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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있어서 공기업의 부채 규모 감축이 가장 중

요하고 우선시되는 과제가 되어,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말 공공기관

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을 마련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당초의 감축 목표 이

상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기업

경영에 관한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복리후생이 상당 부

분 축소되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와 직장 만족 수준이 저하될 우려

도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기업 종사자의 조직 몰입과 직장ㆍ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공

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조직 몰입은 개인이 특정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져서 그 조직에 남아

있고 싶어하고, 조직을 위해서 더 노력하며,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기꺼

이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

를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구성원들의 관념이

직무 보다는 직장 중심이며 ‘평생 직장’ 개념이 아직 통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을 직장 만족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은 대표적인 조직 유효

성 지표로서 이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 산업 분야 K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가장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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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알려진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정하였

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이란 구성원 각자가 조직에 공헌하는 정도에 따

른 보상의 적정 배분의 지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배 공정성은 다시

자신이 속한 기업의 임금 수준이 동종 경쟁기업 등 외부의 비교 대상 기

업과 어느 정도 격차를 갖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인 보상의 외부 공정

성과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을 어떻게 종업원들 간에 분배하

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인 내부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양자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였다. 보상의 절차 공정성이란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

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업원들이 보상이 결정되는 절차가 공

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상 공정성 지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고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성도 감소한다. 

  보상의 공정성에 관한 독립변수와 조직 몰입,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 보상의 내부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보상의 외부 공정성 및 절차 공

정성이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조직 몰입에 관한 통제변수인 성별, 근속년수, 성취욕구, 사회적 인정감, 
직급 중에서는 사회적 인정감만이 조직 몰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에 관하여는, 보상의 절차 공정성이 직

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보상의 외부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보상의 내부 공

정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자기개발 가능성과, 조직 내 사회적 지원이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독립변수 중에서는 보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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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정성의 조직 몰입에 대한 영향력과 보상의 절차 공정성의 직무 만

족에 대한 영향력만 확인되었다. 

주요어 : 보상의 분배 공정성, 보상의 외부 공정성, 보상의 내부 공정성, 
보상의 절차 공정성,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조직 유효성
학번 : 2014-2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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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부채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

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말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18개의
부채 중점관리 기관을 비롯한 38개 중점관리 기관을 선정하기에 이르렀

다. 관리대상 기관들은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을 위한 노사 협상 등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적으로 당초의

부채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즉 2014년 10
월 정상화 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전
체적으로 계획보다 4.3조원(21.3%) 초과하여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

였고, 방만경영 개선 과제의 경우 대부분 노사간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노사 협상을 타결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부

채를 줄이고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긴축 경영을 폈고, 또한 방

만 경영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관해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서, 공공기
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 국가 정책사업 등 외부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공기업 종사자

들은 자구 노력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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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와 직장ㆍ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저하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기업에 있어서 조직의 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조

직 유효성의 행태 지표이자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애착ㆍ일체감을
뜻하는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 내지 직장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공기업의 생산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은 다양한

데, 보상의 공정성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보상의 분배에 관한

공정성은 조직에 대한 자신의 공헌과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러한 공헌과 보상의 비율을 내부의 동

료직원 또는 외부의 동종업계 종사자와 비교할 때 갖게 되는 개인의 공

정성 지각을 의미하므로, 보상은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승진,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느낌, 직무 충실화에 따른 자율성ㆍ기능 다양성 제고, 
생활의 안정 등 비경제적인 보상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는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근속연수, 성별, 개인
의 성취 욕구, 사회적 인정감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적

성ㆍ자기개발 가능성 등의 직무 특성, 조직 내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및 다수의 공기업에 있어서 보상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 등을 통제변수로 하

여, 보상의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이 조직 유효성의 행태 지표인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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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전력 산업 분야 K공기업의 3직급(차장) 및 4직급(과장, 대
리, 주임, 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의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개인적 지각 수준이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연구 결과가 공기업 일

반에 걸쳐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K공기업과 경영 환

경, 제도가 유사한 공기업이 각종 보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의 검토

 제1절 직무 만족, 조직 몰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 유효성

  조직 유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성과를 창출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의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

정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유효성을 정의한 것으로, 조직 유효성을 ‘조직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Et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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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이 견해에 의하면, 조직 유효성은 효율성(efficiency)과 구별되며
후자는 내부적인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데 산출물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해

서 꼭 조직 유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직 유효성은 효율성 개

념과 구분하여 조직의 목적 달성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공적 목표의 모호성, 성과 측정의 어려움 및 기

능 확대를 통해서만 조직 확장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조직

목적과 다른 자신들만의 내부적인 조직 목표를 정하는 내부성(inter- 
nalities)의 문제가 비교적 크며(Mayer, 1975; 김준기 외 1인, 2010: 재
인용),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성은 조직 유효성의 추구를 어렵게 한다. 
내부성의 예로는 예산 극대화 추구(More is better.), 무조건적인 신기

술 도입(New and complex is better.), 정보 통제 행태(Knowing what 
others don't know is better.)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인 파킨슨(Parkinson, C. N.)이 영국 해군조직 사례를 통해 도출한 ‘관
료 조직은 상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은 공공기관에도 적용

되어,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 개정 또는 정관 변경을 통해 새로운 목적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조직과 권한을 유지ㆍ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

다. 

  프라이스도 에찌오니와 같은 관점에서 조직 유효성을 ‘조직의 실제 산

출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Price, 1968).

  또한 에찌오니와 프라이스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조직 유효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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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다(Seashore, 
S. E. & Yuchtman, E., 1967).

  이러한 조직 유효성의 지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조직 구성원

의 행태 면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이 대표적인 지표로 다루어진다. 
조직 몰입이 이직, 직무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등 조직 유효성을 결정하는 인자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는 것이 이미 검증되어, 조직몰입은 조직 유효성의 측정 변수로 사용된

다(신현호, 2010). 직무 만족의 경우 개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개

인의 생산성이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랜 논쟁이 있지만, 후술하는 것

처럼 직무 만족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

사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수준을 높인다면 조직

유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조직 몰입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개인이 특정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에 남아있고 싶어 하고 조직을 위해서 더 노

력하며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기꺼이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백
기복, 2012).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종업원의 경우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며 자

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종업원들의 조직 몰입 수준이 매우 높았으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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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평생 직장’ 대신
‘평생 직업’ 개념이 확산되면서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이 약화되는 추

세를 보인다. 

  조직 몰입은 감정적 몰입(affective attatchment), 지속적 몰입

(perceived costs), 규범적 몰입(obligation to remain with the organi- 
zation)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한다(Meyer, J. P. & Allen N. J., 1991). 
감정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또는 충성심을 뜻하는 것인

데, 개인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성격에서 우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도전

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상사의 긍정적인 리더십에서 비롯될 수

도 있다. 지속적 몰입은 소속된 조직에서 떠날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보다 현재 속한 조직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낫

기 때문에 또는 현재의 직장 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

려 하는 태도이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

무감으로 인한 조직 몰입으로서, 의무감은 개인의 내적 윤리성이나 조직

의 규범 등 외적 압박에 의해 생겨난다.

