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공조직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 고객접점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안 재 형



공공조직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 고객접점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안 재 형

안 재 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홍 준 형 (인)

부위원장 권 혁 주 (인)

위 원 금 현 섭 (인)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고객접점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무만족

과 보직이동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다. 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로 정하고 독립변수로 ‘의사

소통 만족도’로 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통제변수로 하고, 외부 환경요인과 담당자 역량요

인을 조절변수로 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조직의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만족에는 정(+)의 영향을, 보직이동

의사에는 부(-)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속, 독

립 변수 사이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했던 외부환경 영향요인(프로

세스, 사옥환경, 비품 등 지원체계)과 담당자 개인 역량요인(본인 업무역

량, 타분야(송·배전) 업무지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부 환경요인은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개인 역량요인은 큰 영

향은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성별, 직급, 연령대, 영업분야 근무년수

등의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공공조직의 접점부서에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인식하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여부와 직무

만족과 보직이동 의사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감도 높게 나타나며, 보직

이동 의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던 외적 영향요인과 내부 요인

은 그 중 일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외적 영향요인

중에는 ‘사옥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내부 역량요인 중에서는 ‘타분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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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준’이 조절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전력과 같이 전국에 200여 지사를

보유한 ‘망(network) 기업’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 동료간의 소통도 중요하지

만 위계가 존재하는 ‘본사-사업소’간의 소통이 접점업무 담당자의 직무

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 상담 등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접점부서의

업무환경 개선 및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요어 : 공공기관, 고객접점업무,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소통

학 번 : 2016-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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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공공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접점업무 담당자

가 경험할 수 있는 ‘직무만족도’과 ‘보직이동 의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공부문 서비스분야의 종사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의 서

비스를 직접 설명하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공

공관리 이론(New Public Management)의 확산 등 공공부문에도 민간영

역에서 중요시하는 효율, 서비스의 개념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행정서

비스의 방향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도 고객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콜센터를 도입하고 직원 교육

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평가

를 위해 ‘공기업 고객만족도’와 같은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서

비스 및 친절도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대효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민업무를 담당하

는 고객접점업무담당자의 고객관련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우양호(2012)에 의하면 공공부문에는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고

객만족 행정의 바람이 불고 있고, 서비스의 결과와 내용을 떠나서 서비

스를 받고 있는 고객의 주관이 해당서비스 평가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특히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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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인지적 개념(Cognitive Concept)측면에 치우친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5점 또는 7점 척도로 평가된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순수한 인지

적 평가(real satisfaction)인지 그때의 기분에 치우친 상황에 따른 평가

인지(satisfaction judgement) 확실한 구분이 어렵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감정으로 인하여 고객평가(evaluation)와 판단(judgement)의 순수성이 훼

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우양호, 2012).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대면응대 및 전화를 포함한 비대면 응대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접점업무담당자의 직무만족도는 다른 업무담당자에 비해서 쉽게 하

락하고, 좀 더 민원업무와 관계없는 직무로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

길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에서는 개인별 성과에 대

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

는가가 그 사람의 성과평가, 승진, 개인의 경력성공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전혜원, 2015: 2). 따라서 접점업무 자체

가 단순히 고객만을 상대해야하고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의 직무만족도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

른 직무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한국전력은 전체 230여 지역본부, 지사 중에서 190여 지사에서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017, 한국전력 홈페이지). 지사내 ‘고객지

원팀, 요금관리팀, 수요관리팀’에서 해당 접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

객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업무다보니 다른 직무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창구업

무는 하위 직급의 창구근무 담당자 외에 대부분 입사 3년 미만의 신입사

원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찬 사원들은 자리를 이동

하여 총무, 기획 등 직접적으로 고객과 마주칠 일이 없는 직무를 담당한

다. 수납, 요금 업무를 담당하는 5직급 특정업무담당원이 자리 이동 없이

해당 직무를 연속하여 담당하거나 특정분야 업무의 노하우가 쌓인 고참

직원만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본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서, 대고객 접점업무의 총괄부처라 할 수 있는 영업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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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전기판매수익 등 실질적 영업이익 창출을 담

당하고 있는 중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차장급 직원의 대거 이동이 해

마다 발생하고, 그 빈자리를 매우기 위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은 그나마 서울 중심지에 있을 때의

위치적 장점마저 상실하여 우수 인력의 유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영업처는 기타 처실에 비해 그런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고객접점업무 담당자들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본사-사업소간의

의사소통’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향후 접점업무 담당자들을 포함

한 영업업무 환경개선에 활용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직무만족 매개효과와 관련한 이직의도 요인 연구, 직

무만족과 조직성과의 영향관계 등 직무만족으로 발생하는 파생효과 측면

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성원 직무만족도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직무만족도가 그와 같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본사 영업처에서 햇수로 4

년을 근무한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190여 지사의 고객접점업무담당

자와의 긴밀한 유대감 구축이 절대적인 영업처의 입장에서 담당자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협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리적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

성원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사례를 마련하고 향후 한

국전력 영업처의 적극적 업무협조를 포함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접점업

무담당자의 직무만족을 비롯한 근무환경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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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한국전력 190여 판매사업소에서 고객접점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수요관리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보

직이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의 의사소통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한국전력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

근무하는 접점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고, 영업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시

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본사조직은

기획본부 등 8본부 34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소 조직은 14개 지

역본부, 177지사, 44전력지사, 전력계통본부 산하 3건설처 6건설지사, 원

전수출본부 산하 UAE원자력본부, 해외산업본부산하 7해외지사, 경제경

영연구원등 10개의 특수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262개의 사업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영업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처는 영업본부 산하 조직

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사업부제를 실시중인 14개 각 지역본부는 별도

의 사업조직으로 나뉘어져 각각 예하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독립조직이

지만, 본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산, 인사, 감사 및 관

련한 사업소 평가 등이 본사조직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영업처는

이와 같은 예하본부 평가 요소 중에서 본부별 고객만족도 평가, 본부별

수금율, 업무제안서 채택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여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는 본사 처

(실)의 정책 등 업무 추진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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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전력공사 조직도

이중 고객접점업무담당자는 14개 지역본부 및 산하 177개 판매사업소

(지사)의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수요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

정한다. 이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의 유무가

그들의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

도 향후 접점업무 담당자의 업무환경 개선에 좋은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다. 아울러, 다양한 조절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접점업무 담당자가 속해 있는 지사 및 지역본부의 영업환

경 개선에 다른 시각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본 연구가 역할

을 하였으면 한다. 표면적인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뿐만 아니라 직

접적으로 본사(영업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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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1) 직무만족의 개념

1900년대 초 ‘능률적 관리’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론이 주를 이루던 행

정이론은 구성원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1930년대에 이르러서

야 조직구성원간의 인간적인 요소와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충분한 복지제도 및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종업원의

불만족과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벨

(Bell)의 전화기를 생산하는 서부 전기회사(Western Electric CO.)의 호

손공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시행하여 조직구성원의 내적 만족도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Happock(1935)에 의

하면 ‘직무만족이란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 라고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 상태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orter와

Lawler(1968)는 ‘직무만족이란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여 직무만족을 보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

해 평가할 때 느끼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Smith(1976)는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

는 모든 호악감의 총화, 또는 이러한 호악감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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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태도’라고 정의 하였다. Vroom(1995)은 개인이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감성적 방향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정도를 나

타내고 있다. McComick and Ilgen(1980)은 ‘한 개인의 기대수준과 그 수

준에 부합하는 개인의 인식간의 비교를 통해 인식되는 차이의 정도’라고

규정하여 기대와 결과에 대한 관계를 통해 직무만족을 이해하기도 하였

다. Agho et al.(1993)은 직무만족을 ‘종업원의 업무에 대해 좋아하는 정

도, 또는 직무와 작업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에 근거한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직무만족을 어느 한 방향에서 완벽하게 정의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그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한 다양한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

다.

