배경

2-1. 직무순환 도입배경

전통적 경영관리 기법인 테일러(F.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

자의 유효성 즉, 동기유발, 직무만족, 높은 성과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초의 직무설계 방법으로 업무는 전문화를 통하여 능률을 증진시켜야

하고, 직무는 세분되고, 단순화되며,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직무의 전문화 및 표준화에 의해 작업능률

증대와 비용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작업의 단조로움, 생산표준이나

직무명세서에 대한 경직된 집착, 피로와 긴장, 이직의 증가와 같은 부작

용을 초래하게 되었다(전인식·정병용, 2010). 이처럼 업무의 지나친 세분

화, 단순화, 표준화 등 분업과 전문화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으로 등장한 것이 직무순환이다(김경호, 2012, 재인용). 직무설계의 역사

적 발전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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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직무설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저 초기의

기능

직무
직무의

전문화

및

표준화

정도

전문화

직무충실화

직무특성이론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직무확대

직무순환

고 과학적관리법

1990년대 이전 1900-1940 후반 1940후반-60초반
`1960년대

초반이후

자료 : A.C Filley, R.J. House and Kerr(1976), Managerial Proces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황규대외 7인, 2001, 재인용

2-2. 직무순환 개념

직무순환은 작업자로 하여금 여러 직무를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여 다양

한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는 직무설계 방법이다(황규대 외 7인, 2001:

453). 직무순환은 승진이나 강등 같은 수직적 이동이 아니라 직무의 횡

적이동인 수평적 이동을 얘기하며, 생산 공장의 생산라인부터 정부, 공공

기관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사관리 제도이다.

직무순환은 근로자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설계(job design) 측면에서 직

무확대(job enlargement), 직무확충(job enrichment)과 구분된다. 직무확

대와 직무확충은 현재의 직무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시켜 근로자가 관련

성 있는 다른 과업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직무확충은 해당 직

무의 계획과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조강

윤, 2013, 재인용). 이에 반해 직무순환은 직무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얻

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직무와는 다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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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다양하고 넓은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다(조강윤, 2013). 예를 들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본인이 맡은 초

기 업무에 익숙해질 때 쯤 다른 업무를 익히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회

사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익숙해짐으로 인한 매너리즘 등을 예방

하기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인식·정인용(2010)의

연구에서 보면, A자동차 공장 근무자들이 실제적으로 순환범위가 넓고

빠른 순환 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업무 숙련도

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직무순환 유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김미형(2014)은 직무순환이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

족과 관리자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장간 이동보다는 부서내

부서간 이동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순환보직 시행

시 적정 보직기간 확보가 중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순환보직 시행이 중

요하다고 제시하였다.

Eriksson & Ortega(2006)에 의하면 직무순환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능

력을 향상시킨다는 근로자 학습이론(employee learning theory), 고용주

가 직무순환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알게 된다는 고용주

학습이론(employer learning theory), 마지막으로 직무순환이 반복 작업

으로 인한 지루함을 완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근로자 동기부여이론

(employee motivation theory)의 직무순환 도입과 적용에 대한 3가지 이

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김미형, 2014 ; 조강윤, 2013, 재인용). 근로자학

습이론에 의하면 직무순환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한 근로자는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학습효과로

직무순환이 근로자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

였다(Eriksson & Ortega, 2006). 고용주 학습이론에 의하면 직무순환을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능력과 강점, 적합한 직무 등을 알게 되어 이동

및 승진 등의 인사정책에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Eriksson & Ortega,

2006). 근로자 동기부여이론에 의하면 직무순환은 동일업무의 반복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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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태감을 해소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코

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말한다(김미형, 2014).

2-3. 직무순환의 유형

직무순환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박치득(2001)은 이동범위와 이동목적에 따라 직무이동의 유형을 구분하

였다. 첫째로 이동범위에 따라 직군간 이동, 직종간 이동, 부서간 이동,

부서내 이동, 사업장간 이동을 분류 제시하였는데, 직군간 또는 직종간

이동은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기능이나 전문성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상이한 직군·직종간에 이뤄지는 이동을 얘기하며, 부서간, 부서내 또는

사업장간 이동은 물리적으로 근무하는 부서의 이동 또는 부서 내에서 직

무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박치득은 둘째로 이동목적에 따라서 기술변화에 따른 이동, 고용안정을

위한 이동, 능력개발을 위한 이동, 적정배치를 위한 이동이 있음을 제시

하였는데, 신기술을 습득하거나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이뤄지는 기술변화에 따른 이동, 불황에 따른

일시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거나 직무를

배분하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한 이동, 유능한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인

력양성을 위해 이뤄지는 능력개발을 위한 이동, 종업원 욕구변화 대응을

위해 이뤄지는 적정배치를 위한 이동을 제시하였다.

임창희(2003)는 경력의 이동경로에 따른 직무순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하위직에서 동일직무 동일부서를 경험한 후 상위직에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는 T형, 하위직에서 여러 직무를 경험한 후 한 부서에서 성장한

후 다시 상위직에서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하는 I형, 하위직에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한 후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 전문가로 계속 승진하게

되는 L형, 승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는 S형, 초기에

특정부서로 전문성을 쌓다가 중견사원에서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다시

자신의 전문분야로 돌아와 그곳에서 상위직으로 승진하게 되는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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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동경로를 제시하였다.

김진희(2009)는 조직 내에서 직무순환 시 자신의 의지대로 이동 하였는

지 여부에 따른 자의·타의에 따른 분류와 이동시 핵심부서로의 이동여부

에 따른 핵심·비핵심부서 분류를 조합하여 4가지의 직무순환 유형을 제

시하였다.

3. 직무순환관련 선행연구

3-1. 보직경로관련 선행연구

공무원 등 행정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직이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있다. 임도빈(2000)은 1998년 8월 시점 기준, P도청을 사례로 해당직위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재직기간, 임용직전 직급과 보직, 이직 이후 보직과

직급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 내 보직이동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 乙자형 보직이동이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가를 밝히는데 주

력 하였는데, 분석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乙자형 유형의 이동이 나타

나면서도 동시에 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제시하여 乙자형 인사이

동 유형이 명확하게 나타나고는 있지 않음을 결론지었다. 박광국 외 2인

(2002)의 연구에서는 2002년 5월 시점, P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5급 이상을 대상으로 보직경로를 분석하고자 공무원 인사기록표를 이용

하여 보직이동유형에 관한 실증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P시에서 근무 중

인 4급, 5급 공무원들 모두 규정에서 제시된 직급별 승진소요 연수보다

실제적으로 각 직급별 승진소요 연수가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 이전 보직에 비해 승진한 후 초임보직은 상대적으로 한직에 해당되

는 자리가 많아 乙자형 보직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임

보직 이후 이동시에는 一자형과 乙자형 두 가지 유형 모두 나타나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조영복·박철민(2005)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과 기장

군청 소속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보직이동제도 활용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수준, 직무수행만족도, 보직이동 효과 및 방향을 분석하였는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수행직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에 대한 불만족 해소 및 전문적 역량 배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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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적정한 보직이동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보직이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장점은 ‘전문적 역량발휘기회’와 ‘장기

근무 침체탈피’에 큰 비중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직이동

후에는 전문적 역량배양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치득(2001)은 직무이동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N사에 근무

하는 임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직무이동 횟수가 차장 및 부장승진까지의

승진연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직무이동 횟수가 많을수록 승진소요연한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군의 이동횟수가 기술직군에 비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기업연륜이 30년에 이르는 검증사례를 근

거로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이동이 개개인의 직무적성과 업무수행능력 및

요구수준에 부합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무이동을 통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직무만족도 향상이 이뤄지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3-2. 직무순환과 직무만족 등 선행연구

직무순환에 대한 그동안 선행연구들을 보면, 직무순환과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 직무순환과 조직 또는 개인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이고 직무순환과 역량 또는 전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일부 찾을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직무순환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직무만족도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어 조직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가 특히 많았다. 권나경·김혜린·서원

석(2010)은 국내특1급호텔 F&B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무순

환의 효율성 및 절차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고, 동기부여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원활한 직무 순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수단이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

무 순환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동기부여는 직무

만족의 성취감, 복리후생 및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 모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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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데 결론적으로 동기부여 된 직무순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종사원들의 직무 만족감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권나

경·김혜린(2014)은 서울소재 7개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순환이 주

관적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연구한 결과, 직무순환이

고용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고용경쟁력은 주관적 경력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순환과 주관적 경력만족과의 관계에

서 고용경쟁력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순환관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양한 직무경험, 제도의 공정성, 경력개발의 3가

지 변수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변수가 주관적 경력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나경·김혜린·이인재(2013)는 국내 특1,2급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텔종사자의 직원가치(EVP)와 직

무순환 중요도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 하였는데,

급여와 보상을 제외한 EVP 요인(성장개발, 상호신뢰, 근무환경, 역량인

정)이 직무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순환

을 구성하는 3개 요인(개인의 발전과 효용성, 운영절차, 경력관리)이 종

속변수인 주관적 경력성공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호텔 종업원들은 주관적 경력성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타 부서

경험을 통한 이해 증진과 이러한 환경 변화를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

을 인정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나경 외 2인 연구 토대

에는 정미현(2010)의 연구가 있다. 정미현(2010)은 호텔직원의 직무순환

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는데, 직무

순환에 대한 인식 중 제도의 운영 절차와 개인발전에 대하여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인발전, 운영절차, 승진, 악용 등의 4가지 요

인으로 제시하여 인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경력

성공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발전, 운영절차, 승진에 대한 인식이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성과도 많았다. 유문숙·김용순

(1999)은 간호사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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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동과 직무동기, 조직몰입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하

였는데, 경기도 소재 A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7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직무동기에 있어서 이동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이 없

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동기와 조직몰입에 있어서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근무부서의 이동이 인사관리

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오미선(2000)은

서울소재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간호사들

의 근무부서 이동에 대한 태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근무부서 이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길정·이명하(2001)도 간호사의 부서이동제도에 대한 평가와

부서이동제도에 대한 만족이 조직유효성 변수인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 가를 규명해 보고자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280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는데, 부서이동제도가 유용하다고 인식할수록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이동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서이동제도가 합목적적으로 유용