  기술한 대로 조직 몰입은 조직 유효성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이에 관

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선행 변수로서의 조직 몰입은 종업원

의 성과, 이직, 결근, 조직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특히 이직과의 관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
이 높은 종업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종업원에 비해 추가적으로 조직 유

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행동과 적극적 행동을 취하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조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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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개인의 조직 몰입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성별, 나이, 
근속연수, 교육 수준 등 신분적 요소 및 성취욕구, 권력욕구, 정보욕구
등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이 속한 집단의 규범, 목표
일체성, 조직 분위기,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 등 조직과 직무의 특성도

조직 몰입을 좌우한다. 이 외에 총체적인 직장 만족 수준도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임창희, 조직행동, 2014). 사회적 인정감, 
사명감 등을 조직 몰입의 변수로 보기도 한다(이준호, 2013).

  조직 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스톡 옵션, 우리 사주 부여를 통해 종업

원이 소속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여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하거나, 조직의 미션ㆍ전략에 부합하는 공정한 성과 평가 제도를 마

련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기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직무 만족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뜻한다(백
기복, 2012). 직무 만족은 직무 성과에 대한 임금, 승진 등의 보상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을 가리키는 외재적 만족(external satisfaction)
과 성취감, 가치관 등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 기인하는 내재적 만족

(internal satisfaction)으로 구별된다(Porter & Steers, 1973). 직무 만

족을 전자로 보는 관점도 있고 후자로 보는 관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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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사람들은 직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싫증나면 직무 만족 수준이 떨어지고 이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보다는 직장 중심이고 직무는 여

러 부서, 여러 업무를 돌면서 교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직장이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다.(임창희, 조직행동, 2014) 공기업은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이

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이 더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의 경우 직무 만족보다는 직장 만족이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이하에서도
직무 만족을 직장 만족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기술한 대로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들에게 항상 호통을 치며 닥달할

때 직무만족 수준은 낮지만 성과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직무만족도가

높은 종업원의 경우 이직률, 결근률이 낮고,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친절

한 응대를 통해 고객만족과 직결되며, 직무에 만족하는 사원 간에는 소

통도 잘 이루어져 창의성 발휘, 협업 성과를 낼 것이고, 직무만족과 성

과는 상호간에 상승효과도 갖는다(임창희, 조직행동, 2014). 즉 개인적

인 차원에서 직무만족과 성과의 관계에 관해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만족한 사원들이 많을수록 조직의 성과는

높다(Harter, J. K. 외 2인, 2002). 또한 직무만족은 조직 내의 자발적

인 조직시민행동을 활성화시켜 조직 성과를 높이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

다(Swaminathan S. & Jawahar, P. D., 2013).

 제2절 보상의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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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을 교환으로 본다. 즉 종업원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상응하

는 보상을 기대하며, 보상이 자신의 공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

을 갖게 되고 이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보상은 임금 등 금전적,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승진,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느낌, 직무
충실화에 따른 자율성 및 기능 다양성 제고, 생활의 안정 등 비경제적인

보상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보상은 타인과

비교하기가 쉽고, 제도화된 것이라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고치기도 쉬워서

보상의 공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 수단이다(윤병섭 외 2인, 
2010).

  위와 같이 보상은 임금, 복리후생 등의 경제적 보상과 승진, 배치 등

의 신분상의 보상을 비롯한 비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층 이외에는 이직하는 직원이 거의 없고 평

생 직장 개념이 통용되는 공기업에 있어서 실제로 경제적 보상만큼이나

조직 내의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신분상의 보상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보상의 공정성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보

상과 신분상의 보상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보상의 공정성은

직원 개인의 공헌 수준과 이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의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의 전체 수준을 측정해야 하고, 
또한 신분상의 보상 역시 승진의 경우 경제적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보상을 경제적

보상과 신분상의 보상 등 비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하는 실제적인 의미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보상을 경제적ㆍ비경제적 보상을 모

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후술하는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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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보상의 개념을 승진, 직무 가치 등의 비경제적 보상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보았다.

  보상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업원 개인이 갖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즉 보상의 공정성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러한 보상 공정성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헌만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분

배 공정성과 보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프로세스의 공정성인 절차 공정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비교 대상을 외부에 두느냐, 내부에
두느냐에 따라 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 공

정성은 자신의 공헌에 대한 보상의 수준을 동종 산업 종사자와 비교하는

것이며, 내부 공정성은 이를 조직 내의 동료 직원과 비교하는 것이다.

 1. 보상의 분배 공정성

  호만스는 조직에서 보상이 주어질 경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 각

각이 조직에 희생하는 정도에 적합한 보상이 배분되기를 기대하는데, 이
러한 적정 배분의 지각을 분배 공정성이라 하였으며(Homans, 1961), 
버나드는 개인은 조직에 대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공헌(contribution)
을 제공하고 조직은 개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유인(inducement)을 주

는데, 여기서 공헌과 유인의 크기가 같거나 유인이 공헌보다 클 때 개인

은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공헌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Barnard, C., 1938; 
박경규, 2010: 재인용). 아담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조직에 공헌하

는 것인 ‘Input’과 조직으로부터 받는 것인 ‘Output’을 지각해서 비교하

며, 이 ‘Input’과 ‘Output’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다시 비교해서 공정성

을 판단한다. 비교한 결과 두 비율이 같으면 공정성(equity)을 지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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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비율이 다를 경우 불공정성(inequity)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불공정성을 지각할 경우 개인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느끼게 되며 이를 해

소하려는, 즉 불공정성을 줄이려는 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Adams, J. S., 1965). 버나드는 개인이 자신의 공헌과 이에 대한 대가

를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으나, 아담스는 자신에 관한 공헌

과 보상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보아 더

욱 정교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림 1> 아담스의 공정성 모델

Op <=>
Oa

IP Ia     

                  O: Output, I: Input, p: 자신, a: 타인

  (1) 보상의 외부 공정성

  보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이므로 보상의 외부 공정성은 어느 기

업의 임금 수준이 동종 경쟁기업 등 외부의 비교대상 기업과 어느 정도

의 격차(Gap)를 갖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이다. 임금 수준의 결정 기

준으로는 기업의 지불능력(수익성, 생산성), 생계비, 노동시장의 인력수

급 등을 들 수 있다(오종석 외 1인, 2010).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이

를 자본에 이익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한편 수익 창출에 기여한 종업

원에게도 분배하여야 하며, 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생산성(부가가
치/인원)이 증가했다면 생산성 증가분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해야 한

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박경규, 2010). 임금은 종업원의 개인생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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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좌우하므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력

의 재생산을 위해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임
금 수준이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적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상황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본다.