<표 2-1> 직무만족 개념의 정의

연구자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

Happock(1935)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 라고 느끼는 심
리적, 물리적, 환경적 상태들의 결합

Porter &

Lawler(1968)
실제로 얻은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

Locke(1976)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해 평가할 때 느끼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

Smith(1976)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악감의 총화, 또는 이러한 호악감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

McComic

etc.(1980)
한 개인의 기대수준과 그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의
인식간의 비료를 통해 인식되는 차이의 정도

Agho et

al.(1993)

종업원의 업무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또는 직무와
작업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에 근거한
태도

Vroom(1995)
개인이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감성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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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직무만족의 결과가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후부터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개인의 욕구수준과 이의 충족정도에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된다는 Betz(1967)의 이론을 들 수 있다.

Locke(1976)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당사자가 갖고 있는 직무자체의

성격(event)과 직무자체의 인적요인(agent)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직무

(work), 보상(rewards), 직무맥락(context) 및 감독자, 동료와의 관계, 회

사정책, 관리기법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

겠다.

Hackman and Oldham(1980)은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정의하기 위해

직무의 핵심적인 영역을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임무 중요도, 자율성,

피드백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이러한 특성이 노동자의 심리적 상태와 매

게되어 작업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Gruneberg(1979)는 영향요인을 직무자체의 특성, 맥락요인, 노동자 개

인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자체의 특성

(work itself)란 특정 업무의 성취, 승진 등 조직에서 인정받는 정도, 전

문화, 직무자율성 등을 의미한다. 맥락요인(context)은 보상수준, 직업안

정성, 동료집단, 직장내 분위기 등 직무 수행 중 느끼게 되는 개인의 객

관적, 주관적인 인지 정도라 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 특성(individual

differences)이란 연령, 근속기간, 성별, 교육수준 및 개인의 성향 등도 포

함된다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의 방향에 대해서 전체를 만족했을 때와 일부를 만족했을 때

로 구분하는 Cranny et al.(1992)의 이론도 있다. 이는 직무자체에 대해

서 긍정적인 만족감을 가질 때 직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가진다는 것과 특정업무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때 해당업무 전체에 대

해서도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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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y(2005)는 직무만족 요인을 범주화하여 구분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재적 요인, 직무만족 자체요인, 개인적 특성 등으

로 범주화하였는데, 외재적 요인으로는 보수, 승진, 감독자의 배려 등이

해당되고 개인적 특성으로는 조직내 지위, 연령, 근속년수 등이 해당된

다. 임무특성, 중요도, 피드백, 대인관계 등이 직무만족 자체요인에 포함

된다.

이렇듯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범주

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해보면 직무자체, 외적

요인, 개인적 특성의 세가지 범주에서 영향요인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러

한 영향요인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직무만

족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기존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 간의 의미를 찾

는 범위를 탈피하여 현재 접점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만족 자체에 대한 영

향요인에 대해 연구해 보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한전 영업조직의 개선과

관련한 방향성 설정에 일조하는 것이 그 의의라 할 수 있다.

<표2-1>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연구 정리

연구자 직무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Betz(1967) 개인의 욕구수준과 이의 충독정도에 따라 결정

Locke(1976) 직무성격(event)과 직무자체의 인적요인(agent)로 구분

Grunberg(1979) 직무자체의 특성, 맥락요인, 노동자 개인특성

Cranny et al.(1992)
직무 전체를 만족했을 때와 일부를 만족했을 때로
직무만족의 범위로 규정

Rainey(2005)
직무만족 요인의 범주화 ; 외재적 요인, 직무만족 자체
요인, 개인특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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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직이동(Career Mobility)

1) 보직이동의 개념

직장에서의 ‘이동(mobility)'이란 물리적 자리이동과 지위의 이동을 들

수 있다. Horton & Hunt(1980)는 ’한 지위(one status)에서 다른 지위로

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직업간 이동

(occupational mobility),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지리적 이동

(geographical mobility) 등 다양한 관점의 이동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동은 공공조직 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회이동, 직업간 이동과는 다른 ‘승진, 전보’와 같은 수

직적 이동과 함께 ‘전직, 전보, 파견, 직무 변경’등의 수평적 이동을 함께

내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박준(1974, 재인용)은 ‘한국 행정조직내의 보직이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동일한 직급의 사람이 보임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요직과 한직이 존재

하고 이 사이에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서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하여 우리나라 행정조직 내의 조직내 이동과 관련한 특징을 정의

하기도 하였다. 조석준(1992)은 하위직급의 직원이 점차 한직에서 중요

한 자리로 수평이동을 한 후 마지막으로 요직을 거친 후 차상위 직급으

로 승진하는 일반적인 이동의 유형을 ‘Z자형 유형’의 이동이라고 정의하

였다.

보직이동과 관련하여 특히 공공조직내의 보직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

해를 보이는 의견들도 다수 존재한다. 관료사회의 잦은 보직이동은 공무

원들의 업무효율을 저해하며,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빈번

한 순환전보를 방지하고 보직관리제를 활용하는 것의 근거가 되고 있다

(김판석·권경득, 1999: 105, 재인용). 최병대(1998 :43, 재인용)도 공직사회

의 잦은 순환보직이 공무원들을 전문가(specialist)가 아닌 단순 일반 행

정가(generalist)로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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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직이동으로서의 직무순환(Job Rotation)

또다른 이동의 형태로서 ‘직무순환’을 들 수 있다. 직무순환은 작업자

로 하여금 여러 직무를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직무설계 방법이다(황규대 외 7인, 2001:453, 재인용). 직무순환은

보직이동에서의 ‘수평적 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반 기업체 및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관리의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순환은 과거 테일러(F.W. Taylor)의 과학적 관리기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테

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은 업무의 효율화, 성과의 증진을 위한 업무의

전문화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전문화를 위해서는 직무의 단순화, 세분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을 통해 근무 현장의 비용 절감 및 전문화를

통한 작업 능률 증대는 가져왔지만, 작업장의 단조로움, 생산표준이나 직

무명세서에 대한 경직된 집착, 피로와 긴장, 이직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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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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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등장한 것이 직무순환이다(김경호, 2012).

직무순환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설계(Job Design) 측면에서

직무확대(Job enlargement)와 직무확충(Job enrichment)과 구분된다. 직

무확대와 직무확충은 현재의 직무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시켜 근로자가

관련성있는 다른 과업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직무확충은 해당

직무의 계획과 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조

강윤, 2013, 재인용). 이에 반해 직무순환은 직무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직무와 다른 직무를

할당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다양하고 넓은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다(조강윤, 2013, 재인용). 한국전력도 신입사원에게 ‘순환보직’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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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입사초기 3개월씩 영업, 요금, 총무부서 등 소속지사내 주요부

서에서 순환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전반적

인 소속지사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본부, 지사 여건을 반영한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김

미형(2014)은 공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관리자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사업장간 이동보다는 부서내 또는 부서간 이동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순환보직 시행 시 적정 보직기간 확보가 중요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순환보직 시행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전혜원,

2015, 재인용).

Ericksson & Ortega(2006)에 의하면 직무순환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근로자 학습이론((employee learning theory), 고용

주가 직무순환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알게 된다는 고용

주 학습이론(employer learning theory), 마지막으로 직무순환이 반복작

업으로 인한 지루함을 완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는 근로자 동기부여이

론(employee motivation theory)의 직무순환 도입과 적용에 관한 3가지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김미영, 2014 ; 조강윤, 2013, 재인용).

