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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입

사원의 채용 및 양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용

과 시간을 투자하여 채용된 신입사원들이 조직 및 직무에 적응하

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

이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 시사

점을 도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은 Quinn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

따른 네 가지 조직문화유형(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

문화, 위계지향문화)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였고, 종속변수

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소속 사업소 규모, 성별, 연령, 직군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K 공기업 신입사원 380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240명을 최종 대상

으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입사원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된 가설에서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관계

지향 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혁신지향문화는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둘째, 신입사원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된 가설에서는, 관계지향문화만이 직무만족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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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쳤고,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 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직군별로는 기술직이 사무

직보다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만큼 이제 갓 사회생활을 하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는 업

무 중심의 조직문화 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강화

시키는 게 신입사원들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비록 본 연구결과 혁신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는 신입사원들의 부정적 조직사회화 과

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 생각 든다.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조직사

회화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위계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나친 위계지향문화는 지양하고 혁신지향 문화를 장려

해야겠다.

넷째, 조직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이

집단특성에 따라 골고루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특성

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신입사원,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만족

학 번 : 2016-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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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 및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인

재 양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및 양성을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

적 융합정신으로 무장한 신입사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입사원들이 조직문화를 습득하고 직무를 익혀 조

기에 조직에 적응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꽤나 중요한 일

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에서 신입사원의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조기 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6)가 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졸 신입사원의 27.7%가

입사 1년 이내에 입사한 직장에서 조기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14년 25.2%에 이어 2.5%나 증가한 추세이다. 퇴사 이유로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급여·복리후생 불만이

20.0%, 근무지역·근무환경 불만이 15.9%로 나왔다.

이와 같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에 퇴사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

고 있는데 신입사원의 조기퇴사는 기업이 인재선발과 훈련에 투여한 비

용과 기업의 가치와 문화를 내재화한 인력의 손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

로는 기업 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장서영·장원섭,

2008).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2013)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대졸출

신 신입사원 교육에 사용된 비용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약 6천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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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었으며, 훈련기간은 약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비용면에

서도 손실 일뿐 아니라 오랜 시간 투자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생

각한다면 신입사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공기업에서는 경기 침체로 채용 규모가 줄어든 민간기업 대신,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년실업 해소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은 신입사원

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에서조차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

여 선발한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점점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기업 지방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공기업들의 본사가 지방으

로 이전한 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상대적으

로 낯선 지방 사업소의 근무 분위기에 휩싸여 신입사원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자기계발 노력에 게을리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따

라서 신입사원들을 조기에 조직에 적응시키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

여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신입사원을 조기에 조직에 적응시키고 직무만족 시키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내적환경으로 개인역량, 셀프리더

십과 같은 요인이 있으며, 두 번째 외적환경으로는 조직문화, 근무환경,

비전, 조직분위기, 인사제도,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 OJT, 멘토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전부 신입사원들의 조기 조직적응 및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적환경, 그중에서도

신입사원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문화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공유를 통해 생성된 유무형

의 공통의 가치관, 신념·규범·관습·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

으로,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을 결집시키고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다(Pettigrew, 1979). 따라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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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유형 및 체화 정도에 따라 신입사원들의

행동과 사고를 규제하므로 그만큼 조직생활을 첫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

게 조직문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에 적응 못

하는 신입사원들은 퇴사 또는 설사 조직에 남아 있더라도 조직에 몰입하

지 못하여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에 얼마나 적응했느냐는 조직효과성에 의

해 측정될 수 있다. 조직효과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조직 효과성 중에서 조직몰입과 조직만족을 측정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K 공기업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입사원들에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유형을 탐구하여, 향후 신입사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

도를 향상 시키고 신입사원의 조직이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방범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및 인

터뷰를 통한 실증연구에서는 K 공기업 신입사원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

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

다. 그 후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설문 항목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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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K 공기업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으로 최근 청

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요청으로 연간 1천여명 이상의 신입

사원이 입사하고 있다. K 공기업 신입사원들은 K 공기업 인재개발원에

서 2개월 이상 신입사원이 지녀야할 기본 소양교육 및 직무 기초 교육을

받은후 본사 및 전국 사업소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수백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 및 그에 따른 유효성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의 동질성 면

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K 공기업 신입사원을 연구의 대

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 1 장 서론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위해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으로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5 장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도 설명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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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조직문화의 개념과 구성요인

1.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란 조직내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행동양식·행위규범 등 일반화된 생활양식을 말하는데, 조직문화는

그 조직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 구

성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조직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같은 조직원이라는 일체감을 형성시

키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충성심까지도 가지게 한다.

조직문화에 대해 본격적인 학문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조

직문화연구(on studying organizational cultures)를 통해 Pettigrew가 조

직문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이다. Pettigrew(1979)는 조직문화란

집단 운영에 있어 공식적이고 집합적으로 수용된 의미의 시스템으로, 신

념·이념·상징·의식·전통 등 조직의 체계적 개념의 원천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Ouchi(1981)는 조직문화를 조직의 전통과 분위기의 일종으로서 조직

의 가치관, 신념 및 행동패턴을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Deal & Kennnedy(1982)는 조직문화를 조직내에서 조직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비공식적인 지침을 내려줌으로서 조직을 통

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국내에서 신유근(2005)은 조직

문화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처럼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그 조

직만의 독특함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직문화라는 주제가 더욱

폭넓게 확산되고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표 2-1> 조직문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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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정 의

Ouchi(1981)
조직의 전통과 분위기의 일종으로 조직의 신념, 가치관 및
조직의 행동패턴을 규정짓는 기준

Hofstede(1981)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별하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인간의 정신구조를 형성하는 가치체계

Sather(1985)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믿음

Rousseau(1990) 구성원들이 가치, 신념, 규범을 공유하는 사회적 과정

도운섭(1999)
조직내 공유된 가치와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오랜기간
조직내 작용하여, 조직내부의 통합문제와 조직외부 반응에
대응할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강홍구(2001)

조직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로,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를 조직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 조직을
고유하게 특정 지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황성철(2003)
구성원간 공유하고 있는 신념, 기대, 가정를 포함하고
조직의 상징물과 환경을 지각하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내주며 아울러 조직내의 규범, 역할, 가치를 형성하는 것

한봉주(2010)
조직 구성원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학습되고 공유되는
가치관, 관습, 상징, 규범, 지식, 전통, 기술 등

김영현(2014)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직전체 행동의 기본전제로
작용하는 조직의 고유의 지배적인 가치관 및 행동양식

박순애(2006)
조직목적과 구조, 조직가치, 분위기, 임무, 가치와 믿음 등과
같은 것들에 의해 작동 되며, 조직성과의 수준 및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김호섭(2002)

조직구성원들에 의해서 대다수가 공유하는 신념, 가치관,
관습, 이념, 전통, 규범, 기술, 지식 등을 포함한 복잡한
조직 시스템 전체와 구성원들의 각종 행위에 영향을 주는
기본 전제

출처 : 박종균(2016), 한정석(2010) 재구성

이와 같이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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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를 정리해 보자면 조직문화란 조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체

화하고 있는 가치체계로서, 조직원 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조직에 대한 가치관·규범·규범·관습 등의 종합적인 체계

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문화 중요성과 역할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무리 훌륭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은 사업전략, 자금, 인력, 기술력 등

과 같은 하드웨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이 모방하

기 어려운 고유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직문

화는 조직원들과 조직의 기본 가정 및 가치에 기반을 둔 학습이 축적된

결과이며, 이러한 가치체계는 조직의 구성, 목적, 전략 및 기타 모든 행

동에 대하여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신지민 외, 2014).