  (2) 보상의 내부 공정성

  보상의 내부 공정성은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을 어떻게 종

업원들 간에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이다. 이는 임금 결정 기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기업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임금 배분 기준은 직무 가치, 종업원 가치, 결과 가치이다. 직무 가치

를 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는 직무급은 서양 선진국에서 널리 도입하고

있는 임금 체계이며, 종업원 가치에 따르는 임금 배분 기준은 연공급 및

직능급으로 나뉘어진다. 직무수행 결과의 가치인 성과를 임금배분 기준

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직무를 담당하는 여러 직원 중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여러 임금 배분 기준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정한 기준

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임금의 공정성은 종업원의 개인적인 인식에 따

르는데, 이는 종업원의 가치관에 좌우되며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속한

문화권 및 기업의 역사, 관행 및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임금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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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은 직무평가에 의해 직무의 가치를 비교하여 높은 가치의 직무

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임금제도이다. 직무 가치

는 기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직무수행의 난이도, 작업 환경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의 기업만이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다. 직무급 제도를 통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직무급 제도는 종업원에게 역량

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종업원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왜냐하면 높은 능력을 가진 종업원을 낮은 자격을 요하는 직무

에 배치하여 낮은 직무급을 받게 한다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길 리 없기

때문이다. 

  연공급은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말

한다. 여기서 근속연수에는 학력수준과 타 직장에서의 근무연수도 고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공급은 서양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

본에서 생성된 제도인데, 일본에서 연공급 제도가 생성된 배경에 관해서

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 직업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직무설계에 따라 해당 직무

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배치하는 영국 등 서양의 기업과

는 달리, 후발 산업국인 일본은 직무 기능을 객관화하여 교육시킬 역량

이 없었으며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에 비전(秘傳)적인 요소가 강하여

숙련을 주로 기업 내 직무경험을 통해 상사 및 동료로부터 전수받는 것

으로 여겼다(박경규, 2010). 즉 직업교육에 의해 취득한 자격에 따라 취

업과 동시에 미숙련공, 반숙련공, 숙련공의 지위를 갖는 영국과 달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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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후 기업 내에서 숙련의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러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연공급이 근로자의 능력과 업적을 반영하는 합

리적인 제도였던 것이다. 둘째, 당시 임금 수준이 낮았으므로 노동의 재

생산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생계비를 보장해 주

어야 했으므로 연공급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공급 제도가 당시의 일본에서는 합당한 제도였을지라도 오늘

날에도 여전히 공정한 임금체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대에는
공정이 상당부분 자동화ㆍ기계화되어 과거에 비해 숙련 근로자를 요하는

직무가 훨씬 줄어서 숙련상승설을 일축하게 되었고, 기업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 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의 경우 종업원이 가진 기

존의 경험과 능력이 노후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김영재 외 2인, 2010). 
임금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생계비 보전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을 확보한

다는 연공급 제도의 필요성도 상당히 퇴색되었다. 또한 연공급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가 일정 연령을 지나면 감소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연공급 제도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연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또는 업적 기준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다

음과 같은 장애가 있다. 첫째, 평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둘째, 
노조의 저항이 거세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인사고과에 입각한 능력 또는

업적 기준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관리자에게 종속되게 되고

그 결과 노조의 단결력이 훼손될 것을 염려한다.

  구체적으로 연공급은 생활 보장으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고 유교적 가치관에 부합하여 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유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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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유능한 인재 및 전문 인력 확보가 곤

란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며,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야기하는 점이 단점

이다. 실제로 다른 근로조건이 모두 좋아도 임금에 불만이 있어 다른 기

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수한 인재일수록 능력과 업적에 근거

한 임금제도를 가진 회사에서 일하려고 할 것이며 모든 직원에게 비슷한

임금을 주는 회사는 기피하려고 할 것이다.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 일본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승

진적체 현상이 일어났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 육성이 중요

하다는 인식 하에 승진적체 현상에 대처하고 종업원에게 역량 개발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해 직능자격 제도에 기반한 직능급 제도를 도입하였다(김
영재 외 2인, 2010). 서양에서도 1980년대 이와 유사한 임금제도가 개

발되기도 하였으며 “knowledge or skill based pay”라고 부른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현재 수행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능력을 뜻하

는 직능 개념에서 나아가 역량급(competency-based pay) 개념으로 바

뀌고 있다. 여기서의 역량이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능력이란

의미로서 직능보다 범위가 넓다.

  직능급 제도는 우수한 인재가 인사적체에 막혀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종업원이 성장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 장점이 있지

만, 직무의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능력이 곧바로 성과를 가져다주지 않으

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높은 직능등급을 가진 직원이 자

신의 직능 수준에 미달하는 직무를 담당할 경우 직무 불만족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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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직능 평가에도 어려움이 있다.

  성과급은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수준에 따라 임금액을 정하는 임금

체계이며, 개인이 기업에 기여한 정도, 즉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정도

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다. 산업화
초기 서양에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지출에 관해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해서 성과급 임금 체계가 일반적이었으나, 종업원들이 불안정한 성과급

보다는 임금 수준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선호하여

고정급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노동집약적인 산업

에 속한 기업, 원가경쟁이 심한 산업에 속한 기업 중심으로 인건비 지출

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급 임금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과급 제도는 개인 성과급 제도와 집단 성과급 제도로 구분된다. 개
인 성과급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연봉제를 들 수 있다. 연봉제란 엄격

히 말하면 임금의 지급형태를 말한다. 즉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이를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

업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연봉제란 연공급 임금제도에 대

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임금결정 기준을 연공이 아닌 업적 내지 능력 등

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업적 기준 연봉제는 서양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형태를 연봉제로 바꾸는 데에는 복잡한 각종

수당을 없애고 임금을 연(年) 단위 총액으로 정하여 임금항목을 단일화

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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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대기업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의식하여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한 결과 임금체계가 복잡해

져서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 어려워지고 분규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 체계를 단순화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복잡한 임금 항목을 하나로 통일하는 ‘한국식 연봉제’의 도

입을 권장하면서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임창희, 인적자원관리, 
2014). 이후 개인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과 창출

을 위한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일환으로서

연봉제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연봉제가 수용성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배치의 공정

성, 고과의 공정성, 직무수행상의 재량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종업원을 자신이 가진 능력의 50%만 발휘하면 되는 직무에 배치하였을

경우 본인은 이 직무수행의 결과인 업적을 토대로 결정된 연봉에 만족할

리가 없고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수평적 노동이동이 쉽지 않아

현재의 직장에 머물러 있기로 할 경우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이

는 조직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봉제의 장점으로는 종업원의 동기 유발 효과가 크며, 임금 관리가

용이하고, 우수인재와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한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
로는 연봉 감소의 충격,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이 생기고 직원간 연봉 차

이로 인한 위화감으로 인해 협력과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임창희, 인적자원관리, 2014).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유교적 가

치관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연공과 직급의 역전(逆轉)을 받아들이기 어려
워하고 지나친 발탁 승진으로 인해 조직 질서가 안정을 잃을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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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직급은 연공을 고려하여 부여하면서 공개되