3.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공공기관의 하위조직내 업무협조는 상·하급 부서간, 또는 동일 지위의

부서간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통’이란 조직 구성

원간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조직활동의 기본가정으

로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을 지칭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

유 또는 공통화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유시정 외, 2006, 재인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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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간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감

정표현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창길(2012)은 이와 같은 조직내 의사소통이 조

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원할이 이루어지면 조직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조직의 갈등 요소가 증대되어 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경식, 이양수(2008, 재인용)는 조직간 의사소통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경우, 조직의 성과도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강성연, 정재욱(2011,재인용)은

조직내 의사소통의 원활화가 기업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의 성

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손석희 외(2011, 재인

용)는 조직원간 갈등이 조직성과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의

사소통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문석(2013)

은 조직내 의사소통이 조직과 구성원간, 그리고 조직구성원 간의 가치체

계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사소통은 조직의 상황 및 활동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구

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소로 보기도

한다(이건혁, 2012, 재인용). 이와 같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 및 조직

구성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김종규·이정자

(2008 ; Katz & Kahn , 1978; Khan, 1990, 재인용)는 조직내에서 의사소

통이 활발할수록 조직 구성원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조직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고 하여 조직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의 영업분야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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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처와 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 영업부서

의 담당자간 업무협조에 관한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소통여부를 판단하

고자 한다. 특히 본사와 사업소와의 관계는 수직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

루고 있는 관계로 상위조직에서 하위조직으로 주로 전달되는 상의하달

(Top-Down)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본사-사업

소간 의사소통 여부가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

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향후 업무의 개선방안 수립의 근거역할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사와 사업소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한전의 업무담당자에게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한

향후 업무환경의 개선 및 소통체계 확대 등 업무여건 변화가 결과적으로

접점업무분야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에도 변화

를 가져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4. 고객접점업무

1) 고객접점업무의 개념

고객접점이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기업이나 서비스제공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

비스 품질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사건 또는 순간을 뜻하는 것으로

고객접점서비스라는 용어를 통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신동훈,

2006, 재인용).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의 중

요성 증가와 함께 대고객 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직간접

적으로 고객과 대면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점업무’

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접점서비스는 오늘날 고객중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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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이루어지는 기업 환경에서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 고객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세호, 2009, 재인

용).

Bitner(1992)는 고객접점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Shostack(1985)은 고객이 직접 서비스와 대면하는 동안의 시간이라고 고

객접점서비스를 정의하면서 인적 요소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기타 가시적

인 요소들의 접촉도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최현주, 2010, 재인용).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고객접점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의 기

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인적요소와 다양한 서비스 환경하에서의 상호작용

이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다(신동훈, 2008, 재인용).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호텔, 외식산업에서 고객 접점 근로자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Bitner,1992, 재인용). 하지만, 대중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에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의 기준이 상승하면

서 ‘접점업무’의 중요성은 특정 산업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전분야 걸쳐

인식되고 있다. 고객접점업무 담당자들은 회사내의 일반적 업무처리와

함께 대고객을 상대하여 고객의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

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근로자보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시달리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전력의 고객접점업무 현황

한국전력은 대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 각 지역본부에 고객 전담 ‘콜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콜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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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대기중에 고객의 전화를 상담하며, 고객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주된 민원은 전기요금이나 전기사용 신청 등 전기 사용과 관련한

것들이다.

<표2-3> 한국전력 콜센터 현황

상 담 사 관 리 자
계

주간 야간 소계 행정 품질
수퍼
바이저

팀장 센터장 소계

733 104 837 13 26 40 1 12 92 929

콜센터와 함께 접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각 본부, 지사에 위

치한 영업, 요금 부서라 할 수 있다. 고객은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전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해당 지사를 직접 방

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한전의 지역본부

1차 사업소에는 전력사업처 산하 부서로 고객지원부와 요금관리부를 두

어 이곳에서 고객응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지원부에서는 ‘전기

사용 신청’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요금관리부에서는 검

침, 요금조정과 같은 전기요금업무 및 미수요금 수금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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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접점부서 업무분장(요약)

고객지원부 요금관리부

1. 영업계획업무

가. 판매계획 수립

나. 자체 영업업무편람 운영

다. 영업통계 및 영업정보 수집 등

2. 수요관리 업무

가. 수요관리 수립 계획, 운영

나. 비상대응 및 전력수급 대책 등

3. 고객서비스 업무

가. 영업제도 및 지역홍보 업무

나. 고객센터 관리

4. 직할 영업업무 수행

가. 전기사용 접수 및 공급방안

나. 배전선로 이설 접수

다. 영업일반 접수 등

1. 요금업무

가. 검침,요금조정, 연체료 등

요금부과 업무

나. 위약조사, 사용량협정 등

기설고객 관리

다. 부가세 보고자료 총괄

라. 보완공급약관 적용고객의 요금

청구 등

2. 수금업무

가. 미수금관리, 대도손 관리

나. 차량충돌복구변상금, 보증금

관리 등 기타 수금업무

다. 청구서 등 송달관련 업무

라. 금융기관 착오수납분 원인규명

및 조치

지역본부 1차 사업소 외의 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 구조를 보이

고 있다. 다만 지역본부의 크기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 규모에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업무처리 형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와 같은 접점업무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고객 민원 처리를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전은

사업소 관리 차원에서 본부별 요금 수금율,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들은 고객을 직, 간접적으로 상대하

면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담당자들의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부서의 직무들은 기

피업무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런 결과로 접점업무의 담당자의 순환은

여타 다른 직무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포함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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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다시 말해 조직내 서열에서 뒤로 밀리는 사원이 그 자리를 차

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에 따른 성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당연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접점서비스 담당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발견하여 향후 지역본부 및 지사를 포함한 영업분야의 직원간 이동

및 조직 개선을 위한 영향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직무만족 및 보직이동의사와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접점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현재의 업무여건의 개선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업분야에 근무해본 또는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충

분히 공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신입사원들의 주로 해당 업무를 담당

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고객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 여건으로 인한 기

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영업분야 조직 개편 및 업무환경 개선

작업 수행에 밑바탕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에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그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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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학계에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되어 왔

다.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무경험을 평가한 후 가지

는 긍정적이며, 유쾌한 감정의 상태로서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

고 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조직내외에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결근, 이직률이 낮고 직무 성과(생산성 증가)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규

외2인, 2004). 이에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개인요인, 외부환경요인 등으

로 구분하여 연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성격요인이 개인

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Kim(1980)의 연구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이 내향성과 외향성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

는 개인 성격을 5개의 큰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개방성과 외

향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윤세환, 박진영,

2004, 재인용)가 있다.

외적 요소로 인한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검증한 사례는 주로 서비스 기

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성근, 서윤홍, 조선배(2012)는 호텔 고객접점 근

로자들의 직무갈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종업원에게 주어지는 과

중한 업무 등 갈등요인이 친절한 고객응대, 고객요구사항 해결 등과 같

이 서비스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가 기업 경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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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직이동에 관한 연구

보직이동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원의 이동(transfer)에 대해

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Price(1977,재인용)는 ‘사회시스템 안에서

구성원이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으로 규정하였고, 이성윤(2002,재인용)은

“개인이 조직을 떠나 조직외부로 이동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박준(1974)과 임도빈(2000)은 각각 국가

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보직이동 유형

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직급의 직원이 재직하는 자리

라 하더라도 요직과 한직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관계

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조석준, 1992: 390-393, 김중양, 1994; 115, 임

도빈, 1997:281, 재인용)를 검증하였으며, 한국 행정조직내의 공무원의 Z

형 보직이동 양상에 대하여 이론을 펴기도 하였다(임도빈, 2000). 또한

많은 연구에서 보직이동을 공공조직을 비롯한 집단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조영복, 박철민(2005)은 지방공

무원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탐색의 일환으로 보직이동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보직이동주기의 적정화, 보직이동범위의 합리화, 보직이동 동기

의 합리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보직이동의 중요한 존재 이유를 ‘개인

의 전문적 역량배양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

여 보직이동을 통한 구성원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최문용(2006)은 특히 여성공무원의 보직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직

배치의 공정성 또한 여성공무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보직배치의 불공정함을 강하

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보직배치 기준의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처럼 보직이동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개인역량 개발, 장래 성

장과의 연계성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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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조직내 구성원간 의사소통 여부가 가져

오는 조직내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혜용(2014)은

병원조직내 위계문화가 존재하는 의사간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에 대해

실증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하급자 관점에서 실증조사를 수행하여

일방적 의사소통이 하급 의사로 하여금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용재, 문성현(2013)은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이 느끼

는 조직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조직내 의사소

통이 잘 이루어져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황선

영·박경숙, 2006;장신재, 2004)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확대, 전문성 양성, 승진기회 확대 등을 주요 해결요인으로 도

출하였다.