해야하며 그 문제점이 적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연옥·권명순(2004)은

전길정·이명하(2001)의 연구를 토대로 임상간호사의 부서이동제도에 대

한 인식(유용성, 문제점)과 조직몰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부서이동제도

가 유용하다고 인식 할수록 조직몰입이 높고,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할수

록 조직몰입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사들

은 병원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근도 하지 않으며 조직에 남

아 있으려는 욕망이 크고 조직 목표 달성에 계속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김경호(2012)는 직무순환이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들이 직무순환제도가 본인들의 경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거나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다. 김진희(2009)는 직무순환 의사의 자발성과 배치부서에 따른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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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조직충성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이 직무순환 의사가 있었고,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경우가 직무순환 의사가 없었으나 핵심부서 배치된 경우

보다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부서에 직

원을 배치할 시에 자발성 여부를 필히 고려하여 해야 하며, 직무순환에

대한 희망의사가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에 대한 인력 배치시 핵심부서·

비핵심부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직무순환시스템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홍원경(2012)은 직무순환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일몰입 경험에 대한 인식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직무순환과 관련해서

는 행정적인 관리가 잘 될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상사에 대한 만족도와 수

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일하는 동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입의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경험 그 자

체가 목적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업무가 끝난 후에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을 보상으로 여기는 자기 목적적 경험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림(2012)은 직무순환동기에 영

향을 주는 회피성요인과 접근성 요인을 살펴보고 직무순환동기가 직무스

트레스 및 직무몰입, 직무의 기대효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

성원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의 부합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직무순환을 하

려는 동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구성원개인이 향상초점적 성향이 강할수

록, 성장욕구가 강할수록, 학습목표 지향성이 강할수록, 제네럴리스트 로

서의 경력을 지향할수록 직무순환을 하려는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직무순환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직무순환동기가 높

게 나타나게 되면 직무순환을 시행 하였을 때 직무몰입의 증가, 직무의

기대효용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직무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직무순환과 직무성과관련 선행연구

직무순환제도의 효과성과 업무성과, 역량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 김광호(2008)는 잦은 직무순환이 전문성 축적 저해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 공무원 대상으로 순환보직 운영 실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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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

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과도하게 잦은 순환보직이 나타나

는 이유는 乙자형 보직경로 형태로 보직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며 이러

한 상황은 계급제와 연공서열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사람중심의 계급제에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변화시켜야 하며, 처음 일정기간은 모든 직렬

을 순환시켜 업무 적합도를 파악하게 한 후, 이후에는 적합도가 가장 높

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순환후전문화제도를 제안하였다. 고태곤

(2013)은 K-water 3급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순환과 팀장 평가시 역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직무순환 횟수는

팀장의 역량평가 점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업적 평가 점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문분야에서 전문분야로의

이동시에 업적평가 점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인재

상에 따라 직무순환제도의 차별적 도입(상위직 위주 도입)과 직무순환이

장·단기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경험을 최대

한 고려하여 전문분야 및 유사분야로의 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

미형(2014)은 한전KPS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순환보직은 직무만족과 관리자역량 향상 인식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은 순환보직 횟수가 늘어

날수록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인식 하였다. 아울러 순환보

직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호 핵

심보직 및 선호사업장에 대한 순환보직 기회 불평등과 거주지 안정성 저

해, 본인의사 미 고려한 인사시행이 직무순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식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기간에 따른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도 있다. 김종현·김영희·이태구

(2008)는 '0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구성원 중 조사업무만을 집행한

공무원 103명의 근무기간과 직무성과(민원처리실적)를 분석해 본 결과,

근무실적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장기근속에 다른 매너리즘이나 나태함으

로 인해 직무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무성과와 근무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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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이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직무성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제시 하였는

데 근속기간의 차별화가 적합한 직무설계 방법이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4. 직무순환제도 도입현황

4-1. LH공사의 직무순환

LH공사는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 인력의 본·지사간 또는

지역본부간 직원의 이동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운

영하고 있다. 규정상 동일부서 5년 이상 근속자와 동일보직 3년 이상 근

속자는 우선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전보인사

시행 전에 직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을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 일과 현장중심의

전보인사 시행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출신·지역·직렬·본지사간 순환배치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시행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 내

소속직원의 1/3 이내로 직무요건에 맞게 경력, 전공 및 업무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토록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2급이하 직원 대

상으로 동일부서 5년 이상 최근 10년간 본사누적 8년 이상인 직원에 대

하여 본사와 지역부서간, 지역본부 내근과 현장 간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서 이동과 상관없이 동일직무 3년 이상 수행자 및 이해

관계인과 접촉이 잦은 업무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적으로 타 직

무로 전환배치토록 직무순환 전보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이

사항으로 통합공사인 상황을 감안하여 출신 간 상호 교차배치에 대한 기

준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LH공사 직무순환(전보)기준 (‘14년 전보인사 시행기준 발췌)

 · 출신간 상호배려와 화합지향형 배치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기관인 만큼 근무하는데 있어서 두 

기관 출신의 직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시 부득이한 부서를 

제외하고 부서 30%이상 혼합배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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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water의 직무순환

K-water의 직무순환 제도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LH공사와

비슷하게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 보직제를 실

시하고 있다.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위의 특성과 직원의 전

공, 자격, 적성, 훈련, 근무경력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

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태곤, 2013).

[표 2-3] K-water 직무순환(전보)기준 (고태곤, 2013)

 ① 기본방향

  ․ 본사-본부-현장 간 인사교류 확대 및 인력균형 도모

  ․ 공정한 전보 실시를 위한 전보심사제 적용기준 강화

  ․ 오지현장 등에 대한 직무순환제도의 예외 적용

  ․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순환 실시

 ② 전보기준

  ․ 부서 내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내

  ․ 신규 승진자는 타부서 배치를 원칙

  ․ 동일부서 보직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직원

    (2급 : 3년, 3급이하 : 5년)

  ․ 문책대상 및 업무부진 직원

  ․ 현장근무 미 경력자

  ․ 청렴요구업무 3년 이상 근무직원 (인허가, 금전출납,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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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공항공사의 직무순환

한국공항공사의 직무순환 제도는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4년

도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운영 기준을 참고하였다.

[표 2-4] 한국공항공사 (전보)기준

 ① 3급이하 직원 전보운영기준

  ․ 고충처리 직원 및 희망근무 지역(부서장 의견 등) 반영

  ․ 전보 인원 최소화를 통한 업무효율 등 고려

  ․ 부서간, 본지사간 인력균형 유지, 결원 인력은 조속한 충원 보충예정

  ․ 시설규모 및 신규사업 등 업무량을 고려한 배치

  ․ 신입사원 본사 및 지역본부 위주 결원인원 고려한 배치

 ② 보직관리기준

  ․ 직원의 보직은 직무요건 및 인적자질을 구비한 자를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직원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공사 업무의 연계성확보, 

부서간 협조체제 증진 및 직원의 종합적인 능력 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전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특기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직

변경을 한다.

   1. 동일보직 2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2. 동일부서 소속 5년 이상 장기 근무하였을 때

   3. 교육이수 및 특수한 자격증 소지 등으로 능력 및 특기 분류가 변

동되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재 보직을 요할 때

   5. 전직되었을 때

   6.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가 있을 때

   7. 감사실 직원으로 보임되어 2년 이상 근무한 자



- 24 -

제 2 절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직무만족의 이론적 배경

1-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무경험을

평가한 후 가지는 긍정적이며, 유쾌한 감정의 상태로서 직무에 대해 갖

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조직내외에

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결근, 이직률이 낮고 직무 성

과(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규 외 2인, 2004).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흐름은 1930년대

이후 호손실험을 계기로 인간관계론자들이 조직성과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보다 조직 내 인간적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주요 관심사

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과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내면적 감정, 사

회적 관계, 동기 및 심리적 요인 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의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에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만족극대화를 통한 능률성 제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Herzberg 2

요인 이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관리자가 종사자들을 어떻게 동기

부여 시켜서 조직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

면서 많은 경영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직무만족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은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되는데, 내

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이란 직무의 난이도, 도전감, 중요성, 다

양성 등 직무자체의 내재적 가치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하며, 외재적 만

족(extrinsic satisfaction)이란 보상, 복리후생, 작업환경 등 직무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보상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

다. 경영자는 종업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권길자, 2007). 조직 구

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느냐 여부는 개인평가 및 조직성

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자신이 맡은 직무나 조직에 대하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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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높

이고 나아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직원들의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주요학자들이 주장하는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2-5]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 (권길자, 2007, 일부 재인용)

Hoppock(1984)
'나는 내 직무에 만족한다'라고 솔직히 말하게 하는 심리적,

환경적 상황의 모든 결합

E.A. Locke(1976)

직무만족을 자기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평가하거나 직무 그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쾌함이나 혹은 긍정적인 감정상태

(pleasurable or positive emotional state)이면서 직무만족이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이기 때문에 내적 규제과정을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

1-2. 직무만족의 중요성

직무만족은 조직내적,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우선 조직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많은 경영자들은 직무만족이

개인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행복한 작업자

가 그렇지 못한 작업자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사려 깊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자신의 직무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외부사회에 대하여 속해있는 조직을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다. 이는 좋은 의미에서 공중관계(Public-Relation : PR) 기능을 표현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 외부

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넷째,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율과 결근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생

산성 증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신현호, 2010)

이처럼 조직 성과관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직무만족을 조직 외적 측면

인 개인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적 측면에서 직무만족은 첫

째, 삶의 가치 판단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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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직원들이 자신이 속한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삶의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하

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속한 직장 혹은 직무에 대한 불만은 스트레스를 야기하

며 많은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셋째, 직무만족은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하다. 본인 업무에 불만족하고 있는 직원은 가정이나 다른 활동에도

불만족의 감정을 쉽게 전이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직장과 관련 없는

기본생활 영역의 질서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이강원, 2014).

