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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승진은 조직구성원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승진을 하면 권한과 직위의 상승은 물론 급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의 정도가 조직의

일원인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승진영향요인과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유형의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이 준정부기관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조직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승진영향요인의 네 가지

요인 즉, 능력요인, 평판요인, 사회적 자격요인, 정실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해서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승진공정성의

세 가지 유형 즉,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해서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개인적 특성 변수와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리더십, 직무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12월 현재 준정부기관인 K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1급에서 7급까지 직원 5,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불성실한 답변을 한 3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1,078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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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결과 먼저 승진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정실요인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판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능력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승진공정성성 인식수준에 있어

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절차공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몰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능력요인만이 조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승진영향요인 중 능력요인이 조직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해서는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최대한 제고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능력요인과 분배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볼 수 있다.

주요어 : 준정부기관, 승진영향요인,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조직몰입

학 번 : 2016-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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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조직생활을 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승진은

최대의 관심사이다. 특히나 공기업에서는 다양한 직무능력 특성을 중시

하기보다는 신분상승을 위한 계급제로서 개인별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

상이 미흡하고 승진이 되어야 실질급여가 상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

는 실정이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동일한 계급에 동일한 호봉일

경우 무슨 업무를 하든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과 보상은 공기업 구성원들의 관심을 승진을 통한 신분상승에 지나

치게 얽매이게 하고 있다. 즉, 승진을 하면 권한과 직위의 상승은 물론

급여도 높아지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승진을 통하여 모든 혜택을 받으

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가능한 남보다 빨리 승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을 살펴보면 승진은 개인에게 있어서 급여

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에서 현재의 지위보다 한단계 높은 지

위로 상승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하직원들을 통솔하게 되어 개인적인 성

취감을 갖게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평가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무

형의 신분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직적 차원을 살펴보면 승진은 조직적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승

진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사기앙양의 수단이며 조직에 헌신하도록 하는 유

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어느 직위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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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발생했을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수단인 승진은 그에 따른 연쇄적

인사이동으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승진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아 조직구성

원들의 불만이 지속될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승진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통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능력, 평판, 사회적

조건, 정실 등 승진영향요인이 조직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해 봄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제도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특히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 정권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시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목표로

공기업 자산매각, 통폐합 등 정책을 펼쳤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 경영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통폐합,

민영화 등 강력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기치아래 부채감축을 위한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부서

통폐합, 기능조정,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개척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몰입도 높아져 결국에는 조직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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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직의 공정성은 중요하다. 조직의 공정성은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가져오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공정성이 무너진 조직이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완전한

공정성을 이루는 것은 이상적이고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정성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실현하는 시도는 노력과 비용을 동반한다.

한편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역시 조직에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어느 도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조직의

성과가 가장 커질 것인가는 공공기관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의 기본적인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근간

이므로 이를 회피한다면 조직구성원을 조직의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을 희생하여 조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하며, 조직구성원을 존중하고

조직구성원간 상호소통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모두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이 참여를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려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역량을 필요로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노력은 일정기간 시도하다보면 공정성이 조직의 문화가 되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정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오늘날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

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갖는 조직일수록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조직규모가 클수록 상호작용공정성의 인식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Schminke et al. 2000).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조직규모가 거대하고 위계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권한도

최고관리자인 CEO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조직의 불공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의 불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낮아져 조직의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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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질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조직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져 조직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조직규모가 크고 계층제적 성향이 높은 공기업의 조직특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타 공공조직, 민간기업 등과 차별화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공기업

특히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직일수록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몰입하여 결국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공공기관 즉 준정부기관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K기관 직원들의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로는 승진영향요인과 조직공정성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

수의 하위변수로는 승진영향요인의 경우는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정실

을 설정하였고, 승진공정성의 경우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

정성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설정하였다. 통

제변수로는 승진영향요인의 경우 개인적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계, 근무부서로 하였으며, 승진공정성의 경우 개인적 변수

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계, 근무부서로 하였으며,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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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리더십, 직무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분석단위는 개인

이다.

연구의 진행방법으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후 실증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보충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설문구성

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독립변수 21문항,

종속변수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통제변수로 개인적 특성 8문항, 상황적

특성 21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12월 현재 준정부기관인 K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1급에서 7급

까지 직원 5,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불성실한 답변을 한 3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78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기초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집단별로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과 t-test를 실

시하였고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실증분석 결

과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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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승진

1. 승진의 개념 및 중요성

1) 승진의 개념

승진이란 조직구성원이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직위보다 상위계급의

직위, 즉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한 단계 높은 상위계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승진이란 계층제 조직의 상위직위에 결

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 결원을 하위 직위의 재직자로 충원하는 것을 말

한다.

승진은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다른

직위의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과 구별된다. 승진에는 권한과 책

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의 증대, 급여나 임금의 증가 등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승진은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

욕을 증진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승진의 중요성

승진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불문하고 조직구성원의 최대의 관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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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진의 중요성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니는 승진의 중요성으로는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내에서 현재의 지위보다 보다 높은 지위에

위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을 통솔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지

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취감을 갖게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평가와 명성을 얻게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와 같이 아직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서는 무형의 신분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근무하는 최대의 유

인은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니는 승진의 중요성으로는 첫째,

승진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의 수단이며 조직에 헌신하도록 하는 동

인으로 작용한다. 승진된 사람은 성취욕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

고 이에 따른 동기유발로 조직에 헌신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것은 다

른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는 하나의 자극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

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를 제공함으로써 인내의 수준을 조절

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력의 수준을 자극하게 된다. 둘째, 조직의 활

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어느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을 보충하는

수단인 승진은 그에 따른 연쇄적인 인사이동으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놓을 수 있다. 셋째, 승진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 조직구성원들이 승