권석균(2010)은 조직내 부서간 신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협력당사자들

간의 인지적 신뢰 및 정서적 신뢰가 높을수록 갈등조정과 공동문제해결

이 더욱 활성화 된다는 것과 함께 부서간, 조직간의 정서적 신뢰를 높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신뢰를 통한 구성원간 소통

이 조직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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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절 분석의 틀 및 가설의 설정

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접점업무 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

소통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접점업무 담당부서의 조직개편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논리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도와 보직

이동의사이고 독립변수는 본사-사업소간 소통에 대한 만족도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로 하였고 업무프로

세스 구축만족도, 사옥 환경 만족도, 비품지원체계를 외부 만족요인으로,

본인역량 수준 정도 및 송배전 등 관련업무 이해도 관련한 개인역량 만

족도를 내부 만족요인으로 하여 조절변수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점업무 유형에 따라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에 대해 느끼는 바와 이

에 따른 만족도와 향후 보직이동 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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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본사-사업소간

소통에 대한 인식

- 직무만족도

- 보직이동 의사

    [통제변수]        [조절변수]

-성별,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

-외부환경 만족도

-개인역량 만족도

2. 연구가설의 설정

1) 업무협조와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와의 관계

먼저 기본적으로 ‘조직내 의사소통’과 직무만족, 보직이동의사 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

무만족 영향요인에 대해서 직무순환, 감정노동 여부 등 물리적 자리이동,

종사자들의 보직이 갖는 영향요인 등 보직, 승진, 이동 등의 관점에서 직

무만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공공조직의 구성원간

의사소통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한

관점일 것이다. 특히 한전과 같이 본사(영업처)와 14개 지역본부 및 예

하 170여 지사와의 위계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 조직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 24 -

가설 1.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여부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1. 구성원의 업무협조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가설 2.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여부가

보직이동 의사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2-1. 구성원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직이동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접점업무담당자의 직무만족과 보직이동의사, 의사소통 만족도에 조절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외부 환경요인과, 구성원 개인 역량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2)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 분석

가설 3.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3-1. 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업무프로세스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3-2. 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사옥환경 만족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3-3. 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차량 등 비품지원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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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요인의 영향 분석

다음으로 내부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내부요인이란 접점업무 담당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업무역량에 관련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가설 4. 구성원이 느끼는 역량수준(업무역량, 송배전지식)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도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1.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개인업무 역량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4-2.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타분야 지식보유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 2 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화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15년도에 영업처에서 전사적으로 시행한 ‘직무

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1.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보직이동 의사

본 연구는 고객접점업무 담당자의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을 찾아 해당 업무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의

의가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로서의 ‘직무만족도’

와 ‘보직이동 의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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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은 급여, 안정성, 승진가능성,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근로환경 만족도, 복지후생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직무만족을 대표적으로 ‘개인의 직무와 직무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Locke, 1976)에서 보듯이 분

야별로 세분화하여 보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인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심고은,

2014).

접점업무 담당자의 직무만족도는 2015년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

용하고자 한다. 영업업무분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2,300여 접점업

무 담당자에 대해 직접 설문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였다. 이번 조

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질의 방식은 업무환경 등 개별부분에 대한 만족

도에 대한 조사 보다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overall satisfaction)에 대한

질문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다른 종속변수인 ‘보직이동 의도’도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접점업무 담당자가 갖고 있는 현재 직무에 대한 견해, 즉 다른 직무로의

이동에 대한 희망 여부를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도

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인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여부’도 전

체 접점업무 담당자에 대한 동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

였다. 조직내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홍기선(1985, 재인용)은 조직의 의사소통을 조직 내에서 메시지가 흐

르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힐 수

있다고 보았다. 박기동(1989)은 쌍방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의 형태이지만 전달자와 수신자간에 신

뢰성을 높힐 수 있다고 보았다.



- 27 -

3. 통제변수 : 성별,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

본 연구는 독립,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측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변수는 외재적 변수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

를 말한다(남궁 근, 1994).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요인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직무만족과 관련한 대부분의 유사한 선행연구에

서도 성별, 연령, 직장 근무년수, 최종 학력, 고용 형태(장한별, 2011 등

다수, 재인용)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특성상 직급, 영

업분야 근무년수, 담당 직무 등을 추가하였다. 직급이란 한국전력의 조직

체계에서 소속 직원들간의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영, 1(갑·을), 2

(부장), 3(차장), 4(직원), 5·6(기능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급이 높

아질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되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도 올라간다.

현재 설문조사에 응한 접점부서에는 부서장인 부장(2직급)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5, 6직급 직원까지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직

급별 직무에서도 영업분야의 보직이동 의사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해당 분야에 오래 근무할수록 암묵지(Know-how)의 습득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동일 보직에 오래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새로운 직무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 의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이 조직간 의사소통 외에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

였다.

4. 조절변수 : 외부환경 만족도, 내적역량 만족도

직무만족 및 보직이동 의사와 본사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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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하였다. 조절변수(Moderator)는 다른 두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나

타나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남궁 근, 1994).

먼저 조절효과 요인을 ‘외부환경 만족도, 본인 역량만족도’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외부환경 만족도로는 ‘적합한 업무프로세스 구축여

부’, ‘사옥 등 환경만족도’ 및 ‘비품 등 사무기기 지원 만족도’를 포함하였

다. 다음으로 본인 역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업무역량 수준’과 ‘이종(異

種)분야(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대한 지식 보유 여부’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절변수들의 정(+)의 효과 및 부(-)의 효과 모두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조절변수로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외부 만족도 및 역량요인은 모두 직무만족의 측정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직무만족의 구성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일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김준곤, 1988)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주제인 ‘의사소통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또는 ‘의

사소통과 보직이동 의사’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무

만족에 대한 측정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그

것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개 지사를 비롯한 170여 지사 담당자들이 근무현장에서 느끼는 다

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해당 요인들을 몇 가지 요인들로 정리하였

다. 먼저 담당자들이 느끼고 있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감정일 것

이다. 업무를 위한 전산 시스템등이 본인들 업무를 제대로 뒷받침 하고

있는지, 책상, 업무용 차량 등 비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사 건

물 자체가 오래되어 근무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의 요소들을 ‘외



- 29 -

부 환경요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접점업무담당자 본인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일 것이다. 본인이 맡은바 업무에 대해 잘하고 있

는지, 또는 영업분야 외에도 사업소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분야인 송·배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 직무만족 및 보직이동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해당요

인을 조절변수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외부환경요인과 내부요인으로 조절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는 한국전력의 고객접점업무 담당자의 직무만족 및 보직이동

의사와 관련한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 및 내·외적 요소간

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본부, 지사와

총괄부서인 영업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의 의의를

찾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영업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전력시장 개방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변수간 명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 다양한 내·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영역에 따라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로 그러한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직무만족 결과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

하려고 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조직성과 결과를 통해서 직무만

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결

과’로 인한 외부적 성과 즉 ‘조직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

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직이동 의사’를 종속

변수로 추가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본사와의 ‘의사소통’과 두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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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회사 내에서 개인이 느

낄 수 있는 다양한 내, 외적 만족 여부를 측정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의 접점업무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근무 환경 등 내외

부 요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업무 개선에 참

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4 절 자료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전력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고객접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직무만족과 보직이동의사와 조직내의 의사소통과의 영향관

계를 밝히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영업처 주관으로

전사 영업분야 근무직원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약 2,500여명의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초 전국 사업소 고객접점업무 담당(고객지원부, 요금관리부, 수요관리

부) 3,925명에게 e-mail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미회수분 및 불성

실 응답분을 제외한 2,532명 분을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응답률 64.5%).