2. 직무만족관련 선행연구

직무만족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조동

규·양재생·이만규(2004)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 요인을 개인특성, 표본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직급, 근속년수, 결혼, 근무처, 업무담당기간 및 협력필요정도, A·B형 성

격, 내재적·외재적 성격을 요소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증대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과업요인, 상급자요인, 동료요인에 대한

강화작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직무만족 중 보직과 관련된 개념인 보직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있다. 황춘자(2014)는 업무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

으로 보는 직무만족과 달리 보직 자체에 한정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보직만족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나 보직 절차에 대한 공정성, 보직의 중

요도 등을 감안한 보직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직만족

도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업무관련요인,

조직관련요인, 남녀차별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성별·연령·학력에 따라, 직급·업무난이도·전문성·대체가능성·근속에 따라,

조직종류와 공정성 인식에 따라 보직만족도 및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직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직급 순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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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직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조직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제3절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정성의 개념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자신과 준거인물의

비교를 통해 형평(equity)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될 경우 공정성을 지각하

지만 어긋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불형평(inequity)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감 및 여러 유형의 태도들이 발생하며 아울러 이 긴장감을 줄

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 이론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투입

(input) 대신 산출(output)의 비율을 동일한 직무상황 내에 있는 다른 사

람들의 투입 대 산출의 비율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비율

이 같을 때는 공정성이 지각되고, 이 두 비율 간에 어느 한 쪽이 크거나

작을 때에는 불공정성이 지각된다.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인과

비교할 때 공평한지 여부가 만족, 불만족에 대한 규정요인이 되는 것이

다.(정수진·김양호, 2005 234∼35 ; 신현호, 2010, 재인용)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는데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춰 최종 결과물 또는 성과가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의미

하는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평한가를 의미하는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다.

공정성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Homans(1961)가 분배공정성이

란 개념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Adams(1965)가 발표한 공정성이

론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였다(김동원, 2013). Homans와

Adams로 대표되는 초기 조직공정성 이론은 투입과 보상의 비율에 대한

분배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분배공정성이론은

균등한 보상 하에 달리 나타나는 개인 간 반응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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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직구성원은 분배결과와 상관없이 분배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낄 수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한

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나 규칙 등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러한 분배공정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Thibaut&Walker(1975)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절차공정성 이론이다(이강원, 2014).

1980년대 이후 절차공정성의 개념은 조직상황에 적용되어 그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Folger & Konovsky(1989)는 217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

보다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분배공정성

이 절차공정성보다 임금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

다(임정숙, 2008).

2. 공정성과 직무만족 등 선행연구

공정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과중심 보수제도나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았으며 직무순환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폴거와 그린버그(Folger & Greenberg, 1985)는 조직공정성의 결과 변수

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임금만족, 이직의도, 직무몰입, 스트레스 등의 조

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에 관한 조직 유효성 변수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

고 있다고 하였다. 폴거와 크노브스키(Folger & Konovsky, 1989)의 연

구에서는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임금만족도에 2배 이상의 설명력

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상사에 대한 신뢰변수를

설명하는데 분배공정성보다 더욱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호, 2010, 재인용).

이렇듯 성과급제도와 관련 조직유효성 변수에 영향을 주는 공정성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국내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신현호(2010)는

SOC유형의 공기업 7개를 대상으로 성과보상제도인 연봉제와 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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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 변수인 임금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해 보았는데, 임금만족에는 분배공정

성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절차공정성만

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동원(2013)은 시흥시 교육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는데,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선택했을 때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유의했던 반면에 직무만

족을 종속변수로 선택했을 때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무만족의 수준은 성과급과 같은 보상 이외에

도 승진, 직무자체, 상사의 리더십, 인간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의 공정성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준호(2013)는 K공기업을 중심

으로 성과보상 및 성과보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는데, 보상기제가 적정하다고 느낄수록, 분배적으로 공정하

다고 느낄수록 정서적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적

으로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속적 조직몰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는

긍정적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인사관리제도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도 있다. 김

귀곤(2003)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조

직구성원들의 지각이 조직몰입 및 조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데, 회귀분석의 결과는 분배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을 시키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석청호(2005)는 경

찰관들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정도가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

성 중에서 절차공정성만이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보직배치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연구도 있

다. 최문용(2006)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직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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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직배치의 공정성, 승진

과의 연계성, 보직의 중요도, 개인의 역량 등이 직무만족 중 보직자체에

한정된 개념인 보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보직의 중요

도와 배치의 공정성이 보직만족에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문미

경·류도암(2013)은 평등실현의 적극적인 조치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제도에 대한 효과 인식 및 여성의 승

진 및 보직배치에 있어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연구 사례 성과도 있다. 윤정구·임준철(1998)은 공정성이 조직효과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기업과 공기업의 비교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공정성의 변수를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직무공정성으로 분류하였

는데,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직무공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직무공정성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공기업보

다 사기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공기업보다 사기업이 절차공정성 제고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주·류지원(2006)은 전라북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을 대상

으로 조직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과 행정품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일반공무원 집단의 경우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 집단의 경우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모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 집단의 경우에는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있어서 분배공정성은 부(-)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상호작용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좀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다양한 조직원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강

원(2014)은 공항협력업체 직원들의 발주처 공정성 인식 수준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공항협력

업체 종사자들은 발주처인 공항공사의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공정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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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공정성 영역에서 비교적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역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욱·서상혁(2003)은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잔류의도 및 조직몰입에 대한 분배 및 절차적

공정성의 역할 및 상대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직무만

족과 잔류의도에 있어서는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대해서도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

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현·이재훈·김기근

(2010)은 우리나라 대기업인 LG Display의 사무직·생산직을 중심으로 보

상, 평가, 승진관리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았는데, 보상·승진·평가관리에 대

한 모든 공정성 변수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조직시민행동의 변수에는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승진·평가관리에 대한 조직구

성원들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직몰입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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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직

무순환과 공정성 인식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직무순환경험, 직무순환 인식,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

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LH공사 임직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직무순환의 개인차원 및 조직차원의 인식이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직무순환
H1

직무만족
 [직무순환경험]
 - 입사이후 경험한
   직무의 개수
 - 본사·지역부서간  
   이동경험 횟수

전반적
직무만족

수준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
 - 개인발전
 - 승진
 - 출신기관 교차배치

H2

H3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
  - 절차적공정성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속기간, 직급, 직렬

  현재 담당업무, 출신기관(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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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의 설정

직무순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호텔직군 및 간호사 직군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직무순환과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 직무순환과

조직 또는 개인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직무순환과 역

량 또는 전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일부 찾을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는 직무순환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밝히고 있는데 직무만족도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 증대

로 연결되어 조직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순

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직무순환

횟수에 따라 직무만족이 증가한다는 김미형(2014)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잦은 인사이동은 전환비용의 증가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려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는 김광호(2008)의 연구도 있다.

직무순환의 인식과 관련하여 간호사 직군을 대상으로 한 오미선(2000),

조지선(2009)의 연구에서는 부서이동에 대한 직무만족 인식수준을 연구

하였는데, 오미선(2000)은 근무부서 이동경험이 없는 간호사와 이동경험

이 있는 간호사 간에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근무부서 이동에 대한 긍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다. 조지선(2009)의 연구에서도 근무부서 이동에 대한 긍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정미현(2010)은 호텔직

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무순환인식에 따른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는데 운영절차 및 개인발전 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

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과 종업원의 태도와의 관계는 박지연(2011)의

연구가 있다. 종업원이 지각한 직무순환의 분배적, 절차적 공정성이 종업

원 태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주효과는 강한 정의 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김귀곤(2003)은 인사관리 체계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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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순환의 횟수 등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직무순환 인식과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다고 추정해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직무순환제도가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직무순환 경험은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입사이후 경험한 직무의 개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본사·지역부서 간 이동경험 횟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은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승진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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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와 척도

1. 독립변수1 : 직무순환 경험

인사이동과 함께 직무를 변경한 경우를 고려하여 순환보직 횟수 및 유

형의 2가지 변수를 사용한 김미형(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입사이후 현재까지 경험한 직무의 개수를 통한 직무순환 측정과

사업장간 이동 유형인 본사·지역부서간 순환보직 횟수를 통한 직무순환

측정의 2가지 변수를 직무순환 경험의 하위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단

기간의 파견 등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직무순환은 그

직무를 충분히 역량을 개발하거나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 판

단되어 경험이력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2 :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

직무순환인식에 대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주로 간호

사 직업군의 근무부서이동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많았다.

오미선(2000), 조지선(2009)의 대학부속병원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부서 이동태도와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α=0.8602와 α

=0.843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한 바 있다. 홍원경(2012)의 연구도

해당 측정도구들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정하여 신뢰

성을 검증한 바 있다. 다만, 상기 연구들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없었다. 정미현(2010)은 선행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직무순환의 인식 기준으로 활용 가능토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

증을 통하여 개인발전, 운영절차, 승진, 악용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를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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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발전

본 연구는 정미현(2010)을 참고하여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 중 개인발전

은 “직무순환제도가 직원들의 개인능력발전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발전은 오미선(2000), 조지선

(2009), 정미현(2010)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여 개인의 능력발

전,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 제공, 단조로운 업무에 대한 활력소, 잠재적

능력개발, 능력인정 기회인식, 근무의욕 및 사기증진, 타부서에 대한 이

해 증진의 7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승진

직원들의 직무순환 경험은 다양한 직무 및 보직배치를 통해 인사관리요

소인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승진은 ‘직무순환을 통한 승진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며, 오미선(2000), 조지선(2009), 정미현

(2010)을 참고하여 직무순환이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해소 시키는지 여부

와 승진의 기회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교차배치

LH공사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이후 출

신기관별 교차배치를 순환보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요인

이 직무만족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신기관 교차배치는

‘직무순환제도에서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며, 설문

문항은 연구자가 만들었으며 교차배치가 양 기관의 직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화합적 통합의 목표를 이루는데 바람직하게 작

용했는지 여부로 구성하였다.

3. 독립변수3 :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직무순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다. 공정성은 특히, 조직내부차원에서의 성과,

보상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을 주로 실증 분석해 온 기존 연구에

착안 하였으며, 본 연구는 직무순환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변수로서



- 37 -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절차적 공정성

일반적으로 공정성이론과 선행연구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바와 같

이 공정성 인식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으로 측정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순환의 운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 특성을 고려하

여 절차적 공정성 변수만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공정성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절차적 공정성은

보상 결정에 이용되는 절차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수

준으로 정의(김동원, 2013, 재인용)하고 승진·임금인상·상여금 등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관성, 편견의 제거, 정확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그리고

윤리성의 6가지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김동원(2013)에 의해 인용된 개

념적 설명에 의하면 일관성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절차가 일정하게 적

용되어야 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함을 말하며, 편견의 제거란 절차가 선

입견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정확

성은 확실한 정보와 그러한 정보에 입각한 의견에 기초하여 절차가 마련

되어야 함을 말하며, 수정가능성이란 항의나 불만사항에 대해 적극적으

로 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대표성

이란 절차는 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하위집단의 반응을 반영

해야 하며 그들의 기본적 이해관계 및 가치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윤리성은 절차가 평가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조국행(2000), 김동원(2013), 윤정현·이재훈·김

기근(2010), 박지연(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직무순환제도에 대한 절차

적 공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하며, 리커드 5

점 척도로 평가한다.