지 않는 연봉 수준을 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연봉 수준을 공식적으로 공

개하지 않더라고 지나친 연봉 격차는 조직 내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공공 부문의 성과 정의ㆍ측정의 어려움, 내부성(internalities) 문제로
인한 업무 목표 왜곡 등을 이유로 공공 부문의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부

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구조조정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혁

신의 일환으로 1999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공기업

에 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봉제는 종업원의 근속연

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연공이 아닌 업적 또는 능력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성과주의 인사제도이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은 더 이상 호봉

제와 같은 연공급 제도로는 생존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급속하게 연봉제 등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공공 부문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기업이 2000년부터 1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에 연봉제 확대 실적을

반영하고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성과

연봉제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공기업의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내용면에서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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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1)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직급별 급여 테

이블을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써 기본연봉 체계를 관

리하도록 하며, 근속연수에 연동된 자동승급 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

상 방식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한 차등 인상을 통해 기본연봉을 조정하도

록 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이 총연봉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간 성과연봉의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임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직무급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집단 성과급 제도는 개인 성과급 제도의 인간관계 훼손 문제를 보완하

여 협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또는 직무 간의 연관성이 크거나 직무가

독립적이지 않고 여러명이 수행하여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할 때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별 임

금에 관해 성과급을 택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는 물적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또는 원가 절감한 만큼 성과급을 지급

하거나, 투입한 인건비에 비해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가 증가한 경우에

지급하거나, 세후 순이익 또는 순이익에서 일정한 금액(자기자본의 최저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배분가능이익을 성과 배분한다(박경규, 
2010).

 2. 보상의 절차 공정성

  종업원이 임금이 결정되는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면 전

체적인 임금 공정성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임금체계에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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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용성도 감소한다. 절차 공정성은 보상의 공정성의 전제조건으로

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분 결과가 어떠하든 이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Leventhal).

  보상의 절차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야 한다. 첫째,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임금결정 절차를 정하는 규정 속에 잘못된 의사결

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예를 들면,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들어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임금결정 과정에서 종업원

의 관심과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하며, 임금결정 방식이 사원들의 가치관

이나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보상 공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당수이다.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기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신동욱, 1999) 및 “성과보상
및 성과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
준호, 2013)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외에도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

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신현호, 2010), “성
과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윤병섭
외 2인, 2010)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위 논문 중 이준호의 연구(2013)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실무자 레

벨의 하위직급(차ㆍ과장급)으로 확대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특정 공기업

(“K공사”)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기타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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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 공정성과 내부 공정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공정성 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 공정성과 조직 몰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

한 인식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측면에서는 입사 이후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일수

록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조직몰입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신현호의 연구(2010)는 연봉제 및 경영평가 성과급제를 내용으로 하

는 공기업의 성과주의 보상 제도에 관한 공기업 직원들의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역시 보상 공정성을 분배 공

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하였고, 조직유효성을 조직

원의 행태 측면에서 바라보아 임금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지표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 공정성은 임금 만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절차 공정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직 문화와 자기효능감을 조절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조절 효

과가 없었다.

  한경섭의 연구(2008)는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확산

추세를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종업

원들이 갖는 임금의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인식과 직무 만족 및 조

직 몰입의 관계를 다루었다. 동 연구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외국계 기업

을 포함한 국내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의 선행 연구를 충실히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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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 수준이 높으며, 분배 공정성과 직무 만족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조직 몰입에 관하여는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모두 이에 유

의한 영향을 끼쳤다. 

  윤병섭, 이영안, 이홍재는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

하는 경찰 조직의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경찰공

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직무 만족을 공정성과 조직 몰입간의 매개변

수로 보아 직무 만족이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을 세웠다. 연구를 위해 총 18개 항목에 관해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모두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에 바탕을 두고, 현 경찰 조직의 성과급 제도에 있어서 결정 기준이 명

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고과가 상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또한

성과급 배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곤란하여 절차 공정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를 보완하

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성과급 결정 절차와 지

급 내역을 공개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를 확대하

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과 평가에 있어서 질적 요소를 더 고려하

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윤병섭 외 2인, 2010).

  사기업, 공기업간에 공정성 변수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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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임준철의 연구(1998)는 대부분의 국내 기존 연구들이 종속변

수로 삼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외에 직무 공정성(job equity)2)

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사기업과 공기업의 조직 특성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공정성 변수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려고 한 점이 특징적이다. 즉 공기업의 모호한 성과 측정 체

계,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ㆍ문화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복잡한 의사전달

체계 및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공식적 규제에 주목하여, 공기업의 공정

성 인식 수준이 사기업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정성 변수가 조

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기업 각 1개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 공정성을 제

외하고 분배와 절차 공정성의 수준은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일부 가설에 부합하였다. 공정성 변수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에 관하여는, 분배 공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직
무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절차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근세기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행정 개혁은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성과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특히 1980
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투입(Input) 과정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를 지양하고

2) 근로자 자신이 갖춘 역량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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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Output), 즉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한 사후적 통

제가 효과적이라고 보아,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쟁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조직의 성과ㆍ보상 관리를 지향하였다. 남승하의 연

구(2013)는 이러한 배경을 소개하면서 공공조직인 공기업의 성과 관리

를 통해 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의 공정성이 먼저 확

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남승하의 연구는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분

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외에 상호작용 공정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상호작용 공정성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사가 부하를 배려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 줄

때 부하직원이 느끼는 대인관계상의 공정성 인식을 의미한다. 부하직원
은 상사의 양방향 소통, 적극적인 피드백 노력 및 지원을 경험하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한다.

  위 연구는 경기도 내 각 시ㆍ군별 시설관리공단을 위주로 15개 공단, 
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행해졌는데, 그 결과

를 보면, 보상의 분배 공정성이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공정성은 직무 만족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후자의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의 사

회적인 모습이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타일러의 연구

(Tyler & Bies, 1990) 등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하였

으며,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사와 부하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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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가지 특기할 점은 공정성 변수 외에도 조직의 ‘공식화’ 수준이
조직 몰입과 조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는 점이다. 공식화란 “조직 내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와 절차, 규정의 중

요성 및 적용상의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조

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설관리공
단 등 지방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으로서의 특성 및 반복적인 업무 성격

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

하므로,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공식화

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재원의 연구(2009)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

기의 와중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성과주의 인

사제도를 확대하는 배경 하에서, 국내의 S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인사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 공정성 인식과 조직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조직시민행동 수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및 절차 공정

성의 사회적 측면을 의미하는 대인관계 공정성을 조직 공정성의 하위 요

소로 보아 독립변수로 삼고,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을 매개변수로, 조직
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설 검정 결과를 보면, 분배 공정성과 대인관계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은행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도출하였으며, 성과가
중시되는 은행 경영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공정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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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준을 높여야 하며, 특히 보상의 분배 및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과 평가

의 공정성(fairness of performance appraisal)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를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살레(Salleh)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은 만족을 매개로 해서 조직 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

록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 지각만큼이

나 공무원들의 만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alleh, M. 
외 2인, 2013).