진을 통해 자신의 경력목표의 달성과 자기 성장을 확인할 수 있고 직업

에 대한 보람도 갖게 됨으로써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승진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아 조직구성원들의 불

만이 지속될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에 대한 신뢰감

이 무너져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승진을

포함한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통한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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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승진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업적 및 성과와 장래에 있어서의 능

력발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서 능

력주의 내지 실력주의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승진결정의 기

초로는 정실주의, 연공주의, 학력주의, 능력주의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종래의 정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연공주의와 학력주의를 기반으로 하

는 연공승진제도가 주로 채택되어 왔다. 연령과 학력은 극히 객관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능력주의의 도입이 급속하

게 진전되어 감독직까지의 승진에는 연광과 학력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나, 관리직으로의 승진 이후로는 능력주의가 완전히 지배적

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승진인사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함께 조직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의 진전에 따

라 승진을 향하는 경로를 미리 계획하여 승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승진영향요인

1) 승진관리의 효과성과 부작용

조직이 조직의 승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

정적 효과는 여러 가지이다. 성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근무해 온 공무

원들에게 승진으로 보상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 간에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하급직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상대적으

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에 활용함으로써, 신규채용 시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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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부적절한 인물 선발의위험과 채용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

게 된다. 이 밖에도 유능한 조직구성원들이 승진 누락으로 스스로 퇴직

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유능한 인력을 공직으로 유인할 수 있다(오

석홍, 2009a: 198; Hays & Kearney, 1995: 508-509).

그러나 승진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시에는 여러 부작용이

빚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그릇된 승진은 다수 조직구성원

의 불만을 초래하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조직 내의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관계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

손되었을 시에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보상/투입의 비율과 타인의 보상/투

입의 비율을 비교하여 두 비율이 비슷하면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비율

이 서로 다르면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자신의 직무수행에

서의 투입(노력, 기술, 교육, 직무실적 등)에 대비한 보상(임금, 후생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의 그것과 비교 평가하여

자신이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공정성 회복을

위해 자신의 직무수행 노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정적 행동 변화를 보이

게 되고 욕구좌절에서 오는 여러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처우

의 비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 뿐만 아니라 그의 조

직시민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으로서, 동료의 일을

돕는 것,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솔선수범하는 것, 초과근무를 자원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Adams, 1975; 오석홍b, 2009: 130; 홍미영 외, 2005:

54).

이러한 공정성 이론을 공기업 조직의 승진에 적용하면, 조직구성원이

승진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경우 직무수행에 있어 몰입도가

저하되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력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란 추론

이 가능하다. 여기서 승진결정의 공정성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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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승진관련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느끼는

공정함 정도를 뜻한다(홍미영 외, 2005: 56).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역시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특히 중요하

게 여기는 특정 보상이 조직에 존재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합

리적 수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다고 믿을시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기대이론에 의하면 승진을 비롯한 외적인 보상이 효과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 평

가되어야하고, 해당 보상이 업무성과의 우수성에 근거하여 주어져야 하

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Vroom, 1964; Tompkins, 1995: 275).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우선 조직구성

원들의 업무성과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없

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의 업무는 특성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현행 계급제적 공직구조 하에서는 정확

히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식별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조경호, 2011: 183). 오늘날 조직 내 업무가 날이 갈수록 더

욱 상호의존적이 되고 업무수행이 점점 더 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개인적 기여에 기초한 평가와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직에 따라서

는 집단성과를 토대로 보상을 분배하기도 하지만, 성과가 매우 뛰어난

구성원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구성원을 동일하게 보상하게 되는 문제 등

을 낳을 수 있다(Tompkins, 1995: 276).

기대이론을 공기업의 승진관리에 대입하면, 조직구성원들이 승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성과가 정확히 측정되고 이것이 승

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다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는 동기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실적의 객관적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업

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반면 승진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Dresang, 20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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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영향요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 중심의 능력을 승진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승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 국가

들에서도 나이, 연공, 교육수준, 연공, 성(gender), 민족 등 다양한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Cox &

Nkomo, 1992; Hays & Kearney 1995; Matheson, 1999). 이들 연구 가운

데 Matheson(1999)의 연구는 평판(reputation), 사회적 자격(social

credentials), 정실(patronage)과 같은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집합적으로

는 능력(ability) 못지않게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Matheson는 구체적으로 능력과 능력 외적 요인들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능력

이는 특정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말하며,

이전의 성과나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토대로 평가될 수 있다.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것에서부터 재량적인 것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자의 기준은 시험점수나 연공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으로 구성되며, 주로 업무와 관련된 숙련성이

사전에 정의 내려지고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후자의 기준은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성되며,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조직의 승진은 대부분 주관적인 기준

에 의해 결정되며, 고위직으로의 승진일수록 더욱 그렇다. 이는 여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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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측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첫째, 업무 자체가 객관적 측정이 곤란한 대인적 숙련성을 포함하고있

다. 둘째, 업무의 결과가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며, 특정 개인의 기여는

집단 전체의 기여와 불가피하게 혼합되어 있다. 셋째, 업무의 산출이 무

형적이어서 계량화하기 곤란하고, 업무결과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좌

우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성과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

다. 정책 업무일수록 더욱 그렇다. 넷째, 승진후보자들 대부분 해당 상위

직급이나 직위에 요구되는 업무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

능력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고위직 업무의 경우 후보자들이 해당 업

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자격요건과 경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

하위직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대다수 후보

자들이 이들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 따라서

는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능력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뷰는 지식과 논리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는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능력은 위와 같은 측정 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적 원리가 견고하게

제도화된 조직에서 여전히 조직구성원의 승진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측정이 어려운 업무결과 등