그런 의미에서 Smircich는 조직문화가 기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첫째,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형성시켜 준다.

둘째,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더 큰 몰입이 발생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셋째, 조직문화는 사회적 체계의 안정성을 증진시켜 준다.

넷째,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위를 인도하고 형성시키는 감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Smircich의 관점을 요약해 볼 때,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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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측면과 조직 차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조직문화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경영진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기업 활동 하는데 있어 조직문화의 역할이 굉장

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

어서 구성원의 신념, 가치관, 규범, 관행 등이 기업의 전략과 일치해야만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경영을 하려는 기업은 조직내의 혁신적인 조직문

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먄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

직문화란 기업의 전략수립에 있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조직문화를 단시일 내에 조직의 전략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들의 경영실패 사례를 보면 조직문

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수립된 전략을 무리하게 실행하다 조직

내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실패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업

들은 먼저 자신들의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조직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회사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신입사원 및 기업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경영전략

과 연계하여 조직문화를 개선,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게 기업의 경쟁

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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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문화 유형

1) 조직문화 유형

선행연구들을 보면 조직문화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어떠한 기준 및 속

성에 의해 분류하느냐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Harrison(1972)은 조직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이 조직의 이념적인

지향점에 의해 결정지어진다고 보고, 권력지향문화, 역할지향문화, 과업

지향문화, 인간지향문화로 분류하였다. Handy(1978)는 좋은 조직문화와

나쁜 조직문화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환경에 적합 하느냐 적합하지 않

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직문화를 역할문화, 클럽문화, 과업

문화, 실존문화로 구분하였다. Ouchi(1980)은 거래비용 관점에서 거래비

용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준에 의해 시장문화, 관료제문화, 족벌문화라

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Jones(1983)은 사회집단속의 구

성원들 사이의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생산문화, 관료문화, 전문적 문화로

분류하였다.

한편 Quinn(1988)는 경쟁가치 모형을 통해 조직문화를 통제 및 질서,

내부와 외부라는 2차원적인 분류에 의해 조직문화를 과업지향문화, 혁신

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Denison

(1990)은 조직문화 유형을 몰입문화, 일관성문화, 적응문화, 사명문화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조직문화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조직문화 유형이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인덕(1986)은 조직원들의 현실지각과 행동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문화를 진취적 문화, 합리적 문화, 친화적 문화, 보전

적 문화로 분류하였다. 이주호(1997)는 조직문화를 조직 환경과 경영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혁신지향문화, 안정지향문화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호정(2002)은 조직문화를 유연성과 미시·거시를 기준으로 위계문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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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조직문화 유형은 분류기준 및 속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

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Quinn의 경쟁가치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문화 유형을 분류하고 연구를 수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

자들의 조직문화 유형 분류를 <표 2-2> 에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2-2> 조직문화 유형

출처 : 도운선(2006), 주효진(2003), 문현집(2009) 재인용 및 재구성

학자 조직문화 유형

Harrison(1972)
역할지향문화 / 과업지향문화 /권력지향문화 /

인간지향 문화

Handy(1978) 역할문화 / 과업문화 / 클럽문화 / 실존문화

Ouchi(1980) 생산문화 / 관료문화 / 전문적 문화

Deal &

Kennedy(1982)

강인한 남성적 문화 / 과업-휴식 병존문화 /

과정중심문화 / 운명적인 투기문화

Wallach(1983) 후원적 문화/ 혁신적 문화 / 관료적 문화

Sethia & Glinow

(1985)
통합문화 / 엄격문화 / 배려문화 / 냉담문화

Quinn (1988)
관계지향 문화 / 혁신지향 문화 / 과업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Denison(2000) 몰입문화 / 일관성 문화 / 적응문화 / 사명문화

서인덕(1986) 진취적 문화 / 합리적 문화 / 보존적 문화 / 친화적 문화

이주호(1997) 혁신지향문화 /안정지향문화

김호정(2002) 집단문화 / 발전문화 / 위계문화 / 합리문화

황창연(2003) 권위주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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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nn의 경쟁가치 모형

이상과 같이 다양한 조직문화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현재까지 조직문

화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문화 유형은 Quinn의 경쟁가치 모형

(Competing Values Model)이다. 경쟁가치 모형은 신축성과 통제, 외부지

향성과 내부지향성의 두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문화유형을 4가지로 분류

하고, 이에 따라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연구하려는 이론모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성 지향의 가치는 분권

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나, 통제지향 가치는 집권화와 통합을 강조한다. 그

리고 외부지향 가치는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 상호관계, 경쟁을 강조하

며, 내부지향 가치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조정과 통합을 강조한다. 이러

한 분류의 가치 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유형별로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효과성 기준 등

에 대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경쟁가치 모형

출처 : Parker, R. & Bradley, L. (2000).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 Evidence from Six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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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지향 문화

과업지향문화는 합리문화(rational culture)라고 불리는데,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유형이다. 이러한 과업

지향 문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조직은 조직의 목표달성, 효율성, 성과보상

등 의 가치를 강조한다. 과업지향문화는 외부지향 관점에서는 경쟁을, 성

과통제 관점에서는 목표달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생산성과 효율성

의 기준이 목표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주로 고객이나 공급

자 등 외부관계자들과의 거래를 더 중요시 여기며, 경쟁력과 생산성이

과업지향 문화의 핵심가치가 된다.

나. 혁신지향 문화

혁신지향문화는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개발문화 또는 체계모

형(open system model)이라고 불리는데 조직의 신축성과 변화를 강조하

며, 조직 외부환경 변화에의 적응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도전의식, 혁신성, 모험성, 창의성 등을 중요시 여

기며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업

무수행에 있어서 업무 자율성과 자유재량권이 있는지 여부가 혁신지향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된다.

다. 관계지향 문화

관계지향문화는 집단문화(group culture), 합의문화 또는 인간관계 모형

(human relation model)이라고 불리며, 구성원들의 신뢰, 팀워크, 사기,

충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이러한 관계지향 문화는 무엇보다 조

직 내의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에 가장 역점을 두기 때문에 조직구성

원이나 단결, 협동,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이 중요시 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장려하며 구성원들간의 인간적 배려, 그리고 조직

내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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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계지향 문화

위계지향문화는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또는 내부과정모형

(internal process model)이라고 불리며, 공식적인 명령과 규칙, 안정과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위계지향 문화는 위계질서에 의한 통제, 공식

적인 명령, 규칙, 법률 준수, 문서와 형식,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강조하

는 관료제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직 안정성

과 통제, 그리고 조직 내부의 유지와 통합을 중시 여긴다.