- 절차적 공정성 : 직무순환제도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정도, 의견반영

인식정도, 이의제기제도, 일관된 기준적용, 편견의

배제 등에 대한 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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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수 :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하여 갖는 태도로서 직무 또는 환경

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태도, 신념, 가치, 욕구 등의

좋은 정서 상태를 말한다(김미현, 2014, 재인용).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김경호(2012)가 사용한 업무자체, 수

퍼비전, 동료, 보수(월급), 승진,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

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Tsui et al(1992)이 개발한 직무만족척도, 고

종욱·서상혁(2003)이 사용한 Brayfield & Rothe(1951)의 전반적 직무만족

지표, Smith, Kendall 및 Hulin(1969)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DI(Job

Description Index), 미네소타 만족설문(Mi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 MSQ)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ayfield & Rothe(1951)를 토대로 김태성·허찬영(2013)

이 사용한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직무자체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4가지 문항에 대하여

개개인의 만족도를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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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의 수집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설문측정 항목은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에

서 사용된 직무순환과 관련된 설문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정

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변수 측정항목 문항수 척도 선행연구

독립

변수

직무순환

경험
입사이후 경험한 직무의 개수

본사·지역부서간 이동경험 횟수
Ⅰ.1∼2 - 김미형(2014)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Ⅲ.1∼7

5

오미선(2000)

조지선(2009)

홍원경(2012)

정미현(2010)승진 Ⅲ.8∼9

출신기관 교차배치 Ⅲ.10∼11 -

직무순환

공정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Ⅳ.1∼6 5

조국행(2000)

윤정현·이재훈·김기근(2010)

박지연(2011)

김동원(2013)

권나경·김혜린(2014)

종속

변수
직무만족 전반적 직무만족수준 Ⅱ.1∼4 5

Brayfield & Rothe(1951)

김태성·허찬영(2013)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속기간, 직급, 직렬
7 - -

현재

직무
현재담당직무 1 - -

출신

기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1 - -

기타
직무순환

희망여부
희망여부 및 비희망여부

이유측정

2 5 권길자(2007)

정미현(2010)

김미형(201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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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LH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순환에 대한 경험

및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

단인 LH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사 근무경력, 직무순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사 및 지역부서에서 근무 중인 2급∼4급 직원을 대상으로 설

문대상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는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지를 임의 표본추

출방식으로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15일간 인터넷, e-mail, 설문지를 통

한 설문조사를 410명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 총 211명이 응답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7부를 제외하고 20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test,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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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에 제

시되어 있는 [표 4-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 175명

(85.8%), 29명(14.2%)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19명(58.3%)

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54명(26.5%), 50대가 28명(13.7%), 20대가 3

명(1.5%)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분포는 학사가 156명(7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47명

(23.0%), 전문대졸 1명(0.5%) 이었으며, 결혼여부 분포는 기혼이 183명

(89.7%), 미혼이 21명(10.3%)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분포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05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5

명(12.3%),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1명(10.3%),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24명(11.8%), 25년 이상 30년 미만이 21명(10.3%)으로 나타났다.

직급 분포는 4급이 124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3급 62명(30.4%),

2급 18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군 분포는 토목직군이 98명

(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직군이 71명(34.8%), 건축직군이 35명

(17.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기관 분포는 대한주택공사가 66명

(32.4%), 한국토지공사가 138명(67.6%) 이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분포는 본사직무 담당이 86명(42.2%),

지역본부 내근업무 담당이 75명(36.8%), 지역본부 소속 현장업무 담당이

43명(21.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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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75 85.8

여성 29 14.2

합계 204 100.0

연령

20대 3 1.5

30대 119 58.3

40대 54 26.5

50대 28 13.7

합계 204 100.0

최종학력

전문대졸 1 0.5

학사 156 76.5

석사 47 23.0

합계 204 100.0

결혼여부

기혼 183 89.7

미혼 21 10.3

합계 204 100.0

근속기간

5년미만 8 3.9

5년이상 10년미만 25 12.3

10년이상 15년 미만 105 51.5

15년 이상 20년 미만 21 10.3

20년 이상 25년 미만 24 11.8

25년 이상 30년 미만 21 10.3

합계 204 100.0

직급

2급(보임자포함) 18 8.8

3급(보임자포함) 62 30.4

4급 124 60.8

합계 204 100.0

직군

행정직군 71 34.8

토목직군 98 48.0

건축직군 35 17.2

합계 204 100.0

출신기관

대한주택공사 66 32.4

한국토지공사 138 67.6

합계 204 100.0

현재직무

본사 86 42.2

지역본부 내근업무 75 36.8

지역사업본부 소속 현장

(내근업무 제외)
43 21.1

합계 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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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

히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또는 논리적타당성(logical validity),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또는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남궁 근, 2010).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순환 인식 변수인 개인발전, 승진, 출신

기관 교차배치 및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직무만족의 평가기준 내지

요인이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변수는 요인 적

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관련

된 표준화된 분산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

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

수로 간주하며 0.50을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독립 및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한 결과 직무순환 인

식에서는 Ⅲ-7 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직무순

환의 공정성 인식에서는 Ⅳ-5 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해당 설문을 제외하고 요인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3]과

같이 고유값 1.0 이상인 개인발전, 직무만족, 절차적공정성, 승진, 출신기

관 교차배치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

은 70.359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0.598에서 0.876까지 나타나 설문문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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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타당성에 있어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2]에는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측도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가 제시되어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의 의해 잘 설명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는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의 KMO값은 0.852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

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합여부는 유의확률로서 파악하게 되는

데, 본 연구의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5% 미만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4-2 ]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0.852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977.915

df 171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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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회전된 요인행렬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3 4 5

개인발전

문Ⅲ-3 .797 .059 .207 .167 -.004

문Ⅲ-4 .791 .139 .082 .122 .231

문Ⅲ-6 .705 .100 .137 .362 -.064

문Ⅲ-2 .693 .169 .145 -.048 .288

문Ⅲ-1 .687 .210 .056 .055 .180

문Ⅲ-5 .647 .175 .085 .398 .101

직무만족

문Ⅱ-2 .182 .876 .036 .025 -.055

문Ⅱ-1 .153 .873 .069 .039 .029

문Ⅱ-3 .172 .854 .034 .177 .155

문Ⅱ-4 .102 .841 -.012 .054 .107

절차적

공정성

문Ⅳ-1 .139 -.056 .817 -.051 .136

문Ⅳ-3 .173 .116 .751 .220 -.006

문Ⅳ-2 .223 .008 .727 -.223 .163

문Ⅳ-4 .051 -.016 .670 .429 .065

문Ⅳ-6 -.025 .168 .598 .483 .114

승진
문Ⅲ-9 .337 .100 .075 .793 .101

문Ⅲ-8 .419 .118 .112 .667 .233

출신기관

교차배치

문Ⅲ-10 .194 .126 .107 .088 .867

문Ⅲ-11 .223 .041 .208 .178 .789

고유값 3.073 3.189 2.746 2.007 1.723

분산(%) 19.492 16.786 14.454 10.561 9.067

누적(%) 19.492 36.277 50.731 61.292 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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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확률을 말하며, 신뢰도

의 추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분석법 등이

있다(남궁 근, 2010). 내적일관성 분석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

인 경우에 그 측정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일관성

없는 항목, 즉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서 배제시킨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을 많이 사용하며, 0.6이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만한 수

준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남궁 근, 2010)

본 연구의 변수는 직무순환 경험관련 변수를 제외하고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및 직무만족 변수가 있다.

각 변수별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여 신

뢰성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0∼1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

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

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에는 Cronbach's α 계수의 크

기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계수값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러

한 항목들은 항목들 간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들이기 때문이다(송지준,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0.6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

으며, 하위변수별 크론바흐 알파값이 0.765부터 0.904까지 나타나 측정도

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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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측정문항의 신뢰성

측정요소
크론바흐

알파값
설문문항　 문항내용

항목제거시

크론바흐

알파 값

개인발전 0.868

문Ⅲ-1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857

문Ⅲ-2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가 된다.
.856

문Ⅲ-3 단조로운 업무에 대한 활력소가 된다. .838

문Ⅲ-4 잠재적 능력개발의 기회가 된다. .829

문Ⅲ-5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848

문Ⅲ-6
환경변화로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

를 증진시킨다.
.846

직무만족 0.904

문Ⅱ-1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872

문Ⅱ-2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수행하

고 있다
.871

문Ⅱ-3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

서 수행하고 있다.
.868

문Ⅱ-4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

긴다.
.892

절차적

공정성
0.804

문Ⅳ-1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직원들이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49

문Ⅳ-2
직원들이 직무순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789

문Ⅳ-3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를 반영시킨다.
.748

문Ⅳ-4
직무순환 결정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764

문Ⅳ-6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객관적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782

승진 0.815
문Ⅲ-8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해소 시킨다. -

문Ⅲ-9 승진의 기회가 된다. -

출신기관

교차배치
0.765

문Ⅲ-10
출신기관별 교차배치로 상호 간 직무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문Ⅲ-11

출신기관별 교차배치로 화합적 통합

의 목표를 이루는데 바람직하게 작용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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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계라고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송지준, 2011).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

다. Pearson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부호는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관계의 크기 정도를 나

타내며, 절대값이 클수록 변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1).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절차적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서 직무순환 인식의 하위 변수인 개인발전, 승진, 교차배치 및 직무순환

의 공정성 인식 하위변수인 절차적 공정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개인발전, 절차적공정성, 승진, 교차배치와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P<0.01, P<0.05)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개인발전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계수가 0.368로 상관계수 값이

제일 크게 나타났으나 상관계수 크기로 볼 때, 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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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상관관계분석

　 개인발전
절차적

공정성
승진 교차배치 직무만족

개인

발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N 204

절차적

공정성

Pearson 상관계수 .368** 1

유의확률(양쪽) .000

N 204 204

승진

Pearson 상관계수 .594** .355**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N 204 204 204

교차

배치

Pearson 상관계수 .433** .351** .371**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N 204 204 204 204

직무

만족

Pearson 상관계수 .368** .138* .272** .213** 1

유의확률(양쪽) .000 .048 .000 .002

N 204 204 204 204 204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 50 -

[표 4-6] 기초통계분석

　구 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무의 개수 204 1 8 3.00 1.352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204 0 10 2.23 1.902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204 1 4.83 3.2198 .72755

승진 204 1.00 5.00 2.5686 .90439

출신기관

교차배치
204 1.00 5.00 3.1397 .84884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204 1.00 4.00 2.4265 .62326

직무만족 204 1.25 5.00 3.4596 .71784

제4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서 직무순환 경험을 측정하는 직무의 개수, 본

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직무순환의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에 대한 인식,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6]과 같다.