을 업무량, 업무 몰입도 등으로 대신하여 측정하는 관계로 평가자의 주

관과 재량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 평판

이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회자되는 특정인의 정체성에 관한 평

가이다. 조직에서 상급자나 동료들 사이에 퍼져있는 특정인에 대한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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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사자의 승진에 적지 않은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능력 자체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된 능력이 승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승진을 원하는 조직

구성원은 주변에서 유능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라도 업

무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근면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판을 얻고

일단 사람들 사이에 문제 있는 인물로 낙인찍히게 되면, 부정적 이미지

를 바꾸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부정적 평판은 다른 여러부정적 후광효과

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인에 대한 평판은 주로 업무수행, 현시성, 품행 등에 근거하여 형

성된다. 업무수행은 업무처리 숙련성 등을 의미하며, 업무수행이 능숙할

수록 평판은 좋아진다. 현시성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공

무원은 조직의 주요 이슈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일처리를 위해 밤늦게까

지 사무실에 머무는 등 일에 대한 몰입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현시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평판도 좋아진다.

평판은 당사자의 품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사자의 표현적 측면 내지 공적 얼굴로서, 여기에는 의상이나 머

리스타일과 외관, 얼굴표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 등이 포함된다.

사람들은 관측하기 어려운 능력을 관측 가능한 품행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승진을 원하는 조직구성원은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올

바른 태도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평판은 그의 실

제 업무수행 능력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평판은 상관들

과 동료들 사이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데, 동료들 사이에 평판이 나쁘

더라도 상관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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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격

이는 교육 경험, 사회 계층, 민족, 성(gender) 등 주로 사회적 문화적 속

성을 의미한다. 이들 속성이 상향 이동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 행태, 일반적 태도와 같은 품행 요인들이 계층적, 민족적,

교육적 하부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격은 조직에서 승진 결정 시에 공공연히 논의되지는 않지만,

이는 특정 후보자가 함께 일하기에 마음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 부류의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직의 경

우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직위로 갈수록 승진 후보자의 이념적 동

질성, 사회적 동질성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더 커지므로, 사회적 자격은

승진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파격적이고 독특한 인품은 조직

사회에서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관리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

구성원을 싫어하므로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후보자를 선발하려

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요컨대 동료들의 수용, 사회적 기술, 올바른 태

도, 비슷한 생각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격은 승진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의거한 승진 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의 유입을 가로막아 조직을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정실

조직 내 동질사회적 재생산은 전통적으로 정실(patronage)의 형식이나

우정, 혈연, 충성관계와 같은 개인적 연결의 형식을 취한다. 광의의 정실

은 승진이 개인적 정치적 연결고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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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체제에서 정실에 의한 승진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직에서 상급자와 잘 지내거나 정치적 줄을 잘 잡는 것은

승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당수 연구들은 후보자의 인적 네트워크가 승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다수 후보자들이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핵심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적 네트워킹이 승진에 결

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실인사는 고위직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데, 고위 직위에서의 업무수행에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과 개인적인 상호조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Matheson의 연구에 제시된 이상의 네 범주의 승진영향 요인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승

진 영향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함에 있어 이를 기본 분석틀로

삼을 수 있다.(박천오, 2012)

제 2 절 조직공정성

1. 조직공정성의 개념 및 이론적 체계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대우의 공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태도와 과업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과학 분야

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조직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조직공정

성에는 결과에 대한 보상 등을 분배하는 데에 대한 공정성인 분배공정

성, 프로세스적 공정인 절차공정성, 인간관계 등 관계에 대한 공정성인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나뉘고 현재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의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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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초기 연구에서는, 분배적 공정성이 강조되었다. 이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개념은 Homans(1961)의 저서 ‘Social Behavior’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에 관한 연구는 Adams(1965)의 형평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Adams는 Homans(1961)의 분배정의와 Festinger(1957)의 사

회교환이론 그 외 인지부조화이론, 균형이론, 교환이론 등의 여러 연구들

의 틀을 사용하여 형평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Adams의 이론은 유용한

이론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절차 측면에서의 소홀함에 한계가 있다.

이후에 Thibaut & Walker(1975)는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과 절차도 중

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직공정성 연구에 과정과 절차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법적 절차만 중요시 했다는 한정된 부

분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절차적 공정성의 수립 조건으로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실제 조직 차원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Leventhal(1980)이다. 그는 법적 절차 외의 것들에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

을 적용시키며 이를 확장시켰다. Bies & Moag(1986)는 절차가 시행되거

나 분배가 결정될 때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공

정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라고 개념화했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다시 대인간 공정성과 정보적 공

정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Lind & Tyler(1988)는 이 조직공정성 유형들

이 서로 상호작용을하며, 개개인의 조직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정성을 인간의 본성과 보편적인 규칙 측면에서 다루는 거시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식과 반응 측면에서 다룬 미시적 접근은 주로

사회 조직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당위론적인 접근이 아

닌 사실 중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공정성은 개인의 지

각에 의하여 구성되는 심리적 구성체로 간주되었다(김명언 이현정,

1992). 이후 공정성 개념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따른 자원의 균

형적 배분을 의미하는 결과론적 측면의 분배공정성, 의사결정과정의 공

정성을 의미하는 절차공정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식되는 인간관계

측면인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Greenberg &

Li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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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정성의 유형

1) 분배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의 자원 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을 의

미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보상이나 칭찬 등을 말한다. Homans(1961)는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자신이 들인 비용과 투자 정도에 만큼

비례하도록 보상을 받을 때, 분배적 공정성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Adams(1965)의 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투입과 산출 비율과 타인의 투입

과 산출 비율의 비교에서 공정성을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공정성에 관해 논하였고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식할 때 높아진다고 했다. 또한

Greenberg(1990)에 의하면 이 같은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분배적 공정성에 대한 이론은 실제 성과나 보상이 결정되기까

지의 과정과 절차는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 분배공

정성 못지않게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절차에 대한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인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2) 절차공정성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절

차의 공정성을 일컫는다. 특히 Leventhal(1980)은 개인들이 개인이 속한

조직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절차가 일관적이고, 윤

리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느낄 때, 절차적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주

장했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은 의사결정시 사용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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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원이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Leventhal(1980)의 "레벤탈 규칙"이 있

다. 이는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6개의 규칙으로서 일관성

(consistence), 편견 억제성(bias suppression), 정확성(accuracy), 정정가

능성(correc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윤리성(ethicality)이다.