  최성주(Choi, Sungjoo)는 조직 공정성이 직무 만족, 감독자ㆍ관리자에
대한 신뢰 등 종업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존의 조사자료

(2005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Survey)를 분석하여 연구하였

다. 위의 김태원의 연구와 동일하게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을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하였고, 
직무 만족,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 감독자ㆍ관리자 및 조직에

대한 신뢰(trust)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 조직 공정성에 관한 세 변수는 모두 직무 만족, 신뢰에 대

해서는 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이직 의도에 관하여는 부

(-)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분배 공정성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성별의 조

절효과에 관하여도 분석하였는데, 여성은 절차적 공정성을 인지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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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남성보다 높은 조직에 대한 신뢰(trust) 수준을 보였으며, 남성은 분

배 공정성과 대인관계 공정성을 인지하였을 때 여성보다 높은 조직에 대

한 신뢰(trust) 수준을 보였다(Choi, S., 2011).

  보상의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과 임금 만족(pay satisfaction), 
조직 몰입, 상사에 대한 신뢰(trust in supervisor)의 관계에 관한 폴저

(Folg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보상의 분배 공정성은 임금 만족에 영향

을 미치며, 절차 공정성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분배 공정성

에 비해 정도는 약하지만 임금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Folger, 
R. & Konovosky, M. A., 1989).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모형

  아래 <그림 2>의 연구 모형에 따라 K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커

트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관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한다. 즉 보상의 분배

에 관한 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과 보상의 절차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 유효성 지표인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변
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 이를 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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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제2절 가설의 설정

  위의 연구 모형에 따라 독립변수인 보상의 분배 공정성(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 절차 공정성과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 직무 만족 간의 관

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1.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조직 몰입의 관계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조직 몰입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실증 연구를



- 29 -

보면, 정(+)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한경섭, 2008)도 있고 유

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이준호, 2013)도 있다. 기술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외부 공정성과 내부 공정성을 구별하여 양자 모두 조

직 몰입과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가설 1. 보상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 수준이 높다.
 가설 1-1. 보상의 외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다.
 가설 1-2. 보상의 내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다.

2. 보상의 절차 공정성과 조직 몰입의 관계

 조직이 자신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인식하면 만족

(satisfaction)을 매개로 하여 조직 몰입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Salleh, M. 외 2인, 2013),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보상

의 절차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가설 2. 보상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 수준이 높다.

3.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

 기술한 대로 보상의 분배 공정성 지각 수준이 높아지면 임금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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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satisfaction) 수준이 높아져서 직무 만족에 대해 정(+)의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임금 수준과 임금 만족, 직무 만족의 관계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Judge, T. A. 외 4인, 2010), 개
인 차원에서 임금 수준과 임금 만족, 직무 만족은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고, 조직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과 임금 만

족, 직무 만족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기 부여 효과가

상당한 임금이 어째서 ‘만족’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설 3. 보상의 분배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 수준이 높다.
  가설 3-1. 보상의 외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준이 높다.
  가설 3-2. 보상의 내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준이 높다.

 4. 보상의 절차 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

  국내의 선행 연구를 보면 대체로 보상의 절차 공정성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절차 공정성과 직

무 만족간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김재원, 2009; 남승하, 2013).

가설 4. 보상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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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변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

며, 관련 문제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1. 보상의 분배 공정성

  보상의 공정성 측정을 위하여 김재원(2009), 조국행(2000), 최우람
(2011)의 연구 등에서는 노력, 경력, 책임, 성과, 역량, 업무 스트레스

등 각각의 공헌 요소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지각 수준을 측정하였으나, 
종업원 개인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다양한 공헌의 전체적인 수준과 자신

에 대한 보상의 수준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이므로, 위 3인의
연구와 같이 개개의 공헌 요소와 자신에 대한 보상의 수준을 비교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위와 같은 공헌 요소 전체의 종합적인 수준과 자신에

대한 보상의 수준을 비교하도록 묻는 것이 분배 공정성의 정의에 부합하

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보상의 외부 공정성은 자신의 공헌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외부의 비교

집단에 비해 어떠한가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 수준을 말한다. 통상 외부

의 비교집단은 동종업계로 한다. K공기업은 발전회사로서 좁게는 민간

발전회사 및 발전 공기업을 동종업계 준거집단으로 볼 수 있고, 넓게 보

면 생산수단인 대규모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연속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장치산업도 동종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방식, 업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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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고용 안정성이 대부분 유사한 ‘공기업’을 비교집단으로 보아 외부

공정성을 측정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화력

발전 자회사 등 이른 바 전력그룹사는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분사되기 전까지 하나의 기업으로서 종업원들 모두가 동일한 체

계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전력그룹사를 외부 공정성에 관

한 비교집단으로 삼는다.

 아래와 같이 보상의 분배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구성한다.
1. 노력, 경력, 성과, 역량 등 자신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자신이 받는 보상(임금, 복리후생, 승진, 생활의 안정 등 총체적인 보
상)의 수준이 아래의 비교집단에 종사하는 직원에 비해 어떻다고 생

각하는가?
1-1. 타 발전회사 (민간 발전회사 및 발전 공기업)
1-2.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1-3. 전력그룹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회사)
1-4. 장치(裝置)산업에 속하는 민간기업 (생산수단인 대규모 장치

 를 플랜트에 설치하여 연속적인 생산을 하는 민간기업. 제철,
석유화학, 발전, 조선, 자동차 등)

2. 회사 내의 보상(임금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노력, 경력, 성과, 역
량 등 자신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자신이 받는 보상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총체적인 보상)의 수준이 공정하다고 생

각하는가?

2. 보상의 절차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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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저(Folger) 등의 보상 공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한 보상의 절차 공

정성 요소 중 중요한 것을 골라 설문을 구성하며(Folger, R. & 
Konovsky, M. A., 1989),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

다.

 3. 조직 몰입

  조직 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모우데이(Mowday) 등이 고

안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가 대표적이다

(Mowday, R. T. 외 2인, 1979). 이는 조직 몰입 수준을 나타내는 긍정

적인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요소를 선정하여 7점 척도에 의해 조직 몰

입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중에서 이직(移職)을 전제로 하였거나 중요성

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문항을 제외한 아래 8개 항목으로써 질문지를

구성한다.

1. 회사가 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2. 성과 평가 후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이 제공되는가? 
3. 회사는 성과 평가를 위해 당신 자신의 성과 또는 당신이 속한 조

  직의 성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성과를 꿰뚫고 있는가? 
4. 성과 평가 과정에서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가 고려되는가? 
5.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의 성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

  는가?
6. 회사의 승진 결정 절차가 일관되고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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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무 만족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 평가를 통해 총체적인

만족도를 바로 측정하는 방법과 직무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만족도

를 측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직무, 월급, 감독자ㆍ상
사, 승진,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해야 만족도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임창희, 조직행동, 2014).