입사이후 본인이 경험한 총 직무의 개수는 평균 3개로 나타났으며, 최

소값은 1개, 최대값은 8개로 나타났다.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는 평균

2.23회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회, 최대값은 10회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직무순환인식 중 개인발전은 평균 3.2198, 표준편차 0.72755

이었으며, 승진은 평균 2.5686, 표준편차 0.90439 이고, 출신기관 교차배

치는 평균 3.1397, 표준편차 0.84884의 수치를 보여 직무순환 인식 중 승

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

식은 평균 2.4265, 표준편차 0.62326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나

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평균 3.4596, 표준편

차 0.71784의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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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성별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7]과 같다.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이동횟수 및 개인발전, 승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

다 본사와 지역부서 간 이동횟수가 많았으며, 직무순환을 통한 개인발전

및 승진 요인에 있어 인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7]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성별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남 175 3.04 1.358

0.911 0.364
여 29 2.79 1.320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남 175 2.42 1.948
5.386 0.000*

여 29 1.10 1.047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남 175 3.2838 .71659

3.156 0.002
*

여 29 2.8333 .68284

승진
남 175 2.6486 .85479

3.170 0.002
*

여 29 2.0862 1.05279

출신기관

교차배치

남 175 3.1657 .86335
1.075 0.283

여 29 2.9828 .74979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남 175 2.4457 .64378
1.346 0.185

여 29 2.3103 .47385

직무만족
남 175 3.4886 .73345

1.422 0.157
여 29 3.2845 .59658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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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연령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연령대를 30대

이하 및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

과, 직무의 개수, 이동횟수, 절차적공정성 및 직무만족에 있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의 개수 및 이동횟수는

직무순환 경험 차이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가 나타

났으며, 절차적공정성 및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은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4-8]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연령대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30대이하 122 2.67 1.109

-4.221 0.000
*

40대이상 82 3.50 1.526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30대이하 122 1.57 1.378
-6.096 0.000

*

40대이상 82 3.21 2.147

직무순환

인식

개인

발전

30대이하 122 3.1680 .78218
-1.241 0.216

40대이상 82 3.2967 .63453

승진
30대이하 122 2.5082 .95559

-1.165 0.245
40대이상 82 2.6585 .81981

출신

기관

교차

배치

30대이하 122 3.1639 .80915

.496 0.620

40대이상 82 3.1037 .90859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30대이하 122 2.3328 .63538
-2.657 0.009

*

40대이상 82 2.5659 .58102

직무만족
30대이하 122 3.3648 .73655

-2.326 0.021
*

40대이상 82 3.6006 .6688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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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학력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모든 변수

에서 등분산 가정은 성립되었으며 학력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본사와 지역부서간 이동횟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석사가 학사보다 이동

횟수가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9] 학력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학력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전문대졸 1 2.00 .

0.706 0.495학사 156 2.96 1.386

석사 47 3.17 1.239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전문대졸 1 .00 .

3.945 0.021*학사 156 2.06 1.775

석사 47 2.85 2.177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전문대졸 1 4.5000 .

1.599 0.205학사 156 3.2062 .73008

석사 47 3.2376 .70945

승진

전문대졸 1 2.0000 .

2.090 0.811학사 156 2.5769 .90367

석사 47 2.5532 .92216

출신기관

교차배치

전문대졸 1 5.0000 .

2.790 0.064학사 156 3.1571 .81479

석사 47 3.0426 .92566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전문대졸 1 3.2000 .

0.849 0.429학사 156 2.4321 .62651

석사 47 2.3915 .61426

직무만족

전문대졸 1 4.0000 .

0.447 0.640학사 156 3.4728 .72877

석사 47 3.4043 .6887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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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여부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혼인여부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혼인여

부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본사와 지역부서간

이동횟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기

혼자가 미혼자보다 이동횟수가 더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10] 혼인여부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성별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직무의 개수
기혼 183 3.03 1.358

0.869 0.386
미혼 21 2.76 1.300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기혼 183 2.34 1.946
4.105 0.000*

미혼 21 1.24 1.044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기혼 183 3.2486 .72981

1.680 0.094
미혼 21 2.9683 .67210

승진
기혼 183 2.5847 .88466

0.748 0.455
미혼 21 2.4286 1.07571

출신기관

교차배치

기혼 183 3.1475 .86924
0.388 0.698

미혼 21 3.0714 .65738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기혼 183 2.4066 .62155
-1.350 0.179

미혼 21 2.6000 .62610

직무만족
기혼 183 3.4631 .73544

0.208 0.835
미혼 21 3.4286 .5542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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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속기간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근속기간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결과는 아래 [표 4-11]과 같다. 근속기간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출신기관 교차배치 변수

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

났다.

직무의 개수는 근속기간이 입사이후 15년 미만까지는 평균 3개 미만으

로 나타났으나, 근속기간 15년 이상부터는 평균 3개 이상으로 나타났고,

본사와 지역부서간 이동횟수도 근속기간 15년을 기점으로 이동횟수 평균

3회 이상으로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개인발전 및 승진에 대한 인식은 근속기간 15년 이상 집단에서 각각 평

균 3.37, 2.75로 근속기간 15년 미만의 3.15, 2.48 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

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인 절차

적 공정성은 근속기간 15년 이상에서 평균 2.63으로 15년 미만 평균 2.33

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직무만족 변수는 근속기간 15년 이상에서 평균 3.66으로 근속기간 15년

미만 평균 3.37보다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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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근속기간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근속기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15년미만 138 2.70 1.098

-4.400 0.000
*

15년이상 66 3.65 1.593

본사

↔지역부서간

이동횟수

15년미만 138 1.67 1.496

-6.002 0.000
*

15년이상 66 3.41 2.119

직무

순환

인식

개인

발전

15년미만 138 3.1461 .76481

-2.108 0.036
*

15년이상 66 3.3737 .62022

승진

15년미만 138 2.4819 .93475

-1.995 0.047
*

15년이상 66 2.7500 .81453

출신

기관

교차

배치

15년미만 138 3.1594 .82166

.479 0.633

15년이상 66 3.0985 .90817

직무

순환

공정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15년미만 138 2.3304 .64555

-3.257 0.001
*

15년이상 66 2.6273 .52376

직무만족

15년미만 138 3.3659 .74307

-2.736 0.007
*

15년이상 66 3.6553 .62290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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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급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직급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한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표 4-12], [표 4-13]과 같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결과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는 변수들은 로버스트 검정값을 사용하였

으며 직급에 따른 독립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출신기관 교차배

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의 개수와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직무순

환 경험 증대로 직무의 개수 및 이동횟수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 인식 중 개인발전, 승진, 절차적 공정성 인식 및 직

무만족에 대한 인식은 직급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평균값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정(Tukey)으로 확인

한 결과, 개인발전 및 승진인식은 공통적으로 4급과 2급 집단에서 평균

값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 변수는 4급·2급, 4

급·3급간에 평균값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위배된 경

우에 대한 사후검정(Dunnett의 T3) 결과, 직무의 개수 및 본사와 지역부

서간 이동횟수에서는 4급·2급, 4급·3급간 차이가 있고,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 변수에서는 2급·3급, 2급·4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12] 분산의 동질성 검정

구 분 Levene 통계 df1 df2 유의수준

직무의 개수 5.717 2 201 0.004
*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6.105 2 201 0.003

*

개인발전 .178 2 201 0.837

승진 .216 2 201 0.806

출신기관 교차배치 4.059 2 201 0.019
*

절차적공정성 1.947 2 201 0.145

직무만족 3.113 2 201 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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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직급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직급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Welch통계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2급 18 4.39 1.975
15.482

(0.000)

9.013

(0.001*)
3급 62 3.23 1.323

4급 124 2.69 1.098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2급 18 4.00 2.497
25.782

(0.000)

19.793

(0.000*)
3급 62 3.03 1.933

4급 124 1.57 1.427

직무

순환

인식

개인발전

2급 18 3.6111 .68837
3.846

(0.023*)
3급 62 3.2823 .66570

4급 124 3.1317 .74574

승진

2급 18 3.1111 .83235
6.160

(0.003*)
3급 62 2.7177 .84262

4급 124 2.4153 .90778

출신기관

교차배치

2급 18 3.4167 .64739
1.051

(0.351)

1.677

(0.197)
3급 62 3.1129 .99350

4급 124 3.1129 .79336

직무

순환

공정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2급 18 2.6778 .48088
6.470

(0.002*)
3급 62 2.5968 .56044

4급 124 2.3048 .64390

직무만족

2급 18 3.9861 .52491
8.024

(0.000)

11.061

(0.000*)
3급 62 3.5645 .61726

4급 124 3.3306 .74868

* p<0.05

7. 직군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직군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한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아래 [표 4-14]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등분산

가정은 성립되었으며 직군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

과, 변수 중 직무의 개수,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직무만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험한 직무의 개수는 행정직군이 평균 3.51로 제일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직군은 2.94, 토목직군은 2.66 으로 나타났다. 직무

순환 인식 중 승진에 대한 인식은 사후검정(Tukey)결과 건축직군과 행

정직군, 건축직군과 토목직군 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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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행정직군의 인식이 평균 2.78로 제일 높고 건축직군은