<표 2-3> 조직문화 유형의 장단점

출처 : 김인숙(2009), 김은경(2014) 재구성

조직문화
유 형 구분 내용

과업지향

문화

장점
조직성과를 위한 몰입, 업무수행 강조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를 형성

단점
지나친 성과지향의 영향으로 조직분위기가 저해되고
구성원들간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혁신지향

문화

장점
유연하고 신축적인 생각, 창의력,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업무수행

단점
기존의 규칙, 규범, 관습 등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때로는 방종으로 치우칠 수 있음

관계지향

문화

장점 구성원간의 단합 및 부드러운 조직 분위기 형성

단점
지나칠시 집단주의 성향을 보일수 있으며, 성과보다는
조직내 질서유지가 강조될시 획일화된 조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

위계지향

문화

장점
업무의 질에 대한 관심 및 세심한 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차질 없는 진행

단점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여 단순한 감시자 또는 감독관
으로 전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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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조직몰입의 개념과 구성요인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

직에 대하여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고, 그 조직에 남으려는 태도를 말한

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신념 및 조직구성원

으로서 남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칸터

(Kanter, 1968)는 개인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격 유지를 위하여 조직시스

템에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모데이(Mowday,

1979)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인 반응으로서, 충성심, 애착심, 조

직과 동일시 여기는 감정 같은 것이라 이야기 했으며,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며 몰입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또한, 뷰캐넌

(Buchanan, 1974)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자기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여기며, 조직내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고 조직체에 애정을 보이며

집착으로서의 충성심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1986년에 허철부의 연구를 통해 조직몰입 관련 첫 연구가

시행되었다. 허철부(1986)는 중소 컴퓨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소득, 직무경험, 소외감 사이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이후 조직몰입

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가 현재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표 2-4>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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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직몰입 정의

출처 : 김영화(2014) 재구성

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목표와 가치·비전을 공유하고 체화하려 노력한다.

둘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한다.

셋째,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진다.

넷째, 조직구성원 자격을 유지를 위한 강한 욕구를 지닌다.

따라서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 개인과 조직을 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조직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태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김영화, 2016)

학자 정 의 핵심개념

Kanter
(1968)

조직 구성원이 사회적 시스템을 위해 그들의

노력과 충성심을 쏟으려는 의지
조직에 대한 노력과
애착

최민우
(2005)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가

지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및

조직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욕망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
구성원 지위 유지를 위
한 욕구, 관계

천승현
(2007)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조직에 충성하려는 의지

개인과 조직목표의 일치,
조직에의충성심, 구성원
지위유지를위한욕구

김지영
(2007)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

적인 정도
개인과 조직의 동일시

허진호
(2008)

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일체감 및

몰입 정도
구성원과 조직의 일체
감, 조직에의 몰입 정도

정광교
(2009)

구성원이 조직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조

직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같은 방향으로 일치

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

가치와 비전 공유, 개
인과 조직의 목표일치,
조직 성과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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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의 구성요인

조직몰입에 대한 구성요인 또한 조직몰입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수많

은 학자들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처음에는 조직몰입을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해 연구를 많이 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Porter, Steers 등이 있다. 이들은 조직몰입에 대한 척도를 심리적 측면

이라는 단일차원의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정척도가 개발되면서 조직몰입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표 2-5>는 조직몰입에 대한 구성요인을 정리한 표이다.

<표 2-5> 조직몰입의 구성요인

출처 : 김영화(2014) 재구성

학자 구성요인 내 용

Kanter
(1968)

지속적 몰입 조직에 남아 계속 헌신하려는 몰입

응집적 몰입 조직내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애착의 몰입

통제적 몰입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위와 규범을 형성하려는
조직규범에 대한 애착의 몰입

Steers
(1977)

소극적 몰입 소극적이고 약한 애착적 몰입

적극적 몰입 조직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노력으로 행동하려는 몰입

Allen&
Meyer
(1990)

정서적 몰입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몰입

지속적 몰입 조직을 떠날때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한 몰입

규범적 몰입
조직에 대해 가지는 의무감 및 충성심으로 형성되는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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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중 대표적인 것으로 Allen & Meyer 연구가 있

다. Allen & Meyer는 연구를 통해 Kanter 연구는 지나치게 타산적인 몰

입을 강조하였고, Porter의 연구는 너무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Allen & Meyer 의 조직몰입 분류가 최근 들어 많이 인용되

고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llen & Meyer(1990)의 구성요소는 다차원적인 조직몰입의 성

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임승

옥, 2007).

둘째, Allen & Meyer(1990)가 제시한 조직몰입의 세 가지 하위요소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조직몰입의 유형 연구에서 밝

혀진 여러 연구자들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현주, 2010)

Allen & Meyer(1990) 연구에 의한 조직몰입의 하위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정서적 몰입이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을

(Allen & Meyer, 1990) 말하는데, Allen과 Meyer(1991)는 정서적 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자부심, 소속감을 느끼는 정서적인

애착과 조직의 목표 및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동참하려는 개

인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장진욱(2013)은 충성도, 매력, 소속감 등과 같은 개인의 감정이

조직에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의 일원임을 즐겁게

생각하는 심리학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정서적 몰입을 설명하였다.

정서적 몰입을 조직 구성원의 조직행동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와는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Allen &

Meyer, 1996), 자발적 결근과도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정

서적 몰입이 더 강한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가치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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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하여 더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고 한다(Mowday,1979).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강한 정서적 몰입을 가지

게 되면 본인이 속한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경험이 가치

가 있다고 여기며 조직으로부터 이러한 직무경험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지속적 몰입이란 조직 구성원이 본인이 속한 조직을 이탈하려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지위 유지와 관련된 비용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남

고자 하는 것이다(Allen & Meyer, 1990). 이는 Becker(1960)의 부수적

보상의 손실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는 몰입 유형이다(박영식, 2014). 따라서 부수적인 보상을 많이 보유하

고 있는 조직일수록 조직을 떠났을 경우 잃어버리는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는 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3)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규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

직이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내재적 가치관이다

(Allen & Meyer, 1990). 즉, 규범적 몰입은 조직이 주는 보상이나 지위

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에 의한 만족이 아니라 그 조직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직에 머무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사명감, 임무 또는 조직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바탕으로 하는 몰입상태이다.(김흥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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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직무만족의 개념과 구성요인

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하는 일 또는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호손(Hawthorne)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호손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연구하기 위해 직무만족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직무만족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과 직무만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단일 개념

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을 크게

정서적 직무만족과 인지적인 직무만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의미하

며, 인지적 직무만족은 복지, 급여, 근무 시간 등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요인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는 조직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인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직무

에 불만족을 느끼는 직원은 직장에 자주 지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오는 등 조직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 관련된 정의를 살펴보면 신유근(1989)은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의 하나로써 한 개인의 직무수행시 발생되는 긍정적

인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구

성원이 자신의 직무내용이나 직무경험을 평가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

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임우순·소영일(1997)은

개인이 맡은 직무내용, 근무환경, 임금 그리고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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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를 통해 볼 때 직무가 제공하는 것과 자신이 직무에서 기대하

는 것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내용, 승진, 보직, 급여, 복지, 근무환경 등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나아가 경영성과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므로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표 2-6>은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로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표2-6> 직무만족의 정의

출처 : 김영화(2014) 재구성

학자 정 의

Locke
(1968)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내용 또는 직무경험을 평가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Quinn(1973)
어떤 특별한 직무내용, 직무보상, 안전, 감독 등에 대하여
측정한 만족도를 계량화한 정도