따라서 절차적 공정성이 있는 조직은 작업환경에서나 의사소통 시 어떤

것이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절차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으로 일관된 성격을 띠게 된다.

3) 상호작용공정성

Bies 와 Moag(1986)는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을 신중

하고 예의 있게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개인

이 받는 대우를 일컫는다고 정의했다.

Colquitt의 구인타당도 연구(2001)는 상호작용 공정성을 두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바로 대인간 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정보 공정성

(informational justice)이다. 대인간 공정성은 개인이 존중받는 정도와 사

람을 대하는 적절성을 일컫는다. 절차를 수행하거나 성과를 결정할 때

상급자와 같은 조직구성원으로부터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우받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 공정성은 개인이 받는 정보가 얼마나 시의

성, 구체성, 진실성을 지니는가에 달려있다. 즉, 정보 공정성은 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또는 왜 그렇게 성과를 분배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

람들에게 전달하는 설명을 중요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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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 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인 애착으로 조직 구

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은 구성요소는 정서적 몰입, 지속

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특성, 직무 특성(직무 다양성, 직무 중요성, 역

할 모호성, 역할 갈등 등), 조직 특성(집권도, 통제, 복잡성 등)이 있다.

조직 몰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는 생산성과 직무 만족, 성과

의 향상이 있으며 이직과 결근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학자들이 조직 몰입을 정의했다. Mowday(1979)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으로서, 조직에 대한 동일시, 충성심 및 애착심과

같은 반응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

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Kanter(1968)는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에 그들의 에너지와 충성심을 바치려는 의

지라고 정의했다. Buchanan(1974)은 개인이 조직체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것,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과 관

련하여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는 것, 조직체에 애정을 보이며 집착으로서

의 충성심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Hrebiniak & Alutto(1972)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 조건

또는 조직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투자에 따라 결과적으로 생기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Morrow(1983)는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동일시 의식, 그리고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하는

강한 요구나 집착성이라고 정의했다. Porter(1974)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 20 -

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는 상대적인 정도로 정의하고, 조직의 목

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조직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직의

목표를 위해 충성하고 조직에 남으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

다고 했다.

Scholl(1981)은 소속감, 적절한 역할 수행,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이끄는 잠재적인 힘이라고 정의했다. Weiner(1982)는 조직의 목표 달성

측면에서 행동하기 위한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O’ Reilly & Chatman(1986)은 개인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애

착으로 조직의 관점이나 특성을 받아들이거나 내면화하려는 정도라고 정

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조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

해 가지는 심리적인 애착으로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조

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몰입의 유형

1)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 애착심 즉, 충

성심, 호의, 소속감, 다정함, 행복감, 유쾌함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하여 조

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즉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하여 열정과 충성심을 스스로 행사하려는 의지이며, 조

직에 대한 자긍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망 등의 감정이다. 이

러한 몰입은 개인특성과 조직 및 직무관련 특성, 그리고 직무경험으로부

터 나타나며 조직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나 기대에 부합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온 조직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구성원들보다 조직에 대해 더

강한 애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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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머무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조직을 떠남으

로써 얻게 되는 손실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몰입으로 정의될 수

있고,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에 구성원으

로서 잔류하고 싶은 개인적 경험의 정도로서, 현 조직을 떠나게 되면 잃

게 될 축적된 투자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요소들을 인지하게 될 때 그리

고 조직에 남는 것과 비교할 만한 대안이 불확실할 때 형성된다.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자발적 몰입인데

비해 지속적 몰입은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

해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의 몰입으로서 비자발적 몰입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은 스스로 원하여 몰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 몰입은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

들이 조직에 잔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우

가 많아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가치 및 사명의 내면화를

통해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 즉,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야 한다는 내재적 가치관이다. 규범적 몰입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서

적 몰입과 유사하다. 단지 조직에 몰입해야 한다는 사회의 규범에 의해

서 몰입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Meyer & All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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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승진영향요인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승진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승진과 조직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승진

제도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이것이 조직 몰입이나 기타 구성원의 근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되었다.

이동률(2006)은 승진인사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경상남

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공정성을 분배 공정성,

절차공정성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두 공정성 모두 구성원의 조직 몰

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이복우(1999)는 군대조직의 인사고과, 승진과 관계특성이 조직구성원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조직몰입, 직무만족, 결과수용도를 중심으로) 연

구에서 현재의 승진제도의 능력주의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평가하였고, 지금의 승진제도는 능력주의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승권(2007)은 승진인사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H社와 S社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H社는 승진인사의 절차공정성

및 규모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S社의 경우에는 승진인사의 절차

공정성만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두 기업 모두 승

진인사의 공정성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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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 제도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박천오(2012)는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한국공무원의 인식연구(중앙공무

원과 지방공무원간 인식비교)에서 중앙공무원 100명과 지방공무원 102명

을 대상으로 현행 승진제도와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인식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승진 제도와 관련하여는 객관 ․공정성을 긍정

하는 비율이 41%로, 부정하는 38%에 비하여 소폭 높았다.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객관 ․공정성을 긍정하는 비율은 41%이었던

바, 부정하는40%보다 소폭 높았다. 그러나 40% 가까운 비율이 해당 제

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승진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3)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직의 승진 요인에는 근무평정이나 경력 이외에

도 많은 영향들이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요인들

이 실제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몇몇

있었다.

