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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활동이 공공기관, 특히 원

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또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만족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활동을 평가, 승진, 이동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공기업의 4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

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에 대해

서는 기초통계량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계층적 회귀분석 검

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공기업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

원관리활동 중 이동과 승진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 반면, 평가는 직무만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만족의 경우 직원들의 이동, 평

가,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정도가 높아졌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이동, 평가, 승진 순으로, 조

직몰입에 있어서는 승진이 이동보다 더 높은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나타

냈다.

둘째,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

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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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 효과에 있어서 근무형태는 조절효과로써 작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이동,

평가, 승진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게 있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승진과 이동이 조직에 대한 몰입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함을

도출하게 된 점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일반적인 연구와 같은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근무형태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실증

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여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인적자원관리활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근무형태

학 번 : 2014-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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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가 TPP1), RCEP2) 등 바야흐로 전방위적으로 통합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기업들 간의 경쟁도 지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여건의 변화는 비단 민간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업을 비롯한 공공부문도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인적자원관리는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

에 중점을 두면서 직무를 중심으로 한 인사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

직의 모든 업무를 개별적 직무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 승진, 평가, 이동 등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직무에 따라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는 인력관리가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승진과 평가 등 보상에 있어서도 연공서열 등의 성과 외적

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연공서열, 형평성 등 성과 이외의 요소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 간

에 진행중인 광역 자유 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2 -

가 인력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해내기 쉽

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과 달리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서는 성과보다는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기 때

문에 혁신적인 요소의 도입을 꺼려한다는 것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고 혁신적

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 지적 등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역량이 탁월한 인재에 대하여 발탁승진이나 상위직 보직 등의

역량에 맞는 인사관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성과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공기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공서열과 형

평성 등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K공기업의 경우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

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연공서열 등의 요소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

량의 약 29%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후쿠

시마 사태 등 국내, 외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도 원자력의

발전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이러한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및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이고 비판적

으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원전비리와 관련되어 다수의 원자력 관련 종

사자들이 구속되고 9․15 순환정전의 주원인으로 원전의 고장정지가 거

론되면서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원자력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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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전력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및 종사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원자

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창출방안에 대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의 안정적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원자력 산업계 종사자 특히 K공기업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은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황이었다. 납품비리 및 품질보증서 위

조 등 계속적으로 발생한 비리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이

이와 연루되어 기소 및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국회를 비롯한 전체 국민

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3년 이후 계속하여 최

하 등급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아 회사 전 직원이 성과급을 1원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으로 조직 내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

기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CEO까지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K공기업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

방안3)을 시행하였고, 조직 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1년

분사 이후 최초로 구성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익명게시

판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한

편,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에 대한 연구자료의 부족을

감안하여 매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자본 측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진, 평가, 이동 등에 대한 만족도(현재의 실현 정도)와 중요도(향후 실

현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여 경영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의

3) K공기업은 2013년 새로운 CEO 취임과 함께 인사, 조직, 문화의 3대혁신을 기치로 내

걸고 조직 내 혁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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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K공기업의 사

례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경

영진이 어떻게 노력해야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

해 만족하고 조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사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원자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국 4개 지역(고리, 영광, 월성, 울진)에 원자력 발전

소를 운영하며,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K공기업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적자

원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

태에 따라 조직 내에서 상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

무형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조절효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아보려고 한다.



-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현황과 인적자원관리

1. 공기업의 정의와 현황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유종해․박영희 외(1993)는 공기업을 ‘공공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해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종수

(2009)는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

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말

한다.4)

공기업은 능률성과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기업성과 공공복리로 대표되

는 공공성을 두 개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기업성이란 정부 출자 및

관리 사업을 공기업이 수익중심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하며, 오늘날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수익에 가장 민감한 사기

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러한 수

익성 이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성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경우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

4) 이상철외3인 공저(2003),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p.22.



- 6 -

되어 기업성이 저해될 것이고, 공기업을 방임하여 둘 경우에는 수익성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복리라는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소홀

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

론, 이러한 가치판단은 정부의 이데올로기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적,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한계를 정하

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

는 정부의 정책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인 조직,

인사, 재무, 기타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5)

위와 같이 공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

을 확보하고, 조직 그 자체로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정부의 정책적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작용하여 공기업의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공기업 내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기관장은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운

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정관, 사규 등 기업 내부규정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은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공개경쟁을 통한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성별, 학력, 연령 등 역량과는 무관한 불합리한 제한을

5) 유 훈(2005),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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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 절차에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

용의 대상인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 시기, 규모, 방

법 등 해당 연도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

고 있다. 채용된 직원들에게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직원의 전공,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별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개방형 직위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

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하여 근무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처

분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

사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

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과 관련하여 공기업 종사

자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또는 민간기업의 사원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공기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 사건 관련 판결에서 공기업 직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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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

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형벌 조항에서의 의제를 제외하고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으로 분

류하지 않는 이유는 비록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정년

이 보장되고, 인력 수급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측면이 있으나

선발에 있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면접 등 선발 방식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신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함께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비

해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에 대한 인사관리 또는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비교했을 때 중간적 성격으

로 인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가

장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는 정부 또는 사기

업의 인사관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인사관리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측면

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기업 인사관리의 장점을 적절히 채택하여 수익성

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9 -

[표 2-1]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인사관리 특성

구분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목적 공익추구
공익, 이윤추구의 

적절성
이윤추구

관리방식 공익성 공공성, 기업성의 조화 기업성

활동방식 비시장성
시장성과 비시장성의 

조화
시장성

일의 종류와 

역할
다  양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기업과 유사
단 순

조직 및 직급 

구조
크고, 복잡, 세분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기업과 유사
단 순

인력수급과 보수 정치적, 국가정책적 요인 대체로 공무원과 유사 시장 경제성 요인

우수인재 활동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인사관리 

행위방법

법령, 각종 규정 

지침등에 의한 문서주의
대체로 공무원과 유사

적시성, 융통성에 의한 

적절한 대응

신분보장 강함 약간 강함 미약

통제 국민, 국회, 사회
공무원과 동일하나

이사회, 정부 주주총회

국민, 정부,

사회압력단체

*자료 : 김용박(2009), “공기업 인적자원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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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인적자원이란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을 자원으로 간주한 것으로, 인

간의 능력을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보다 능률적

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

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서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Ivancevich(1995)는 인적자원관리를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달성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조직과 개인발전을 이루기 위

한 조직의 철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법체계라고 하였다(박병식,

2006 재인용).

한편,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Pigors & Myers(1973)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일원으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Spates(1960)는 인적자원관리를 ‘종업

원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최대한 발휘하여 기업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규범체계’라고 하였으며, Drucker(1995)도 ‘기업

이 종업원이라는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성과

는 인적자원 자체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

하는 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인적자원이 부

족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높은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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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는 반면, 아무리 조직 내 인력의 풍부하고 자질이 높더라도 이

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다. 또한 조직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새로운 전략 또는 직무설

계를 시도하는데 있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원인은 기술적 시스템

의 문제보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인함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Ettlie, 1988; Majchrzak, 1988 재인용). 따라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채용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직원 스스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적자원관리활동

인적자원관리활동이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인적자원과 관련된 활동 전체

로써 해당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인적자원관리활동과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활동의

개별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채용, 승진, 이동,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보상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각각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Snell &

Dean, 1992; Youndt et al., 1995; Schuler & Jackson, 1989; Schuler,

1989).

그 후 전략적 경영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

루어져 온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조직의 전략과 연결하여, 전략적 채용,

전략적 성과평가, 전략적 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

다(Wright & McMahan, 1992). 이러한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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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관점을

넓히는데 공헌하였다.

Delery & Doty(1996)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조직의 상황과 무관하게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최선의 관행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총괄

하며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바, 실증연구를 통하여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을 찾는데

주력하였다(유규창, 1998).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

과 관련하여, Delery & Doty(1996)는 내부경력관리, 직무설계, 공식적 교

육프로그램, 평가제도, 이윤분배제도, 고충처리절차, 고용안정성 등 7가지

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으로 선정하였고, Pfeffer(1998)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7가지 관행으로 선별적 채용, 다양

한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위격차 해소, 근로자참여, 정보공유, 높은 보상

및 성과중심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Wright(2002)는 채용, 교육훈련, 참여, 성과급과 성과평가 등 인적자원

관리 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감정적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oundt et al.(1996)은 선발,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시스템 등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이러

한 제활동들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3.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기본방향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인사관리의 전문성 및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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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상의 목표

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그림2-1]와 같이 분류하여 보면, 우선 새로운 구성원을 선발하고 채용

하는 인재확보 과정, 경력개발계획(CDP)을 통한 이동, 승진 등의 인사운

영,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평가 및 보상의 4단계로 나

타낼 수 있다. K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자원관리 체계 안

에서 고졸 신입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채용, 경력직 채용, 대학생 인턴

채용, 연구전문직 채용, 해외사업전문인력 채용 등 다양한 선발방식으로

채용되는 신입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력군에 따른 관리

체계를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1]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체계

경영전략 채용

일반직

전문직

경력직

이동

승진

교육훈련

직무
교육

역량
교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분석

CDP

Gap
발생

인사관리 및
인재개발

개인
종합
평가

평가 및 보상

성과
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역량
평가

K공기업에서 인재확보를 위한 채용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기본으로 한다.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

게 되고, 현재 인원과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을 예

측하고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을 시행하게 된다. 1년에 약 2회의 정

기 대졸 인턴채용과 1회의 고졸인력 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 약

200명 규모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선발을 시행한다. 대졸 인턴 채용(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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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의 경우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어학 및 전공)만 갖추면 연령, 학력

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졸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시행하

는 것은 K공기업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인력들

에 대해서는 실제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기존 대졸 채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즉, 전문대졸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K공기업의 대졸 인턴 채용 형식으로 선발될

경우 승진, 보상 등에 있어 대졸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한다. 학

력, 연령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 전 기존 대졸 취업준비생이 지원하던

일반적인 공개채용에 이에 해당한다. 고졸 신입채용 및 마이스터고 재학

생 채용은 고졸자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어 시행된

다. 이는 취업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

려는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채용이다. 정부는 학력 중

심의 사회풍조를 개선하여 능력위주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졸에 대

한 채용을 공공부문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채용의 20%

를 고졸자로 할당하여 달성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졸 인력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무특성에 따라 연구

전문직 및 특정분야에 대한 경력직 채용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공

기업과는 달리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UAE근

무를 조건으로 채용을 시행하는 해외사업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채용들은 정기적인 공채 형태가 아닌 인력상 필요

가 있을 때 수시 공개채용의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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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K공기업의 신규채용 현황(자료:2014년 경영평가 보고서)

구    분 신입인력 전문인력 경험인력 기타인력 청년인턴 등

해당전형
대졸,해외,

마이스터고

연구전문,

개방형직위

경력직전문,

경력신입

별정직,

청경

대졸인턴,

고졸인턴 등

채용인원 382 15 118 163 1,169

K공기업의 채용 전형절차는 1차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

무역량검사를 실시하고, 2차 전형은 면접(개별면접, 집단면접),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

사 및 신원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의 성격에 따

라 연구전문직의 경우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시행하고, 전문경력직 등의

경우에는 직무역량검사를 제외한 면접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 K공기업의 신규채용 절차(자료:K공기업 채용 홈페이지)

채용소요 산정

지원서 접수

1차 전형 (NCS기반 직무역량검사)

• 정원증감 및 신규사업 등 반영

• 년도별 전체 채용계획은 연초 사전공지채용 공고

• 학력 : 제한없음 (단, 기술직은 관련 전공자)
• 어학 : 토익 750점 이상

2.5배수 선발

2차 전형 (면접-개별 : 일반/영어), 
집단(토론/창의) 

1배수 선발

신체검사, 신원조회 합격자 대상

최종 합격자 산정

• 전공 채용 포함

• 인성검사, 심리 건강진단

승진 및 이동 등 인사운영과 관련한 대한 K공기업의 인사관리는 다

음과 같다. 인사운영을 위한 직원 분류체계는 [그림 2-3]와 같이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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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별정직, 청경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졸 수

준 채용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 4(을)직급으로 들어오게 되며, 일반직의

경우 직군에 따라 경영관리, 재무관리, 구매계약 등 일반사무, 발전소 운

전 및 정비 등 기술업무, 연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현장에서 실제 사업장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표 2-3] K공기업의 직원 분류체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경직

상임이사

․직급 : 1(갑)～4(을)직급

․관리직 : 일반관리업무 수행

-사무,원자력,발전,토건,통신직군 

․연구/전문직 : 연구업무 수행

․5직급

- 업무지원

․5(을)직급

- 시설관리 등

․청원경찰

- 방호/경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사업장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림 2-3]과 같은 형태의 자기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공정성 및 직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K공기

업에서는 [표 2-4]과 같은 순환보직 기준 및 이동마일리지 기준을 운영

하고 있다. 기술직 중 일부는 발전소 운전을 위한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하게 되는데 교대근무 형태의 직원들의 경우 교대근무의 어려움 등을 감

안하여 승진 및 이동에 있어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별정

직 및 청경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입사당시 직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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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공기업의 이동절차 (자료 : K공기업 자체 자료)

이동기준 공지

자기신고 접수 (희망근무지 3순위까지)

고충사항 접수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노사합동)

이동심사위원회 개최 (사업소 담당자 참석)

이동대상 확정 및 발령

[표 2-4] K공기업의 순환보직 기준(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구분 대상 기준 및 운영 비 고

이동

마일리지

직군:사무/원자력

직급 : 4(갑/을)

․ 마일리지 기준

구분 한울 한빛 월성 본사 고리 기타
마일

리지
2.5 2 1.5 1 1 1

․산정기준 : 소속 전입 후 기간 합산

․마일리지 고득점자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

※ 발전소 안전운영 등을 위해 이동대상 조정가능

’15.11

제정

장기보직

순환근무

직군:전체

직급:1(을)～4(갑/을)

․순환기준 : 동일사업소 일정기간 이상 경과자 

타사업소로 이동 원칙

구분 1(을)～2직급 3직급 4(갑/을)직급
대상

기간
5년 10년 15년

․목적 : 업체유착방지 및 조직활력 제고

※ 발전소 안전운영 등을 위해 이동대상 조정가능

’12년 

원전비리 

이후 

시행

승진의 경우 대졸 수준(4을 직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입사 이후 6년

이 경과하면 차장(3직급)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군경

력이 있을 경우 군경력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장기근무 군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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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3년만에 차장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 시험의 경우 [표2-5]와 같이 근무기간을 가점화하여 운영하

고 있어 실제 차장 승진은 입사한 지 5～6년이 지난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 K공기업의 3직급 승진요소(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요소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본소양 10

․ 50문제, (100-80)*1/2 반영(1문제 1점)

․직군별 문제은행 500문제 중 40% 변형 출제

․14년이후 시행되는 기본소양평가 결과 본인이 취득한 최고점수 반영

* 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

논술/

In-basket
75

․경영일반 논술(50점) : 경영환경 일반에 대한 지문제시 및 논술

․In-basket25점, 기본점수 15점 : 실무예제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외국어 15.35

․취득점수 : 470점이상 860점이하 (제2외국어 : 850점) 이하

․제1외국어(영어,10.85) : 5.0～10.85점(5점담 0.075점)

․제2외국어(영어외,1.5) : 0.5～1.5점(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영어 Speaking(3점) : TOEIC Speaking 또는 OPIc

Level 8(3점), Level 7(2점), Level 6(1점), Level 5(0.5점)

근무성적 100 ․최근 2년 평균, 환산점수 (98, 96, 94, 92, 90)

포상 11 ․창안상 10점(1등급 4, 2급 3, 3급 2, 채택 1) 등

경력 12 ․기본경력초과 근무년수 (월미만 단수는 절사)