Amold, Feldman
(1988)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심리, 감정 또는 정서

Cranny, Smith,
Stone (1992)

직무수행시에 기대하는 결과물과 실제 나타난 결과물간의
비교로 발생되는 감정적 반응

신유근
(1995)

직무에 대한 느끼는 태도로서 한 개인의 직무수행시
발생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정서

박내회
(2003)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 평가에서 느낄수 있는 긍정적
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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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볼 때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이며, 개인이 직무에서 바라는 것과 실제 얻은 것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내는 주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태도들의 집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직무 만족감을 느끼는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일에 대

한 몰입도가 높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으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은데 반해, 직무에 불만족한 조직 구성원은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직하는 등 조직 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박한섬, 2011)

2. 직무만족의 중요성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는 일종의 감정적 상태로서 인

간의 안전, 귀속, 존경 등 제반 욕구사항으로 설명되어 지기도 하는데,

개인이 직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

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업무에 있어서 불편

함을 느끼게 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능률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생산성 향상에도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표 2-7>은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에서 정리한 것

이다.

<표 2-7> 직무만족의 중요성

출처: 신유근(2005) 재인용

구분 직무만족의 중요성

개인차원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 삶의 가치판단 기준

조직차원
구성원의 성취감, 원만한 대인 관계,
직무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 22 -

3. 직무만족 구성요인

직무는 직무내용 자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가 과업과 임

무 상호간의 작용, 다양한 유인체제와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복합

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Herziberg(1959)는 직무만족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는데 동기위생이론에 기초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만족요인과 불만

족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만족요인으로는 성취감, 직무자체, 승진, 책임감 등이 있고, 직무수행 동

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불만족 요인으로는 회사정책, 보수, 인간관계,

근무조건 등 주로 직무외적 환경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하였다.

<표 2-8>은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직무만족 구성요인

출처 : 김영화(2014), 김은경(2014) 재인용 및 재구성

학자 구성요인

Locke
(1969)

임금, 안정감, 승진, 직무자체, 복리후생, 작업조건,
상사의 관리 방식, 동료관계, 회사의 경영 방침

Amold & Feldman
(1988) 업무자체, 승진, 보수, 작업 집단, 작업 조건, 감독

Lussier (1993)
직무 자체, 임금, 개인 또는 조직의 성장 가능성, 동료
관리 감독자, 감독, 일에 대한 태도,

Maghribi (1999) 승진, 보수, 직무, 동료, 직종, 감독

박우순 (1998) 승진,업무자, 보수, 감독스타일, 작업집단, 작업조건

곽의영 (2003) 직무 자체, 임금, 승진, 동료, 감독

박아이린
(2005)

내재적
업무량, 독립성, 다양성, 윤리가치, 난이도, 자율성, 승진,
문제해결의 성취감, 경력개발, 사회적서비스, 책임감

외재적
급여, 근무환경, 사내정책, 동료와의 관계, 상사의 감독유형,
상사의 의사결정방식, 사회적 지위, 직업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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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K 공기업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의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성별과 근무지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

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따라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

한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들을 토대로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

상이 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개념적인 연구모형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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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향후 신입사원 관리 및 성과창출

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가설을 만들어 그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몰입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

먼저 서인덕(1986)은 한국기업의 조직문화유형과 조직특수성의 관련성

연구에서 다른 문화유형에 비해 관계지향문화 유형이 조직원들의 조직몰

입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김호정(2002)은 부산광역시 15

개 구청 4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에서 집단문화·합리문화·발전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문화관광부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연

구한 도운섭(2006)은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발전

문화를 제외하고 위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 순으로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경이(2011)는 조직문화가 조직유효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위계문화를 제외하고, 집단문화·합리

문화·발전문화 순으로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위계문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

공무원들은 법과 규칙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위계문화가 별도

로 조직유효성의 하위 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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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2006)는 카지노 기업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 기업문화유형 중 과업지향·혁신지향·위계지향 문화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현집(2009)은 집단·혁신·

위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합리문화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직문화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곽아군

(2016)에 따르면 합의·발전·위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합리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

다.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조직성과 향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봉석(2016)에 따르면 합의·개발·합리 문

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위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미

한 영향이 없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

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구재영(2008)은 발전문화, 합리문화 순으

로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위계문화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그리고 집단문화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

계에 관한 연구를 한 김종환(2013)에 따르면 흑자공항에서는 합리·발전·

위계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적자공항에서는 합

리문화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철연(2013)은 혁신문화를 제외하고 집단·위계·합리 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이는 혁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유형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신준섭

(2011)에 따르면 관계지향·혁신지향 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반면 과업지향문화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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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계문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조직몰입 전체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한 연구도 많지만, 조직

몰입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각각 분석

한 연구도 많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먼저, 유경미(2012)는 카지노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몰입의 유형을 분석

한 결과 혁신지향문화는 종사원의 정서적·규범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 양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박종균

(2016)에 따르면 개발·합의 문화는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나, 위계·합리 문화는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한 개발·합의 문화는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그러나 위계·합리문

화는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지도직 중심의 중앙부처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정식(2010)에 따르면 유의미성이 낮긴 하나

합리·집단·위계·발전지향 문화는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발전지향 문화는 계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합리·집단

문화는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

나, 합리·위계지향 문화는 계속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위계·발전 지

향 문화는 규범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 김은경(2014)에 따르면 위계지향문화만이 정서

적·지속적·규범적 몰입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관계지향문화는 정서

적· 규범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혁신지향문화는 정서적·지속적 몰입

에 정(+)의 영향, 과업지향문화는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하였다.

<표 3-1> 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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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유형

출처 : 선행연구 통해 연구자가 재구성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연구대상 및 상황에 따라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가 너무나 상이

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설

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보면 공조직,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대

구분

조직문화 유형

과업지향
(합리)

혁신지향
(발전,개발)

관계지향
(집단,합의,
인간관계)

위계지향

김호정(2002) ○ ○ ○

도운섭(2006) ○ ○ ○

지경이(2011) ○ ○ ○

이상우(2006) ○ ○ ○

문현집(2009) ○ ○ ○

곽아군(2016) ○ ○ ○

김봉석(2016) ○ ○ ○

구재영(2008) ○ ○

김종환

(2013)

흑자공항 ○ ○ ○

적자공항 ○

박철연(2013) ○ ○ ○

신준섭(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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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으나 대부분이 신입직원이 아닌 기성직원들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신입사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4가지 조직문화 유형 전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 조직문화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정남(2009)은 개발문화가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부산광역시 15개 구청 437명을 대

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에서 김호정

(2002)은 집단문화와 발전문화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조직효과

성에 관한 연구에서 도운섭(2006)은 위계문화를 제외하고 합리문화, 발

전문화, 집단문화 순으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경이(2011)는 지방행정조직에서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위계문화를 제외하고 합리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

순으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1.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과업지향문화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혁신지향문화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관계지향문화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위계지향문화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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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문현집(2009)은 조직몰입과 같이 집단·혁신·위계문화

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합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업적달성과 과업수행의 생산성과 성과를 중