박천오(2012)는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한국공무원의 인식연구(중앙공앙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인식비교)에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에게

승진 심사시 승진 요인의 영향력을 설문하였다. 그는 승진 요인을사회적

자격 (학력, 성별, 공/특채 구분, 보직경력, 재직기간), 능력(실적,태도, 잠

재력), 평판(평판, 충성도 등), 정실(지연, 학연, 정치적 연줄)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박천오는 이와 같은 연구에서 지방공무원은 중앙공

무원에 비해 정실 요인이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이

에 따라 승진 제도와 관련한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정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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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상묵(1994)은 공무원의 승진과 출신배경 연구에서 공무원의 출신 배

경은 승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임용 형태, 각 직급 승

진 년도, 권력기관 근무 여부 등 출신 배경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승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판석(2003)은 대통령과 인사(정무·고위직 인사혁신) 연구에서 요직으

로 알려진 선호직위에는 보통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한 바, 정

실 요인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로(2005)는 고위직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에 관한 연구(핵심경제부

처의 보직경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상식처럼 평가되었던 ‘대통령의 출

신지역과의 일치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출신 배경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인의 업무 능력이 승진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직 이동을 자주 한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 승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

로 승진 심사에 전문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2. 조직공정성관련 선행연구 검토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2요인 모델(two-factor model)로 분류하거나 또는 상호작

용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절차공정성에서 분리시켜 포함하는 3요인 모델

(three-factor model)로 구별하고 있다. 2요인 모델의 가정은 대부분 분

배공정성은 직무만족이나 임금만족 등 개인관련 변수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관련 변수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두 유형이 조직공정

성이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가정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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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데 이는 사람들이 직장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여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직장 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철민․김대원(2003)은 조직공정

성이 상관신뢰와 공직모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구청과 군청의 공무

원 256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에 비하여 상사신뢰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

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두 가지 공정성 유형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종욱․서상혁(2003)은 분배 및 절차공정성이 지방공무원의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대전시 공무원 371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의 상황에 따

라서 공정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

적 상황에서는 절차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잔류의도, 조직몰입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정과는 달리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어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희석시켰을 가능성으로 설명하였다.

배귀희(2007)는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원 230

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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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직접적으로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조직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현․탁진국(2009)은 조직공정성과 종업원 행동과의 관계(최고경여

자 및 상사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국내 18개 회사 4,055명

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최고경

영자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절

차공정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사에 대

한 신뢰는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가설은 기

각되었다.

최낙범(2013)은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경찰조직을 중심으로)에서 경찰공무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측

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상하 직급간

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김인철(2014)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사립전문대학 행정조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적 연구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으며, 유재호(2015) 또한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서울소재 사립 K대 행정직원 192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

구에서 역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희태(2015)는 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산지역

공무원 398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으며, 김미선·박성수

(2015) 또한 여성교정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전지역 여성교정공무원 107명을 대상으로 역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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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표 1 ]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박철민
김대원
(2003)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구청, 군청
공무원 256명)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영향(분배공정성에 비해
큰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 상관신뢰에 영향 채택

상관신뢰는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매개

채택

고종욱
서상혁
(2003)

분배 및 절차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대전
공무원 371명)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배귀희
(2007)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국립수
산과학연구원 230명)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

채택

조은현
탁진국
(2009)

조직공정성과
종업원행동관계 :
상사신뢰 매개(국내
18개사 4,055명)

분배·절차공정성은 상사신뢰보다 CEO신뢰에 더 큰 영향 채택

CEO신뢰에 분배공정성보다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 채택

상사신뢰에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이 더 큰 영향 기각

최낙범
(2013)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경찰공무원

303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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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김인철
(2014)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산사립전문대학
행정조직 114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유재호
(2015)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서울소재 사립
K대 행정직원
192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이희태
(2015)

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부산 공무원

398명)

분배적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김미선
박성수
(2015)

여성교정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공무원 107명)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3. 공공기관관련 조직공정성 선행연구 검토

조직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기업의 조직공정성과 관련한 최

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원구환․류숙원(2008)은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에

서 사업성격과 설립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공기업을 구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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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가지 유형 5개 공기업 직원 2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분배공정성은 부(-)의 영향,

절차공정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차나 분배, 대인관계 등이 공정

하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과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

석을 하면서 공기업의 문화가 공정성과 원칙에 기반 하기보다는 인맥과

과업수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신현호(2010)는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OC유형 7개 공기업 308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2요인 모델로 분류하여 실증 분석

한 결과 임금만족에는 분배공정성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는 절차공정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경영평가 성과급제를 활용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제고시키

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공정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화종(2012)는 통합공기업의 직무특성과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167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에는 분배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에는 절차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하고, 성과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준호(2013)는 성과보상 및 성과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기업 성과중심 보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K공기업 직원 3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과보상 자체인 보상기제가 적정하다고 느낄수록 정서적 조직몰입

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보상체계의 적정한 운영이 긍정적 조직몰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분배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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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으며, 성과보상에 있어서 분배적 공

정성의 확보는 조직몰입뿐 아니라 조직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상호(2013)는 공기업 임직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직무행태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98명을 대상으로 조직공

정성과 서비스 품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직무만족에서

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품질에 있

어서는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욱(2013)은 공기업 직원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

연구에서 한국석유공사 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이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과급의 차등폭

이 큰 성과연봉제 하에서 분배공정성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분배의 과정 및 절차의공정성의 영향력이 개인의

직무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해석하였다.