  총체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다양한 직무만족 요인별로 구체

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직업심리연구소(National Psychology Research)의 미네소타

만족도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등을 참고하여 직
무, 임금ㆍ복리후생, 근무환경, 상사, 동료, 소통ㆍ정보 공유, 기업 문화, 
승진 기회 등의 직무ㆍ직장 만족 요인에 관한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구

1.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나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꺼이 할 뜻이 있다.
2. 친구에게 우리 회사가 다니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한다.
3. 우리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보직도 받아들일 수 있다.
4. 우리회사에 다닌다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자랑스럽다.
5. 취업할 때 다른 회사를 제쳐두고 우리회사를 선택했던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
6. 직원들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우리회사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7. 우리회사의 향후 운명에 대해 관심이 있다.
8. 우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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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5. 통제 변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에 관해 성취 욕구, 사회
적 인정감, 근속년수, 성별, 직급을 통제변수로 한다.

  성취 욕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민(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지를 구성한다.

본인의 직무 및 직장에 관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2.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
3.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할 자유와 기회
4. 내가 받는 임금액

5. 임금 인상의 기회와 간격

6.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7. 근무 환경

8. 나의 상사가 부하직원들을 대하는 방식

9. 나의 상사의 의사결정 능력

10. 나의 동료직원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방식

11. 조직 내의 소통
12.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정도

13. 회사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방식

14. 승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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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진 일이 도전적일 때 적극적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한다.
2. 업무성과를 전보다 더 향상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3. 현재 맡겨진 책임 이외의 또 다른 책임이 맡겨지는 것을 회피한다.
4. 동료들보다 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고 한다.

  사회적 인정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준호(2013)의 연구를 참고하

여 아래와 같이 질문지를 구성한다.

1. 공기업 직원으로서 나의 직업은 주위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다.
2. 공기업 직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의미 있다.
3. 공기업 직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국민이 잘 알아준다.

  직무 만족에 관해 적성, 자기 개발 가능성, 조직 내의 사회적 지원, 근
속연수, 성별, 직급을 통제변수로 하며(임창희, 조직행동, 2014), 연지혜
(2010), 노경준(200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지를 구

성한다.

1.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적성에 맞다.
2.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나의 상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
4.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의 상사는 기꺼이 나를 도와준다.
5. 나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
6. 나는 동료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7. 나에게는 회사 사정을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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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6 82.1

여자 34 17.9

연령(만)

30세 미만 47 24.8

30세 이상 40세 미만 83 43.9

40세 이상 50세 미만 40 21.2

50세 이상 19 10.1

근무지
본사 32 16.8

사업소 158 83.2

직군

사무 40 21.1

발전 130 68.4

토건 10 5.3

화학 8 4.2

IT 2 1.1

직급
3직급(차장) 52 27.4

4직급(과장 이하) 138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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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 190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장치 산업에 속하는 기업 특성상 현업 근무자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응답자 중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약 4.5배 많다. 응답자
의 연령대를 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많으며

(43.9%), 30세 미만 응답자(24.8%), 40세 이상 50세 미만 응답자

(21.2%), 50세 이상 응답자(10.1%) 순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응답

자 중에는 20세 미만 응답자도 3명 포함되어 있다. 근무지는 본사

16.8%, 사업소 83.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군은 현장의 플랜트 관리
를 직접 담당하는 발전 직군이 68.4%로 가장 많고, 본사 근무자 중의

비중이 큰 사무 직군(21.1%), 토건 직군(5.3%), 화학 직군(4.2%), IT 
직군(1.1%) 순이었다. 직급 비중을 보면, 조사 대상자 중 연봉제가 적용

되는 3직급 직원의 비율은 27.4%이며,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급인

4직급(과장, 대리, 주임, 사원)에 속하는 조사 대상자의 비율은 72.6%이
다.

 제2절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요

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하고, 이어서 요인별로 측정 항목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측정 항목으로부터 요인을 추출하

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택하였으며,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 방식

(varimax)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성분 분석 결과 공통성이 0.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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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측정 항목만 채택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랐으

며, 추출한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은 모두 1 이상이었다. 요인 분석

결과 요인별로 분류된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

문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

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따랐다.

독립변수 가운데 보상의 내부 공정성 변수를 제외하고3) 보상의 외부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관한 10개 측정 항목의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보상의 절차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

문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은 공통성 값이 0.4를 넘지 않아서 제거하였다.
이후 다시 요인 분석을 한 결과를 아래 표로 나타내었다.

3) 보상의 내부 공정성 변수는 설문지의 측정 항목(질문)이 단수이기 때문

에, 요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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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변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 분석
신뢰도

공통성
요인

1 2
항목삭제시
알파(α) Cronbach α

보상의

절차

공정성

IPE03 .791 .877 .144 .800

.861

IPE02 .701 .825 .143 .822

IPE05 .617 .786 -.014 .843

IPE06 .588 .764 .065 .846

IPE01 .585 .698 .312 .847

보상의

외부

공정성

IEE01 .708 .086 .837 .638

.751
IEE02 .601 .105 .768 .680

IEE03 .575 .137 .746 .707

IEE04 .469 .092 .679 .755

  요인 분석에 이어 독립변수에 관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는데, 변수들의
신뢰도를 보면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의 외부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중의 하나의 항목인 IEE04의 경우 이를 제외하면

크론바흐 알파 값이 더 높아지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상의 외부 공

정성 측정 항목에서 제거한다.

  종속변수인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관해서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

여, 조직 몰입에 관한 측정 항목 중 공통성 값이 0.4 이하인 3개 항목을

제거하고, 직무 만족에 관한 측정 항목 중 다른 요인에 포함되었던 3개
항목을 제거한 다음 다시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아래 <표 3>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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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3> 종속변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 분석
신뢰도

공통성

요인

1 2
항목삭제시
알파(α) Cronbach α

직무

만족

DS11 .744 .840 .197 .914

.926

DS09 .661 .810 .069 .919

DS08 .658 .801 .126 .918

DS12 .688 .793 .242 .916

DS10 .610 .759 .184 .919

DS03 .626 .703 .363 .917

DS13 .592 .699 .321 .918

DS02 .588 .653 .402 .918

DS01 .471 .644 .238 .922

DS14 .432 .572 .325 .923

DS04 .475 .518 .455 .923

조직

몰입

DC02 .775 .118 .872 .808

.859

DC04 .753 .240 .834 .803

DC05 .729 .257 .814 .806

DC03 .538 .248 .690 .862

DC08 .412 .193 .612 .864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종속변수에 관해서도 신뢰도 분석을 하였는데,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중의

2개 항목(DC03, DC08)의 경우 이를 제외하면 크론바흐 알파 값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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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 몰입에 관한 측정 항목에서 제거하

였다.