자격면허 5 ․필수자격증, 일반자격증, 면허증 등 최대점수 1개 적용

교육 10
․필수교육과정 3개(기본, 실무, 전문 각 1개) 이상

․사무/교대근무자 : 기본 1, 실무/전문 2 인정

일부자격가점

신설/조정

한울가점 2 ․0.5 + (0.3*근무월수*1/12(월미만 절사))

차장직무

대행
2

․직무대행기간별 차등 적용(2점)

- 6개월 이상 : 0.5점, 6개월～1년 1점, 1년～1년6개월 1.5점, 2년이상 2점

합  계 242.35

차장(3직급) 이후 2직급 이상의 승진은 근무평정, 어학, 포상 등을 가

점화한 서열명부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2직급 이상 승진대상

자의 근무평정 등을 가점화한 후 승격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심사대상으

로 확정한 후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승격

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승진 절차에 시험(3직급) 또는 서열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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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급 이상)와 같이 정량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공기업 인사관리의

특징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공기업의 2

직급 이상 승진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K공기업의 승진절차(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승진소요 산정

서열명부 작성
(이전직급 승진 후 일정기간 경과자)

지원서 접수

승진심사대상 확정 (5~7배수)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승진후보 2배수 선정

CEO 결정

§ 정원 증감 : 조직신설 등 반영

§ 서열명부요소 : 근무성적, 어학, 포상, 교육 등

(* 상급자 추천서 포함)
§ 본인실적 기록

(* 징계자 제외)

§ 심사위원 :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100여명
§ 심사방법 : 별도 공간에서 격리되어 심사

§ 심사점수 + 서열명부접수 + 다면평가점수 합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을 위해 K공기업은

직무전문성 향상 및 사내 전문가 관리 등을 위하여 핵심직무전문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회사 분사6) 이후 [그림 2-5]와 같

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능을 고도화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회사 내 인재개발원의 단

체 합숙교율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On-line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K공기업의 사업 특성상 기술직 종사자

및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 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6) K공기업은 2001.4.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원자력 및 수력발전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로 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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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K공기업의 교육훈련체계(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구분 핵심가치
내재화

공통역량
향상

조직
활성화

기본소양
향상

공통역량

리더십
기본

리더십
심화

리더십
전문

리더십역량

직무기반역량
향상

직문전문성
강화

글로벌역량
향상

직무역량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KHNP
Way
리더
과정

KHNP
Way
실천
과정

공통
역량
향상
과정

조직
활성화
과정

기본
소양
과정

신임
처장

리더십
과정

처장
리더십
과정

신임
팀장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신임
처장

리더십
과정

처장
리더십
과정

신입
입문
과정

직원
리더십
과정

리더십
전문
과정

B
asic Skill 

향
상
과
정

사
내
전
문
강
사
양
성
과
정

직
무
행
동
역
량
향
상
과
정

직
무
전
문
화
기
본
과
정

직
무
전
문
화
심
화
과
정

직
무
전
문
화
전
문
과
정

국
제
비
즈
니
스
과
정

해
외
사
업
특
화
과
정

비
즈
니
스
외
국
어
과
정

신입사원 기본교육 과정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들의 경우 매 Shift당 1일을 교육일

로 지정하여 계속적인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장급 이상 승

진시 교육훈련을 가점화 및 필수요건화하여 전 직원의 상시적인 역량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마지막으로 평가 및 보상 관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차장(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종합평가

와 4(갑)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으로 구분되어 시행된

다. 개인종합평가는 [그림2-6]과 같이 1년에 한 번 10월말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평정을 시행하게 된다. 성과평가는 피평정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동안 수

행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MBO 방식에 따라 연초 피평정 직원이 작성한

목표 대비 성취도를 평가하여 시행되는데, 평정대상기간 동안 평정자는

3회 이상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 평정기간동안에는 피평정대상자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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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기평가를 시행하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자기평가 결과와 업무

실적을 바탕으로 상대평가 형태의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으로 평가받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의 급여 인상률이 결

정된다. 역량평가의 경우 직원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시행되는

데, 역량평가 결과는 급여와는 무관하지만 승진시 활용하는 근무평정의

요소의 70%를 차지하여,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평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K공기업의 차장급 이상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한 해의 성과에 대해서는 급여적인 측면으로 보상하되, 출중한 역량을

보유해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적 보상과는 관계없이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점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K공기업의 개인종합평가 절차 (자료 : K공기업 자체 자료)

4(갑)직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평정은 평정항목에 따라 1년에 2

회 상급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의적 평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최하 등급의 평가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 이유를 기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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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4(갑)직급 이하의 근무평정 결과는 차장급 승진시 가점으로 반

영되며,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기본급 승급 시기가 결정되는 측면에서

급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3 절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형태로 운

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영향요인으

로 조직의 구성원 개인 차원의 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1.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해서

나타내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Locke, 1973)라고 할 수 있다.

Hoppock(1935)은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환경

적 상태의 결합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정서 상태’(Steers, Porter, 1975)나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는 욕구만족의 정도’(Tiffin, McCormick, 1974), ‘직무과업, 작업조

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Osborn, 198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개인들이 본인의 직

무와 연계된 경험 또는 기대에서 기인하는 정성적 태도나 감정,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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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학자들이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

분하여 연구하여 왔다. 내용이론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

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과정이론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내용이론에는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이 있으며, 과정이론에는 Vroom의 기대이론, Porter & Lawler의 업적,

만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이 있다.

Maslow(1943)는 욕구계층이론(Need Hierachy Theory)을 통해 개인

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소속감과 애정 및 존중 욕

구, 자기실현 욕구의 다섯가지 욕구가 있으며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로 차례로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직업 안

정성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경우에만 직무만족 등 높은 수준

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Herzberg(1959)는 그의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분하고,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것 승인, 성

취, 책임, 향상 등 내재적 요인이며, 이를 동기요인이라 하고, 이러한 동

기요인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창출에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하였다. 위생요인은 회사, 정책, 관리 감독, 보수 체계, 작업 환경

등 외재적 요인으로서, 직원들이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고,

직무만족은 “동기요인”에 의해서만 향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Vroom(1964)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직무만족은 직무

에서 얻은 성과와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의

하여 결정되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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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 Lawler(1968)의 업적, 만족이론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의 가치, 노력, 능력 및 특성, 역할 지각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직무만족이 다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dams(1962)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

신의 노동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동일한 직무상황 내에 있는 다

른 노동자의 투입과 산출 비율과 비교하여, 그에 대한 공정함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해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다보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한 죄책감을, 과소보상의 경우

에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다.

Locke(1968)의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은 '목표‘와 ’성취의

도‘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는데,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목표의 종류, 상

황요인들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며, 목표가 적당히 어렵고 명확할 때 동

기유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 인간관계적 요인, 보상체계, 조직구조, 개인차 등에 따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상의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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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내용

조 직

내 적

측면

직무

특성

박순애

(2006)

- 직무의 조직목표달성도, 자신의 발전에의 유의미 정도

가 높을수록, 직무의 일상성, 반복성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이 향상됨

Hackman&

Oldham(1980)

-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과 같은 업무 특성을 직무만족

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꼽음

인간

관계

(조직

환경

요인)

Locke

(1976)

-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 성격요인(직무자

체, 보상, 맥락 등)과 인간관계 요인(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봄

Kim(2002)
- 상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하승미, 권용수

(2002)

- 상관, 동료, 하급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침

박순애

(2006)

- 조직환경요인(교육비와 지원, 교육훈련, 관리자 관계,

부서 내 단결심 등)이 직무만족과 크게 관련이 있으

며 특히 부서 내 단결심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보상

체계

김병섭

(2000)

-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개방적 보수체계 하에서 

더 높은 직무만족을 느낌

Ellickson

(2002)
-승진기회, 보수, 부가급여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이용규, 정석환

(2005)
- 경제적 수입과 신분상승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McFarlin &

Rice(1998)

- 자신이 기대한 보수와 실제 보수의 차이가 크다면 직

무에 불만족하게 됨

Porter et al

(1968)

- 외재적 보상(성과에 대해 받은 연봉이나 승진)과 내재

적 보상(성취감 혹은 보람)을 동료의 것과 비교하여 

느끼는 공정성 여부에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됨

조직

구조

주효진(2004) - 집권화된 조직구조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침

김호정(2005)
- 권위적, 집권적 구조 하에서 개인은 직무불만족을 더 

많이 경험함

개 인

적 측

면

개인적

특성

Porter(1962)

- 직무만족을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욕구충족의 결과라고 보고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이 결정됨

Naff & Crum

(1999) 등
- 공공봉사동기(PSM)가 높은 공무원은 직무만족이 높음

[표 2-6]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 안경희(2012), “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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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에 몰입하여 조직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모든 기

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몰입의 상대적 정도, 즉, 개인이 얼마나 조

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조직몰입은 또한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성향을 나타내며,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나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정도

혹은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의 구체적 개념이

학자들 간에 명확하게 일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

몰입이 조직성과와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

다.(Blau, 1986; Steers, 1977).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몰입

은 조직구성원 행위예측의 신뢰할 만한 지표로써(박창욱, 2008, 전상철,

2013 재인용),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목표를 통합시켜 조직성과

를 제고하는 방법이다(오석홍, 2007).

Becker(1960)는 “부수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에 의거 개인이

조직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 때문에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과 같은

관점에서 조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지속하려는 현상”으

로 조직몰입을 정의하였고, “사회적 행위자가 사회적 시스템에 그들의

노력과 충성심을 쏟으려는 의지이고 자기표현으로서 보여지는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인성체계의 애착”(Kanter, 1968)이나, "개인의 주체성(identity)

을 조직에 연결시키거나 애착을 갖도록 하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나 지향

(orientation)“ (Sheldon, 1971),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또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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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활동 및 몰입(involvement)을 지속시키려는 신

념에 구속되는 상태” (Salancik, 1977)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한편으

로, 구성원의 개별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켜 사람과 조직의 일

체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오석홍, 2007)

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직몰입의 유형에 대해서 Etzioni는 몰입을 사회적행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정감적, 평가적 지향이라고 정의하고, 조직구

성원들의 몰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도덕적 몰입, 소외적 몰입, 타산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Becker는 몰입의 개념을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따라 돈을 건다는 부차적 투자이론을 사회교환 이론에 도입

하여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때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Kanter는 몰입을 지속적 몰입, 응집적 몰입, 통제적 몰입으

로, Angle과 Perry는 근속몰입과 가치몰입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조직몰

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Allen과 Mey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 자부심, 충성심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

도이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을 고려하여 조

직과 연대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적 경험의 정도이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학자별 조직몰입의 유형은 [표

2-7]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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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몰입의 개념 몰입의 유형 비  고

Etzioni

사회적 행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정감적, 평가적 지향

도덕적 몰입(존경/위신)

소외적 몰입(적대적)

타산적 몰입(공헌/보상)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 몰입의 강도 ↑

Becker

(1960)

부차적 투자이론(도박

에서 승리자를 따라 돈

을 검)을 통한 개념화

조직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때 이직으로 인한 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

직에 몰입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몰입이 증가

Kanter

(1968)

사회적 행위자가 조직

을 위해 노력하고 충

성을 바치려는 의사

지속적 몰입(보상/비용)

응집적 몰입(유대감)

통제적 몰입(목표일치감)

단절(사회적 관계를 끊

음), 통합(구성원간의 결

속), 친교성(집단의식 향

상)를 통해 몰입 제고

Angle&

Perry
-

근속몰입(근속여부, 타산적몰입)

가치몰입(자부심, 도덕적몰입)
-

Allen&

Meyer
-

정서적몰입(감성적,개인적애착)

규범적몰입(사명감,조직목표)

근속적몰입(경제적,타산적몰입)

-

[표 2-7] 조직몰입의 유형

한편,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규범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과 관련하여 개념 상 및 측정도구 상의 문제가 있어 신뢰도 및 타당

도에 대한 입증과 조직성과 등에 대하여 정서적 몰입에 집중되어 있다

(이목화·문형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개념을 정서적

몰입으로 한정시켜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가지는 강한 신뢰로

써 조직을 위하여 일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차길수·이수광(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동인·박호환(2003)은 고

성과 인적자원관리가 부분적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옥(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적자원관리 활동 중 수행력에 대한 평가가 조직몰입에 있어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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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진(2008)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진희(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성과기반의

평가체계, 높은 임금정책, 고용의 안정성, 경영에 대한 정보공유 등 5가

지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제 4 절 교대근무제도

교대근무(shift work)란 발전소, 정유시설 등 장치산업이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 하에서 1일 근로를 2개조 이상의 근로

자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각 조를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는 ‘근로자를 둘 이상 다수의 조로 구분

하여 근로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ILO, 1990)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는 장시간 노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대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작업의 성격상 일단 시작되면 해당 업무의 중단이 곤란한 발전,

철강, 화학 등 이른바 장치산업의 특성과도 연결된다.(이영호․이정언,

2014)

Akerstedt(1990)은 교대근무제를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제도’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사업소가 장

시간 조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각조의 작업자

가 같은 날짜의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김

대호 et al, 2006)

이러한 교대근무제는 근무자들의 신체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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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불량률과 재해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업무특성 등으로 인하여 교대근로를

활용하게 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원자력발전소의 교대근무자의 경

우 24시간 운영되는 발전소 특성상 교대근무를 수행하게 되고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통해 원자로조종사(RO, Reactor

Operator), 원자력조종감독자(SRO : Senior Reactor Operator)로 올라가

게 되고 권한과 책임도 커지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발

전소를 정지시킬때까지의 18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발전소를 멈춤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업무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교대근무

직원들에게서 토로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는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일반

규정7)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경

우 원자력이라는 특성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

가의 세부내용) 제1항 제9호(인적요소에 관한 사항)8)에 따라 교대근무

7)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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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본부 고리본부 한빛본부 월성본부 한울본부 계

전체인원 2,284 1,289 1,508 1,655 6,736

교대근무인원 436 373 308 383 1,500

비  중 19.1% 28.9% 20.4% 23.1% 22.3%

직원의 관리수준을 일정수준 만족시켜야만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

2014년 10월말 현재 전국에 있는 원전본부에서 근무하고는 직원의 수는

6,736명으로 이 중에서 교대근무자의 수는 1,500명으로 아래의 [표2-8]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별로 전체 근무자의 약 22%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5조3교대’ 근무형태로서

오전-오후-야간의 순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근무를 하지 않는 2개의

조는 각각 필수교육과 휴식을 취하게 된다.