<표3-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시행 배경 중장기 영업분야 역량강화 및 직무·환경 개선점 도출

조사 기간 ’15. 6.24(수) ∼ 7.10(금) / 3주간

참여 대상 총 3,925명(고객지원부, 요금관리부, 수요관리부 직원)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27개 문항

조사 내용 직무수행, 근무환경 2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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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의 구성

설문 원본의 질문은 기본정보 설문 및 하위 문항을 포함하여 36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기본정보 문항 9개 및 설문조사 문항

2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본정보 문항 등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필

요한 문항을 제외하고 설문조사 문항 중, 본 연구와 상관이 없는 문항

13문항을 제외한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3> 변수별 설문 항목

유 형 변수명 문항수 설문항목

종속변수
직무만족 2 1, 1-2

보직이동 이사 2 2, 3

독립변수 본사와의 의사소통 2 17, 17-1

조절변수

외부

환경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축여부 2 13, 13-1

창구환경, 사무실 등 사옥만족도 2 15, 15-1

비품, 차량등에 대한 지원 만족도 2 16, 16-1

내부

역량

본인의 업무역량 수준 1 4

타분야 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 1 5

기 타 인구통계학적 변수 9
기본항목

(1-10)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20을 사용

하였다.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시행하였고, 그 외의 변수들간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여기에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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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Cronbach 알파 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표3-4> 자료분석 방법 및 통계기법

구 분 내 용 통계기법

기본 분석

인구통계학적 분석 빈도분석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기술통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Cronbach 알파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Factor Analysis(요인분석)

가설 검증
변수간의 영향요인 분석 상관분석

조절효과 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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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및 결과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

를 보면 남성이 1429명, 56.4% 여성이 1103명 43.6% 로 나타났고, 연령

분포는 40대가 997명, 39.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50대 이

상으로 883명, 34.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30대가 413명,

16.3%로 나타났고, 20대가 239명, 9.4%로 나타났다. 직급 순으로 보면

사무직 중에서 일반사원 및 과장급인 4직급 직원이 1192명, 47.1%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창구 수납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5,6 직급 직

원이 750명, 29.6%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직상위 직급인 3직급 차장 직

원이 458명, 18.1%로 나왔고, 부서의 팀장급인 2직급이 132명 5.2%로 나

타났다. 이는 한국전력 사업소 내부의 조직구조상 부장(2직급) - 파트장

(3직급) - 파트원(4∼6직급)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소속분포를 보면 지사 중 가장 큰 규모인 1급 지사가 891명,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역본부로 569명 22.5%로 나타났다.

그 다음 규모인 2급 지사 인원은 519명으로 20.5%로, 3급 지사는 358명,

14.1%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규모인 4급 지사 소속의 응답자 수는 195

명, 7.7%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인원 수에서 기본

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팀 별 인원 현

황에서도 고객지원팀과 요금관리팀, 즉 고객 대면업무가 많은 창구부서

에 각각 1,376명, 1,054명으로 많았고, 수요관리팀은 102명으로 가장 작은

분포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담당업무 분포에서도 수금, 신규, 영업일반

등 접점에서 고객과 마주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각각 525명,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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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02명이었고, 요금관리 분야가 그 뒤로 622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영업업무 근무년수를 확인해보았다. 먼저 5년 미만의 직원이

792명,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이상 10년 미만 직원이

485명 19.2%, 10년이상 15년 미만 직원이 422명, 16.7%로 나타났다. 네

번 째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이 377명, 14.9%로 나타났고, 가장 오

랜 경력인 20년 이상 직원이 456명,18.1%로 나타났다.

<표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 별
남 1429 56.4
여 1103 43.6

연령대

20대 239 9.4
30대 413 16.3
40대 997 39.4

50대 이상 883 34.9

직 급

2직급 132 5.2
3직급 458 18.1
4직급 1192 47.1
5,6직급 750 29.6

1차 소 속

지역본부 569 22.5
1급 지사 891 35.2
2급 지사 519 20.5
3급 지사 358 14.1
4급 지사 195 7.7

2차 소속
고객지원팀 1,376 54.3
수요관리팀 102 4.0
요금관리팀 1,054 41.6

담당 직무

수 금 525 20.8
수요관리 243 9.6
신규접수 478 18.9
영업일반 402 15.9
요 금 622 24.6
기 타 261 10.3

영업분야

근무년수

5년 이하 792 31.3
10년 이하 485 19.2
15년 이하 422 16.7
20년 이하 377 14.9
20년 이상 45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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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표4-2> 직무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만족도 　

변
수　 구분　 (단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chi-sq

성
별

남자
명 59 213 317 515 325 1,429

57.6579***

( .000)

% 4.13 14.91 22.18 36.04 22.74 100

여자
명 61 253 263 383 143 1,103

% 5.53 22.94 23.84 34.72 12.96 100

연
령
대

20대
명 12 44 64 88 31 239

75.865***

( .000)

% 5.02 18.41 26.78 36.82 12.97 100

30대
명 28 81 123 124 57 413

% 6.78 19.61 29.78 30.02 13.8 100

40대
명 48 221 223 341 164 997

% 4.81 22.17 22.37 34.2 16.45 100

50대
명 32 120 170 345 216 883

% 3.62 13.59 19.25 39.07 24.46 100

39.2641***

( .000)직
급

2직급
명 8 74 105 186 85 458

% 1.75 16.16 22.93 40.61 18.56 100

3직급
명 70 242 304 374 202 1,192

% 5.87 20.3 25.5 31.38 16.95 100

4직급
명 42 150 171 338 181 882

% 4.76 17.01 19.39 38.32 20.52 100

영
업
분
야
근
무
년
수

5년
이하

명 50 144 197 271 130 792

35.2391***

( .000)

% 6.31 18.18 24.87 34.22 16.41 100

10년
이하

명 18 104 107 180 76 485

% 3.71 21.44 22.06 37.11 15.67 100

15년
이하

명 21 79 108 143 71 422

% 4.98 18.72 25.59 33.89 16.82 100

20년
이하

명 16 73 73 133 82 377

% 4.24 19.36 19.36 35.28 21.75 100

21년
이상

명 15 66 95 171 109 456

% 3.29 14.47 20.83 37.5 23.9 10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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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연구에 앞서 분류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1차

소속, 소속부서, 영업분야 근무년수 등에 따라서 ‘의사소통’ 및 ‘직무만

족’, ‘보직이동 의사’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 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

(ANOVA)을 시행하였다.

먼저 직무만족과 관련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와 같은 모든 변수와 직무만족도간에는 유의확률이

0.000(p<0.05)로 각 변수별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직무만족에 대해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를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고객접점업무에서 근무하는 여성에 대

한 배려와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에서도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무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젊은 사

원이 해당 접점부서에 근무하면서 자기개발 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등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급과 직

무만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카이제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0(p<0.05)으로 직급과 직무만족 간에도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업분야 근무년수에 따른 검정에서도 유의확률은 0.00, 카

이제곱 값은 35.2391로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무년수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에 대해서 ‘그렇다’로 대답하는 비

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5

년 이하의 경력이 낮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주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질수록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 여파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바, 젊

은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가설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통제변수로 선정한

‘성별, 직급, 연령대, 영업분야 근무년수’ 변수가 적정한 선택이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37 -

2) 보직이동의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4-3> 보직이동의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 p<0.01, ** p<0.05, * p<0.1

　 보직이동의사 　
변
수　 구분　 (단위) 이동의사

없음
이동의사
있음 총 chi-sq

성
별

남자
명 756 673 1,429

9.1541***

( .000)
% 52.9 47.1 100

여자
명 650 453 1,103

% 58.93 41.07 100

연
령
대

20대
명 124 115 239

9.7654**

( .000)

% 51.88 48.12 100

30대
명 219 194 413

% 53.03 46.97 100

40대
명 536 461 997

% 53.76 46.24 100

50대
명 527 356 883

% 59.68 40.32 100

직
급

2직급
명 216 242 458

15.8628***

( .000)

% 47.16 52.84 100

3직급
명 685 507 1,192

% 57.47 42.53 100

4직급
명 505 377 882

% 57.26 42.74 100

영
업
분
야

근
무
년
수

5년
이하

명 403 389 792

26.9919***

( .000)

% 50.88 49.12 100

10년
이하

명 258 227 485

% 53.2 46.8 100

15년
이하

명 227 195 422

% 53.79 46.21 100

20년
이하

명 221 156 377

% 58.62 41.38 100

21년
이상

명 297 159 456

% 65.13 34.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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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종속변수인 보직이동 의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와 보직이동 의사와의 카이제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0(p<0.05)로 모두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확인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보직이동 의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의 직무만족에서 여성이 더 불만족이 많은것