2.14로 제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은 사후검정(Tukey)결과 건축직군과 토목직군 간 인식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축직군이 3.41, 토목직군은 2.99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사후검정

(Tukey)결과 행정직군과 토목직군 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직군이 3.5951, 토목직군 3.3087로 토목직군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직군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직군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행정직군 71 3.51 1.433

8.674 0.000
*

건축군 35 2.94 1.349

토목군 98 2.66 1.184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행정직군 71 2.34 2.077

0.828 0.438건축군 35 1.86 1.833

토목군 98 2.29 1.793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행정직군 71 3.3216 .65242

1.602 0.204건축군 35 3.0571 .71623

토목군 98 3.2041 .77679

승진

행정직군 71 2.7817 .84402

6.146 0.003*건축군 35 2.1429 .83641

토목군 98 2.5663 .92401

출신기관

교차배치

행정직군 71 3.2042 .83057

3.549 0.031*건축군 35 3.4143 .95090

토목군 98 2.9949 .80108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행정직군 71 2.5268 .60118

1.419 0.244건축군 35 2.3657 .62211

토목군 98 2.3755 .63653

직무만족

행정직군 71 3.5951 .66462

4.306 0.015*건축군 35 3.6071 .73336

토목군 98 3.3087 .7258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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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신기관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출신기관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출신기관 교

차배치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순환 시에 이뤄지는 출신기관 교차배치가 상호간 업무를 이해하고

화합적 통합을 하는데 바람직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출

신이 한국토지공사 출신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15] 출신기관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성별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L 138 2.96 1.171

-0.653 0.515
H 66 3.11 1.675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L 138 2.38 1.938
1.596 0.112

H 66 1.92 1.800

직무순환

인식

개인발전
L 138 3.2548 .74050

0.995 0.321
H 66 3.1465 .69952

승진
L 138 2.5580 .88184

-0.243 0.808
H 66 2.5909 .95639

출신기관

교차배치

L 138 3.0362 .81419
-2.552 0.011*

H 66 3.3561 .88476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L 138 2.4551 .62678
0.948 0.344

H 66 2.3667 .61627

직무만족
L 138 3.4149 .70030

-1.288 0.199
H 66 3.5530 .75002

L: 한국토지공사, H: 대한주택공사,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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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담당직무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현재 담당 직무에 따라 각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검정 결과는 아래 [표 4-16], [표 4-17]과 같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결과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는 변수들은 로버스트 검

정값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담당 업무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

교해 본 결과, 직무순환 인식 중 승진,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인식은 지역 내근업무를 담당하는 집단의 인식도가 평균

2.8533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집

단의 인식도가 평균 2.360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Dunnett T3)결과 본사와 지역내근, 지역내근과 지역현장 간의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 변수인 절차적 공정성은 본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의 인식이 평균 2.539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집단의 인식도가 평균 2.2047로 낮은 수준으로 제

시되었다. 사후검정(Tukey)결과 본사와 지역현장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평균 3점 이

하로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분산의 동질성 검정

구 분 Levene 통계 df1 df2 유의수준

직무의 개수 .359 2 201 .699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1.231 2 201 .294

개인발전 3.503 2 201 .032
*

승진 3.938 2 201 .021
*

출신기관 교차배치 .839 2 201 .434

절차적공정성 2.059 2 201 .130

직무만족 .374 2 201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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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현재 담당직무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현재직무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Welch통계

(유의확률)

직무의 개수

본사 86 3.09 1.428

0.335

(0.716)
지역내근 75 2.96 1.350

지역현장 43 2.91 1.211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본사 86 2.43 1.719

1.096

(0.336)
지역내근 75 1.99 2.017

지역현장 43 2.26 2.036

직무

순환

인식

개인

발전

본사 86 3.2674 .62533

0.525

(0.592)

0.557

(0.575)
지역내근 75 3.2178 .82244

지역현장 43 3.1279 .74964

승진

본사 86 2.4244 .76511

6.257

(0.002)

5.376

(0.006*)
지역내근 75 2.8533 1.03249

지역현장 43 2.3605 .81157

출신

기관

교차

배치

본사 86 3.2849 .84902

2.301

(0.103)

지역내근 75 3.0600 .87364

지역현장 43 2.9884 .77528

직무

순환

공정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본사 86 2.5395 .58617

4.272

(0.015*)

지역내근 75 2.4240 .60891

지역현장 43 2.2047 .67258

직무만족

본사 86 3.4855 .67666

0.181

(0.835)
지역내근 75 3.4200 .77346

지역현장 43 3.4767 .7109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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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직무순환 선호관련 추가분석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LH공사 직원들의 직무순환제도에 대한 선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시 직무순환에 대한 희망여부 및 그 사

유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1. 직무순환 희망여부와 이유 분석

LH공사 직원들의 직무순환에 대한 희망여부와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는데, 해당 설문에 답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하고 직무순환 희망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다.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직원은 152명

(77.55%) 으로 희망하지 않는 직원 44명(22.45%) 보다 많았고, 직무순환

희망여부에 대한 이유 측정은 다음 [표 4-19], [표 4-20]과 같다.

[표 4-18] 직무순환 희망여부 (N=196)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직무순환

희망여부

희망한다 152 77.55

희망하지 않는다 44 22.45

합 계 196 100.0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이유 1위는 직무경험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2위는

반복된 업무로 인한 매너리즘 해소를 위해서, 3위는 부서이동으로 인한 타

부서의 경험이 경력관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이유 1위, 2위는 호텔직원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권길자(2007), 정

미현(2010), 간호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오미선(2000), 이영옥·권명순

(2004),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형(2014)의 연구에서와 같게 결과

가 제시되어 직원이 인식하는 직무순환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이유 중 “현 부서의 동료들과 협력 및 협조

가 잘 안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의 빈도수는 0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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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이유 (N=152)

항목 빈도(명) 비율(%) 순위 평균

합 계 152 100.0 - -

1 직무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59 38.8% 1 3.79

2
새로운 인맥 및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6 3.9% 5 3.66

3
반복된 업무로 인한 매너리즘

해소를 위해서
47 30.9% 2 3.89

4

부서이동으로 인한 타부서의 경험이

경력관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1 13.8% 3 3.66

5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서 8 5.3% 4 4.12

6
현 부서의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많아서
4 2.6% 7 4.25

7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5 3.3% 6 4.40

8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1 0.7% 8 4.00

9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서 1 0.7% 8 5.00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전문성확보를 어렵게 함으로, 2위

는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안정적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 3위는 업무의 연

속성 저해 및 책임감 저하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호 이

유 1위, 3위는 호텔직원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권길자(2007) 와 결과가

같았으며 간호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전길정·이명하(2001) 연구결과에

서도 전문성 저해를 제일 중요한 비 선호 사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목할 점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안정적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유가 2

위에 존재 한다는 점이다.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형(2014) 연구

에서도 해당 사유가 직무순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유는 다른 직업군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았던 이유로 본사지방이전 및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순환에 따른 전보인사가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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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N=44)

항목 빈도(명) 비율(%) 순위 평균

합 계 44 100.0 - -

1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12 27.3% 1 3.92

2 업무의 연속성 저해 및 책임감 저하 10 22.7% 3 3.30

3
새로운 부서에서의 동료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2 4.5% 6 4.50

4
회사의필요에의한결정이라고생각되

기때문에
0 0.0% 8 -

5
개인의의사가반영되지않은일방적인

순환이기때문에
0 0.0% 8 -

6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될 수 있으므

로
4 9.1% 4 4.25

7 업무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0 0.0% 8 -

8
개인 능력보다는 근무년수만 고려하

여 이동되므로
1 2.3% 7 3.00

9 현 부서에 만족하므로 4 9.1% 4 4.00

10
거주지 이동으로 안정적 생활이 곤

란하기 때문에
11 25.0% 2 4.18

이러한 결과를 볼때, LH공사 직원들은 대다수가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미형(2014) 연구에서는 직무순환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7.2% 였으며, 다른 직업군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응답

자의 56%∼72%까지 대다수가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LH공사 직원들은 직무순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도모하고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나태하고 무력해 질 수 있는 단점을 직무순환을 통

해 극복하고 개인경력 관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초점을 맞

춰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면 직원들의 직무순환 개인발전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무순환제도 시행에 있어서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1위로 꼽은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직무순환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으로 적정한 보직기간 부여 및 개

인경력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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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순환 희망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분석

직무순환 희망여부에 따라 직무만족 등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한 t-tes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1]과 같다. 직무순

환 희망여부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별 배치 요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

이가 나타났다.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승진에 대한 인식 및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

한 인식 수준이 희망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21] 직무순환 희망여부에 따른 변수 차이 검증결과

구 분 성별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직무의 개수
희망 152 2.97 1.252

-.447 0.657
비희망 44 3.09 1.709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희망 152 2.16 1.850
-.887 0.376

비희망 44 2.45 2.107

직무

순환

인식

개인발전
희망 152 3.3575 .62902

4.708 0.000*

비희망 44 2.7235 .82667

승진
희망 152 2.6480 .89856

2.451 0.015*

비희망 44 2.2727 .87905

출신기관

교차배치

희망 152 3.1974 .83816
1.988 0.048*

비희망 44 2.9091 .87785

직무순환

공정성인식

절차적

공정성

희망 152 2.4579 .61143
1.770 0.078

비희망 44 2.2682 .67506

직무만족
희망 152 3.4359 .73438

-.884 0.378
비희망 44 3.5455 .6868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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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가설의 검증 및 연구결과 분석

1.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의 검정

직무순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직무의 개수,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

수, 직무순환의 인식변수인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및 직무

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근속기간, 직급, 직군, 출신기관, 현재 담당업

무로 설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혼인여부, 출신기

관, 직급, 직군, 현재 담당업무는 더미변수화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 상수항  : 성별

 : 직무의 개수  : 연령

 : 본사 지역부서간 이동횟수  : 최종학력

 : 직무순환인식(개인발전)  : 결혼여부

 : 직무순환인식(승진)  : 근속기간

 : 직무순환인식(출신기관 교차배치)  : 직급

 : 직무순환공정성인식(절차적공정성)  : 직군

 : 출신기관

 : 현재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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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입사이후 현재까지 담당한 직무의 개수, 본사·지역부서 간 이