[표 2-8] K공기업의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 인원 비중

(단위 : 명)

*자료 : K공기업 자체 통계(2014. 10월말 기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대근무가 개인의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정

상근무자와 비교시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졌고9), 이외에도 교대근무가 수면질환, 심혈

관질환, 위장관질환 등 건강장해와 질병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4시간 전일제 근무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

9) 2011. 6.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교대근무자 근무특성실험분석에 따르면 교대

-야간근무자 군에서 정상근무자군보다 비교적 높은 각성 시간과, 비교적 낮은 REM

sleep 비율을 보였으며, 삶의 질 평가에서도 교대근무자가 정상근무자에 비해 낮은 점수

를 보였다.(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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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K공기업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 우대정책(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2014. 10월말 기준)

우대구분 세 부 내 용

승  진

․승진시 일정기간 교대근무 조건부 승진자 별도 선발

․초급간부 승진시 원자로조종사(RO) 및 원자로 조종 감독자(SRO)

자격취득자 승진가점 부여

이  동 ․교대근무자 순환보직 대상 제외

급  여 ․RO, SRO 취득시 자격 수당지급, 교대근무 별도수당 지급

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대근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대근무를 회피하

려는 경향이 K공기업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나10) 회사차원에서도

[표2-9]와 같은 교대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대근무

회피경향은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대근무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업무의 질 저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조직의

팀 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태영(2012)의 연구에서

조직의 팀 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교대근무팀과

일근팀 직원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을 제외하면 원자력발전

소 관련 교대근무에 대한 연구는 건강에 관한 연구 또는 교대근무 일정

10) 실제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시 교대근무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교대

근무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것이 교대근무 주기 변경(Day 08:00～16:00/After

16:00～24:00/Night 24:00～08:00)에 따른 신체리듬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근

근무와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사내․외 관계단절 및 원자력발전소 정지에 대한 스트레

스 등이 교대근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해진 시프트 이외 초과근무가 없

는 점, 교대근무로 인한 높은 급여, 가족적 분위기 등이 교대근무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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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자 주요결과

간호사

이경희

김지영

(2011)

- 피로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았고 직무스

트레스는 피로도와 이직의도 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 밤근무나 교대근무는 직무스트레스의 중요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교대근무자가 비교대근

무자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높은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이상설

강창렬

김대호

(2007)

- 교대근무자들이 1시간 정도 더 수면을 취해야 생리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간수면이 야간수면보다 수면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

대근무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야간 근무 시간을 줄이며 이른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 관련 인

적오류에 대한 연구(박근옥, 이정운, 1996) 내지는 교대근무자의 건강수

준에 대한 연구(권순석, 2005), 교대근무 일정관리에 관한 연구(김대호 et

al, 2006)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대근무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교대근무가 아닌

상황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요인

에 있어서도 교대근무자들에게는 비교대근무자들과는 다른 양태가 보여

질 수 있으며, 원전 교대근무자가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교대근무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엄옥주(1994)의 연구에

따르면 낮번고정근무자가 밤번교대근무자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권철(2013)은 교대근무 여부가 여가활동, 직무

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종사원의 교대근무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유미(2006)의 연구에서는 복

리수행만족과 임금만족에 대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자력발전소 근무자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교대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은 [표2-10]과 같다.

[표 2-10] 교대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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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근무시간을 피하고 비교대근무자들에 비해서 총 수면 시

간을 연장하고 수면 단계 중 3,4단계를 늘이고 REM수면을 

줄이는 질적인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정탁

이경종

외3

(2007)

-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면 장애에 대해 근무형태,

질병, 결혼, 자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서 수면시간, 입면시간 및 재

입면시간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

노동자

이복임

정혜선

(2007)

- 1000명의 여성근로자를 지역별로 층화표본추출하여 수행한 자

료를 분석한 것으로 비교대근무군에 비하여 교대근무군이 자

연유산을 경험할 위험비는 1.92배, 조산을 경험할 위험비는 

3.76배,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비는 3.52배 높았다. 사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임금

노동자

김은주

김명애

권경래

(2008)

-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교대사업

장과 비교대사업장을 비교하였을 때, 교대근무자의 수면의 질

이 더 나쁘며 주간수면과다를 겪고 있으며 불면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는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대근무군에서 일반 건강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

고 신체적 역할 제한이 있는 등 교대근무군에서 건강에 취약

점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대희

김근희

외 5

(2006)

- 2006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임금노동자 2,087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 교대근무여부와 건강평가 수준과의 

단변량 분석에서는 비교대근무자와 비교하여 교대근무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태준

백도명

외 5

(20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만 15세에서 

64세의 근로 대상자를 한 가구당 한명으로 제한하여 10,043명

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작업중 손상은 교대근무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교

대근무 근로자들의 작업중 손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호

이상설

(2000)

- 대구 경북지역에 산재하는 교대근무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면과 습관적 수면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사회생활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회참여에서 부분

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김건형

김정원

김성훈

(2006)

- 소방관의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변수로는 교대근무

자이거나 월수입이 적은 경우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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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유철인

외 3

(2009)

-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관에서 전립선 암의 위험이 더 높은 

것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

한 것일 때문일 수도 있다.

- 장암도 소방관에서 더 높았다.

- 고환암, 비호지킨림프종이 소방관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연소

산물에 노출과 야간 교대근무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응급

의료센터

인턴

김도현

김정윤

외 4

(2011)

-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면박탈이 생기게 된다. 근

무 후 아침보다는 시간이 지나 새벽3시가 되면 맥박수와 혈압

이 의미있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박탈이 되면 생

체시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 낮에 장시간의 수면을 취하게 될 경우 뇌하수체의 생체시계에 

교란이 생겨 밤에 수면유도가 어려워진다. 즉 근무 후 낮에 취

하는 수면이 4시간 이상일 경우 다음날 근무시에 스트레스 피

로도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호텔

조리

종사원

하희정

한경수

(2007)

- 신체적 피로도에 있어서는 머리가 멍하거나 무겁고 자주 눕고 

싶으며 몸이 나른하거나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함을 가

장 대표적인 피로현상으로 지적하였으며,

- 정신적 피로에서도 이러한 신체적 피로도의 누적으로 말하기 

싫고 일에 전념할 수 없거나 몸이나 마음이 산란해져 간단한 

일에도 자주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급호텔 조리직 종사자들의 야간근무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

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
박비룡

(2013)

- 교대근무 여부와 직무만족도, 교대근무 형태별 직무만족도를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

승진, 직장내 존중, 보수, 권위적 분위기의 경우 교대근무 집단

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업무량은 비교대근무 집단

에서 유의)

- 교대근무를 형태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교대근무 형태별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자료 : 박비룡(2013),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p.22～24를 연구자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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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

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K공기업의 실제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 발

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근무형태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

향관계에 있어서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가

설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독립변수로 인적자원관

리활동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고, 통

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성과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의 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근무형태

교대근무

일근근무

통제변수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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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박성미(2010), 김정화(2012)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김진희(2009)와 김영진(2009) 등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적자원

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실증적

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K공기업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1.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평가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승진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이동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승진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이동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 중 상당수는 교대근무라는 형태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근무형태에 의하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 대한 근무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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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근무형태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의 영향효과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1. 인적자원관리 활동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공기업에서 내부 직원 관리를 위

하여 시행하고 있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는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의 공

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식화 수준 및 공정한 평가 진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백정숙(1999), 이옥(2011), 전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

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승진은 직무의 책임도과 난이도에 따라 책임도와 난이도가 낮은 하위직

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이동하는 수직적인 인

사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측정하기 위하여 McMahan et al.(1998), 이옥(2011), 전

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동은 전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구성원을 적정한 직무에 배치

하고, 인력의 초과 및 부족 상황에 직원을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인사이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동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기업에 비해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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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순환보직을 중요시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주로 시행

하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의 적절성

및 경력 개발을 포함한 이동의 공정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백정숙

(1999), Pfeffer(1998), McMahan et al.(1998), 홍원경(2012), 전상철(2013)

의 연구에서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나 기대에서 오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직무만족

에 대한 설문구성은 Kendall & Hulin(1969), 김동규(2014)의 설문을 바탕

으로 4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nderson & Williams(1991)는 조직몰입이란 구성원 한 조직에 대해

가지는 동일시 및 몰입의 상대적인 강도로써, 구성원이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 대해 갖는 일체감과 몰두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에 대

해서는 조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애착감이라고 할 수 있는

Meyer & Allen(1991)의 정서적 몰입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구성

은 Meyer & Allen(1991), 전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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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항수 출  처 척도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가의 공정성 4 백정숙(1999), 이옥(2011), 전상철(2013)

리커트

5점

척도

승진의 공정성 4
McMahan et al.(1998), 이옥(2011),

전상철(2013)

이동의 공정성 4

백정숙(1999), Pfeffer(1998),

McMahan et al.(1998), 홍원경(2012),

전상철(2013)

직무만족 4 Kendall & Hulin(1969), 김동규(2014) 리커트

5점

척도조직몰입 4 Meyer & Allen(1991), 전상철(2013)

인구사회학적변수 8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근무지,

근무형태, 직군, 직급, 근속년수

명목

척도

제 3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K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 중 승진, 평가, 이동 등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양태가 상이한 기능직, 별정직, 청경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직 근

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리, 한빛(영광), 월성, 한울

(울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1명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221명의 설문 모두가 분석데이터(유효

표본율 100%)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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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

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된 변수들의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표본의 사회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 측정문항들이 타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고, 인적자원관리 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하여 근무형태

가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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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4-1]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90.0%,

여성이 10.0%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K공기업

전체 남녀의 성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13명(51.1%), 40대가 59명(26.7%), 30대 미만이

35명(15.9%), 50대가 14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공기업이 최근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직원들이 설문대상으로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가 187명(84.6%), 대학원이 22명(10.0%), 고등

학교와 전문대학이 각각 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지별로는 고리본부가 101명(45.7%), 한빛본부와 월성본부가

각각 45명(20.4%), 한울본부가 30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일근근무(비교대근무) 직원이 152명(68.8%), 교대근무 직

원이 69명(31.2%)이 설문에 응답했다.

직군별로는 원자력이 15명(68.3%), 사무가 58명(26.2%), 통신이 10명

(4.5%), 토건이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을)직급이 112명(50.6%), 3직급이 61명(27.6%), 4(갑)직

급이 46명(20.8%), 2직급이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별로는 5년 미만이 99명(44.8%), 6년～10년이 43명(19.5%),

11～15년이 32명(14.4%), 21년 이상이 24명(10.9%), 16년～20년이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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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대 분석에서와 같이 최근 신입직원의 비

중이 늘어난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응답자 빈도표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99 90.0

여    성 22 10.0

연    령

30대 미만 35 15.9

30대(30～39) 113 51.1

40대(40～49) 59 26.7

50대(50～58) 14 6.3

최종학력

고등학교 6 2.7

전문대학 6 2.7

대 학 교 187 84.6

대 학 원 22 10.0

현 근무지

고리본부 101 45.7

한빛본부 45 20.4

월성본부 45 20.4

한울본부 30 13.5

근무형태
일근근무(비교대) 152 68.8

교대근무 69 31.2

직  군

사  무 58 26.2

원자력 151 68.3

토  건 2 1.0

통  신 10 4.5

직   급

2직급 2 1.0

3직급 61 27.6

4(갑)직급 46 20.8

4(을)직급 112 50.6

근속년수

5년 미만 99 44.8

6년～10년 43 19.5

11년～15년 32 14.4

16년～20년 23 10.4

21년 이상 2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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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초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모든 문항들은 5점 척도로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이다.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 중에서 승진의 공정성이 3.601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의 공정성이 2.99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서는 직무만족이 3.6595로 조직몰입 3.923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변  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    가 221 1.00 5.00 3.3416 .9589

승    진 221 1.00 5.00 3.6018 .88721

이    동 221 1.00 5.00 2.9932 .96427

조직성과

직무만족 221 1.00 5.00 3.6595 .81869

조직몰입 221 1.00 5.00 3.9231 .76161

일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표 4-3]은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성과

의 평균값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수부터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일근 근무자

와 교대근무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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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교대 근무자가 일근 근무자보다 평가의 공정성은

0.283(p<0.05), 승진의 공정성은 0.305(p<0.01) 높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동의 공정성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종속변수에 대한 일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간의 t-test 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 교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 간에 통계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근무형태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

변  수

평  균 표준 편차

t
유의

수준
일  근
근무자
(n=152)

교  대
근무자
(n=69)

평  균
차  이
(일근-교대)

일  근
근무자
(n=152)

교  대
근무자
(n=69)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    가 3.253 3.536 -.283 .978 .886 -2.398 .017*

승    진 3.507 3.812 -.305 .855 .921 -2.953 .003
**

이    동 2.934 3.123 -.189 .901 1.080 -1.505 .135

조직성과

직무만족 3.638 3.707 -.069 .801 .854 -.689 .492

조직몰입 3.959 3.844 .115 .750 .781 1.194 .234

* p<0.05, ** p<0.01

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

고 공통요인으로 묶어 변수로 사용하고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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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류된 문항들이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신뢰도 척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요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직각회전을 하는 직교회전방식(varimax)

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

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별

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

된 개념들에 대한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학

자들에 따라 신뢰도를 판단하는 계수 값을 다르게 보기도 하나, 사회과

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수용기준이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총 12개 설문항목

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독립변수 12개의 변수에

대하여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0.5이상이고,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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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1.699이다. 추출된 요인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표4-4]와 같이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의 공정성과 같

이 3개의 요인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를 측정하였다. 크론바

흐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는 [표 4-4] 하단의 값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으므로 권장기준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4]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계수

설문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1 2 3 Cronbach’s α

평가의
공정성

Q1-4 평가기준 구체적 정의,동일 해석 .833 .188 .260

.884
Q1-2 평가가 매우 공정함 .793 .317 .231

Q1-1 명확한 평가기준, 방법 존재 .778 .223 .233

Q1-3 충분한 평가자 훈련 .731 .202 .363

승진의
공정성

Q1-6 승진절차(심사․시험) 공정 .278 .862 .165

.858
Q1-7 심사․시험 승진기준 공정 .222 .844 .227

Q1-5 승진 기회 공평하게 부여 .210 .788 .218

Q1-8 개인 능력․성과중심 승진 .195 .550 .480

이동의
공정성

Q1-10 명확한 경력경로 보유 .277 .067 .791

.826
Q1-11 본인 희망 직무 선택가능 .243 .230 .788

Q1-9 직원 특성에 맞는 직무설계 .295 .294 .742

Q1-12 업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208 .294 .605

고 유 값 2.936 2.837 2.827

분 산(%) 24.467 23.645 23.557

누 적(%) 24.467 48.111 71.669

나.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대한 총 8개 설문항목의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종속변수 8개의 변수에 대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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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0.5이상이고,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74.962

이다. 추출된 요인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표4-5]

와 같이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이 2개의 요인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를 측정하였다. 크론바

흐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는 [표 4-5] 하단의 값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으므로 권장기준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계수

설문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1 2 Cronbach’s α

조  직
몰  입

Q2-7 회사 계속근무 희망 .865 .201

.903
Q2-8 회사 애착심 느낌 .839 .273

Q2-6 회사는 삶에서 중요한 의미 .785 .411

Q2-5 회사에서 여생을보낸다면 행복 .782 .428

직  무
만  족

Q2-3 직무수행시 긍지,성취감 느낌 .360 .818

.865
Q2-1 직무 및 성과향상으로 만족감 .276 .800

Q2-4 최선의 직무수행 여건 조성 .216 .791

Q2-2 내 직무는 꼭 필요한 일 .324 .746

고 유 값 3.038 2.959

분 산(%) 37.979 36.983

누 적(%) 37.979 7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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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증

1.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인적자원관리활동의 하위요소를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

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 및 [표 4-7]과 같다.

[표 4-6]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1.545 .244 6.339 .000

통제변수

성      별 -.077 .126 -.034 -.610 .543 .911 1.098

연     령 .019 .087 .022 .220 .826 .276 3.624

직     급 -.007 .063 -.009 -.107 .915 .422 2.368

근 속 년 수 .048 .053 .098 .901 .369 .235 4.255

독립변수

평가의 공정성 .176 .065 .212 2.714 .007 .457 2.186

승진의 공정성 .177 .069 .188 2.550 .011 .515 1.943

이동의 공정성 .274 .069 .309 3.962 .000 .459 2.179

R
2
(조정된 R2) .407(.387)

F(유의수준) 20.877(.000)

* 종속변수 :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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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6]의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20.877(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이 0.407로 나타났으며, 자

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387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

수를 41%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평가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76(p<.001), 승진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77(p<.001), 이동의 공정성 계수 값이 0.274(p<.001)를

가지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

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

면 평가는 0.212, 승진은 0.188, 이동은 0.3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7]에 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 예측모형의 F값이

11.819(p<.001)로 유의하며, R2 값이 0.280이고, 조정된 R2가 0.256으로

나타났다. VIF가 평가 2.186, 승진 1.943, 이동 2.179로써 다중공성선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승진의 공정성 계수 값이 0.227(p<.001), 이동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82(p<.001)을 가지며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승

진은 0.248, 이동은 0.212로써 나타났다. 반면에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몰

입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이동, 평가,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승진과 이동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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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이 높아지므로 (가설 1)에 대하여 일부 채택되었다.