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설문에서 ‘보직이동’에 대해서 동일 사업소내의

이동보다는 ‘다른 근무장소로’의 이동 즉, 관외이동을 염두하고 응한 결

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직이동 의사가 없을 확률

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기혼인 경우

특히 가족을 떠나 타 지역에서 독신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

감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여 지사가 존재하는 만큼 이동

의 확률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

만, 그래도 그 횟수나 기간을 최소화 하고 싶은 사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접점부서의 가장 상위 직급인 2직급의 보직이동의사가 높게 나타

나는데, 통상 부장으로 호칭되는 2직급 근무자의 승진 및 근거지(고향)으

로 이동하고 싶은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영업분야 근

무년수가 높아질수록 보직이동 의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 노하우의 습득에 따른 결과 또는 새로운 업무 습득에 대한 두

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객 대면업무의 특성상 현장의 노하우 습득

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고객과의 대면현장, 특히 밀린 전

기요금 수금과 관련하여 고객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만큼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여 원활하게 결론짓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접점 업무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의 고도화를 통해

서 직접 대면하는 사례 등 담당자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업무에서 좀더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도입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감을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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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요

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먼저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

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과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

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

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

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

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

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본 연구를 위해 활

용된 설문조사의 설문 중에서 조절효과(외부환경 만족도, 개인역량)를 나

타낼 수 있는 변수와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변수들간의 상간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

타내는 Kaiser-Meyer-Olkin(KMO)를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0.632로

적당한 수치로 나타났고,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정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4-5> KMO-Bartlett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63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263.334

자유도 10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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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회전된 성분행렬을 보면 초기고유치(eigenvalue) 값이 1 이

상인 요인이 두 개로 1번 요인이 41.2%를, 2번 요인이 60.97%를 설명하

고 있다. 회전제곱합 적재값도 1, 2번 요인이 각각 1.865, 1.533으로 1 이

상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가지 요인의 선정이 적정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값을 확인하였다. 요인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간관계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4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본다. 이를 통해

서 외부환경만족도와 업무역량의 두 가지 영역으로 조절변수들이 묶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변수의 질문연결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4-6>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외부환경만족1) 업무역량
Cronbach’s 

factor 1 factor 2

업무프로세스

만족도
3.473 0.870 0.6994 0.224

0.697
사옥환경

만족도
3.147 1.076 0.8163 0.0279

비품지원

만족도
3.174 1.091 0.8344 0.0021

본인업무

역량 수준
3.637 0.735 0.0823 0.8594

0.667
송배전
지식수준

2.972 0.898 0.0818 0.8626

1) <표4-6>의 오른쪽에 나타난 각 하위 차원별 값들은 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값
을 의미한다. 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varimax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적재값을 가중치로 factor score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유값과 관련하여, 외부환경만족도의 고유값=1.865, 업무역량의 고유값=1.5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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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다음으로는 위의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하위 요인들이 포함하고 있

는 변수들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질

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로부터 일관된 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측정에서의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을 반복할 때 동일한 측정결

과를 가져온다면 측정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남궁 근, 2012). 따라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

는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복

수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s), 반분법(split-half method), 내적일

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등이 있다. 이번 연구는 설문의

논리적 일관성 여부에 따라서 질문항목을 배제시키는 ‘내적일관성 분석’

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알파 값은 척도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알파 값이 낮다는 것은 각

항목의 표본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반여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며, 반대로 알파 값이 높다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구

성된 척도가 모집단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알파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활용된 설문조사 중, 복수의 질문으로 구성된 종속

변수 및 조절변수의 내적일관성 확인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값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0.6이상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를 위

해서 추출한 설문의 항목들이 그만큼 일관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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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신뢰도 분석결과

변 수 문항수 Cronbach’s 

독립변수 본사-사업소간 소통여부 2 .765
종속변수 현재 업무의 직무만족도 2 .761

조절변수

외부요인
-비품등 지원체계
-사옥등 환경만족
-업무시스템 준비정도

3 .697

역량요인
- 본인의 역량수준
- 송배전 지식수준

2 .667

제 2 절 가설의 검증

1.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먼저 주요 변수들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가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요인

즉 조절변수의 하위항목간 상관성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거치고자 해당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관계는 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earson의

적율상관계수를 구하게 된다. 상관계수는 r로 표시되며, 그 값의 범위는

-1 < r < +1이다.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관계의 강도가 크다. 대체로

.70∼ 이상일 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오택섭, 전게서,

재인용).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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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만족도 보직이동
의사

본사와의
의사소통 외부환경 내부역량

직무만족도 1 　 　 　 　

보직이동
의사 -0.1267*** 1 　 　 　

본사와의
의사소통 0.433*** -0.0868*** 1 　 　

외부환경 0.4782*** -0.0937*** 0.5844*** 1 　

내부역량 0.1532*** 0.0024 0.1022*** 0 1
*** p<0.01, ** p<0.05, * p<0.1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간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

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사와의 의사소통과

외부환경 만족도와 직무만족 사이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사와의 의사소통과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보직이

동 의사간에는 부의 상간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설설

정과 같이 소통이 잘되고,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직이동

의사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설 설정

의 적절성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2. 회귀 분석

1) 가설 1의 검증 : 조직내 의사소통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

가설 1.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여부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1. 구성원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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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직무만족도관련 회귀분석

*** p<0.01, ** p<0.05, * p<0.1

상간관계 분석에 이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파악을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각 통제요인들과의 관계도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Dummy 변

수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
종속변수 : 직무만족도

계수 표준오차 t p-value VIF

본사-사업소
의사소통 0.483*** 0.0212 22.84 0 1.03

성별
(기준 :
남성)

여성 -0.254*** 0.0514 -4.939 8.38e-07 1.63

연령대
(기준 :
20대)

30대 -0.168* 0.0881 -1.912 0.0560 2.66

40대 -0.256*** 0.0896 -2.862 0.00425 4.81

50대 -0.130 0.0989 -1.318 0.188 5.57

직급
(기준 :
2직급)

3직급 -0.0972* 0.0582 -1.670 0.0950 2.12

4직급 0.138** 0.0651 2.116 0.0344 2.41

영업분야
근무년수
(기준 :
5년 이하)

10년
이하 0.0375 0.0630 0.595 0.552 1.54

15년
이하 0.0381 0.0673 0.566 0.571 1.58

20년
이하 0.155** 0.0703 2.205 0.0276 1.57

21년
이상 0.140* 0.0717 1.955 0.0506 1.9

상수 2.120*** 0.116 18.25 0 　

Observations 2,532

R-squared 0.209

F-test 60.57***

Adj R-square 0.206



- 45 -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

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도와 본사

-사업소간 의사소통 변수간 상관계수는 t값이 22.84로 ±1.96이상이고

r=0.483(p=0.000)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

었다. 이는 현재 영업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 본사(영업처)

의 일방적 업무추진 보다는 현업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업무 추진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본사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으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활

발히 일어나지 못하는 업무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성별, 연령대, 직급은 t값이 각각 (-)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20대에 비해 40대가 두드러지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5년 이하 근무자에 비해서 15∼20년 근무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F값이 p = .000에서 60.57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R2 은

0.206으로 20.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2) 가설 2의 검증 : 조직내 의사소통과 보직이동의사간 상관관계

가설 2.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도가

보직이동 의사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2-1. 구성원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직이동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만족도와 보직이동 의사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보직이동 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보다는 다른 업무를 통해서 또는 다른 환경, 직장관계를 통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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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높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업무에 만

족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동의사는 감소할 것이다.