동경험 횟수, 직무순환인식 변수인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교차배치, 직

무순환의 절차적공정성 인식 변수까지 총 6개 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

4-22]와 같이 R=0.534 로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2
값은 0.285로 직무만족도 변동의 28.5%

를 독립변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684로

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모형요약

R R 제곱 조정된R 제곱 표준추정값오류 Durbin-Watson

.534 .285 .216 .63579 1.684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4-23]과 같이 F 통계값은 4.099,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회귀모형에서 계수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

는 결과이므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오차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데 [표

4-24]에서 나타나듯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이상이며 그 역수인 VIF

값 또한 1.133∼6.013 수준으로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 분산분석 결과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29.821 18 1.657 4.099 .000

잔차 74.783 185 .404

총계 104.60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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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직무순환 경험 및 인식의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직무

만족

(상수) 2.955 1.127 2.622 .009

독립변수

직무의 개수 -.119 .038 -.225 -3.111 .002 .739 1.353

본사 지역부서간

이동횟수
.015 .028 .038 .512 .609 .687 1.456

개인발전 .292 .084 .296 3.489 .001 .538 1.859

승진 .079 .072 .099 1.095 .275 .473 2.116

출신기관

교차배치
.042 .065 .049 .634 .527 .645 1.551

절차적 공정성 -.095 .086 -.082 -1.096 .275 .686 1.459

통제변수

성별 .150 .163 .073 .920 .359 .611 1.636

연령 .029 .018 .254 1.622 .106 .157 6.352

학력 -.059 .055 -.070 -1.063 .289 .882 1.133

혼인 .185 .164 .078 1.124 .263 .795 1.258

근무기간 -.017 .018 -.144 -.943 .347 .166 6.013

2급 .561 .260 .222 2.154 .033 .364 2.750

3급 .170 .142 .110 1.199 .232 .463 2.160

건축직군 .038 .178 .020 .213 .832 .442 2.264

토목직군 -.338 .112 -.236 -3.027 .003 .638 1.567

출신 -.029 .133 -.019 -.217 .828 .514 1.947

현재직무(본사) -.156 .129 -.108 -1.215 .226 .491 2.038

현재직무

(지역내근)
-.242 .132 -.163 -1.833 .068 .488 2.049

R=0.534, R2=0.285, 수정된 R2=0.216, F=4.099, P=0.000, Durbin-Watson=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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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위하여 [표 4-24]의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직무의

개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0.119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3.111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LH공사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

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1-1 은 채택되었다. 본사·지역부서 간 이동경험 횟수는 0.015의

계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0.512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가설1-2 는 기각되었다.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은 0.292의 계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3.489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LH공사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순환이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은 지지되었다. 승진에 대한 인식은 0.079의 계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1.095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 되었다.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은

0.042의 계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0.634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도 기각 되었

다.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인 절차적 공정성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0.095

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1.096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유의수준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기각 되었다.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4-25]와 같다.

[표 4-25] 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번호 가설 검증결과

1-1
입사이후 경험한 직무의 개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1-2
본사·지역부서 간 이동경험 횟수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은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승진에 대한 인식은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

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1
LH공사 직원이 지각하는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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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순환 경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사 직

업과 간호사 군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부서이동경험이 있는 간호사와 없

는 간호사 간 직무만족도 차이가 존재한 황병량(2008)의 연구도 있었고,

오미선(2000) 연구처럼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 대상으로는 한

전KPS(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미형(2014) 연구가 있었는데, 유의

수준 1% 수준에서 총 순환보직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 향상에 대한 인

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황춘자(2014) 연구에서는 순환보직 시스템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 간에 보직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

며, 순환보직을 하는 조직 종사자들의 보직만족도가 오히려 다소 낮은 것

으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경험한 직무의 개수 및 직

무순환 횟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LH공사의 경우에

는 경험한 직무의 개수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등으로 만

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사의 직무순환이 개인경력발

달을 고려하면서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저하 문제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직무순환의 개인발전인식 증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김

경호(2012)는 사회복지사들이 직무순환을 경력발달 경로로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인식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오미선(2000)은 근무부서 이동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직무순환에서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제시되었다. 직무순환

의 절차적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공정성 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결과의 차

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지연(2011)은 종업원이 인지한 직무순환의 분배

적,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종업원 태도변수인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신현호(2010)는 공기

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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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정구·임준철(1998)도 절차적공정성이 직무만족

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국행(2000)의 연구에

서는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의 미치는 영향이 없음으로 나타나 절차적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 하

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제시 하였다. 이화종(2012)은 직무특성 및 조직공정

성과 조직유효성 변수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이 직무만족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고 조직몰입

에 유효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더미변수인 2급 직급이 0.772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

며 t 통계량은 2.841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급 직급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4급 직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그 차이가 0.772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영복·박철민(2005)의 연구

에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만족도가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하위

공무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어 해당 결과

는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더미변수인 토목직군이 -0.391

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3.31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목직군의 직무만족 수준이 행정직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고, 그 차이가 -0.39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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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순환 공정성 인식과 직무순환인식 탐색적 연구분석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때,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된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언급하고 있다.(Cropazano et al.,

2002: 328 ; 남승하·이현철, 2009: 87) 이런 연구결과를 볼 때, 직무순환의

공정성인식과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추가적으로 탐색적 연구 분석을 시행 하였다.

직무순환의 공정성 변수인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순환제도의 조직적 차원

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직무순환 인식 변수는 개인적 차원의 제

도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26], [표 4-27], [표 4-28] 과 같다. 독립변수인

절차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절차적공정성이 개인발전인식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

행한 결과, R=0.414 로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2
값은 0.171로 개인발전 인식 변동의

17.1%를 독립변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20.738,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준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에서 계수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전반적인 모형의 적

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881로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계수를 살

펴보면 절차적공정성은 0.412의 계수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5.485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

식이 높아질수록 직무순환을 통한 개인발전에 대한 인식은 0.412만큼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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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절차적공정성 → 개인발전)

종속

변수
변수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개인

발전

(상수) 2.275 .191 11.935 .000

절차적공정성 .412 .075 .353 5.485 .000 .994 1.006

성별변환 -.395 .134 -.190 -2.948 .004 .994 1.006

R=0.414, R2=0.171, 수정된R2=0.163, F=20.738, P=.000, Durbin-Watson=1.881

절차적공정성이 승진인식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R=0.536 으로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0.287로 직무순환의 승진 인식 변동의

28.7%를 독립변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5.978,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준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에서 계수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전반적인 모형의 적

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857로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계수를 살

펴보면 절차적공정성은 0.498의 계수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5.687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 인

식이 높아질수록 직무순환을 통한 승진에 대한 인식은 0.498만큼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표 4-27]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절차적공정성 → 승진)

종속

변수
변수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승진

(상수) 1.256 .231 5.430 .000

절차적공정성 .498 .087 .343 5.687 .000 .990 1.010

지역본부내근 .415 .116 .222 3.566 .000 .929 1.076

성별변환 -.531 .157 -.206 -3.377 .001 .971 1.030

건축직군 -.707 .190 -.296 -3.720 .000 .570 1.754

출신변환 .462 .150 .240 3.080 .002 .595 1.681

R=0.536, R2=0.287, 수정된R2=0.269, F=15.978, P=.000, Durbin-Watson=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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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공정성이 출신기관 교차배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 R=0.404 로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2
값은 0.163로 직무순환의 승진 인식

변동의 16.3%를 독립변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9.579, 유의확률은 0.000로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에서 계수

의 값이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전반적인 모

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933으

로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

귀계수를 살펴보면 절차적공정성은 0.496의 계수값을 가지며 t통계량은

5.627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순환의 절차

적 공정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직무순환을 통한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은 0.496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8]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절차적공정성 → 출신기관 교차배치)

종속

변수
변수

비표준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출신기관

교차배치

(상수) 1.820 .226 8.043 .000

절차적공정성 .496 .088 .364 5.627 .000 .996 1.004

출신변환 .364 .117 .201 3.107 .002 .996 1.004

R=0.404, R
2
=0.163, 수정된R

2
=0.155, F=19.579, P=.000, Durbin-Watson=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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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순환제도

의 운영과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효과성 주요변수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직원들의 직무순환 필요성 인식

수준 및 탐색적 연구 분석을 통해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이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등 직무순환과 관련한 다

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의 직무순환제도와 관련한

직무만족도 제고방안을 알아보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차이점을 인식하여 향후 LH공사 인적자원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직무순환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는 크게 직무순환의 경험,

직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순환 인식,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 변

수를 설정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LH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본

사 및 지역부서에서 근무 중인 2급∼4급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여 설문대상자의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지를 작성, 회수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검증을 시행하여 가

설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분석결과 LH공사 임직원들의 직무순환인식 중 승진 및 절

차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균 2.3점 이하로 다른 변수에 비해 인식수준

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통합공사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정책의

과도기적 상황 및 인사적체 상황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결과 연령, 근속기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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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직군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의 요인은 직위가 높아지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직위가 높아짐에 따른 보수의 증가 및 담당업무의 중요도 및 결정권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군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토목직군과 행정직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표본 중 현재 민원성 업무가 많은 직무인 지역현장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응답자가 토목직군이 32명으로, 행정직군 6명, 건축직군 5명 보

다 많이 응답한 것에 따른 사유로 판단된다.