[표 4-7]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2.354 .260 9.045 .000

통제변수

성      별 -.217 .134 -.098 -1.616 .108 .911 1.098

연     령 .003 .093 .004 .033 .973 .276 3.624

직     급 .013 .067 .017 .192 .848 .422 2.368

근 속 년 수 .097 .057 .203 1.695 .091 .235 4.255

독립변수

평가의 공정성 .047 .069 .058 .679 .498 .457 2.186

승진의 공정성 .227 .074 .248 3.058 .003 .515 1.943

이동이 공정성 .182 .074 .212 2.468 .014 .459 2.179

R
2
(조정된 R2) .280(.256)

F(유의수준) 11.819

* 종속변수 :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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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형태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근무형태에 의한 조절역할로 인하

여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

과 검증을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해

서는 (가설 2)를 검증 시 적용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하

여 상호작용항 변수를 만들었다. 단, 근무형태는 명목변수이므로 원변수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의 영향관계에 있어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표 4-8] 및 [표 4-9]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3단계 회귀식에

서 R2 증가분에 대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인

적자원관리활동과 근무형태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무형태의 조절효과로써의 역할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근무형태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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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직무만족)

변    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     수) 3.591 .153 　 23.459 .000 　 　 3.547 .162 　 21.826 .000 　 　 3.487 .163 　 21.394 .000 　 　

성      별 -.077 .126 -.034 -.610 .543 .911 1.098 -.061 .128 -.027 -.476 .634 .889 1.125 -.055 .127 -.024 -.434 .664 .881 1.136

연      령 .019 .087 .022 .220 .826 .276 3.624 .014 .087 .016 .160 .873 .274 3.643 .004 .087 .005 .046 .964 .272 3.672

직      급 -.007 .063 -.009 -.107 .915 .422 2.368 -.010 .063 -.013 -.162 .871 .420 2.380 .009 .064 .011 .140 .889 .408 2.449

근 속 년 수 .048 .053 .098 .901 .369 .235 4.255 .049 .053 .100 .916 .361 .235 4.256 .051 .053 .103 .953 .342 .233 4.285

평가의공정성 .176 .065 .212 2.714 .007 .457 2.186 .182 .065 .219 2.787 .006 .451 2.216 .396 .148 .476 2.665 .008 .086 11.604

승진의공정성 .177 .069 .188 2.550 .011 .515 1.943 .182 .070 .193 2.615 .010 .510 1.961 .244 .129 .258 1.887 .061 .146 6.830

이동의공정성 .274 .069 .309 3.962 .000 .459 2.179 .272 .069 .306 3.923 .000 .458 2.182 .164 .108 .185 1.519 .130 .186 5.378

근무형태 .066 .081 .045 .811 .418 .911 1.097 .096 .082 .065 1.174 .242 .891 1.122

평    가  ×
근무형태

-.266 .162 -.271 -1.641 .102 .101 9.932

승    진  ×
근무형태

-.114 .152 -.095 -.746 .457 .168 5.943

이    동  ×
근무형태

.131 .138 .107 .947 .345 .214 4.676

F(유의수준) 20.877(.000) 18.320(.000) 14.105(.000)

R2(조정된) .407(.387) .409(.386) .426(.396)

△R
2(유의수준) - .002(.418) .017(.101)

* 종속변수 :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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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조직몰입)

변    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     수) 3.873 .163 　 23.695 .000 　 　 3.746 .172 　 21.801 .000 　 　 3.754 .174 　 21.610 .000 　 　

성      별 -.217 .134 -.098 -1.616 .108 .911 1.098 -.171 .135 -.077 -1.266 .207 .889 1.125 -.162 .136 -.073 -1.193 .234 .881 1.136

연      령 .003 .093 .004 .033 .973 .276 3.624 -.012 .092 -.014 -.128 .898 .274 3.643 -.010 .092 -.012 -.105 .917 .272 3.672

직      급 .013 .067 .017 .192 .848 .422 2.368 .003 .067 .004 .040 .968 .420 2.380 -.013 .068 -.017 -.185 .853 .408 2.449

근 속 년 수 .097 .057 .203 1.695 .091 .235 4.255 .099 .056 .209 1.754 .081 .235 4.256 .106 .057 .223 1.869 .063 .233 4.285

평가의공정성 .047 .069 .058 .679 .498 .457 2.186 .065 .069 .080 .935 .351 .451 2.216 .198 .158 .246 1.251 .212 .086 11.604

승진의공정성 .227 .074 .248 3.058 .003 .515 1.943 .243 .074 .265 3.288 .001 .510 1.961 .048 .138 .053 .350 .726 .146 6.830

이동의공정성 .182 .074 .212 2.468 .014 .459 2.179 .176 .073 .204 2.400 .017 .458 2.182 .216 .115 .251 1.881 .061 .186 5.378

근무형태 .191 .086 .134 2.218 .028 .911 1.097 .185 .087 .130 2.127 .035 .891 1.122

평    가  ×
근무형태

-.148 .173 -.155 -.855 .393 .101 9.932

승    진  ×
근무형태

.271 .162 .234 1.667 .097 .168 5.943

이    동  ×
근무형태

-.094 .148 -.079 -.634 .527 .214 4.676

F(유의수준) 11.819(.000) 11.146(.000) 8.372(.000)

R
2(조정된) .280(.256) .296(.270) .306(.269)

△R2(유의수준) - .016(.028) .010(.402)

* 종속변수 :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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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사관리에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 특

히 공기업에서 조직 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

여,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거나 자발적 업무참여를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독립변수

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채용 후 K공기업에서 실제 운영

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평가, 승진, 이동의 3개에 대한 공정성으

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구성원 개

인 차원의 변수들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

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에 대한 조절변수로써 근무형태를 설정하였다.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등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통제변수

로 설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도구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모집단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모집단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최대의 표본을 수집하

기 위하여 실제 각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로부터 직접 설문을 수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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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력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K공기업의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

해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검증을 실시

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K공기업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에 대해서 인적자

원관리활동 중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모두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평가의 경

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직원의 승진과 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높아지고,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표준화 회귀계

수 값이 이동, 평가, 승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승진

이 이동보다 더 높은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평가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였을 때, 인적자

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설이

부분 지지되었다.

한편,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서 모두 조절효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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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

식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평가의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행동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K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이동과 평가, 승진

의 공정성 모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동을 평가와 승진보다, 평가를 승진보다 더 주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한 반면, 조직몰입을 위해서는 평가에 비해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데 유효함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소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본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K공기업에서의 직원 이동이 안

정적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직

원들이 최초로 배치 받은 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

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정한 이동기준의 수립 및 운영이 K공기업의 조

직성과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승진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냄으

로써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제고와 조직몰입 함양이 가능

하다는 것은 K공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여겨진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사선 피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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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관리를 위한 평

가, 승진, 이동에 대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인식과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해서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았

다. 즉,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

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다.

첫째, 연구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이동과 승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향상에, 평가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달리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영

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이

K공기업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정 회사의 활동으로 한정하

여,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거나 공통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형태의 조사방식이 결과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직접 피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K

공기업에서 회사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수많은 설문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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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공기업을 비롯한 공

공부문에 불어닥치는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저성과자 관리강화 등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하여 실제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본 연구

와 상기 이슈들과 무관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응답자들

이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원인변수로

인적자원관리활동이라는 한정된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나

타났듯이 인적자원관리 활동 이외에도 보상, 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 등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

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60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2011), “교대제 운영실태 조사 및 교대제 개편 촉진방안 연구”

권동인, 박호환(200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있

어서 지식경영의 조절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관

리연구」27(2), 1-32.

권순석(2005), “원전 교대근무자의 건강수준과 관리방안 : 최종연구보고

서”, 과학기술부

김권철(2013), “교대근무와 여가활동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동규(20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용성에 관한 실증연구-대구광

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명숙, 박영배(1999), “간호조직에서 직무특성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대한간호학회지」29(6) 1434-1444.

김영진(2008),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의 연구“, 중부대 대학원 박사논문

김용박(2009), “공기업 인적자원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코레일 사

례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용동(2007), “대전광역시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 「대전발전연구원」

김정원(2005), “직무특성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지」, Vol. 50, 947-970.

김주희(2014), “HR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

발 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

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나현민, 하태수(2014), “상황과 개인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수원



- 61 -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연구」14(1) 103-123

박가영(2010), “공기업 직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박근옥, 이정운(1996), “원자력발전소의 교대근무체계하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 시간 분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박내회(1997), “국제 인적자원관리의 접근방법”, 「경영논총」41(1) 1-20.

박비룡(2013),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논문

백정숙(1999),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심리

적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

논문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4 원자력발전백서”

신유미(2006), “호텔종사원의 교대근무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논문

안경희(2012), “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부처의

권력 크기를 조절변수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엄옥주(1994), “간호사 근무형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논문

유 훈(2005), “공기업론 제5판”, 법문사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2003),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문화사

이영호, 이정언(2014), “교대근무제의 변화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14(3) 385-392.

이옥(2011), “학교급식소의 직원 고용유형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활동 및

조직몰입도-경기 성남․용인지역 일부 학교 영양(교)사, 조

리사(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용규, 정석환(2005), “공무원의 근로가치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행정논총」43(1) 71-98.

이유진(2011),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의 경력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 62 -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부경대 경

영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언(1996), “조직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관련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이태영(2012), “원자력발전소 조직의 팀 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

향 : 교대근무팀과 일근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심고은(2014),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 한국

전력공사 대민업무담당 직원과 산하 콜센터 직원의 비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정의선, 김상욱, 김선일(2012), “식음료부문 종사자의 창의성과 조직유효

성 및 서비스품질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관광학연구」

36(3) 79-101

채신석(2008), “호텔 아웃소싱근로자의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 「한국관광학회」33(6) 319-341

천승현(2007), “공기업 신입직원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개인역량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체렝후(2012),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 몽골 항공사를 중심으로 -”, 공주대 대학

원 석사논문

최돈영(2009), “기상청의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한국노동연구원(2004),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고

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홍원경(2012), “직무순환의 효과와 일몰입경험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대학원 석사논문

2. 국외문헌



- 63 -

Allen, N. J. & Meyer, J. P.(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3 : 1-18.

Bhagat, R. S.(1983).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dividual Performanc,

Effectivenss and Work Adjustment Process within Organizational

Setting : A Research Model”, Acadamy of Management Review. 8.

660-671.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253-267.

Duncan, J. W. "Organization Behavior", Boston: honghton Mifflin Company, 1981 ;

Hackman, J. R. & Oldham, G. R.(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50-279

ILO(1990), "Night Work Convention"

Larocco, J.M & Housc, J. S & French, J. R.(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1-218.

Liekert, R.(1991), “ New Pattens of Management : An Integrating Principle and an

Overview”, New York : McGraw-Hill.

Mayo, E.(1945). “Hawthorne and the Industrial Civilization, 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cool. 69-84.

Mobley, W. H.(1982), “ Some unanswered questions in turnover and withdraw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7(1). 111-123.

Meyer, J. P. & Allen, N. J.(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1.

Meyer, J. P. & Allen, N. J.(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 of affective,



- 64 -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Pearlin, L. I.(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Richard L. Daft.(2014), "New Era of Management"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Seashore, S. E.(1957),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Snell, S. A., & Youndt, M. A. (1995),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irm

performance: Testing a contingency model of executive control”,

Journal of Management

Steers, R. M. (197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1).

Turner A.N. & Lawrence, P.R., “Industrial Jobs and the Worker”, Boston :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5 ;

Wright, P. M., Gardner, T. M., & Moynihan, L. M. (2002) “High performance HR

pract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process

mechanisms”, Center Advanced Human Resource Studies



- 65 -

Abstract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and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Kim Seong T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affe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 especially the one’s working in the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also is looking to find out about the effect

of one’s work pattern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impacted by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hance productivity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of nuclear power plant employees, and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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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hat, an analyz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classifying it into the categories of evaluation, promotion and transfer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a survey targeting 221 employees

working in 4 nuclear power plants of K public enterprise was conducted,

and foundation stat analysis, credi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tools for

verification of the survey.

As a result of an analyzation, transfer and promotion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of employees of K public enterprise nuclear power

plant had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evaluation had positive effect only on job satisfaction.

When examining contents in detail, it has shown that as employee’s

positive cognition of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creased, the job

satisfaction increased as well.

In the case of job satisfaction,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has been shown in the order of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motion has shown higher than

number in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than that of

transfer.

Secon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n regulation effect on work pattern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work patterns have not shown to work as

regulation effect in the rel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understandings as listed below were i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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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he conclusion of which, i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creas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of nuclear power plant, and promotion and transfer increas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the first of the achievements in this

study.

Also, while not much of study has been done about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of nuclear power plant workers,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clear power plant workers in the objective study where work pattern,

which can be an affecting factor of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side regular studie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were selected as moderating variable.

key-words :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pattern

Student Number : 2014-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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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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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에서 석

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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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응답 내용은 오직 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될 예정이며, 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

정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등 관련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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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정답 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본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누락되는 항

목 없이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월

지도교수 임도빈

석사과정 김성태

문의 : kst006@snu.ac.kr, 010-473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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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

(문서화된 근거서류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자 훈련을 충분히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되

어 있어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되

고 적용된다. (예: 계량화, 수치화,

객관적 행동지표화 등)

① ② ③ ④ ⑤

5 승진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승진절차(심사 및 시험)가 공정하게

정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승진 심사 및 시험의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개인의 속성이나 연고(학력, 직급,

연령, 출신)와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있도록 직무가 설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

개명확한 경력경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회사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경력경로를 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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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의 업무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및 성과향상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는 발전소 운전에 꼭 필요한

일이며 동료 직원들이 중요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긍지

나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내 직장생활의

나머지를 보낸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내 삶에서 많은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애착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응답자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30대 미만 ② 30대(30～39) ③ 40대(40～49) ④ 50대(50～58)

3)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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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근무지 ① 고리본부 ② 한빛본부 ③ 월성본부 ④ 한울본부

5) 근무형태 ① 일근근무(비교대근무) ② 교대근무

6) 직군 ① 사무 ② 원자력 ③ 발전 ④ 토건 ⑤ 통신

7) 직급 ① 1(을)직급 ② 2직급 ③ 3직급 ④ 4(갑)직급 ⑤ 4(을)직급

8) 근속년수 ① 5년미만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20년 ⑤ 21년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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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활동이 공공기관, 특히 원

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또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만족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활동을 평가, 승진, 이동으로 분류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공기업의 4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

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에 대해

서는 기초통계량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계층적 회귀분석 검

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공기업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

원관리활동 중 이동과 승진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모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 반면, 평가는 직무만족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무만족의 경우 직원들의 이동, 평

가,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정도가 높아졌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이동, 평가, 승진 순으로, 조

직몰입에 있어서는 승진이 이동보다 더 높은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나타

냈다.