박영식(2014)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 213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만이 조

직몰입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상위직급과 하

위직급을 구분한 모형에서는 하위직급에서만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를 갖고 상위직급에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직

급과 연공서열에 의해 보수가 책정되던 것이 경영평가 등으로 인해 보수

와 성과급의 차등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분배공정성에 민감했다고 해석

하였다.

강정수(2015)는 조직공정성 인식과 역할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K공기업 직원 291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과 상호

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손종효(2016)는 준정부기관 직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132명을 대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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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절차공정성, 성

과급관련 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준(2016)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LH 직원 214명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

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공공기관과 관련한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 표 2 ] 공공기관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원구환
․류숙원
(2003)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5개 공기업

직원 295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부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신현호
(2010)

공기업의
성과중심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공기업
308명)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채택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이화종
(2012)

통합공기업의
직무특성과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LH 165명)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기각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이준호
(2013)

성과보상 및
성과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K공기업 364명)

성과보상 절차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성과보상 분배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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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가 설 결 과

이상호
(2013)

공기업임직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298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장진욱
(2013)

공기업직원의 조직
공정성 인식과 조직
몰입 간의 관계 연구
(석유공사 205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박영식
(2014)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공항공사 213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강정수
(2015)

조직공정성 인식과
역할특성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K공기업 291명)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손종효
(2016)

준정부기관 직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영향(준정부기관
직원 132명)

일반적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일반적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일반적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승진관련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승진관련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승진관련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성과급관련 분배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채택

성과급관련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성과급관련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 기각

이상준
(2016)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LH 214명)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채택



- 33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기업의 인사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

적 승진관련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에서 퇴직, 이직 등으로 결

원이 발생할 경우 조직내부 구성원들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 해당직위에 대해서 외부공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상급 직위로의 승진제도는 조직에

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에 조직의 인사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의 승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하여는 조직구성원들이 불합

리·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제도를 만들

어야한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다른 연구들의 실증결과

에서는 출신배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정실 등은 승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사회적 자격 등 다른 요인들

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렇듯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이에 Matheson의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능

력, 평판, 사회적 자격, 인적 네크워크 등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과연 실질적으로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요인을 분석·

도출해 봄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승진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 34 -

2) 승진공정성에 관한 연구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들의 조직행동 및 직무태도 관련변수에게 어떠한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상

사신뢰와 같은 직무관련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

이 부각되지 않았다. 비록 3요인 모델에서 추가된 상호작용공정성의 개

념적 독립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3요인 모델을 활용한 실증연구는 2요인 모델에 비하여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조직공정성 유형들은 경험적

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직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조직공정성에 대한 이론이 전통적 ‘2요인 모델’에서 ‘3요인 모델’이나 ‘문

화적 모델’로 발전해온 과정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여러 개인적, 상황적 변수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

적 변수 외에는 다른 조직적, 상황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조직공정성 인식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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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예전에는 주로 실증분석을 통한 양적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혼

합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공공기관의 속성상 외부

에 폐쇄적인 특성을 갖는 조직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일수록 조직현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각각의 분석방법이 갖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서의 승진은 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일 것

이다. 승진은 현 직급에서 한 단계 상위의 직급으로의 이동으로서 조직

구성원에게는 사기부여뿐만 아니라 승진에 따른 급여인상도 무시못할 것

이다. 이에 일반적인 공정성 인식뿐만 아니라 승진관련 공정성 인식을

구분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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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준정부기관인 K기관에서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 인식

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고,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준정부기관인

K기관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독립변수로는 승진영향요인과 조직공정성을 설정하였으며, 독립

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승진영향요인의 경우는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정

실을 설정하였고, 승진공정성의 경우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

의 하위변수로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개인적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계, 근무

부서로 하였으며, 상황적 변수로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리더십, 직

무특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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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연구모형

○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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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격
규범적몰입

정 실

통제변수

개인적
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급,
당해직급 근속년수, 근무부서, 근무지역,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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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특성 역할갈등·과다, 역할모호성

직무동기 내재적·외재적동기, 무동기

상관리더십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직무특성 직무중요성, 기능다양성, 자율성,
직무정체성, 피드백

◌ 승진공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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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특성 역할갈등·과다, 역할모호성

직무동기 내재적·외재적동기, 무동기

상관리더십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직무특성 직무중요성, 기능다양성, 자율성,
직무정체성, 피드백



- 38 -

제 2 절 연구의 가설

1.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승진영향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승진영향요인의 각 하위요소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일반적인 선행연구들은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등의 요인이 승진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지고, 인적 네크워크 요인이 승진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진다는 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

박천오(2012)는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한국공무원의 인식 연구(중앙공

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 인식 비교)에서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에

비해 정실 요인이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승진 제도와 관련한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정실 요인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상묵(1994)은 공무원의 출신과 승진배경 연구에서 공무원의 출신 배

경은 승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임용 형태, 각 직급 승

진 년도, 권력기관 근무 여부 등 출신 배경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승진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판석(2003)은 대통령과 인사 : 정무·고위직 인사혁신 연구에서 요직

으로 알려진 선호직위에는 보통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한 바,

정실 요인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로(2005)는 고위직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에 관한 연구(핵심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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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보직경로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상식처럼 평가되었던 ‘대통령의 출

신지역과의 일치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출신 배경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개인의 업무 능력이 승진에 더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K기관의 경우 승진제도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능력요인 뿐만 아니라 평판, 사회적 자격, 정실 등 능력외적인 요인 또한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등 승진영향요인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인적

네크워크라는 승진영향요인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1.