요시하는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문화

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곽아군(2016)에 따르면

합의·발전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위계·합리문

화는 유의한 영향 미치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박종균

(2016)에 따르면 개발·합의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위계· 합

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광주광역

시 북구청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구재영(2008)은 발전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순으로 직무만족에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나, 위계문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였으며,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철연(2013)은 합리문화를 제외하고 집단·혁신·위계 문화가 직

무만족에 정(+)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 김은경(2014)에 따르면 관계지향 문화만 내재

적·외재적 만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위계지향 문화는 내재적

만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과업지향과 혁신지향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공항공사를 중심으로 공

기업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한 김종환

(2013)에 따르면 흑자공항에서는 합리·발전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

향을 주고 있으며, 적자공항에서는 합리문화만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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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2>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유형

출처 : 선행연구 통해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조직문화 유형

과업지향
(합리)

혁신지향
(발전,개발)

관계지향
(집단,합의,
인간관계)

위계지향

이정남(2009) ○

김호정(2002) ○ ○

도운섭(2006) ○ ○ ○

지경이(2011) ○ ○ ○

문현집(2009) ○ ○ ○

곽아군(2016) ○ ○

박종균(2016) ○ ○

구재영(2008) ○ ○ ○

김종환

(2013)

흑자공항 ○ ○

적자공항 ○

김은경

(2014)

내재적
만 족 ○ ○

외재적
만 족 ○

박철연(2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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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위계지향문화를 제외한 다른 변

수들은 전반적으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위계

지향문화는 유의미한 영향 보이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경향이 많

은 것 같다. 그러나 연구자나 연구대상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양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조직문화 유형 전체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가설 2.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과업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혁신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관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위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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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인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

계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는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설정하

였고,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사업소규모, 연령, 성별, 직군을 설정하였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다음과 같은 조직문화 유형 4가지를 설정하였다.

1) 과업지향 문화

합리문화라고도 하며, 안정성과 외부지향성을 특징으로 하여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즉,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 여부와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문화이다.

2) 혁신지향문화

발전문화, 개발문화라고 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적응과

신축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직 변화와 혁신을 중요시 여기며, 창의성,

도전정신, 모험성 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이다.

3) 관계지향문화

집단문화, 합의문화 또는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한다. 조직내부의 통

합과 신축성을 중요시 하며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특히, 협동

인화, 단결, 팀워크 등을 중요시 여기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많으며,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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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지향문화

내부과정모형 이라고도 하며 내부조직의 통합과 질서, 안정을 지향

하는 문화이다. 또한, 분명한 위계질서 및 명령 계통, 그리고 기존의

절차와 규칙을 중요시하는 문화이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다음과 같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였다.

1)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적 상태로서

조직에 대한 애착심, 구성원과 조직의 동일시, 조직에 계속 남아 조직

의 문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감정상태를 말한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구성원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든 감정적 상태를 말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사업소 규모, 성별, 연령, 직군을 설정하였다.

사업소 규모는 소속에 따라 사업소 규모 大·小로 분류를 하였는데,

소속에 따라 50명 이상 사업소는 大, 50명 이하는 小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지역본부 3∼4급 사업소만 사업소 규모 小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는 사업소 규모 大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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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대졸 신입사원이기에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

으나, 20대와 30대로 분류하여 통계처리 해보았다.

직군은 K 공기업 특성상 사무직, 송변전직, 배전직,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송변전·배전·기타직군은 기술직으로 분류할 수 있어, 통계 처리

시에는 사무직, 기술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 4절 조사설계

1. 측정도구 및 설문 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설문지 방식을 활용

하였다. 설문지에서는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일반사항을 제외

한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설문지를 작성

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조직문화, 조직몰입, 직무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의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조직문화 측정문항은 김호정(2002)를 바탕으로 하

여 과업지향·혁신지향·관계지향·위계지향 조직문화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Brayfield & Rothe(1951) 5문항, 조직몰입은

Allen & Meyer(,1990) 12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후 사

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하여 전체 설문은 총 38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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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문지 구성

2. 표본추출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K 공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K 공기업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선

배들의 퇴직 및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신입사원 강력한 신입사

원 채용 압박 정책에 따라 연간 1천명 이상의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

용하고 있다.

따라서 16년 상반기 K 공기업에서 채용한 대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

로 ’17년 4월 설문조사하여 연구 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80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배포하여 245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

하였으며, 이중 결측치가 많은 5명을 제외한 240명(36%)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입사원중 소속, 성별, 연령,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입사원 10명을 뽑아 ‘17.4∼5월에 걸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구분 변 인 명 문항수 출처

독립
변수

조직문화

과업지향 4

김호정(2002)
혁신지향 4

관계지향 4

위계지향 4

종속
변수

직무만족 5
Brayfield & Rothe

(1951)

조직몰입 12
Allen & Meyer

(1990)

통제
변수

개인특성
소속(근무지),
성별, 연령, 직무

5

합 계 총 3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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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직문화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설문 문항에 대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검사하기 위해 크롬바

흐 알파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독립변수인 조직문화가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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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분석

제 1절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분석

타당도(validity) 검증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 싶은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속성이나 개

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그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유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요인추출 방법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으로 베리멕스회전(varimax rotation) 방

법을 사용하였다. 베리멕스회전은 요인을 단순화하여, 회전시 요인들간의

독립성이 유지되며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하며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인 회전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or

loading)은 보통 ±.30 이상이면 유의하다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하였으며,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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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변수 요인분석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요인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문항을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로 구분

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타당하게 묶였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표 4-1>는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16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표 4-1>를 분석결과 KMO=.813, Bartlett 구형성 검증 카이제곱

857.29(df=120, p=.000)로 나타났다. 보통 KMO값이 .8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p값이 유의수준 .1이하이면 요인분석을 해도 충분할 정도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관련요인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4이상

이고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 4개가 추출되었으며 조직문

화 요인을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58.57%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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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독립변수인 조직문화 요인분석

문항 구분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과업지향

과업지향1 .849 .020 .038 .010

과업지향3 .786 .056 .132 -.038

과업지향2 .772 .122 -.067 .064

과업지향4 .631 .391 -.019 .250

관계지향

관계지향1 .205 .797 -.134 -.090

관계지향2 .232 .713 -.068 .030

관계지향4 -.028 .606 .288 .262

관계지향3 .468 .506 -.031 .092

위계지향

위계지향2 .064 -.076 .843 -.137

위계지향1 -.418 -.188 .578 .099

위계지향3 .422 .230 .569 .093

위계지향4 .136 .227 .516 .207

혁신지향

혁신지향1 .106 .022 -.031 .808

혁신지향4 .049 .072 .002 .784

혁신지향3 .177 .392 -.096 .728

혁신지향2 .149 .383 -.109 .669

고유값(eigen value) 3.939 2.389 1.535 1.509

분산(%) 24.618 14.932 9.592 9.428

누적분산(%) 24.618 39.549 49.142 58.570

KMO=.8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857.291, df=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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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냐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항목에 대한 일관성, 안정성 및 예측가

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

도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표 4-2>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

구의 요인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4-2>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문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모든

항목에서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들이 신

뢰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항목들을 제거없이 유지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표 4-2>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s α