둘째,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

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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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 효과에 있어서 근무형태는 조절효과로써 작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이동,

평가, 승진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게 있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승진과 이동이 조직에 대한 몰입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함을

도출하게 된 점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일반적인 연구와 같은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근무형태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실증

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여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인적자원관리활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근무형태

학 번 : 2014-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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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가 TPP1), RCEP2) 등 바야흐로 전방위적으로 통합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기업들 간의 경쟁도 지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여건의 변화는 비단 민간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업을 비롯한 공공부문도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인적자원관리는 생산성과 이윤의 극대화

에 중점을 두면서 직무를 중심으로 한 인사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

직의 모든 업무를 개별적 직무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 승진, 평가, 이동 등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직무에 따라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는 인력관리가 일반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승진과 평가 등 보상에 있어서도 연공서열 등의 성과 외적

인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직원 각자의 성과에 따라 이뤄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연공서열, 형평성 등 성과 이외의 요소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 간

에 진행중인 광역 자유 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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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력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해내기 쉽

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과 달리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서는 성과보다는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기 때

문에 혁신적인 요소의 도입을 꺼려한다는 것이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고 혁신적

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 지적 등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역량이 탁월한 인재에 대하여 발탁승진이나 상위직 보직 등의

역량에 맞는 인사관리를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성과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공기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공서열과 형

평성 등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K공기업의 경우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

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연공서열 등의 요소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

량의 약 29%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후쿠

시마 사태 등 국내, 외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도 원자력의

발전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이러한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2011년 동일본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및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이고 비판적

으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원전비리와 관련되어 다수의 원자력 관련 종

사자들이 구속되고 9․15 순환정전의 주원인으로 원전의 고장정지가 거

론되면서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원자력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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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전력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및 종사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원자

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성과 창출방안에 대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의 안정적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이후 원자력 산업계 종사자 특히 K공기업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은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황이었다. 납품비리 및 품질보증서 위

조 등 계속적으로 발생한 비리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이

이와 연루되어 기소 및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국회를 비롯한 전체 국민

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2013년 이후 계속하여 최

하 등급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아 회사 전 직원이 성과급을 1원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으로 조직 내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

기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CEO까지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K공기업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혁신

방안3)을 시행하였고, 조직 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1년

분사 이후 최초로 구성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익명게시

판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한

편,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에 대한 연구자료의 부족을

감안하여 매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적자본 측정이라는 이름으로

승진, 평가, 이동 등에 대한 만족도(현재의 실현 정도)와 중요도(향후 실

현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여 경영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의

3) K공기업은 2013년 새로운 CEO 취임과 함께 인사, 조직, 문화의 3대혁신을 기치로 내

걸고 조직 내 혁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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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K공기업의 사

례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경

영진이 어떻게 노력해야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

해 만족하고 조직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사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원자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국 4개 지역(고리, 영광, 월성, 울진)에 원자력 발전

소를 운영하며,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K공기업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적자

원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형

태에 따라 조직 내에서 상이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

무형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조절효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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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현황과 인적자원관리

1. 공기업의 정의와 현황

오늘날 공기업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유종해․박영희 외(1993)는 공기업을 ‘공공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해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종수

(2009)는 공기업에 대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

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을 말

한다.4)

공기업은 능률성과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기업성과 공공복리로 대표되

는 공공성을 두 개의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기업성이란 정부 출자 및

관리 사업을 공기업이 수익중심의 기업적 경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하며, 오늘날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수익에 가장 민감한 사기

업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이러한 수

익성 이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위한 공공성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경우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

4) 이상철외3인 공저(2003),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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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업성이 저해될 것이고, 공기업을 방임하여 둘 경우에는 수익성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복리라는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소홀

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

론, 이러한 가치판단은 정부의 이데올로기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적,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한계를 정하

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통제

는 정부의 정책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인 조직,

인사, 재무, 기타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5)

위와 같이 공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기관의 설립목적

을 확보하고, 조직 그 자체로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정부의 정책적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작용하여 공기업의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공기업 내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기관장은 기관 소속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운

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정관, 사규 등 기업 내부규정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은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공개경쟁을 통한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자의 성별, 학력, 연령 등 역량과는 무관한 불합리한 제한을

5) 유 훈(2005),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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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 절차에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

용의 대상인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용 시기, 규모, 방

법 등 해당 연도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

고 있다. 채용된 직원들에게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직원의 전공, 경력 및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별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 개방형 직위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

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하여 근무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처

분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

사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

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과 관련하여 공기업 종사

자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또는 민간기업의 사원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공기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 사건 관련 판결에서 공기업 직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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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

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형벌 조항에서의 의제를 제외하고 공기업 직원을 공무원으로 분

류하지 않는 이유는 비록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정년

이 보장되고, 인력 수급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측면이 있으나

선발에 있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면접 등 선발 방식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신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함께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비

해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성과 함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인사관리는 공무원

에 대한 인사관리 또는 사기업의 인사관리와 비교했을 때 중간적 성격으

로 인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가

장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는 정부 또는 사기

업의 인사관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인사관리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측면

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기업 인사관리의 장점을 적절히 채택하여 수익성

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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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인사관리 특성

구분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목적 공익추구
공익, 이윤추구의 

적절성
이윤추구

관리방식 공익성 공공성, 기업성의 조화 기업성

활동방식 비시장성
시장성과 비시장성의 

조화
시장성

일의 종류와 

역할
다  양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기업과 유사
단 순

조직 및 직급 

구조
크고, 복잡, 세분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사기업과 유사
단 순

인력수급과 보수 정치적, 국가정책적 요인 대체로 공무원과 유사 시장 경제성 요인

우수인재 활동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인사관리 

행위방법

법령, 각종 규정 

지침등에 의한 문서주의
대체로 공무원과 유사

적시성, 융통성에 의한 

적절한 대응

신분보장 강함 약간 강함 미약

통제 국민, 국회, 사회
공무원과 동일하나

이사회, 정부 주주총회

국민, 정부,

사회압력단체

*자료 : 김용박(2009), “공기업 인적자원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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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인적자원이란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을 자원으로 간주한 것으로, 인

간의 능력을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보다 능률적

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

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서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Ivancevich(1995)는 인적자원관리를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달성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조직과 개인발전을 이루기 위

한 조직의 철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법체계라고 하였다(박병식,

2006 재인용).

한편,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Pigors & Myers(1973)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일원으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Spates(1960)는 인적자원관리를 ‘종업

원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최대한 발휘하여 기업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규범체계’라고 하였으며, Drucker(1995)도 ‘기업

이 종업원이라는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성과

는 인적자원 자체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

하는 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인적자원이 부

족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높은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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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 있는 반면, 아무리 조직 내 인력의 풍부하고 자질이 높더라도 이

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다. 또한 조직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새로운 전략 또는 직무설

계를 시도하는데 있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원인은 기술적 시스템

의 문제보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인함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Ettlie, 1988; Majchrzak, 1988 재인용). 따라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채용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직원 스스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인적자원관리활동

인적자원관리활동이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인적자원과 관련된 활동 전체

로써 해당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

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인적자원관리활동과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활동의

개별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채용, 승진, 이동,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보상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각각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Snell &

Dean, 1992; Youndt et al., 1995; Schuler & Jackson, 1989; Schuler,

1989).

그 후 전략적 경영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

루어져 온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조직의 전략과 연결하여, 전략적 채용,

전략적 성과평가, 전략적 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

다(Wright & McMahan, 1992). 이러한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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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관점을

넓히는데 공헌하였다.

Delery & Doty(1996)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조직의 상황과 무관하게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최선의 관행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을 총괄

하며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바, 실증연구를 통하여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을 찾는데

주력하였다(유규창, 1998). 이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

과 관련하여, Delery & Doty(1996)는 내부경력관리, 직무설계, 공식적 교

육프로그램, 평가제도, 이윤분배제도, 고충처리절차, 고용안정성 등 7가지

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최선의 관행으로 선정하였고, Pfeffer(1998)는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7가지 관행으로 선별적 채용, 다양

한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위격차 해소, 근로자참여, 정보공유, 높은 보상

및 성과중심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Wright(2002)는 채용, 교육훈련, 참여, 성과급과 성과평가 등 인적자원

관리 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감정적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Youndt et al.(1996)은 선발,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시스템 등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이러

한 제활동들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3.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기본방향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인사관리의 전문성 및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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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체계적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상의 목표

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그림2-1]와 같이 분류하여 보면, 우선 새로운 구성원을 선발하고 채용

하는 인재확보 과정, 경력개발계획(CDP)을 통한 이동, 승진 등의 인사운

영,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평가 및 보상의 4단계로 나

타낼 수 있다. K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인적자원관리 체계 안

에서 고졸 신입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채용, 경력직 채용, 대학생 인턴

채용, 연구전문직 채용, 해외사업전문인력 채용 등 다양한 선발방식으로

채용되는 신입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력군에 따른 관리

체계를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1]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체계

경영전략 채용

일반직

전문직

경력직

이동

승진

교육훈련

직무
교육

역량
교육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분석

CDP

Gap
발생

인사관리 및
인재개발

개인
종합
평가

평가 및 보상

성과
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역량
평가

K공기업에서 인재확보를 위한 채용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기본으로 한다.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

게 되고, 현재 인원과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인력을 예

측하고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을 시행하게 된다. 1년에 약 2회의 정

기 대졸 인턴채용과 1회의 고졸인력 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 약

200명 규모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선발을 시행한다. 대졸 인턴 채용(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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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의 경우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어학 및 전공)만 갖추면 연령, 학력

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졸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시행하

는 것은 K공기업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인력들

에 대해서는 실제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기존 대졸 채용자들과 동일하게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즉, 전문대졸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K공기업의 대졸 인턴 채용 형식으로 선발될

경우 승진, 보상 등에 있어 대졸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한다. 학

력, 연령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 전 기존 대졸 취업준비생이 지원하던

일반적인 공개채용에 이에 해당한다. 고졸 신입채용 및 마이스터고 재학

생 채용은 고졸자와 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어 시행된

다. 이는 취업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

려는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채용이다. 정부는 학력 중

심의 사회풍조를 개선하여 능력위주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졸에 대

한 채용을 공공부문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채용의 20%

를 고졸자로 할당하여 달성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졸 인력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업무특성에 따라 연구

전문직 및 특정분야에 대한 경력직 채용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공

기업과는 달리 UAE 원전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UAE근

무를 조건으로 채용을 시행하는 해외사업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채용들은 정기적인 공채 형태가 아닌 인력상 필요

가 있을 때 수시 공개채용의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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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K공기업의 신규채용 현황(자료:2014년 경영평가 보고서)

구    분 신입인력 전문인력 경험인력 기타인력 청년인턴 등

해당전형
대졸,해외,

마이스터고

연구전문,

개방형직위

경력직전문,

경력신입

별정직,

청경

대졸인턴,

고졸인턴 등

채용인원 382 15 118 163 1,169

K공기업의 채용 전형절차는 1차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

무역량검사를 실시하고, 2차 전형은 면접(개별면접, 집단면접),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

사 및 신원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의 성격에 따

라 연구전문직의 경우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시행하고, 전문경력직 등의

경우에는 직무역량검사를 제외한 면접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 K공기업의 신규채용 절차(자료:K공기업 채용 홈페이지)

채용소요 산정

지원서 접수

1차 전형 (NCS기반 직무역량검사)

• 정원증감 및 신규사업 등 반영

• 년도별 전체 채용계획은 연초 사전공지채용 공고

• 학력 : 제한없음 (단, 기술직은 관련 전공자)
• 어학 : 토익 750점 이상

2.5배수 선발

2차 전형 (면접-개별 : 일반/영어), 
집단(토론/창의) 

1배수 선발

신체검사, 신원조회 합격자 대상

최종 합격자 산정

• 전공 채용 포함

• 인성검사, 심리 건강진단

승진 및 이동 등 인사운영과 관련한 대한 K공기업의 인사관리는 다

음과 같다. 인사운영을 위한 직원 분류체계는 [그림 2-3]와 같이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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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별정직, 청경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졸 수

준 채용으로 입사하게 될 경우 4(을)직급으로 들어오게 되며, 일반직의

경우 직군에 따라 경영관리, 재무관리, 구매계약 등 일반사무, 발전소 운

전 및 정비 등 기술업무, 연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현장에서 실제 사업장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표 2-3] K공기업의 직원 분류체계

임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경직

상임이사

․직급 : 1(갑)～4(을)직급

․관리직 : 일반관리업무 수행

-사무,원자력,발전,토건,통신직군 

․연구/전문직 : 연구업무 수행

․5직급

- 업무지원

․5(을)직급

- 시설관리 등

․청원경찰

- 방호/경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사업장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림 2-3]과 같은 형태의 자기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장 이동의 공정성 및 직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K공기

업에서는 [표 2-4]과 같은 순환보직 기준 및 이동마일리지 기준을 운영

하고 있다. 기술직 중 일부는 발전소 운전을 위한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하게 되는데 교대근무 형태의 직원들의 경우 교대근무의 어려움 등을 감

안하여 승진 및 이동에 있어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별정

직 및 청경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입사당시 직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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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공기업의 이동절차 (자료 : K공기업 자체 자료)

이동기준 공지

자기신고 접수 (희망근무지 3순위까지)

고충사항 접수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노사합동)

이동심사위원회 개최 (사업소 담당자 참석)

이동대상 확정 및 발령

[표 2-4] K공기업의 순환보직 기준(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구분 대상 기준 및 운영 비 고

이동

마일리지

직군:사무/원자력

직급 : 4(갑/을)

․ 마일리지 기준

구분 한울 한빛 월성 본사 고리 기타
마일

리지
2.5 2 1.5 1 1 1

․산정기준 : 소속 전입 후 기간 합산

․마일리지 고득점자 희망근무지 우선 배치

※ 발전소 안전운영 등을 위해 이동대상 조정가능

’15.11

제정

장기보직

순환근무

직군:전체

직급:1(을)～4(갑/을)

․순환기준 : 동일사업소 일정기간 이상 경과자 

타사업소로 이동 원칙

구분 1(을)～2직급 3직급 4(갑/을)직급
대상

기간
5년 10년 15년

․목적 : 업체유착방지 및 조직활력 제고

※ 발전소 안전운영 등을 위해 이동대상 조정가능

’12년 

원전비리 

이후 

시행

승진의 경우 대졸 수준(4을 직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입사 이후 6년

이 경과하면 차장(3직급)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군경

력이 있을 경우 군경력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장기근무 군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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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3년만에 차장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 시험의 경우 [표2-5]와 같이 근무기간을 가점화하여 운영하

고 있어 실제 차장 승진은 입사한 지 5～6년이 지난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 K공기업의 3직급 승진요소(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요소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본소양 10

․ 50문제, (100-80)*1/2 반영(1문제 1점)

․직군별 문제은행 500문제 중 40% 변형 출제

․14년이후 시행되는 기본소양평가 결과 본인이 취득한 최고점수 반영

* 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

논술/

In-basket
75

․경영일반 논술(50점) : 경영환경 일반에 대한 지문제시 및 논술

․In-basket25점, 기본점수 15점 : 실무예제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외국어 15.35

․취득점수 : 470점이상 860점이하 (제2외국어 : 850점) 이하

․제1외국어(영어,10.85) : 5.0～10.85점(5점담 0.075점)

․제2외국어(영어외,1.5) : 0.5～1.5점(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영어 Speaking(3점) : TOEIC Speaking 또는 OPIc

Level 8(3점), Level 7(2점), Level 6(1점), Level 5(0.5점)

근무성적 100 ․최근 2년 평균, 환산점수 (98, 96, 94, 92, 90)

포상 11 ․창안상 10점(1등급 4, 2급 3, 3급 2, 채택 1) 등

경력 12 ․기본경력초과 근무년수 (월미만 단수는 절사)

자격면허 5 ․필수자격증, 일반자격증, 면허증 등 최대점수 1개 적용

교육 10
․필수교육과정 3개(기본, 실무, 전문 각 1개) 이상

․사무/교대근무자 : 기본 1, 실무/전문 2 인정

일부자격가점

신설/조정

한울가점 2 ․0.5 + (0.3*근무월수*1/12(월미만 절사))

차장직무

대행
2

․직무대행기간별 차등 적용(2점)