가설 1-1. 능력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평판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자격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정실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2. 승진공정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공정성의 각 하위요소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일



- 40 -

반적인 선행연구들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도 높아진다는 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다. 먼저,

분배공정성은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균형이론(balance theory)에

의거하여 공정한 보상 및 형평성 등 주로 개인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절차공정성은 사회정체성 이론 또는 집단가치모델에 의해 공정한 기준,

제도에 대한 만족 등 주로 조직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은 분배의 결과나 과정과는 별도로

인간관계 내에서 존중 받고자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하게 인식

되는 요인으로 인격적 존중 및 상호 관계적 만족 등으로 이해된다. 선행

연구에서 McFarlin & Sweeney(1992)는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적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

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공무원 대상 국내연구인 박철민․김대원(2003)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절차공정성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원구환 외(2008)는 사업성격과 설립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공기

업을 구분하고 그 중 2가지 유형의 5개 공기업에 대하여 조직몰입 영향

요인을 비교 연구한 결과 상호작용공정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분

배공정성은 부(-)의 영향, 절차공정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기업의 문화가 아직까지는 공정성과 원칙에 기반

하기보다는 인맥과 과업수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K기관의 경우 보수체계는 규정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나, 성과급의 편

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분배공정성의 영향

이 타 공기업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보직으로 인한 인사적체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공정성의 영향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모두의 공통점인 보수적이고 위계

적인 조직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와 관계가 있는 상호작용공정

성에 대한 인식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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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직공정성 모든 유형들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2.

가설 2-1. 승진관련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승진관련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승진관련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1) 승진영향요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 중심의 능력을 승진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승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 국가

들에서도 나이, 연공, 교육수준, 연공, 성(gender), 민족 등 다양한 능력

외적인 요인들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Cox &

Nkomo, 1992; Hays & Kearney 1995; Matheson, 1999). 이들 연구 가운

데 Matheson(1999)이 제시하였던 4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승진영향요인

에 대한 개념을 능력(ability), 평판(reputation), 사회적 자격(social

credentials), 정실(patronage)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조작적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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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말하며,

이전의 성과나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토대로 평가될 수 있다.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것에서부터 재량적인 것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heson(1999)이 제시하

였던 승진영향요인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실적, 업무수행태도, 소

속부서의 업무수행실적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문항은

Matheson(1999)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평판

특정인에 대한 평판은 주로 업무수행, 현시성, 품행 등에 근거하여 형

성된다. 업무수행은 업무처리 숙련성 등을 의미하며, 업무수행이 능숙할

수록 평판은 좋아진다. 현시성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공

무원은 조직의 주요 이슈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일처리를 위해 밤늦게까

지 사무실에 머무는 등 일에 대한 몰입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

로 현시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평판도 좋아진다. 평판은 당사자

의 품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사자의

표현적 측면 내지 공적 얼굴로서, 여기에는 의상이나 머리스타일과 외관,

얼굴표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방식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Matheson(1999)이 제시하였던 승진영향요인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상관,

동료, 부하 직원들 사이의 평판, 상관에 대한 충성도, 현 기관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과 협력수준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

문항은 Matheson(1999)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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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격

이는 교육 경험, 사회 계층, 민족, 성(gender) 등 주로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들 속성이 상향 이동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타

인과의 상호작용 행태, 일반적 태도와 같은 품행 요인들이 계층적, 민족

적, 교육적 하부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판단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heson(1999)이 제시하였던 승진영향

요인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학력, 업무관련 자격요건, 핵심부서 근무경험

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문항은 Matheson(1999)의 연구

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정실

조직 내 동질사회적 재생산은 전통적으로 정실(patronage)의 형식이나

우정, 혈연, 충성관계와 같은 개인적 연결의 형식을 취한다. 광의의 정실

은 승진이 개인적 정치적 연결고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실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체제에서 정실에 의한 승진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직에서 상급자와 잘 지내거나 정치적 줄을 잘 잡는 것은

승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heson(1999)이 제

시하였던 승진영향요인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학연, 지연, 정치적 연줄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문항은 Matheson(1999)의 연구에

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승진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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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분

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한 2요인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을 추가한 3요인 모델이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추세에 맞게 Moorman(1991), Thurston

& Mcnall(2010) 등이 제시하였던 3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

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은 구성원 본인이 투입한 노력과 그에 따른 산출에 대한 평

가가 기준이 되며, Price & Mueller(1986)는 분배공정성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 교육수준, 노력과 투자, 업무성과, 업무관련 책임, 입사경력 및 보

직경험의 정도,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

명언(1997)은 직장에서 분배공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자신의 노력, 기술

등을 고려한 형평기준과 학력, 성별과 같은 평등기준이 있음을 제시하고

두뇌, 기술, 노력, 학력, 경력, 성과, 책임, 스트레스를 판단기준으로 제시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ice & Mueller(1986)가 제시하였던 공정성

판단기준들을 고려하여 교육수준, 노력, 업적, 경력 및 경험, 책임수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설문문항은 Price &

Mueller(1986)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은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조직 내의 의사전달 및 의사결

정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공정성으로 Leventhal et al.(1980)은 절차공



- 45 -

정성 판단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일관성, 편파억제, 정확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윤리성을 판단하여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하였던 판단기준들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Greenberg, 1986). 또한, 김명언(1997)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절차공

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견반영, 관련정보수집, 연고관계 고려지양,

편파와 감정의 배제, 기준의 일관성, 외부압력 극복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비교하여 연공서열의 성격이 강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급자가 갖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직급별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존재는 절차의 적용에 있어

서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Leventhal et al.(1980)과 김명언(1997)이 제시하였던 절차공정

성의 판단기준 중에서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문항과 상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인 관련정보 수집, 연고관계 지양, 기준의 일관성,

외부압력 극복 등을 선정하여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3) 상호작용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닌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와 태도에서 인식되는 공정성이다.