 제3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어떤 변수가

원인이 되고 어떤 변수가 결과인지에 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

슨(Pearson) 상관계수에 의해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상관계수는 0에
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큰 것이다. 상
관계수의 절대값이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 이상에서 0.9 
미만까지이면 높은 상관관계, 0.4 이상에서 0.7 미만까지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 이상에서 0.4 미만까지이면 낮은 상관관계, 0.2 미만은 상
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음수이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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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만족조직몰입
보상의
절차공정성

보상의
외부공정성

보상의
내부공정성

직무

만족

Pearson 상관계수 1 .532** .662** .167* .313**

유의수준(양쪽) .000 .000 .023 .000

N 187 187 187 186 179

조직

몰입

Pearson상관계수 .532** 1 .449** .259** .383**

유의수준(양쪽) .000 .000 .000 .000

N 187 190 190 189 182

보상의

절차

공정성

Pearson상관계수 .662** .449** 1 .285** .447**

유의수준(양쪽) .000 .000 .000 .000

N 187 190 190 189 182

보상의

외부

공정성

Pearson상관계수 .167* .259** .285** 1 .329**

유의수준(양쪽) .023 .000 .000 .000

N 186 189 189 189 181

보상의

내부

공정성

Pearson상관계수 .313** .383** .447** .329** 1

유의수준(양쪽) .000 .000 .000 .000

N 179 182 182 181 182

** 상관계수가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 상관계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본 연구에 있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위의

<표 4>와 같다. 직무만족과 보상의 외부공정성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값의 절대값은 0.2 미만으로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에는 각

각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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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

 제4절 가설 검정

  아래와 같이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에 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1. 보상의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상의 외부 공정성, 내부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회귀분석에 의해 검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외부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확률이 0.604로 나타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유의수

준 0.05를 초과하여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내부 공정성이 조직 몰입

에 미치는 영향은 t값 3.345, 유의확률 0.001로 나타나서 유의수준의 범

위 내이므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절차 공정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203으로 나타나서 유의수준을 초과하여 가설 2
는 기각되었다. 회귀식에 관한 R² 값은 0.496으로서 49.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은 1.846으로서 2에 가

깝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회

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Tolerance) 값
이 0.1 이하일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변수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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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계 값은 최저 0.454, 최고 0.863 사이의 값을 보이므로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조직 몰입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ㆍ통제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조직

몰입

상수 .344 - -2.419 .017 -

외부공정성 .090 .033 .519 .604 .747

내부공정성 .057 .215 3.345 .001 .724

절차공정성 .076 .094 1.277 .203 .545

성취욕구 .085 .070 1.059 .291 .686

사회적 인정감 .080 .506 7.462 .000 .648

성별 .108 .068 1.148 .252 .863

근속년수(더미변수1) .187 .020 .292 .771 .661

근속년수(더미변수2) .139 .029 .354 .724 .454

근속년수(더미변수3) .126 .043 .531 .596 .458

근속년수(더미변수4) .132 .024 .315 .753 .503

직급 .110 -.076 -1.141 .256 .664

R=.704, R²=.496, 수정된 R²=.463

F=15.108, p=.000, Durbin-Watson=1.846

2. 보상의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결과, 외부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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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0.281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여 가설 3-1은 기각되

었다. 내부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57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를 초과하여 가설 3-2 역시 기각되었다. 절차 공

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t값 3.875,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

나서 유의수준의 범위 내이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회귀식에 관한 R²

값은 0.624로서 6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더빈-왓슨
(Durbin-Watson) 값은 1.986으로서 2에 가깝고 0이나 4에 가깝지 않

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은 최저 0.449, 최고 0.873 사이의 값을

보여서 모두 0.1을 초과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 47 -

<표 6> 직무 만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ㆍ통제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직무

만족

상수 .334 - .288 .774 -

절차공정성 .079 .278 3.875 .000 .449

내부공정성 .055 .033 .569 .570 .704

외부공정성 .084 .060 1.081 .281 .752

적성 .057 .114 1.800 .074 .575

자기개발 가능성 .063 .163 2.351 .020 .478

조직 내 사회적

지원
.082 .369 5.764 .000 .564

성별 .102 .017 .323 .747 .873

근속년수(더미변수1) .175 -.083 -1.409 .161 .669

근속년수(더미변수2) .134 -.085 -1.205 .230 .463

근속년수(더미변수3) .119 .013 .187 .852 .457

근속년수(더미변수4) .126 -.020 -.293 .770 .503

직급 .103 -.052 .905 .367 .696

R=.790, R²=.624, 수정된 R²=.596

F=22.540, p=.000, Durbin-Watson=1.986

 제5절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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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복

리후생 수준을 낮추는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에, 공공기관의 경영자

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의 사기와 직장ㆍ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내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공기업에 있어서 조직 유효성의 중요한 지표인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찾아내어서,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결정적

인 변수라고 생각되는 ‘보상의 공정성’을 보상의 분배 결과에 관한 종업

원의 공정성 지각을 의미하는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보상의 수준을 결

정하는 과정ㆍ절차에 관한 공정성 지각을 의미하는 ‘보상의 절차 공정

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하였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면, “보상의 외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수

준이 높다.”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고, “보상의 내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다.”라는 가설 1-2는 채택되

었다. 연구 대상인 전력 산업 분야 K공기업의 경우 입사한 지 얼마 되

지 않은 젊은 층 직원 이외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

이 일반적이어서 ‘평생 직장’ 개념이 통용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직원들

은 동종기업에 비한 자신의 임금 수준과 정부의 공기업 임금 인상 가이

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 전체적인 임금 증가폭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경향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상의 외부 공정성이 조직

몰입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직원
들이 자신의 성과 및 이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내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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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보상의 내부 공정성이 조직 몰입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보상의 절차 공정성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에 관한 “보상의 절차 공정

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수준이 높다.”라는 가설 2는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을 초과하여 기각

되었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를

보면,  “보상의 외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

준이 높다.”라는 가설 3-1은 가설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을 초

과하여 기각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직원들이 동종기업에 비한 임금

수준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보상의 외부 공정성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

다. “보상의 내부 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준

이 높다.”라는 가설 3-2 역시 가설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을

초과하여 기각되었다.