- 6개월 이상 : 0.5점, 6개월～1년 1점, 1년～1년6개월 1.5점, 2년이상 2점

합  계 242.35

차장(3직급) 이후 2직급 이상의 승진은 근무평정, 어학, 포상 등을 가

점화한 서열명부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2직급 이상 승진대상

자의 근무평정 등을 가점화한 후 승격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심사대상으

로 확정한 후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승격

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승진 절차에 시험(3직급) 또는 서열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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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급 이상)와 같이 정량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공기업 인사관리의

특징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공기업의 2

직급 이상 승진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K공기업의 승진절차(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승진소요 산정

서열명부 작성
(이전직급 승진 후 일정기간 경과자)

지원서 접수

승진심사대상 확정 (5~7배수)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승진후보 2배수 선정

CEO 결정

§ 정원 증감 : 조직신설 등 반영

§ 서열명부요소 : 근무성적, 어학, 포상, 교육 등

(* 상급자 추천서 포함)
§ 본인실적 기록

(* 징계자 제외)

§ 심사위원 :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100여명
§ 심사방법 : 별도 공간에서 격리되어 심사

§ 심사점수 + 서열명부접수 + 다면평가점수 합산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을 위해 K공기업은

직무전문성 향상 및 사내 전문가 관리 등을 위하여 핵심직무전문가제도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회사 분사6) 이후 [그림 2-5]와 같

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능을 고도화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회사 내 인재개발원의 단

체 합숙교율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On-line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K공기업의 사업 특성상 기술직 종사자

및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 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6) K공기업은 2001.4.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원자력 및 수력발전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별도의 회사로 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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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K공기업의 교육훈련체계(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구분 핵심가치
내재화

공통역량
향상

조직
활성화

기본소양
향상

공통역량

리더십
기본

리더십
심화

리더십
전문

리더십역량

직무기반역량
향상

직문전문성
강화

글로벌역량
향상

직무역량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KHNP
Way
리더
과정

KHNP
Way
실천
과정

공통
역량
향상
과정

조직
활성화
과정

기본
소양
과정

신임
처장

리더십
과정

처장
리더십
과정

신임
팀장

리더십
과정

팀장
리더십
과정

신임
처장

리더십
과정

처장
리더십
과정

신입
입문
과정

직원
리더십
과정

리더십
전문
과정

B
asic Skill 

향
상
과
정

사
내
전
문
강
사
양
성
과
정

직
무
행
동
역
량
향
상
과
정

직
무
전
문
화
기
본
과
정

직
무
전
문
화
심
화
과
정

직
무
전
문
화
전
문
과
정

국
제
비
즈
니
스
과
정

해
외
사
업
특
화
과
정

비
즈
니
스
외
국
어
과
정

신입사원 기본교육 과정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원들의 경우 매 Shift당 1일을 교육일

로 지정하여 계속적인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장급 이상 승

진시 교육훈련을 가점화 및 필수요건화하여 전 직원의 상시적인 역량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마지막으로 평가 및 보상 관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차장(3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종합평가

와 4(갑)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으로 구분되어 시행된

다. 개인종합평가는 [그림2-6]과 같이 1년에 한 번 10월말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평정을 시행하게 된다. 성과평가는 피평정 직원이 평정대상기간 동안 수

행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MBO 방식에 따라 연초 피평정 직원이 작성한

목표 대비 성취도를 평가하여 시행되는데, 평정대상기간 동안 평정자는

3회 이상 피평정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 평정기간동안에는 피평정대상자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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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기평가를 시행하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자기평가 결과와 업무

실적을 바탕으로 상대평가 형태의 성과평가를 시행한다.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으로 평가받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의 급여 인상률이 결

정된다. 역량평가의 경우 직원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시행되는

데, 역량평가 결과는 급여와는 무관하지만 승진시 활용하는 근무평정의

요소의 70%를 차지하여,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평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K공기업의 차장급 이상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한 해의 성과에 대해서는 급여적인 측면으로 보상하되, 출중한 역량을

보유해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적 보상과는 관계없이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점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K공기업의 개인종합평가 절차 (자료 : K공기업 자체 자료)

4(갑)직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평정은 평정항목에 따라 1년에 2

회 상급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의적 평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최하 등급의 평가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 이유를 기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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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4(갑)직급 이하의 근무평정 결과는 차장급 승진시 가점으로 반

영되며,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기본급 승급 시기가 결정되는 측면에서

급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3 절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형태로 운

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영향요인으

로 조직의 구성원 개인 차원의 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1.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해서

나타내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Locke, 1973)라고 할 수 있다.

Hoppock(1935)은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심리적, 생리적, 환경

적 상태의 결합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정서 상태’(Steers, Porter, 1975)나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되는 욕구만족의 정도’(Tiffin, McCormick, 1974), ‘직무과업, 작업조

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의

정도’(Osborn, 1980)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개인들이 본인의 직

무와 연계된 경험 또는 기대에서 기인하는 정성적 태도나 감정,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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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학자들이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

분하여 연구하여 왔다. 내용이론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

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과정이론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내용이론에는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이 있으며, 과정이론에는 Vroom의 기대이론, Porter & Lawler의 업적,

만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이 있다.

Maslow(1943)는 욕구계층이론(Need Hierachy Theory)을 통해 개인

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소속감과 애정 및 존중 욕

구, 자기실현 욕구의 다섯가지 욕구가 있으며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로 차례로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직업 안

정성 같은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경우에만 직무만족 등 높은 수준

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Herzberg(1959)는 그의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분하고,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것 승인, 성

취, 책임, 향상 등 내재적 요인이며, 이를 동기요인이라 하고, 이러한 동

기요인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창출에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하였다. 위생요인은 회사, 정책, 관리 감독, 보수 체계, 작업 환경

등 외재적 요인으로서, 직원들이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고,

직무만족은 “동기요인”에 의해서만 향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Vroom(1964)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직무만족은 직무

에서 얻은 성과와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의

하여 결정되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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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 & Lawler(1968)의 업적, 만족이론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의 가치, 노력, 능력 및 특성, 역할 지각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직무만족이 다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dams(1962)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자

신의 노동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동일한 직무상황 내에 있는 다

른 노동자의 투입과 산출 비율과 비교하여, 그에 대한 공정함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해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다보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한 죄책감을, 과소보상의 경우

에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다.

Locke(1968)의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은 '목표‘와 ’성취의

도‘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는데,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목표의 종류, 상

황요인들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며, 목표가 적당히 어렵고 명확할 때 동

기유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 인간관계적 요인, 보상체계, 조직구조, 개인차 등에 따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상의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2-6]과 같다.



- 25 -

구분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내용

조 직

내 적

측면

직무

특성

박순애

(2006)

- 직무의 조직목표달성도, 자신의 발전에의 유의미 정도

가 높을수록, 직무의 일상성, 반복성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이 향상됨

Hackman&

Oldham(1980)

-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과 같은 업무 특성을 직무만족

을 결정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꼽음

인간

관계

(조직

환경

요인)

Locke

(1976)

-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 성격요인(직무자

체, 보상, 맥락 등)과 인간관계 요인(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봄

Kim(2002)
- 상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하승미, 권용수

(2002)

- 상관, 동료, 하급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침

박순애

(2006)

- 조직환경요인(교육비와 지원, 교육훈련, 관리자 관계,

부서 내 단결심 등)이 직무만족과 크게 관련이 있으

며 특히 부서 내 단결심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보상

체계

김병섭

(2000)

-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개방적 보수체계 하에서 

더 높은 직무만족을 느낌

Ellickson

(2002)
-승진기회, 보수, 부가급여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이용규, 정석환

(2005)
- 경제적 수입과 신분상승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McFarlin &

Rice(1998)

- 자신이 기대한 보수와 실제 보수의 차이가 크다면 직

무에 불만족하게 됨

Porter et al

(1968)

- 외재적 보상(성과에 대해 받은 연봉이나 승진)과 내재

적 보상(성취감 혹은 보람)을 동료의 것과 비교하여 

느끼는 공정성 여부에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됨

조직

구조

주효진(2004) - 집권화된 조직구조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침

김호정(2005)
- 권위적, 집권적 구조 하에서 개인은 직무불만족을 더 

많이 경험함

개 인

적 측

면

개인적

특성

Porter(1962)

- 직무만족을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욕구충족의 결과라고 보고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이 결정됨

Naff & Crum

(1999) 등
- 공공봉사동기(PSM)가 높은 공무원은 직무만족이 높음

[표 2-6]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 안경희(2012), “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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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에 몰입하여 조직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모든 기

업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몰입의 상대적 정도, 즉, 개인이 얼마나 조

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 조직몰입은 또한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성향을 나타내며,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나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정도

혹은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의 구체적 개념이

학자들 간에 명확하게 일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

몰입이 조직성과와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

다.(Blau, 1986; Steers, 1977).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몰입

은 조직구성원 행위예측의 신뢰할 만한 지표로써(박창욱, 2008, 전상철,

2013 재인용),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목표를 통합시켜 조직성과

를 제고하는 방법이다(오석홍, 2007).

Becker(1960)는 “부수적 투자이론(side-bets theory)에 의거 개인이

조직에 대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 때문에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과 같은

관점에서 조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지속하려는 현상”으

로 조직몰입을 정의하였고, “사회적 행위자가 사회적 시스템에 그들의

노력과 충성심을 쏟으려는 의지이고 자기표현으로서 보여지는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인성체계의 애착”(Kanter, 1968)이나, "개인의 주체성(identity)

을 조직에 연결시키거나 애착을 갖도록 하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나 지향

(orientation)“ (Sheldon, 1971),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또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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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활동 및 몰입(involvement)을 지속시키려는 신

념에 구속되는 상태” (Salancik, 1977)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한편으

로, 구성원의 개별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켜 사람과 조직의 일

체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오석홍, 2007)

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직몰입의 유형에 대해서 Etzioni는 몰입을 사회적행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정감적, 평가적 지향이라고 정의하고, 조직구

성원들의 몰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도덕적 몰입, 소외적 몰입, 타산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Becker는 몰입의 개념을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따라 돈을 건다는 부차적 투자이론을 사회교환 이론에 도입

하여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때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에 몰입하게 되고,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Kanter는 몰입을 지속적 몰입, 응집적 몰입, 통제적 몰입으

로, Angle과 Perry는 근속몰입과 가치몰입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조직몰

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Allen과 Meyer(1991)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 자부심, 충성심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

도이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을 고려하여 조

직과 연대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적 경험의 정도이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학자별 조직몰입의 유형은 [표

2-7]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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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몰입의 개념 몰입의 유형 비  고

Etzioni

사회적 행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정감적, 평가적 지향

도덕적 몰입(존경/위신)

소외적 몰입(적대적)

타산적 몰입(공헌/보상)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 몰입의 강도 ↑

Becker

(1960)

부차적 투자이론(도박

에서 승리자를 따라 돈

을 검)을 통한 개념화

조직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때 이직으로 인한 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

직에 몰입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몰입이 증가

Kanter

(1968)

사회적 행위자가 조직

을 위해 노력하고 충

성을 바치려는 의사

지속적 몰입(보상/비용)

응집적 몰입(유대감)

통제적 몰입(목표일치감)

단절(사회적 관계를 끊

음), 통합(구성원간의 결

속), 친교성(집단의식 향

상)를 통해 몰입 제고

Angle&

Perry
-

근속몰입(근속여부, 타산적몰입)

가치몰입(자부심, 도덕적몰입)
-

Allen&

Meyer
-

정서적몰입(감성적,개인적애착)

규범적몰입(사명감,조직목표)

근속적몰입(경제적,타산적몰입)

-

[표 2-7] 조직몰입의 유형

한편,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규범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과 관련하여 개념 상 및 측정도구 상의 문제가 있어 신뢰도 및 타당

도에 대한 입증과 조직성과 등에 대하여 정서적 몰입에 집중되어 있다

(이목화·문형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개념을 정서적

몰입으로 한정시켜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가지는 강한 신뢰로

써 조직을 위하여 일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차길수·이수광(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동인·박호환(2003)은 고

성과 인적자원관리가 부분적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옥(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적자원관리 활동 중 수행력에 대한 평가가 조직몰입에 있어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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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진(2008)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진희(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성과기반의

평가체계, 높은 임금정책, 고용의 안정성, 경영에 대한 정보공유 등 5가

지 인적자원관리 기법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제 4 절 교대근무제도

교대근무(shift work)란 발전소, 정유시설 등 장치산업이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 하에서 1일 근로를 2개조 이상의 근로

자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각 조를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교대근무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는 ‘근로자를 둘 이상 다수의 조로 구분

하여 근로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ILO, 1990)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는 장시간 노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대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작업의 성격상 일단 시작되면 해당 업무의 중단이 곤란한 발전,

철강, 화학 등 이른바 장치산업의 특성과도 연결된다.(이영호․이정언,

2014)

Akerstedt(1990)은 교대근무제를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제도’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사업소가 장

시간 조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각조의 작업자

가 같은 날짜의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김

대호 et al, 2006)

이러한 교대근무제는 근무자들의 신체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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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에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불량률과 재해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업무특성 등으로 인하여 교대근로를

활용하게 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원자력발전소의 교대근무자의 경

우 24시간 운영되는 발전소 특성상 교대근무를 수행하게 되고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통해 원자로조종사(RO, Reactor

Operator), 원자력조종감독자(SRO : Senior Reactor Operator)로 올라가

게 되고 권한과 책임도 커지게 된다.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발

전소를 정지시킬때까지의 18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발전소를 멈춤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업무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교대근무

직원들에게서 토로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는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일반

규정7)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경

우 원자력이라는 특성상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

가의 세부내용) 제1항 제9호(인적요소에 관한 사항)8)에 따라 교대근무

7)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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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본부 고리본부 한빛본부 월성본부 한울본부 계

전체인원 2,284 1,289 1,508 1,655 6,736

교대근무인원 436 373 308 383 1,500

비  중 19.1% 28.9% 20.4% 23.1% 22.3%

직원의 관리수준을 일정수준 만족시켜야만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

2014년 10월말 현재 전국에 있는 원전본부에서 근무하고는 직원의 수는

6,736명으로 이 중에서 교대근무자의 수는 1,500명으로 아래의 [표2-8]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별로 전체 근무자의 약 22%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5조3교대’ 근무형태로서

오전-오후-야간의 순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근무를 하지 않는 2개의

조는 각각 필수교육과 휴식을 취하게 된다.