<표4-10> 의사소통만족도와 보직이동의사와의 상관관계 분석

*** p<0.01, ** p<0.05, * p<0.1

변수
종속변수 : 보직이동의사

계수 표준오차 p-value 승산비 VIF

본사-사업소
의사소통 -0.208*** 0.0434 1.57e-06 0.812 1.03

성별
(기준 :
남성)

여성 -0.467*** 0.105 9.18e-06 0.627 1.63

연령대
(기준 :
20대)

30대 -0.189 0.178 0.288 0.828 2.66

40대 -0.182 0.181 0.314 0.833 4.81

50대 -0.427** 0.201 0.0333 0.652 5.57

직급
(기준 :
2직급)

3직급 -0.497*** 0.119 2.83e-05 0.609 2.12

4직급 -0.197 0.132 0.134 0.821 2.41

영업분야
근무년수
(기준 :
5년 이하)

10년
이하 -0.122 0.127 0.338 0.885 1.54

15년
이하 -0.165 0.136 0.225 0.848 1.58

20년
이하 -0.337** 0.143 0.0183 0.714 1.57

21년
이상 -0.589*** 0.148 6.89e-05 0.555 1.9

상수 1.400*** 0.238 4.25e-09 4.056 　

Observations 2,532

Log-Likelihood -1695

LR Chi-sq 89.9***

Pseudo R-square 0.0258



- 47 -

본사 사업소간 의사소통과 보직이동의사 간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

는지 확인하였다.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직이동 의사와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변수간 상관계수는 –0.208로 20%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사 사업소간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보직이동 의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각 통제변수들의 보직이동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20대 보다는 50대일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직이동 의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근무중인 접점부서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동에 대한 부담

은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직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년

이하 근무자 대비 15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들의 보직이동 의사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이 높아질수록 가정의 구성 및 고향으로의 정착 등 의사소통 요인 외에

다른 요소가 직원들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의 검증

다음으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의 관계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Baron& Kenny, 1986). 즉,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

서 조절하는 변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점업무담당자가 업무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 근무여건 및 개인역량이 연구주제인 직무

만족, 보직이동 의사와 본사-사업소간 업무협조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요인들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절효

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설문을 통해 수집

된 요인들 중 조절변수로 포함 될 수 있는 내용을 ‘외부환경요인’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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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부환경요인은 접점업무담당자가 경험할 수 있

는 근무 환경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업무프로세스 구축여부, 사옥 등

환경구축 여부, 차량, 사무용품 등의 비품지원만족도 세 가지가 해당된

다. 다음으로 개인역량요인은 접점업무 담당자가 느끼는 본인의 업무수

준 및 기타 송배전 분야 지식보유 수준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통제변수

로는 성멸, 연령대, 직급, 영업분야 근무년수를 포함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곱셈으로 결함한 항목으

로 추가했을 때 설명력 R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가의

여부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신덕천, 2013).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Z)가 조절효과를 갖

는가에 대한 검증은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수행

한다. 이때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제 3단계에 투입해야할 상호작용

항(독립변수×조절변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4-1>조절효과 분석절차2)

2)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August), 291-300, 재인용)

제 1단계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회귀분석
Y = a + b1X + ℇ

제 2단계 :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Y = a + b1X + b2Z + ℇ

제 3단계 :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Y = a + b1X + b2Z + b3XZ +ℇ

Y = 직무만족, 보직이동의사, X =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도
Z = 외부환경 만족도, 내부역량 만족도
XZ =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도와 외부환경만족도, 내부역량 만족도 상호작용항
a = 회귀상수, b1, b2, b3 = 회귀계수, ℇ= 잔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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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식에서 마지막 3단계에 외부 영향요인, 내부 요인 변수와

본사 사업소간 업무협조 여부 변수간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

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유무를 검증하였다.

1) 가설 3의 검증 : ‘외부요인’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

가설 3.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 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에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3-1.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 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외부요인(업무프로세스 구축 여부, 사옥등 환경

만족도, 비품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은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만족도’와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

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요인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만들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OLS 회귀분석을, 보직이동 의사와 관련하여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외부환경 만족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외부환경 만족도는 보직이동 의

사 보다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접점부서의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내외부적 요인이 근

무자의 심리적 만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 함께 접점근무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적절한 대내외

물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의 근무 환경

등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내부 고객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근로의욕 및 애사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근속 직원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보직이동 의사는 더욱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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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1> 외부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수 1 종속변수 2 　
직무만족도(OLS) 보직이동의사(Logit) VIF

본사-사업소 의사소통
0.265*** -0.118** 1.54

(0.0246) (0.0527)

외부환경 만족도
0.256*** -0.155 8.98

(0.0571) (0.123)

상호작용항 0.0369** 0.000191 8.34
(0.0166) (0.0360)

성별
(기준 : 남성) 여성 -0.196*** -0.492*** 1.64

(0.0492) (0.106)

연령대
(기준 : 20대)

30대 -0.0791 -0.227 2.67
(0.0842) (0.178)

40대 -0.149* -0.227 4.84
(0.0857) (0.182)

50대 -0.0738 -0.453** 5.58
(0.0944) (0.201)

직급
(기준 : 2직급)

3직급 -0.0914 -0.502*** 2.12
(0.0556) (0.119)

4직급 0.0988 -0.184 2.42
(0.0622) (0.132)

영업분야
근무년수
(기준 : 5년
이하)

10년
이하

0.0248 -0.115 1.55
(0.0602) (0.128)

15년
이하

0.0487 -0.170 1.58
(0.0642) (0.136)

20년
이하

0.158** -0.339** 1.57
(0.0671) (0.143)

21년
이상

0.148** -0.594*** 1.9
(0.0684) (0.148)

상수
2.707*** 1.152***

　

(0.118) (0.253)
Observations 2,532
R-squared 0.281

　F-test 75.55
Adj R-square 0.277
Log-likelihood

　
-1690

Pseudo R-square 0.0285

※ 계수 하단에 표준오차가 있음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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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4의 검증 : ‘내적요인’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

가설 4. 구성원이 느끼는 내부업무 역량수준(업무역량, 송배전지식)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도의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1.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개인업무 역량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4-2.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여부 및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는 ‘타분야 지식보유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를 위해 내부역량의 상호작

용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본사-사업소의 의사

소통 만족도 변수를 투입하고, 내부역량 만족도를 투입한 후, 의사소통

만족도와 내부역량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통계적 유

의미성을 분석하였다. 표 <4-16>을 통해 분석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 투입을 통해 두 변수간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의외의 결과

를 확인하게 되었다. 즉 내부업무 역량수준이 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

의 관계에 설명력을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

사소통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내부역량 변수 투입 후, 설명력이 현저

히 감소하였는데 접점부서 담당자가 직무만족에 대해 판단할 때는 개인

의 역량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본인이 느끼고 체험가능한 물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기회 제

공도 중요한 반면,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사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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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내적역량요인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수 1 종속변수 2 　
직무만족도(OLS) 보직이동의사(Logit) VIF3)

본사-사업소
의사소통

0.465*** -0.203***
1.06

0.0213 0.0439

내부역량
-0.127** 0.327**

10.3
0.0637 0.132

상호작용항
0.0702*** -0.0781**

10.2
0.0185 0.0386

성별
(기준 :
남성)

여성
-0.234*** -0.453***

1.64
0.0512 0.106

연령대
(기준 : 20대)

30대
-0.194** -0.234

2.69
0.0880 0.179

40대
-0.291*** -0.239

4.89
0.0897 0.182

50대
-0.183* -0.495**

5.7
0.0993 0.203

직급
(기준 : 2직급)

3직
급

-0.0933 -0.506***
2.12

0.0578 0.119
4직
급

0.147** -0.203
2.42

0.0647 0.132

영업분야
근무년수
(기준 : 5년
이하)

10년
이하

0.0141 -0.137
1.55

0.0628 0.128
15년
이하

0.00559 -0.198
1.6

0.0673 0.137
20년
이하

0.115 -0.375***
1.6

0.0704 0.145
21년
이상

0.0818 -0.626***
1.95

0.0721 0.150

상수
2.220*** 1.467***

　

0.117 0.242
Observations 2,532
R-squared 0.220

　F-test 54.76
Adj R-square 0.216
Log-likelihood 　

-1691
Pseudo R-square 0.0279

※ 계수 하단에 표준오차가 있음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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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력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고객접점부서 근무

자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만족과 직무만족도 및 보직이동의사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예하 사업소의

접점부서 근무자들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연구하여 업무혁신의 중심처(실)인 영업처가 앞으

로 추진해야할 업무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연구의 결론으로 찾는 것

이 아니라 연구의 도입단계부터 접점업무담당자들이 느끼고 있는 ‘본사-

사업소간 의사소통 만족여부’를 선정하여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보직이동 의사를 검증하는 한편 다양한

외부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외부환경 및 본인의 역량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가 두 변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기존에 직무만족과 보직이동 의사에 대

해 연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직무만족이 작

업현장에 가져다주는 생산성 향상 등 그 결과적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직무만족의 원인을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를 확인할 수

3) VIF(분산팽창인자)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변수 와 나머지 독립변수들 간의 선

형관계가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VIF>10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본 표에서는 내부역량 및 상호작용항이 10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은 계수 추정에 있어서 불편성
(unbiasedness)의 충족여부이기보다는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이며, VIF 값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보고하도록 한다.