 직무 만족 종속변수에 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보상의 분배

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절차 공정

성과 통제 변수인 ‘자기개발 가능성’, ‘조직 내 사회적 지원’은 유의확률

이 유의수준보다 작아서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K공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의 직접

적인 보상보다는 직무 수행을 통한 역량 향상 기회와 같은 직무의 특성

과 직장 내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직장 만족 수준이 좌우된다는 점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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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보상의 분배 공정성과는 달리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K공기업 직원들이 보상의 분배

결과인 보상의 수준보다는 개인별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성과 평가, 
승진 사정(査定)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력 산업 분야의 K공기업에 재직하는 일부 직원을 표본으

로 한 것이어서 연구 결과가 공기업 일반에 걸쳐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

기는 어렵다. 공기업은 조직 원리의 상이성으로 인해 민간 기업과는 기

업 문화, 직장 분위기, 구성원의 태도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

이기는 하지만, 각 공기업별로 고유한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K공기
업에 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K공기업과 같

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은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

문이 분사(分社)하여 동시에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목적사업이 동일하며

조직의 문화ㆍ관행, 공식적 제도는 물론 구성원의 대체적인 성향도 매우

유사하므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이 K공기업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의 3직급, 4직급 직원들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

리가 없다. 즉 본 연구의 결론이 K공기업을 포함하는 5개 화력발전 자

회사에 대해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상의 내부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상의 내부 공정성의 정의에 충

실한 단일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복수의 문항을

개발하여 검증함으로써 측정 항목 및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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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보상의 외부 공정성은 임금 수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히는 임

금 수준 자체가 아니라 종업원 자신의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동종 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면서 보상의 외부 공정성을 ‘자신의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자신의 임금 수준이 비교 기업에 비해

어떠한가’에 대한 인식으로 보아 공정성의 정도가 아닌 임금 수준의 많

고 적음을 묻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직장 안전 수준이

높은 공기업에 있어서는 자신의 공헌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비교기업보

다 많다고 직원 개인이 인식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내적

긴장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임금 수준이 공헌도에 비해

비교집단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불안

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보다는 임금 만족 증대, 자부심, 소속 회사에 대

한 고마움 등으로 인해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보상

의 외부 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외부 공정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설문조사의 질문을 구성한 데에

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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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직 몰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나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

상의 노력을 기꺼이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에게 우리회사가 다니기 좋

은 곳이라고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회사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는 어떤 보직도 받아들일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회사에 다닌다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할 때 다른 회사를 제쳐두

고 우리회사를 선택한 것에 대

해 잘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원들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우리회사의 정책에 동의하

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회사의 향후 운명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회사에 입사한 것은 실수였

다. ① ② ③ ④ ⑤

Ⅱ. 직무 만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직무 및 직장에 관한 아래 항목
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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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력, 경력, 성과, 역량 등 자신의 회사에 대
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자신이 받는 보상(임금, 복리후생, 승진, 생활의
안정 등 총체적인 보상)의 수준이 아래의 비교 집단에 종사하는 직원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일, 
다른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① ② ③ ④ ⑤

2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할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하

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할 자유와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받는 임금액 ① ② ③ ④ ⑤

5 임금 인상의 기회와 간격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7 근무 환경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가 부하직원들을 대하

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의 의사결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동료직원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11 조직 내의 소통 ① ② ③ ④ ⑤

12 조직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3 회사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방

식
① ② ③ ④ ⑤

14 승진 기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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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비교 집단
매우

적다

약간

적다

비슷

하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1 타 발전회사(민간 발전회사 및 발
전 공기업) ① ② ③ ④ ⑤

2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

형 공기업) ① ② ③ ④ ⑤

3 전력그룹사(한국전력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4개 발전회사) ① ② ③ ④ ⑤

4

장치(裝置)산업에 속하는 민간기

업 (생산수단인 대규모 장치를

플랜트에 설치하여 연속적인 생

산을 하는 민간기업. 제철, 석유
화학, 발전, 조선, 자동차 등)

① ② ③ ④ ⑤

Ⅲ-1. 회사 내의 보상(임금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노력, 경력, 성과, 역
량 등 자신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할 때 자신이 받는 보상(임금, 복
리후생, 승진 등 총체적인 보상)의 수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 ① ② ③ ④ ⑤

Ⅲ-2.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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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가 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성과 평가 후 당신 자신 또는 당

신이 속한 조직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피드백

이 제공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3

회사는 성과 평가를 위해 당신

자신의 성과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의 성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파악하여 성과를 꿰뚫고 있는

가?
① ② ③ ④ ⑤

4
성과 평가 과정에서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가 고려되는

가?
① ② ③ ④ ⑤

5
당신 자신 또는 당신이 속한 조

직의 성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

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의 승진 결정 절차가 일관되

고 공정한가? ① ② ③ ④ ⑤

Ⅳ. 성취 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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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어진 일이 도전적일 때

적극적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 성과를 전보다 더 향

상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맡겨진 책임 이외의

또 다른 책임이 맡겨지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동료들보다 업무를 더 잘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사회적 인정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기업 직원으로서 나의 직업은

주위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

는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기업 직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

은 의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기업 직원으로서 내가 하는 일

의 가치를 국민이 잘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Ⅵ. 자기 개발 가능성, 조직 내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문
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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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적성에 맞

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 자신의 역

량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

의 상사는 기꺼이 나를 도와준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

와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동료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는 회사 사정을 알려주는

직장 동료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만 (    )세
2) 성별  ①남성 ②여성
3) 근무 사업소  ①본사 ②당진 ③울산 ④호남 ⑤동해 ⑥일산
4) 직군  ①사무 ②발전 ③토건 ④화학 ⑤IT
5) 직급  ①3직급 ②4직급
6) 근속년수  ①1년 미만 ②1년～3년 미만 ③3년～10년 미만 ④10년～20년  
   미만 ⑤20년 이상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64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ived 
justice of compensa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K public enterprise -

Ha, Young H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curr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prioritized a reduction 
in the size of public enterprises’ deb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arried forward the public institutions normalization 
measures which contained debt scale reduc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end of 2013. These efforts raised the achie- 
vement to reduce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to more than the 
original reduction target. However, in the process, the need of 
"normalization of abnormal" about the public business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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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was highlighted and the welfare of public enterprises was 
reduced considerably. Consequentially, there is concern that the 
public agency workers morale and their workplace satisfaction 
may also be declined. Under such a background, I believe that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corporation employees 
has the meaning in relation to the public enterprise policy.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the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 
to have the attachment to a particular organization, to want to 
remain in the organization, and to make further efforts for the 
organization, and to accept gladly the value and goals of the 
organization. Job satisfaction means the condition of positive 
emotions that individuals have their own fun that results from 
evaluation of job and work experience. Thes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s typical indicator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are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In this study, hypotheses about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r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dependent variables that 
are distributive justice of compensation and procedural justice of 
compensation were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survey targeting the "K public 
enterprise" workers in the power industry. Distributive justice of 
compensation can be defined as the recognition of the proper 
allocation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tri- 
bution to the organization. Distributive justice of compensation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justice of compensation and internal 
justice of compensation. The former is about the gap in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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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between the one’s own company and competitors which
mean comparable companies in the same field. The latter is
about how the total amount that the corporation can pay shall
be distributed among employees. Both are class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Procedural justice of compensation is the
justice of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 about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test of hypotheses, hypothesis which gives a
definition that internal justice of compensation affects organiza- 
tional commitment has been adopted. For job satisfaction, the
hypothesis which gives a definition that procedural justice of
compensation affects job satisfaction has been adopted.

Keywords : Distributive justice of compensation, External justice of
compensation, Internal justice of compensation, Procedural justice of
compens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4-2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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