[표 2-8] K공기업의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 인원 비중

(단위 : 명)

*자료 : K공기업 자체 통계(2014. 10월말 기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대근무가 개인의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정

상근무자와 비교시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졌고9), 이외에도 교대근무가 수면질환, 심혈

관질환, 위장관질환 등 건강장해와 질병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다수의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4시간 전일제 근무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

9) 2011. 6.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교대근무자 근무특성실험분석에 따르면 교대

-야간근무자 군에서 정상근무자군보다 비교적 높은 각성 시간과, 비교적 낮은 REM

sleep 비율을 보였으며, 삶의 질 평가에서도 교대근무자가 정상근무자에 비해 낮은 점수

를 보였다.(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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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K공기업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 우대정책(자료:K공기업 자체 자료)

(2014. 10월말 기준)

우대구분 세 부 내 용

승  진

․승진시 일정기간 교대근무 조건부 승진자 별도 선발

․초급간부 승진시 원자로조종사(RO) 및 원자로 조종 감독자(SRO)

자격취득자 승진가점 부여

이  동 ․교대근무자 순환보직 대상 제외

급  여 ․RO, SRO 취득시 자격 수당지급, 교대근무 별도수당 지급

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대근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대근무를 회피하

려는 경향이 K공기업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나10) 회사차원에서도

[표2-9]와 같은 교대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대근무

회피경향은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대근무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업무의 질 저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조직의

팀 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태영(2012)의 연구에서

조직의 팀 특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교대근무팀과

일근팀 직원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을 제외하면 원자력발전

소 관련 교대근무에 대한 연구는 건강에 관한 연구 또는 교대근무 일정

10) 실제 논문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시 교대근무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교대

근무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것이 교대근무 주기 변경(Day 08:00～16:00/After

16:00～24:00/Night 24:00～08:00)에 따른 신체리듬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근

근무와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사내․외 관계단절 및 원자력발전소 정지에 대한 스트레

스 등이 교대근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해진 시프트 이외 초과근무가 없

는 점, 교대근무로 인한 높은 급여, 가족적 분위기 등이 교대근무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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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자 주요결과

간호사

이경희

김지영

(2011)

- 피로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았고 직무스

트레스는 피로도와 이직의도 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 밤근무나 교대근무는 직무스트레스의 중요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교대근무자가 비교대근

무자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높은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이상설

강창렬

김대호

(2007)

- 교대근무자들이 1시간 정도 더 수면을 취해야 생리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간수면이 야간수면보다 수면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

대근무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야간 근무 시간을 줄이며 이른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원자력발전소 교대근무 관련 인

적오류에 대한 연구(박근옥, 이정운, 1996) 내지는 교대근무자의 건강수

준에 대한 연구(권순석, 2005), 교대근무 일정관리에 관한 연구(김대호 et

al, 2006)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대근무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교대근무가 아닌

상황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요인

에 있어서도 교대근무자들에게는 비교대근무자들과는 다른 양태가 보여

질 수 있으며, 원전 교대근무자가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교대근무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엄옥주(1994)의 연구에

따르면 낮번고정근무자가 밤번교대근무자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권철(2013)은 교대근무 여부가 여가활동, 직무

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텔종사원의 교대근무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유미(2006)의 연구에서는 복

리수행만족과 임금만족에 대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자력발전소 근무자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교대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은 [표2-10]과 같다.

[표 2-10] 교대근무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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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근무시간을 피하고 비교대근무자들에 비해서 총 수면 시

간을 연장하고 수면 단계 중 3,4단계를 늘이고 REM수면을 

줄이는 질적인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정탁

이경종

외3

(2007)

-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면 장애에 대해 근무형태,

질병, 결혼, 자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서 수면시간, 입면시간 및 재

입면시간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

노동자

이복임

정혜선

(2007)

- 1000명의 여성근로자를 지역별로 층화표본추출하여 수행한 자

료를 분석한 것으로 비교대근무군에 비하여 교대근무군이 자

연유산을 경험할 위험비는 1.92배, 조산을 경험할 위험비는 

3.76배,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비는 3.52배 높았다. 사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임금

노동자

김은주

김명애

권경래

(2008)

-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교대사업

장과 비교대사업장을 비교하였을 때, 교대근무자의 수면의 질

이 더 나쁘며 주간수면과다를 겪고 있으며 불면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상태는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대근무군에서 일반 건강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

고 신체적 역할 제한이 있는 등 교대근무군에서 건강에 취약

점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대희

김근희

외 5

(2006)

- 2006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임금노동자 2,087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 교대근무여부와 건강평가 수준과의 

단변량 분석에서는 비교대근무자와 비교하여 교대근무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태준

백도명

외 5

(20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만 15세에서 

64세의 근로 대상자를 한 가구당 한명으로 제한하여 10,043명

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작업중 손상은 교대근무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교

대근무 근로자들의 작업중 손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호

이상설

(2000)

- 대구 경북지역에 산재하는 교대근무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면과 습관적 수면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사회생활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회참여에서 부분

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김건형

김정원

김성훈

(2006)

- 소방관의 수면부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변수로는 교대근무

자이거나 월수입이 적은 경우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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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유철인

외 3

(2009)

-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관에서 전립선 암의 위험이 더 높은 

것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

한 것일 때문일 수도 있다.

- 장암도 소방관에서 더 높았다.

- 고환암, 비호지킨림프종이 소방관에서 더 높았는데 이는 연소

산물에 노출과 야간 교대근무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응급

의료센터

인턴

김도현

김정윤

외 4

(2011)

-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면박탈이 생기게 된다. 근

무 후 아침보다는 시간이 지나 새벽3시가 되면 맥박수와 혈압

이 의미있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박탈이 되면 생

체시계의 교란으로 인해서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 낮에 장시간의 수면을 취하게 될 경우 뇌하수체의 생체시계에 

교란이 생겨 밤에 수면유도가 어려워진다. 즉 근무 후 낮에 취

하는 수면이 4시간 이상일 경우 다음날 근무시에 스트레스 피

로도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호텔

조리

종사원

하희정

한경수

(2007)

- 신체적 피로도에 있어서는 머리가 멍하거나 무겁고 자주 눕고 

싶으며 몸이 나른하거나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함을 가

장 대표적인 피로현상으로 지적하였으며,

- 정신적 피로에서도 이러한 신체적 피로도의 누적으로 말하기 

싫고 일에 전념할 수 없거나 몸이나 마음이 산란해져 간단한 

일에도 자주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급호텔 조리직 종사자들의 야간근무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

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
박비룡

(2013)

- 교대근무 여부와 직무만족도, 교대근무 형태별 직무만족도를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

승진, 직장내 존중, 보수, 권위적 분위기의 경우 교대근무 집단

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업무량은 비교대근무 집단

에서 유의)

- 교대근무를 형태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교대근무 형태별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자료 : 박비룡(2013),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p.22～24를 연구자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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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

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K공기업의 실제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 발

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근무형태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

향관계에 있어서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가

설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다. 독립변수로 인적자원관

리활동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고, 통

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성과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의 공정성

직무만족

조직몰입근무형태

교대근무

일근근무

통제변수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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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박성미(2010), 김정화(2012)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김진희(2009)와 김영진(2009) 등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적자원

관리활동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실증적

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K공기업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1.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평가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승진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이동의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승진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이동의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 중 상당수는 교대근무라는 형태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근무형태에 의하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 대한 근무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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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근무형태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의 영향효과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1. 인적자원관리 활동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공기업에서 내부 직원 관리를 위

하여 시행하고 있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3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는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의 공

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식화 수준 및 공정한 평가 진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백정숙(1999), 이옥(2011), 전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

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승진은 직무의 책임도과 난이도에 따라 책임도와 난이도가 낮은 하위직

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이동하는 수직적인 인

사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측정하기 위하여 McMahan et al.(1998), 이옥(2011), 전

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동은 전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구성원을 적정한 직무에 배치

하고, 인력의 초과 및 부족 상황에 직원을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인사이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이동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기업에 비해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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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순환보직을 중요시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주로 시행

하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의 적절성

및 경력 개발을 포함한 이동의 공정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백정숙

(1999), Pfeffer(1998), McMahan et al.(1998), 홍원경(2012), 전상철(2013)

의 연구에서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나 기대에서 오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직무만족

에 대한 설문구성은 Kendall & Hulin(1969), 김동규(2014)의 설문을 바탕

으로 4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nderson & Williams(1991)는 조직몰입이란 구성원 한 조직에 대해

가지는 동일시 및 몰입의 상대적인 강도로써, 구성원이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 대해 갖는 일체감과 몰두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에 대

해서는 조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애착감이라고 할 수 있는

Meyer & Allen(1991)의 정서적 몰입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구성

은 Meyer & Allen(1991), 전상철(2013)의 설문을 바탕으로 4개의 설문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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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항수 출  처 척도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가의 공정성 4 백정숙(1999), 이옥(2011), 전상철(2013)

리커트

5점

척도

승진의 공정성 4
McMahan et al.(1998), 이옥(2011),

전상철(2013)

이동의 공정성 4

백정숙(1999), Pfeffer(1998),

McMahan et al.(1998), 홍원경(2012),

전상철(2013)

직무만족 4 Kendall & Hulin(1969), 김동규(2014) 리커트

5점

척도조직몰입 4 Meyer & Allen(1991), 전상철(2013)

인구사회학적변수 8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현근무지,

근무형태, 직군, 직급, 근속년수

명목

척도

제 3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K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 중 승진, 평가, 이동 등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양태가 상이한 기능직, 별정직, 청경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직 근

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리, 한빛(영광), 월성, 한울

(울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1명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221명의 설문 모두가 분석데이터(유효

표본율 100%)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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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

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된 변수들의 수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표본의 사회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 측정문항들이 타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통하여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고, 인적자원관리 활동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적자원관리 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하여 근무형태

가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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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4-1]과 같이 나타났다.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90.0%,

여성이 10.0%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K공기업

전체 남녀의 성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13명(51.1%), 40대가 59명(26.7%), 30대 미만이

35명(15.9%), 50대가 14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공기업이 최근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직원들이 설문대상으로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교가 187명(84.6%), 대학원이 22명(10.0%), 고등

학교와 전문대학이 각각 6명(2.7%) 순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지별로는 고리본부가 101명(45.7%), 한빛본부와 월성본부가

각각 45명(20.4%), 한울본부가 30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일근근무(비교대근무) 직원이 152명(68.8%), 교대근무 직

원이 69명(31.2%)이 설문에 응답했다.

직군별로는 원자력이 15명(68.3%), 사무가 58명(26.2%), 통신이 10명

(4.5%), 토건이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을)직급이 112명(50.6%), 3직급이 61명(27.6%), 4(갑)직

급이 46명(20.8%), 2직급이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별로는 5년 미만이 99명(44.8%), 6년～10년이 43명(19.5%),

11～15년이 32명(14.4%), 21년 이상이 24명(10.9%), 16년～20년이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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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대 분석에서와 같이 최근 신입직원의 비

중이 늘어난 것과 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응답자 빈도표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99 90.0

여    성 22 10.0

연    령

30대 미만 35 15.9

30대(30～39) 113 51.1

40대(40～49) 59 26.7

50대(50～58) 14 6.3

최종학력

고등학교 6 2.7

전문대학 6 2.7

대 학 교 187 84.6

대 학 원 22 10.0

현 근무지

고리본부 101 45.7

한빛본부 45 20.4

월성본부 45 20.4

한울본부 30 13.5

근무형태
일근근무(비교대) 152 68.8

교대근무 69 31.2

직  군

사  무 58 26.2

원자력 151 68.3

토  건 2 1.0

통  신 10 4.5

직   급

2직급 2 1.0

3직급 61 27.6

4(갑)직급 46 20.8

4(을)직급 112 50.6

근속년수

5년 미만 99 44.8

6년～10년 43 19.5

11년～15년 32 14.4

16년～20년 23 10.4

21년 이상 2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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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초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모든 문항들은 5점 척도로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이다.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 중에서 승진의 공정성이 3.601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의 공정성이 2.99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서는 직무만족이 3.6595로 조직몰입 3.9231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변  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    가 221 1.00 5.00 3.3416 .9589

승    진 221 1.00 5.00 3.6018 .88721

이    동 221 1.00 5.00 2.9932 .96427

조직성과

직무만족 221 1.00 5.00 3.6595 .81869

조직몰입 221 1.00 5.00 3.9231 .76161

일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비교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표 4-3]은 근무형태에 따라 인적자원관리활동, 조직성과

의 평균값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수부터 살펴보면,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일근 근무자

와 교대근무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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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교대 근무자가 일근 근무자보다 평가의 공정성은

0.283(p<0.05), 승진의 공정성은 0.305(p<0.01) 높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동의 공정성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종속변수에 대한 일근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간의 t-test 분석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 교대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 간에 통계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근무형태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값 차이

변  수

평  균 표준 편차

t
유의

수준
일  근
근무자
(n=152)

교  대
근무자
(n=69)

평  균
차  이
(일근-교대)

일  근
근무자
(n=152)

교  대
근무자
(n=69)

인적자원

관리활동

평    가 3.253 3.536 -.283 .978 .886 -2.398 .017*

승    진 3.507 3.812 -.305 .855 .921 -2.953 .003
**

이    동 2.934 3.123 -.189 .901 1.080 -1.505 .135

조직성과

직무만족 3.638 3.707 -.069 .801 .854 -.689 .492

조직몰입 3.959 3.844 .115 .750 .781 1.194 .234

* p<0.05, ** p<0.01

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

고 공통요인으로 묶어 변수로 사용하고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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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류된 문항들이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신뢰도 척도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요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직각회전을 하는 직교회전방식(varimax)

을 채택하였다.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

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별

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

된 개념들에 대한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학

자들에 따라 신뢰도를 판단하는 계수 값을 다르게 보기도 하나, 사회과

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수용기준이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총 12개 설문항목

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독립변수 12개의 변수에

대하여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0.5이상이고,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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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1.699이다. 추출된 요인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표4-4]와 같이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의 공정성과 같

이 3개의 요인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를 측정하였다. 크론바

흐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는 [표 4-4] 하단의 값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으므로 권장기준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4]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계수

설문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1 2 3 Cronbach’s α

평가의
공정성

Q1-4 평가기준 구체적 정의,동일 해석 .833 .188 .260

.884
Q1-2 평가가 매우 공정함 .793 .317 .231

Q1-1 명확한 평가기준, 방법 존재 .778 .223 .233

Q1-3 충분한 평가자 훈련 .731 .202 .363

승진의
공정성

Q1-6 승진절차(심사․시험) 공정 .278 .862 .165

.858
Q1-7 심사․시험 승진기준 공정 .222 .844 .227

Q1-5 승진 기회 공평하게 부여 .210 .788 .218

Q1-8 개인 능력․성과중심 승진 .195 .550 .480

이동의
공정성

Q1-10 명확한 경력경로 보유 .277 .067 .791

.826
Q1-11 본인 희망 직무 선택가능 .243 .230 .788

Q1-9 직원 특성에 맞는 직무설계 .295 .294 .742

Q1-12 업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208 .294 .605

고 유 값 2.936 2.837 2.827

분 산(%) 24.467 23.645 23.557

누 적(%) 24.467 48.111 71.669

나.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에 대한 총 8개 설문항목의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종속변수 8개의 변수에 대하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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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0.5이상이고,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74.962

이다. 추출된 요인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표4-5]

와 같이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이 2개의 요인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를 측정하였다. 크론바

흐 알파 값을 측정한 결과는 [표 4-5] 하단의 값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한 크롬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으므로 권장기준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5]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계수

설문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1 2 Cronbach’s α

조  직
몰  입

Q2-7 회사 계속근무 희망 .865 .201

.903
Q2-8 회사 애착심 느낌 .839 .273

Q2-6 회사는 삶에서 중요한 의미 .785 .411

Q2-5 회사에서 여생을보낸다면 행복 .782 .428

직  무
만  족

Q2-3 직무수행시 긍지,성취감 느낌 .360 .818

.865
Q2-1 직무 및 성과향상으로 만족감 .276 .800

Q2-4 최선의 직무수행 여건 조성 .216 .791

Q2-2 내 직무는 꼭 필요한 일 .324 .746

고 유 값 3.038 2.959

분 산(%) 37.979 36.983

누 적(%) 37.979 7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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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증

1.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인적자원관리활동의 하위요소를 평가의 공정성, 승진의 공정성, 이동

의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 및 [표 4-7]과 같다.