과업지향문화 .677

혁신지향문화 .610

관계지향문화 .640

위계지향문화 .624

조직문화전체 .840

직무만족 .860

조직몰입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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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데 보통 절대값 0.4 이하는 거의 상관없고, 절대값 0.4 ∼ 절대값 0.6 사

이는 약한 상관관계, 절대값 0.6 이상은 강한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표4-3>와 같이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문화

전체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r=.587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조직문화 전체와 조직몰입은 r=.626로 강한 상관관계,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은 r=.696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문화 하위요소인 조직문화 유형별로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과업지향문화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r=.467, 혁신지향 문화

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r=.454, 관계지향 문화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는 r=.496, 그리고, 위계지향 문화와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r=.487로 나

타나 전반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조직문화 하위요인인 과업지향 문화와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r=.519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혁신지향 문화와 조직몰입의 상관관

계는 r=.464, 관계지향 문화와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는 r=.482, 그리고, 위

계지향 문화와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는 r=.55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와 같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하진 않았지만, 전반

적으로 충분히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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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상관관계 분석

구분
과업지향
문 화

혁신지향
문 화

관계지향
문 화

위계지향
문 화

조직문화
전 체

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지향
문 화

1

혁신지향
문 화

.523*** 1

관계지향
문 화

.549*** .427*** 1

위계지향
문 화

.517*** .699*** .506*** 1

조직문화
전 체

.807*** .822*** .750*** .851*** 1

직무만족 .467*** .454*** .496*** .487*** .587*** 1

조직몰입 .519*** .464*** .482*** .553*** .626*** .696***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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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초통계 분석

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표본의 수집결과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결측치를 포함한 설문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총 240명으로, 소속의 경우에 본사소속은 4.6%인 11명에 불

과했으며 건설본부 및 특수사업소가 합하여 7.6%인 18명, 그리고 지역본

부가 87.9%인 2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K 공기업 신입사

원 배치 원칙이 신입사원 최초발령지는 사업소를 우선하다 보니, 본사보

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접점 부서인 사업소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에 남자가 70.4%인 169명, 여자가 29.6%인 71명으로 나타

났다. 남자가 더 많은 이유는 K 공기업의 사업 특성상 기술직인 송변전

및 배전직군 중심으로 채용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만 기준으로 20대가 201명으로 평균 26.7세였고, 30대는 39명

으로 평균 31.0세로 약 4.3세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이중 최연소자는 23세,

최고령자는 37세였다.

직군은 송변전이 32.5%인 78명, 사무가 30%인 72명, 배전 28.3%인 68

명, 통신 등 기타 소수직군이 9.23%인 22명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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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소 속

본사 11 4.6

건설본부 및
특수사업소 18 7.6

지역
본부

본부직할 38 15.8

1급 49 20.4

2급 57 23.8

3급 26 10.8

4급 41 17.1

지역본부
소계 211 87.9

성별
남 169 70.4

여 71 29.6

연령(만
기준)

20대 201 83.8

30대 39 16.3

직군

사무 72 30.0

배전 68 28.3

송변전 78 32.5

기타 22 9.2

합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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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들의 차이분석

1)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가.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문화

사업소 규모는 소속에 따라 大 小로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소속에

따라 50명 이상 근무지는 大, 50명 미만 근무 사업소는 小로 구분해 보

았다. 따라서 지역본부중 3∼4급 사업소는 小, 그 외는 大로 구분하여 사

업소 규모에 따라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4-5>는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문화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인

데, 사업소 규모가 조직문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구 분 과업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사업
소
규모

大
(n=173)

평균 3.19 3.47 3.35 3.2

표준편차 .78 .68 .59 .76

小
(n=67)

평균 3.31 3.41 3.24 3.11

표준편차 .62 .53 .81 .93

t .869 .563 .352 1.357

유의확률 .459 .690 .787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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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표 4-6> 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p<.01, p<.001)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남직원이 여직원에 비해

모든 조직문화 유형을 더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위계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문화유형에서 더 큰 차이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유는

K 공기업 특성상 남자들이 업무특성상 안전사고 우려로 위계질서가 강

한 기술직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있고,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

으로 조직내 인관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4-6>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 p<.01, *** p<.001

<그림 4-1>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구분 과업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성별

남
(n=169)

평균 3.26 3.50 3.39 3.27
표준편차 .74 .64 .60 .73

여
(n=71)

평균 3.19 3.38 3.13 2.95
표준편차 .60 .65 .49 .61
t 3.262*** 3.287*** 2.797** 3.126**

유의확률 .001 .001 .00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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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표 4-7>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4-7>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라. 직군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표 4-8>에서와 같이 직군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는 과업지향 및 관

계지향에서만 약하긴 하나 유의한 차이를(p<0.05) 보이고 있다. 전반적

으로 기술직(송변전, 배전)이 사무직보다 조직문화 인식을 더 강하게 인

식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에서와 같이 남직원이 더 많은 기술직 직군 특

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8> 직군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

*p<.05

구분 과업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연령

20대
(n=201)

평균 3.27 3.48 3.32 3.16
표준편차 .67 .65 .58 .70

30대
(n=39)

평균 3.04 3.35 3.25 3.20
표준편차 .85 .62 .58 .75
t .637 -.783 -.606 -1.146

유의확률 .525 .435 .545 .254

구분 과업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직군

사무
(n=72)

평균 3.10 3.35 3.14 3.02
표준편차 .63 .64 .45 .62

배전
(n=68)

평균 3.48 3.58 3.36 3.35
표준편차 .66 .68 .65 .73

송변전
(n=78)

평균 3.26 3.53 3.48 3.20
표준편차 .76 .61 .59 .74

기타
(n=22)

평균 3.00 3.25 3.11 3.11
표준편차 .63 .58 .64 .83
F 2.912* 1.689 3.797* 1.770

유의확률 .036 .172 .012 .155
사후검증 b>c>a>d c>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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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가.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분석

<표 4-9>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4-9> 사업소 규모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분석

나.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분석

<표 4-10>와 같이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조직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더 많은 기

술직 특성상 조직에 대한 애착심 및 몰입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0>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 p<.001

구 분 조직몰입

성별

남
(n=169)

평균 3.35

표준편차 .61

여
(n=71)

평균 2.95

표준편차 .70

t 3.634***

유의확률 .000

구 분 조직몰입

사업소
규 모

大
(n=173)

평균 3.18

표준편차 0.69

小
(n=67)

평균 3.23

표준편차 0.64

F .449

유의확률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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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분석

<표4-11>와 같이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신입사원 특성

상 대부분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나이어서 실제 나이차는 거의

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다

<표4-11>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구 분 조직몰입

연령

20대
(n=201)

평균 3.20

표준편차 .65

30대
(n=39)

평균 3.35

표준편차 .76

t .983

유의확률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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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군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분석

<표 4-12> 과 같이 직군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송변전

과 배전이 각각 3.3점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나 기타의 경우에 각각

3.0점대로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그리고 사후검증을 통해 전반적으로 송변전, 배전 직군의 조직몰입도가

사무직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가 더 많은 기술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표 4-12> 직군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 p<.01

구 분 조직몰입

직군

사무
(n=72)

평균 3.05

표준편차 .72

배전
(n=68)

평균 3.31

표준편차 .63

송변전
(n=78)

평균 3.37

표준편차 .59

기타
(n=22)