셋째, 직무순환 선호관련 추가분석결과 LH공사 직원들 대다수는 직무순

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직군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의 선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직무순환 본연의 목적인 직

무경험 및 반복된 업무로 인한 매너리즘 해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의 검증결과 직무순환의 경험변수인 직무의 개수, 본사·지역

부서간 이동횟수 중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직무의 개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새로운 업

무에 적응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등으로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직무변경에 따른 주거 안정성 저해 및 LH공사의 직

무순환이 개인경력발달을 고려하면서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한 직무만족

도 저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설의 검증결과 직무순환의 인식요인 중 개인발전은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미현(2010) 연구와 같

은 결과로 직무순환제도 안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개인발전에 관하여 긍정적

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추가적인 탐색적 연구결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

무순환의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인식 조직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직무순환의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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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개인적 태도 변수인 직무순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같았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운영 중인 직무순환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로 직무순환과 직무만족 관련

한 연구는 기존에도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간호사, 호텔 종사자들 대

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을 가지고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설

문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텔 및 간호사 직군으로 진행된 직무순환관련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요

인분석을 통해 직무순환의 인식을 개인발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및

절차적 공정성으로 명명하여 제시하였는데 정미현(2010)의 연구에서도 제

시되었던 결과를 활용하여 다시 실증분석을 했다는 의미도 있어 향후 직

무순환의 인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무순환을 측정하는 변수는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무순환의 경험요소인 직무의 개수 및 본사·지역부서

이동경험 변수, 요인분석을 통한 직무순환의 인식 및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변수까지 직무순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명해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경험한 직

무의 개수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되었으며,

직무순환에 대한 인식 중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절차적 공정성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결과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 하였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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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결과가 차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

성 인식의 측면을 포함하여 직무순환을 측정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LH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은 본격적인 지방이전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인사관리정책의 방향정립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의 경력관리 및 역량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전보인사 등에 따라 주거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직원들의 직무만족 등과 연관되어 있

는 직무순환제도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일정기간 여러 직위

에 전보 또는 배치시키는 정책으로 순환보직제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

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

족도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만큼, 직무순환 운영에 있어

일률적인 보직기간 경과에 따른 인사이동 보다는 전문분야 설정을 병행하

여 직무순환제도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군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분야 설정을 통해 전문분야 안에서 인력운영 원칙과 일반

적인 순환보직의 인력운영 원칙을 병행하여 직무순환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 및 절차적 공정성에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 지역현장 직무에 대하여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정책상 우대방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수립된 경력개

발계획(Career Development Program)과 연계하여 개인별 경력경로 관리

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히 본사 이전

으로 인하여 직무변경에 따른 인사이동시 희망근무권역 지정 및 권역별

인사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

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직무순환의 개인발전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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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되어 개인발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직

무순환제도가 직원의 개인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

인별 희망직무 및 경력경로 설정, 경력관리 및 환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아울러 기피업무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탐색적 연구결과 에서는 직무순환의 조직적 차원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개인발전 인식이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다는 점에서 선행변수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

직에서 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공정성 인식을 높여줄 때 결과적으로 직무순환제도에 대한 조

직원들의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운영에 있어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양방향 소통형 제도운영, 직원들이 불공정하게 인식

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LH공사 직원들은 약 78%의 직원들이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은 직무순환의 개인발

전, 승진, 출신기관 교차배치 인식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주요 사유는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과 거주지 이동으로 안정적 생활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앞에서 제시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권역별 인사이동의 적극적 도입으로 이들 집단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직무순환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이론 등을 바탕으로 LH

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

재하며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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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LH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로써 단일 공기업이라는 1개 집단에 속한 조사 대상자와 특정시점에 국한

하여 연구가 진행된 점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연구결과 중

직무의 개수에 따른 부(-)의 영향은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순환보직 횟수

가 증가할수록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어 향후 동일한 설문지

로 다른 시점에 조사를 시도하거나 직무순환제도를 운영하는 유사한 공기

업을 대상으로 표본 대상 집단을 넓혀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식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조사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으나 좀 더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인터뷰 등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변수와 함께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조직몰입의 변

수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몰입이 전반적인 조

직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Mowday, Steers

& Porter, 1979 ; 유대열, 2009, 재인용) 직무순환의 절차적 공정성이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할 때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같이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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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기업정책학을 전

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공기업의 직무순환

제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본

설문은 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익명으로 작성되므로 설문지 분석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정답 또는 옳고 그름이 없으

며, 본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작성요령>

1. 각 설문항목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

이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응답하려 하

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과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

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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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직무순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직무 중에서 본인이 입사이후 현재까지 경험한

적 있는 직무를 체크한 (√) 후 그 개수를 모두 합산

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담당한 업무에 한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경험해 본 총 직무의 개수 ( 개)

본사

(1) 기획·경영지원(기획조정,사업조정,경영관리,홍보,감사,인사,재무,

조달, 경영정보, 종합민원 등)

(2) 기술지원(단지·주택기준, 건설안전, 건설관리 등)

(3) 보상총괄 업무

(4) 판매총괄 업무

(5) 토지사업·도시정비·도시개발관련 업무

(6) 주택사업 업무

(7) 주거복지 업무(주거복지, 임대주택공급·관리, 주거자산관리 총괄 등)

(8) 연구개발 업무

(9) 해외개발사업, 국토관리 등 기타부서 관련업무

지역(사업)본부

(내근업무)

(10) 기획·경영지원 (경영지원부서, 조달계약부서 등)

(11) 보상

(12) 판매(토지·주택)

(13) 토지사업·도시정비·도시개발 관련업무

(14) 주택사업 업무

(15) 주거복지 업무(주거복지, 임대주택공급·관리, 주거자산관리 등)

지역(사업)본부

및 소속 현장

(내근업무 제외)

(16) 보상

(17) 토지사업 공사감독

(18) 주택사업 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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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 인사발령을 통해 본사·지역부서 간 이동한 횟

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후 이동

한 경우에만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본사↔지역부서간 이동횟수 : ( 회)

*지역부서 : 본사 제외 일체의 지역근무부서

Ⅱ. 다음 항목은 귀하의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부합되는 답변을 선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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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우리공사의 직무순환에 관하여 귀하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작성된 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

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우리공사의 직무순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단조로운 업무에 대한 활력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잠재적 능력개발의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경변화로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증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타 부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해소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9 승진의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출신기관별 교차배치로 상호 간 직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출신기관별 교차배치는 화합적 통합의
목표를 이루는데 바람직하게 작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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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직무순환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직무순환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원들이 직무순환 결정 사항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4
직무순환 결정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영향력 있는 상급자와의 친분, 연고관계
가 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직무순환 결정과정에서 객관적 관련 자
료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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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귀하께서는 직무순환을 희망하십니까?

(1) 희망한다 → Ⅴ-1번 문항 답변

(2) 희망하지 않는다 → Ⅴ-2번 문항 답변

Ⅴ-1. ‘희망한다’에 응답한 경우, 1∼10번까지 목록 중에

서 그 이유를 평소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것

한 개에 체크(√)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이유는”

1 직무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2 새로운 인맥 및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3 반복된 업무로 인한 매너리즘 해소를 위해서

4
부서이동으로 인한 타부서의 경험이 경력관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기 위해서

6 현 부서의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많아서

7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8 현 부서의 동료들과 협력 및 협조가 잘안되기 때문에

9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10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서

Ⅴ-1-1. 윗 질문에서 귀하가 선택한 직무순환을 희망하는

이유의 정도에 대한 느낌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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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희망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경우, 1∼10번까지 목

록 중에서 그 이유를 평소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

까운 것 한 개에 체크(√)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

다.

NO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1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2 업무의 연속성 저해 및 책임감 저하

3 새로운 부서에서의 동료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4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5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순환이기 때문에

6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될 수 있으므로

7 업무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8 개인 능력보다는 근무년수만 고려하여 이동되므로

9 현 부서에 만족하므로

10 거주지 이동으로 안정적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Ⅴ-2-1. 윗 질문에서 귀하가 선택한 직무순환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정도에 대한 느낌을 체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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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 ) 세

3) 최종학력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학사 ④석사 ⑤박사

4) 결혼여부 ①기혼 ②미혼

5) 근속기간 ( ) 년

6) 직급 ① 1급(보임자포함) ② 2급(보임자포함)

③ 3급(보임자포함) ③ 4급

7) 직렬 ① 행정직 ② 기술직(토목직군) ③ 기술직(건축직군)

8) 출신기관 ① 대한주택공사 ② 한국토지공사

9) 현재 귀하의 담당 업무는 ( )번

본사

(1) 기획·경영지원(기획조정,사업조정,경영관리,홍보,감사,인사,재무,

조달, 경영정보, 종합민원 등)

(2) 기술지원(단지·주택기준, 건설안전, 건설관리 등)

(3) 보상총괄 업무

(4) 판매총괄 업무

(5) 토지사업·도시정비·도시개발관련 업무

(6) 주택사업 업무

(7) 주거복지 업무(주거복지, 임대주택공급·관리, 주거자산관리 총괄 등)

(8) 연구개발 업무

(9) 해외개발사업, 국토관리 등 기타부서 관련업무

지역(사업)본부

(내근업무)

(10) 기획·경영지원 (경영지원부서, 조달계약부서 등)

(11) 보상

(12) 판매(토지·주택)

(13) 토지사업·도시정비·도시개발 관련업무

(14) 주택사업 업무

(15) 주거복지 업무(주거복지, 임대주택공급·관리, 주거자산관리 등)

지역(사업)본부

및 소속 현장

(내근업무 제외)

(16) 보상

(17) 토지사업 공사감독

(18) 주택사업 공사감독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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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Rotation in Public Corporation

on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Cases

Jeon, Hye W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b Rotation is a personnel management policy that many public

corporations have adopted for individual’s ability development through

various work experiences, prevention of mannerism caused by

performing the same tasks, placement of a labor force with the right

talent in the right posi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This

research views the human recourse management policy of public

corporations is required of changes to suit the changes in its

management environment, caused by public corporation head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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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The consequential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job rota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corporation employees, to identify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olutions that can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and

accomplishment, and to present its significa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the

employees at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rom April 10,

2015 to April 26, 2015.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job

rotation experience, the job rotation awareness and the procedural

justice awareness on job rota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job

satisfaction. The hypothesis was verified with T-test, varianc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n the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the job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disparities in ages, years of work, position, and job

category. Second, as the number of experienced jobs increased, it

caused a nega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Third, the individual

development awareness among the job rotation awareness factors

appeared to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in a positive way. Lastly,

the result of the additional exploratory research analysi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procedural justice awareness on job rotation, the

higher the individual development, promotion, cross-placement

awareness between personal background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operation that accompanies the

specialized field setting, rather than the simple job change depending

on the appointment period expiration at job rotation is suggested, and

for the residence stability procurement for employees, the desire work

district assignment and personnel relocation within the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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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s are proposed. Also, to lead employees to have the idea that

the personal development will be enhanced through the job rotation,

the efforts for desired job, career path setting and management are

needed, and the efforts to secure the procedural justice on job

rotation are necessary through two-way personnel system operation,

which allows employees to voice their opinions, and unfair element

discovery.

keywords : Job Rotaion, Job Satisfaction, Procedural Justice

Student Number : 2014-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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