[표 4-6]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1.545 .244 6.339 .000

통제변수

성      별 -.077 .126 -.034 -.610 .543 .911 1.098

연     령 .019 .087 .022 .220 .826 .276 3.624

직     급 -.007 .063 -.009 -.107 .915 .422 2.368

근 속 년 수 .048 .053 .098 .901 .369 .235 4.255

독립변수

평가의 공정성 .176 .065 .212 2.714 .007 .457 2.186

승진의 공정성 .177 .069 .188 2.550 .011 .515 1.943

이동의 공정성 .274 .069 .309 3.962 .000 .459 2.179

R
2
(조정된 R2) .407(.387)

F(유의수준) 20.877(.000)

* 종속변수 :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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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4-6]의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의 예측모형의 F값은 20.877(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정도인 R2값이 0.407로 나타났으며, 자

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는 0.387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

수를 41%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IF가 1에 근접하면 다중공선성이 없고 10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평가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76(p<.001), 승진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77(p<.001), 이동의 공정성 계수 값이 0.274(p<.001)를

가지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

속변수에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

면 평가는 0.212, 승진은 0.188, 이동은 0.3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7]에 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분석 예측모형의 F값이

11.819(p<.001)로 유의하며, R2 값이 0.280이고, 조정된 R2가 0.256으로

나타났다. VIF가 평가 2.186, 승진 1.943, 이동 2.179로써 다중공성선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승진의 공정성 계수 값이 0.227(p<.001), 이동의

공정성 계수 값이 0.182(p<.001)을 가지며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준화 베타 계수를 비교해 보면 승

진은 0.248, 이동은 0.212로써 나타났다. 반면에 평가의 공정성은 조직몰

입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한 이동, 평가,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승진과 이동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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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이 높아지므로 (가설 1)에 대하여 일부 채택되었다.

[표 4-7]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변    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2.354 .260 9.045 .000

통제변수

성      별 -.217 .134 -.098 -1.616 .108 .911 1.098

연     령 .003 .093 .004 .033 .973 .276 3.624

직     급 .013 .067 .017 .192 .848 .422 2.368

근 속 년 수 .097 .057 .203 1.695 .091 .235 4.255

독립변수

평가의 공정성 .047 .069 .058 .679 .498 .457 2.186

승진의 공정성 .227 .074 .248 3.058 .003 .515 1.943

이동이 공정성 .182 .074 .212 2.468 .014 .459 2.179

R
2
(조정된 R2) .280(.256)

F(유의수준) 11.819

* 종속변수 :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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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형태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활동이 근무형태에 의한 조절역할로 인하

여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

과 검증을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성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인적자원관리활동에 대해

서는 (가설 2)를 검증 시 적용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하

여 상호작용항 변수를 만들었다. 단, 근무형태는 명목변수이므로 원변수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의 영향관계에 있어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표 4-8] 및 [표 4-9]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3단계 회귀식에

서 R2 증가분에 대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인

적자원관리활동과 근무형태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근무형태의 조절효과로써의 역할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근무형태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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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직무만족)

변    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     수) 3.591 .153 　 23.459 .000 　 　 3.547 .162 　 21.826 .000 　 　 3.487 .163 　 21.394 .000 　 　

성      별 -.077 .126 -.034 -.610 .543 .911 1.098 -.061 .128 -.027 -.476 .634 .889 1.125 -.055 .127 -.024 -.434 .664 .881 1.136

연      령 .019 .087 .022 .220 .826 .276 3.624 .014 .087 .016 .160 .873 .274 3.643 .004 .087 .005 .046 .964 .272 3.672

직      급 -.007 .063 -.009 -.107 .915 .422 2.368 -.010 .063 -.013 -.162 .871 .420 2.380 .009 .064 .011 .140 .889 .408 2.449

근 속 년 수 .048 .053 .098 .901 .369 .235 4.255 .049 .053 .100 .916 .361 .235 4.256 .051 .053 .103 .953 .342 .233 4.285

평가의공정성 .176 .065 .212 2.714 .007 .457 2.186 .182 .065 .219 2.787 .006 .451 2.216 .396 .148 .476 2.665 .008 .086 11.604

승진의공정성 .177 .069 .188 2.550 .011 .515 1.943 .182 .070 .193 2.615 .010 .510 1.961 .244 .129 .258 1.887 .061 .146 6.830

이동의공정성 .274 .069 .309 3.962 .000 .459 2.179 .272 .069 .306 3.923 .000 .458 2.182 .164 .108 .185 1.519 .130 .186 5.378

근무형태 .066 .081 .045 .811 .418 .911 1.097 .096 .082 .065 1.174 .242 .891 1.122

평    가  ×
근무형태

-.266 .162 -.271 -1.641 .102 .101 9.932

승    진  ×
근무형태

-.114 .152 -.095 -.746 .457 .168 5.943

이    동  ×
근무형태

.131 .138 .107 .947 .345 .214 4.676

F(유의수준) 20.877(.000) 18.320(.000) 14.105(.000)

R2(조정된) .407(.387) .409(.386) .426(.396)

△R
2(유의수준) - .002(.418) .017(.101)

* 종속변수 : 직무만족



- 54 -

[표 4-9]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조직몰입)

변    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     수) 3.873 .163 　 23.695 .000 　 　 3.746 .172 　 21.801 .000 　 　 3.754 .174 　 21.610 .000 　 　

성      별 -.217 .134 -.098 -1.616 .108 .911 1.098 -.171 .135 -.077 -1.266 .207 .889 1.125 -.162 .136 -.073 -1.193 .234 .881 1.136

연      령 .003 .093 .004 .033 .973 .276 3.624 -.012 .092 -.014 -.128 .898 .274 3.643 -.010 .092 -.012 -.105 .917 .272 3.672

직      급 .013 .067 .017 .192 .848 .422 2.368 .003 .067 .004 .040 .968 .420 2.380 -.013 .068 -.017 -.185 .853 .408 2.449

근 속 년 수 .097 .057 .203 1.695 .091 .235 4.255 .099 .056 .209 1.754 .081 .235 4.256 .106 .057 .223 1.869 .063 .233 4.285

평가의공정성 .047 .069 .058 .679 .498 .457 2.186 .065 .069 .080 .935 .351 .451 2.216 .198 .158 .246 1.251 .212 .086 11.604

승진의공정성 .227 .074 .248 3.058 .003 .515 1.943 .243 .074 .265 3.288 .001 .510 1.961 .048 .138 .053 .350 .726 .146 6.830

이동의공정성 .182 .074 .212 2.468 .014 .459 2.179 .176 .073 .204 2.400 .017 .458 2.182 .216 .115 .251 1.881 .061 .186 5.378

근무형태 .191 .086 .134 2.218 .028 .911 1.097 .185 .087 .130 2.127 .035 .891 1.122

평    가  ×
근무형태

-.148 .173 -.155 -.855 .393 .101 9.932

승    진  ×
근무형태

.271 .162 .234 1.667 .097 .168 5.943

이    동  ×
근무형태

-.094 .148 -.079 -.634 .527 .214 4.676

F(유의수준) 11.819(.000) 11.146(.000) 8.372(.000)

R
2(조정된) .280(.256) .296(.270) .306(.269)

△R2(유의수준) - .016(.028) .010(.402)

* 종속변수 :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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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사관리에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 특

히 공기업에서 조직 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

여,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거나 자발적 업무참여를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독립변수

는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채용 후 K공기업에서 실제 운영

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평가, 승진, 이동의 3개에 대한 공정성으

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으로 검증된 구성원 개

인 차원의 변수들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

수인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에 대한 조절변수로써 근무형태를 설정하였다.

인적자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등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통제변수

로 설정하고 그 영향을 배제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도구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모집단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모집단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최대의 표본을 수집하

기 위하여 실제 각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로부터 직접 설문을 수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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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력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K공기업의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

해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검증을 실시

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K공기업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에 대해서 인적자

원관리활동 중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모두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원관리활동 중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평가의 경

우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직원의 승진과 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높아지고,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직무만족에 있어서는 표준화 회귀계

수 값이 이동, 평가, 승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승진

이 이동보다 더 높은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평가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였을 때, 인적자

원관리활동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설이

부분 지지되었다.

한편,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영향효과에서 모두 조절효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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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

식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평가의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행동의 강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K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활동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이동과 평가, 승진

의 공정성 모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동을 평가와 승진보다, 평가를 승진보다 더 주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한 반면, 조직몰입을 위해서는 평가에 비해 승진과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데 유효함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소 이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본인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K공기업에서의 직원 이동이 안

정적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직

원들이 최초로 배치 받은 사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

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공정한 이동기준의 수립 및 운영이 K공기업의 조

직성과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승진제도의 공정성을 높여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냄으

로써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제고와 조직몰입 함양이 가능

하다는 것은 K공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여겨진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사선 피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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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관리를 위한 평

가, 승진, 이동에 대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평가, 승진, 이동의 공정성 인식과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해서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았

다. 즉,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

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다.

첫째, 연구 결과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이동과 승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향상에, 평가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달리 인적자원관리활동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영

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인적자원관리활동이

K공기업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정 회사의 활동으로 한정하

여,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거나 공통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형태의 조사방식이 결과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직접 피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K

공기업에서 회사의 정책 결정을 위하여 수많은 설문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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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공기업을 비롯한 공

공부문에 불어닥치는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저성과자 관리강화 등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하여 실제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본 연구

와 상기 이슈들과 무관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응답자들

이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원인변수로

인적자원관리활동이라는 한정된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나

타났듯이 인적자원관리 활동 이외에도 보상, 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 등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

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60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2011), “교대제 운영실태 조사 및 교대제 개편 촉진방안 연구”

권동인, 박호환(2003),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있

어서 지식경영의 조절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관

리연구」27(2), 1-32.

권순석(2005), “원전 교대근무자의 건강수준과 관리방안 : 최종연구보고

서”, 과학기술부

김권철(2013), “교대근무와 여가활동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연구 –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사 사례를 중심으

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동규(20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용성에 관한 실증연구-대구광

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명숙, 박영배(1999), “간호조직에서 직무특성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로”, 「대한간호학회지」29(6) 1434-1444.

김영진(2008),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의 연구“, 중부대 대학원 박사논문

김용박(2009), “공기업 인적자원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코레일 사

례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용동(2007), “대전광역시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 「대전발전연구원」

김정원(2005), “직무특성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지」, Vol. 50, 947-970.

김주희(2014), “HR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

발 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

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나현민, 하태수(2014), “상황과 개인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수원



- 61 -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연구」14(1) 103-123

박가영(2010), “공기업 직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박근옥, 이정운(1996), “원자력발전소의 교대근무체계하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 시간 분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박내회(1997), “국제 인적자원관리의 접근방법”, 「경영논총」41(1) 1-20.

박비룡(2013),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논문

백정숙(1999),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심리

적 계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

논문

산업통상자원부(2014), “2014 원자력발전백서”

신유미(2006), “호텔종사원의 교대근무가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논문

안경희(2012), “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부처의

권력 크기를 조절변수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엄옥주(1994), “간호사 근무형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논문

유 훈(2005), “공기업론 제5판”, 법문사

이상철, 문인수, 성도경(2003), “공기업의 이해”, 대영출판문화사

이영호, 이정언(2014), “교대근무제의 변화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14(3) 385-392.

이옥(2011), “학교급식소의 직원 고용유형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활동 및

조직몰입도-경기 성남․용인지역 일부 학교 영양(교)사, 조

리사(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용규, 정석환(2005), “공무원의 근로가치관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행정논총」43(1) 71-98.

이유진(2011),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의 경력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 62 -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부경대 경

영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언(1996), “조직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관련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이태영(2012), “원자력발전소 조직의 팀 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

향 : 교대근무팀과 일근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심고은(2014),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 한국

전력공사 대민업무담당 직원과 산하 콜센터 직원의 비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정의선, 김상욱, 김선일(2012), “식음료부문 종사자의 창의성과 조직유효

성 및 서비스품질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관광학연구」

36(3) 79-101

채신석(2008), “호텔 아웃소싱근로자의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 「한국관광학회」33(6) 319-341

천승현(2007), “공기업 신입직원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개인역량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체렝후(2012), “성과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 몽골 항공사를 중심으로 -”, 공주대 대학

원 석사논문

최돈영(2009), “기상청의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한국노동연구원(2004),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고

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홍원경(2012), “직무순환의 효과와 일몰입경험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대학원 석사논문

2. 국외문헌



- 63 -

Allen, N. J. & Meyer, J. P.(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3 : 1-18.

Bhagat, R. S.(1983).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dividual Performanc,

Effectivenss and Work Adjustment Process within Organizational

Setting : A Research Model”, Acadamy of Management Review. 8.

660-671.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253-267.

Duncan, J. W. "Organization Behavior", Boston: honghton Mifflin Company, 1981 ;

Hackman, J. R. & Oldham, G. R.(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 250-279

ILO(1990), "Night Work Convention"

Larocco, J.M & Housc, J. S & French, J. R.(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1-218.

Liekert, R.(1991), “ New Pattens of Management : An Integrating Principle and an

Overview”, New York : McGraw-Hill.

Mayo, E.(1945). “Hawthorne and the Industrial Civilization, 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cool. 69-84.

Mobley, W. H.(1982), “ Some unanswered questions in turnover and withdraw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7(1). 111-123.

Meyer, J. P. & Allen, N. J.(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1.

Meyer, J. P. & Allen, N. J.(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 of affective,



- 64 -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Pearlin, L. I.(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Richard L. Daft.(2014), "New Era of Management" :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Seashore, S. E.(1957),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Snell, S. A., & Youndt, M. A. (1995),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firm

performance: Testing a contingency model of executive control”,

Journal of Management

Steers, R. M. (197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2(1).

Turner A.N. & Lawrence, P.R., “Industrial Jobs and the Worker”, Boston :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5 ;

Wright, P. M., Gardner, T. M., & Moynihan, L. M. (2002) “High performance HR

pract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process

mechanisms”, Center Advanced Human Resource Studies



- 65 -

Abstract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and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Kim Seong T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affe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 especially the one’s working in the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also is looking to find out about the effect

of one’s work pattern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impacted by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hance productivity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of nuclear power plant employees, and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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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hat, an analyz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classifying it into the categories of evaluation, promotion and transfer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a survey targeting 221 employees

working in 4 nuclear power plants of K public enterprise was conducted,

and foundation stat analysis, credi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tools for

verification of the survey.

As a result of an analyzation, transfer and promotion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of employees of K public enterprise nuclear power

plant had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evaluation had positive effect only on job satisfaction.

When examining contents in detail, it has shown that as employee’s

positive cognition of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creased, the job

satisfaction increased as well.

In the case of job satisfaction,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has been shown in the order of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motion has shown higher than

number in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than that of

transfer.

Secon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n regulation effect on work pattern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work patterns have not shown to work as

regulation effect in the rel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understandings as listed below were i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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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the conclusion of which, i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ies, transfer, evaluation and promotion increas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of nuclear power plant, and promotion and transfer increas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ill be the first of the achievements in this

study.

Also, while not much of study has been done about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of nuclear power plant workers,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clear power plant workers in the objective study where work pattern,

which can be an affecting factor of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side regular studie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were selected as moderating variable.

key-words : human resources management activit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ork pattern

Student Number : 2014-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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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통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누락되는 항

목 없이 평소의 생각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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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임도빈

석사과정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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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

(문서화된 근거서류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평가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자 훈련을 충분히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되

어 있어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되

고 적용된다. (예: 계량화, 수치화,

객관적 행동지표화 등)

① ② ③ ④ ⑤

5 승진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승진절차(심사 및 시험)가 공정하게

정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승진 심사 및 시험의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개인의 속성이나 연고(학력, 직급,

연령, 출신)와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있도록 직무가 설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

개명확한 경력경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회사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경력경로를 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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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의 업무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및 성과향상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는 발전소 운전에 꼭 필요한

일이며 동료 직원들이 중요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긍지

나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내 직장생활의

나머지를 보낸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내 삶에서 많은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애착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응답자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30대 미만 ② 30대(30～39) ③ 40대(40～49) ④ 50대(50～58)

3)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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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근무지 ① 고리본부 ② 한빛본부 ③ 월성본부 ④ 한울본부

5) 근무형태 ① 일근근무(비교대근무) ② 교대근무

6) 직군 ① 사무 ② 원자력 ③ 발전 ④ 토건 ⑤ 통신

7) 직급 ① 1(을)직급 ② 2직급 ③ 3직급 ④ 4(갑)직급 ⑤ 4(을)직급

8) 근속년수 ① 5년미만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20년 ⑤ 21년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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