평균 3.02

표준편차 .71

F 2.906**

유의확률 .004

scheffe b,c>a,d

합계
평균 3.22

표준편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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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

가. 사업소 규모 따른 직무만족 차이분석

<표 4-13>에서와 같이 사업소 규모에 따라 근무지별에 따라 변수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13> 사업소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나.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분석

<표 4-14>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남자 3.66점, 여자 3.17점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에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남자가 더 많은 기술직에서 더 많은 직무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4>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 p<.001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 (n=169) 3.66 .89

3.262*** .001
여 (n=71) 3.17 .94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사업소규모
大 (n=173) 3.56 0.85

.770 .512
小 (n=67) 3.54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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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분석

<표 4-15>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변수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는 않았다. 이는 신입사원 특성상 대부분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

지 나이어서 실제 나이차는 거의 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다

<표 4-15>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라. 직군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분석

<표 4-16>에서와 같이 직군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 송변전 3.8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나 기타의 경우에 각

각 3.28점, 3.18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송변전,

배전, 사무, 기타직군 순으로 직무만족감을 높게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송변전 직군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민영화 가능성이 적어

본인이 선택한 송변전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6> 직군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 p<.01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연령
20대 (n=201) 3.52 .92

.405 .525
30대 (n=39) 3.39 1.03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사후검정)

직군

사무(n=72) 3.28 .96

2.906** .004 c>b>a>d

배전(n=68) 3.42 .87

송변전(n=78) 3.86 .80

기타(n=22) 3.18 1.19

합계 3.5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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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설검증

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7>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940 .405 2.320* .022

.444 .408
12.156
***
(.000)

연령 .189 .121 .099 1.563 .120 1.107
성별 -.200 .102 -.141 -1.974* .050 1.393

직군 -.056 .097 -.042 -.584 .560 1.414
사업소규모 -.014 .126 -.002 -.032 .608 1.678
과업지향 .235 .079 .246 2.987** .003 1.853
혁신지향 .081 .092 .078 .884 .378 2.142
관계지향 .178 .090 .155 1.975* .050 1.682
위계지향 .242 .087 .257 2.773** .006 2.349

* p<.05,** p<.01, *** p<.001

가설 1.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혁신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관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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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분석결과를 보면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값은

12.156(유의확률 .000)로서 유의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40.8%로 나타났다.

<표 4-17>에서 VIF란 분산팽창계수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다중회

귀분석시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를 이용한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이란 독립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회귀 계수의

분산을 크게 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시 추정 회귀 계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 또는

허용치가 0.1보다 작게 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결과 분석에서는 변수들의 분산팽챙계수가 모두 10 이하이고 허용치

는 0.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베타값=.24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p<.01), 관계

지향 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베타값=.155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또한, 위계지

향 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베타값=.257로 나타나 유

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그리고 위계지

향, 과업지향, 관계지향 문화 순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3. 관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4.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가설 1-2. 혁신지향문화가 조직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에는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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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를 검증하기 위해 과업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8>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VIF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050 .595 1.765 .080

.389 .349
9.684
***
(.000)

연령 -.084 .178 -.031 -.471 .639 1.107

성별 -.267 .149 -.134 -1.793 .075 1.393

직군 -.110 .142 -.058 -.775 .439 1.414

사업소규모 -.145 .185 -.073 -.875 .471 1.678

과업지향 .209 .116 .156 1.811 .072 1.853

혁신지향 .203 .135 .140 1.507 .134 2.142

관계지향 .384 .132 .239 2.907** .004 1.682

위계지향 .200 .128 .152 1.567 .119 2.349

** p<.01, *** p<.001

<표 4-18>의 분석결과를 보면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값

가설 2.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과업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혁신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관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위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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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684(유의확률 .000)로서 유의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분산팽챵계수는 모두 10 이하였고 허

용치는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베타값=.23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01). 그러나, 과업지향·혁신지향·관계지향 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신입사원들이 관계지향문

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신입사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3. 관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설 2-1. 과업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와 ‘가설 2-2. 혁신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와 ‘가설 2-4. 위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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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결과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가설검증 결과는 표와 같다.

<표 4-19> 가설 검증 요약

제 5장 결론

가 설 내 용
검증
결과

가설1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1-1 과업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혁신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3 관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4 위계지향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2-1 과업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2 혁신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3 관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4 위계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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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청년실업을 해소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입사원 채용요구가 거세진

이 시점에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조기적응 및 직무 만족감을 느껴 최대한

기업의 성과를 창출시키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K 공기업 신입사원

을 대상으로 하여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 및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Quinn의 경쟁가치 모

형에 따른 4가지 조직문화 유형(과업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 위계지향)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사업소 규모, 성별, 연령, 직

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6년 상반기 입사한

K 공기업 신입사원 380명을 대상으로 ’17년 3월에 모바일로 설문시행,

이중 응답된 설문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240명을 대상으로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처리·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신입사원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가설 1)과 관련된 연구에서, 위계지향, 과업지향, 관계지향 문화 순으

로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지향문화는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 59 -

를 살펴보면 <표 3-1> 에서와 같이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연구 중에서는 박철연(2013)과 도운섭(2006) 연

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박철연

(2013)은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고, 도운섭(2006)도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효과성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는데 각각

과업지향·관계지향·위계지향 문화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혁신지향 문화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는

공기업의 특성상 혁신과 개발, 변화를 중시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

는 성향이 강해 구성원이 발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박철연, 2013). 또한, 계속되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조직문화 속에 녹아있다 보니 신입

사원들 역시 혁신지향 문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 유형 중 가장 영향력이 강

한 문화로 위계지향 문화(베타값 .257)가 밝혀진 것은, 엄격한 분위기 속

에서 규정과 방침준수, 안정적 기반위에서 조직의 능률 추구를 중요시하

는 위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

일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에 대한 과업지향 문화(베타값 .246)의 영향력이 높은

이유는, 합리문화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생산성과 능률을 강조하고 성

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여 조직구성원들

에게 동기부여와 어느 정도의 성취 욕구를 가지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Zammuto & Krakower, 1991). 즉,

최근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경영평가의 영향으로 신입사원들

역시 성과중심 문화에 익숙해져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든다.