- 54 -

있었다. 이를 통해 직무만족은 직무 자체(직무가 주는 성취를 포함한),

주변인과의 관계, 근무자 개인특성과 같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그 원인

요소를 구분 짓는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직무가 속한 상

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부서간 또는 본부간 즉 위계서열이 있는 조직간

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히 한국전력과 같이 본사와 200여개에 달하는 예하 사업소

의 위계가 존재하는 망(net-work)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더욱이 그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접점업무담당

자들의 실제 설문사례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그 중요성을 다

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사례 확인을 위하여 2015년 영업처에서 접점업무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총 3,925명에게 사내

전산망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불성실 표본을 제외한 2,532명분을

조사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은 성별, 소속부서, 담당 직무 등에서 현재

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분포를 보였다. 사업소 실무를

담당하는 4직급 직원이 응답자증 47.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고,

실제로 고객접점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지원팀과 요금관

리팀 직원의 분포가 96%에 달할 만큼 접점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증적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위

한 변수들간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시행하였고, 조절변수들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접점업무담당자가 느끼는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여부에 따른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 55 -

를 재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만족을 느낄수록 직

무만족에 정(+)의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사-사업소간 의사소통여부에 따른 보직이동 의사와의 상

관관계 확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도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직이동 의사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소(지사) 근무자들이 비록

본사 주관부서와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먼 곳일지라도 본인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해 공감한다면 본연의 업무에 만족

을 느끼고 굳이 이동할 의사까지 나타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종속, 독립변수간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조절변수로는 외적 요인으로서의 ‘업무프로세스

만족, 사옥 등 환경 만족, 비품 등 지원체계 만족’을 포함하였고 내부 요

인으로서는 ‘본인 업무역량 만족도’와 ‘영업 외 분야인 송·배전 분야에

대한 업무지식 수준 여부’를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외

부환경요인은 구성원의 직무만족, 보직이동 의사와 의사소통 만족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내적 역량은 두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못했다. 이를 통해

서 접점근무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역량요인의 조절효과의 유의미성과

관련해서는 조절효과 보다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절변수로 선택한 요인들이 조절효과를 가

져온다기 보다는 조절변수간 상관관계가 너무 강한변수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현재 여타 어느 기업과 비교

해도 손색이 없는 한전의 업무시스템과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지금 확인

코자한 조절변수 외에 다른 요인을 찾아서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시각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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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분 종사자 중 특히 고객접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

지사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는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의

성격요인을 제시하거나, 동료들과의 관계, 직무의 장래성 등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많았다. 또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의사소통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

번 연구와 같이 ‘본사’와 ‘사업소’라는 일종의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간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을 연계하여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하는 실증연구는 없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이 200여개에 달하는 지

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휘부서인 주요 처(실)과 예하 지사간

의 의사소통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만족에 어떠한 영

향을 주고 있는 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CEO의 취임 등 상명하달(Top-Down)식의 업무 추

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럴 때 일선현장까지 본사의 정책을 전파하고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통해 직무만족과 의사소통 사이에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접점

근무환경에서 공공기관의 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 달성에 일조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직무만족 강화를 위해서도 외부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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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지원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

다. 원활한 고객 응대를 위해서도 타분야 지식 보유는 필수적인 부분이

다. 특히 전력공급의 업무 특성상 영업 및 송배전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

식은 어떤 업무 환경에 놓이더라도 고객의 요구에 응대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해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역량을 발휘하고 공공행

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또다른 공익성 제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에 뻗혀 있는 지사 구성원의 역

량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다가올 전력시장 개방환경에서

한국전력이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미래 전

력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설문의 한계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15년 6월, 3주간 영업

분야 역량강화 및 직무환경 개선 도출을 위하여 한국전력의 고객접점부

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설문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록 2,500여에 달하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기존의 직무만족을 검증한 논문이나 이론에 활용된

설문과 질문의 형식, 숫자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영향으로 해당 논문의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일반

화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적용하여 소통과 직

무만족, 보직이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을 수집하고,

질문을 다양화하여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지사를 가진

한국전력 외에도 다양한 여건의 공공기관 유형을 반영하여 소통의 중요

성을 확인하면 그 일반화의 영향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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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연구를 위한 설문의 내용에 있다. 설문의 내용이 모두 구성원 개인

의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응답자의 개인적, 심리적 ‘견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항목은 보다 객관적 증거를 필요

로 하는 질문으로 보완되어야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알맞은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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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설문지

구    분 질 문 내 용 비 고

성 별  남자   여자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직 급  2직급  3직급  4직급  5·6직급

소 속

 지역본부   1급 지사  2급 지사
 3급 지사  4급 지사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수요관리팀

근무년수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이하

 20년 이하  21년 이상

영업분야
총

근무년수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이하

 20년 이하  21년 이상

담당직무
 영업일반  신규접수  요금업무 

 수금업무  수요관리  기타

현재직무

수행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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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구  분 설   문   내   용

직 무

만족도

1.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현 보직에 근무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향후 보직이동을 한다면 원하는 보직은?

① 신규 ②요금 ③수금 ④수요 ⑤총무 ⑥노무 ⑦기획 ⑧재무 ⑨기타

3-1. 그 사유는?

① 경력관리 ② 업무적성 고려 ③ 높은 성취감 ④ 업무량 적절 ⑤ 기타

역 량

수 준

4.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본인의 업무역량 수준은?

①매우 낮은 수준 ② 낮은 수준 ③보통 ④ 높은 수준  ⑤ 매우 높은 수준

5. 나는 영업 관련 송변전-배전 등 기술지식에 해박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본인 업무수행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업 무

지 원

7. 창구환경, 사무실 등 사옥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1.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2개 이내)

①사옥노후화 ②비효율적인 사무실 배치 ③공간 협소 ④휴식공간 부족 ⑤기타

8. 책상, 프린터, 복사기 등의 사무용 비품 및 차량 등에 대한

지원체계에 만족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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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문   내   용

소통체계

9. 본사-사업소 간 업무소통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1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2개 이내)

① 고압적인 업무처리 ② 본사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부재

③ 질의 시스템 부재 ④ 역량부족 ⑤ 기타5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10. 업무시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

①전혀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④그렇다⑤매우 그렇다

10-1.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3개 이내)

① 부서간 이기주의(업무분장 모호) ②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절차

③ 영업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불만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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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 within the
Public Organization to Job

Satisfaction and Job Shift Motives

Ahn, Jae Hy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 within Public Organization to Job Satisfaction and

Mobility especially for the members of the Customer Contact

Department. Dependent variables are Job Satisfaction and Job shift

motives and Independent variable is Communication Satisfaction.

Control variables are consist of many demographic factors like age,

sex etc. and Regulatory variables ar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

and internal ability factor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s that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made by the members of the Customer Contact Department has a

positive effect to Job satisfaction and negative effect to Motive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anticipated adjustment effect did not

meet expectations. External impact factors such as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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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process, office environment, fixtures, etc have some effect on

those variables. On the other hand internal factors such as knowledge

of the work capacity and other fields didn't have those kind of effect.

Demographic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Job Shift Motiv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such as sex, job title, age group, and years of work in the business

sector.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foun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head office and branches', which is

perceived by employees who are directly facing customer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contact department and providing public service,

and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transfer expecta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ommunica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job

satisfaction, the lower the shift motives.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external influences and internal

factors, which were expect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wer only

partially influenced.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 we can confirm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it the effective policy promotion of a 'network

company' with 200 branches nationwide, such as KEPCO. In

particular, communication among peers is important, but it is

suggest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head office and

establishment' which hav hierarch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transfer intention of contact person in charge.

Based on this, various discussions should be mand continuousl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 contact department and to

improve the Job Stisfaction of th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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