둘째, 신입사원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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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설 2)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관계지향 문화만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과업지향·혁신지향·위계지향 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에서와 같이 연구 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본 연

구결과는 기존에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

유형으로 나오는 관계지향 문화가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로 밝혀진 점이나,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

가지로 위계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온 점은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관계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관계지향

문화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생기며 이러한 심리상태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계지

향 문화에서는 자족적인 인간관계와 사기를 중요시 하게 되는데, 상관과

동료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는 직무만족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사기

또한 직무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관계지향 문화는 구성원들의 직

무만족 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호정, 2002). 즉,

가족관계 같은 조직 분위기 속에서 신입사원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

무에 만족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혁신지향문화가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보통 신입사원들은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지향 문화가 직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K 공기업에서는 이러한 혁

신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유로는 신입사

원의 부정적 조직사회화를 들 수 있다. ‘조직사회화’ 란 개인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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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박소연, 2012)을

말한다. 그런데,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조직, 조직문화 또는 주변 상사·동

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조직사회화 현상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조직사회화 현상은 설문에 이어 시

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혀졌다. 사업소 규모, 연령, 성별, 직군

대표성을 지닌 10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신입사원들

은 첫 근무 시에는 의욕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 또는 개

선하려 하였으나,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창의성 또는 자율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 또는 업무량 증가로 귀결되

게 된다는 상사 및 주변 선배들의 지적에 따라 그러한 혁신지향 마인드

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지향 문화가 전혀 직

무만족에 이롭지 못하게 됨에 따라 K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혁신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왔지 않나 생각해 본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일반적 사항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조

직몰입도가 높으며, 직군별로는 송변전과 배전이 사무나 기타 직군보다

조직몰입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대 등 조직생활을 해본 남

자가 사업소 생활 및 조직에 더 빨리 동화되고 있으며, 남자들이 더 많

고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기술직에서 조직의 몰입도가 더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조직몰입과 같이 남

자가 여자보다, 송변전이 사무나 기타 직군보다 훨씬 더 높은 직무 만족

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향후 민영화 가능성이 적고 타직군보다 상

대적으로 민원업무가 적은 송변전 직군이 본인의 직무에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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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가

설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관계지향 문화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갓 사회생활을 하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는 업무 중심의 조직문화 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

하는 조직문화를 강화시키는 게 신입사원들의 조직적응 및 직무만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록 본 연구결과 혁신지향 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이는 신입사원들의 부정적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 생각 든다. 따라서 조직내에서 부정적인 조직사회화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공공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위계지향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위계지향 문화는 조직몰입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직무만족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조직 내에서

지나친 위계지향 문화 대신에 민간조직에서와 같이 혁신지향 문화를 장

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다. 그래야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

에서 적시에 대응하여 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입사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혁신지향

문화를 장려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 든다.



- 63 -

넷째, 인구통계학적 분석에서 볼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직무만족

및 조직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보다 기술

직 직원들이 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감을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듯, 조직내 다양한 집단들의 특성에 따라 조직문화를 인식하는 차이

가 발생되는데, 조직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이

집단특성에 따라 골고루 발현될 수 있도록, 집단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계발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문화란 단시일 내에 구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시일 내에 변화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

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

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름과 같은 연구

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이에 대한 연구의 보완이 이

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본 연구는 K 공기업이라는 특정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K 공기업 특성이 반영되었기에 국내 신입사원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및 회수의 편의를 위해 설문지가 아닌 모바일을 이용한 설

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설문시행 및 회수의 용이성은 증가하였으나, 상

대적으로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설문을 시행하다 보니 모바일 형식의 설

문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형식의 설문보다 설문이 제대로 시행되었는

가에 대한 의문을 조금은 가지게 된다. 그리고 비록 설문 시행 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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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과 값을 해석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지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시행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양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련 변

수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면접, 현장

관찰조사, 사례 연구 등의 질적인 연구도 충실히 병행되어야겠다.

셋째, K 공기업 특성상 신입사원들이 사업소에만 배치되어 본사근무

직원들의 설문개수가 미미하여 본사근무 직원들의 설문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우며, 대졸 신입사원 특성상 대부분의 학력이 대졸이상이

고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분포하여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근무

지가 대도시인지 소도시인지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리

고, 설문 시행 시에 이직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직경험 유무에 따

른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다.

넷째, 종속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조직만족이라는 주관적 지표만 활용하

였는데, 향후에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나 변수를 활용하여 조직 효과성

을 측정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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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입사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에 관한 질문

다음의 질문은 귀하가 배치 받은 부서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표시(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부서는 매우 인간적이다. 1 2 3 4 5

2 우리 부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1 2 3 4 5

3
우리 부서 직원들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하려 한다.

1 2 3 4 5

4 우리 부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할 때가 많다. 1 2 3 4 5

5
우리 부서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절차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6 직원들은 우리 부서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이 강하다 1 2 3 4 5

7 우리 부서는 결과와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된다 1 2 3 4 5

8
우리 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을
중요시 여긴다

1 2 3 4 5

9 우리 부서는 능률을 중요시 한다. 1 2 3 4 5

10
우리 부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
긴다

1 2 3 4 5

11 우리 부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한다 1 2 3 4 5

12 우리 부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13
우리 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을 통한 성장
이 중요시된다.

1 2 3 4 5

14 직원들은 목표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1 2 3 4 5

15 우리 부서는 안정성과 영속성을 강조한다 1 2 3 4 5

16 우리 부서는 매우 역동적이며 기업가적인 분위기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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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에서의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7
내 인생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이 일을 선택
한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8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만족감을 느긴다. 1 2 3 4 5

19 나는 나의 일에 대해 자주 지겨움을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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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사에서의 조직몰입에 관한 질문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문

항에서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체크(V)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2 나는 이 조직에서 정년퇴직 한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정말로 이 조직의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24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25
나는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것에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1 2 3 4 5

26
나는 여건상 이 조직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

1 2 3 4 5

27
내가 이 조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1 2 3 4 5

28
내가 이 조직을 떠난다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1 2 3 4 5

29
내가 이 조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조직이 나를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30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조직에 항상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1
조직을 옮겨 다니는 것은 내게는 비윤리적인 일이
다.

1 2 3 4 5

32
아무리 개인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조직을 떠나는
것은 옮지 않다.

1 2 3 4 5

33
나는 하나의 조직에 계속 충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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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다음의 항목에서 해당란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소속 : 1) 본사 ( ) 2) 지역본부 ( ) 3) 건설본부( ) 4) 특수사업소 ( )

35 지역본부라면 어디에 속하나요?

1) 본부직할 2) 1급 3) 2급 4) 3급 5) 4급

36. 성별: 1) 남 ( ) 2) 여 ( )

37. 연령: 만 ( )세

38. 직군 : 1) 사무 ( ) 2) 배전 ( ) 3) 송변전 ( ) 4) 기타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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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Recognized by New

Employe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New employees
in 'K' public enterprises

Baek Eui Hwa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new employe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due to uncertainties in the management

environment and rapi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However, it is becoming increasingly problematic for

new employees to leave the company without being able to adap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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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rganizations and jobs by investing a lot of money and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for new employees and to draw implications.

The research model used four organizational culture types(Group

Culture, Development Culture, 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Quinn's Competing Values

Model.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s a control variable, the size, sex, age, and job

group were analyz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mobile questionnaires of 380 new

employees of 'K' public enterprises.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by

using 240 persons as the final targets except the missing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ypothesis related to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 perceived by new employe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s that positive influences on group culture, 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the development culture did not have

significant meaning.

Second, in the hypothesis related to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type perceived by new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only the

group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development culture, ration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id not affect

job satisfaction.

Third, in the analysis that reflect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ale had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an the female, and the occupational commitment and the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in the technical staff than the offic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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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as group culture plays a positive rol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mphasizes human relations rather than task-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Second, although this study suggests that development culture has

no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is a negative side effect of new

employees' negativ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There is a

need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so that there is no negativ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in the organization.

Third, most prior studies showed that hierarchical culture did not

affect job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we should avoid excessive hierarchical

culture and encourage development culture.

Fourth, in order for an organization to evolve,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s should be able to be expressed according to

group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conditions reflecting group

characteristics

keywords : new employees,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6-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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