Tyler(1999)는 상호작용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처우의 질적인

측면은 중립성, 신뢰성, 지위인정과 같은 경험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Greenberg(1991)는 상사의 상호작용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배려와 친절한 태도, 조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진실한 태도, 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된 상호작용공정성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피평가자의 관점에 대한 고려, 개인적인 편견의 억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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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결정사안의 적용에 대한 피드백, 배려와 친절한 태도, 권리존중, 진

실한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1991)의 측정문항을 토대로 의

견고려, 친절성, 편견배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상호작용공정성 측정

도구로 마련하였다.

2. 종속변수

조직몰입을 측정 척도로 Mowday et al.(1979)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와 Allen & Meyer(1993)의 척도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Allen & Meyer(1993)는 Mowday et al.(1979)의 OCQ를

포함한 총 66개 항목을 사용하여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과 내재된 요인

을 추출하여 정서적 몰입척도(Affective Commitment Scale, ACS)와 지

속적 몰입척도(Continuance Commitment Scale, CCS), 규범적 몰입척도

(Normative Commitment Scale, NCS)를 구성하였다. 총 8개 항목으로

각 유형별 척도는 구성되며 모두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적 몰입척도(ACS)는 조직에 대한 행복, 가족애, 정서적 애착, 소속

감, 조직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며, 지속적 몰입척도(CCS)

는 직장을 떠났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며, 규범적 몰입척도(NCS)에는 의무감, 자긍심, 윤리성, 충성

심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3)가 구성한 ACS, CCS, NCS를 일

부 수정하여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마련하였다. 정서적 몰입척도(ACS)는 정년까지의 근속희망, 가족

애, 소속감, 정서적 애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속적 몰입척도(CCS)는 이

직 시 곤란함, 생계유지 목적, 직장에서의 혜택 등으로 구성하였다. 규범

적 몰입척도(NCS)는 일할 만한 가치, 의무감, 자긍심, 이직에 대한 미안

함을 척도로 구성하였다. 다만 조직공정성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서

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몰입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몰입의 하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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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구분

하서 개인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과 같은 개인고유변수와 근속

년수, 직급, 부서, 근무지역과 같은 조직변수로 구성하였다. 상황적 변수

에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 리더십, 직무특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개인적 특성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조직관련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ldon, 1971 Steers, 1977). 연령은 근

속기간과도 상관이 있어서 연령이 많아지면서 조직에서의 근속기간도 늘

어나게 되어 조직에 대한 투자와 이직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더욱 커

지게 되어 조직몰입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March & Simon, 1958 Buchanan, 1974 Mowday et al., 1979 Decotiis

& Summers, 1987) 근속년수는 조직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직급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DeCotiis & Summers,

1987 주재진, 2007). 직급이 올라갈수록 승진을 위하여 조직에 투자한 시

간과 노력이 더욱 크며, 직급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갖게 되는 권한과

재량권, 조직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대우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직몰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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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지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Morris & Sherman,

1981 Angle & Perry, 198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게 생각하며 조직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낮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owday et al., 1982).

또한 K기관에는 다양한 직계가 존재한다. 직계로는 행정직, 토목직, 지

질직, 기전직, 전산직, 환경직, 기사직, 사무원·기술원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계를 4가지(행정직, 기술직, 기사직, 사무원·기술원)로 나누어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서 근무여건 및 직무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근무부서에 따라 본사, 4원,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등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개인적 특성 변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 표 3 ] 개인적 특성 변수의 측정

변 수 설문구성 구 분

개인적
특성

연령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성별 남, 여

최종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근속년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직급 2급이상, 3급, 4급, 5급 이하

당해직급
근속년수 3년 이하, 4～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직계 행정직, 기술직, 기사직, 사무원·기술원

근무부서 본사, 4원, 지역본부, 지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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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특성

상황적 특성 변수는 역할특성, 직무동기, 상관 리더십, 직무특성을 포

함시켜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해서 측정하였다. 역할특성은 선행연구에

서 타당성이 입증된 Rizzo, House & Lirtzman(1970)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에 관한 4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역할과다에 대한 개별질문 1개 문항을 포함

시켜 총 5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직무동기는 Guay et al.(2000)

이 개발한 SIMS의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여 직무동기를 내재적 동기, 외

재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관리더십은 Burns(1978)가

제시하였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에는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의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고려에 관한 각각 1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에 관

한 각각 1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리더십을 측정하였

다.

Hackman & Oldham(1975)는 직무특성이론에서 직무만족과 개인의 생

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을 기능다양성(skill variety), 직무정체성

(task identity),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피드

백(feedback)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Job Diagnostic Survey,

JDS)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의 JDS를 활용

하여 직무특성을 기능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

로 구성하여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상황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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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상황적 특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 분 변수 설문구성 척도 선행연구

역할
특성

역할갈등 판단과 다른 일 수행,
대립된 요구

Likert
7점 척도

Rizzo et
al.(1970)

역할과다 업무의 과중

역할모호성 책임범위의 불명확,
직무역할의 모호성

직무
동기

내재적동기 직무에 대한 흥미, 즐거움

Likert
7점 척도

Guay,
Vallerand &
Blanchard
(2000)
SIMS

외재적동기
의무에 따른 외재적 통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인지적 통제

무동기 가치 미부여, 결과 불확실

상관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자극 Likert

7점 척도
Bass(1990)
의 MLQ

거래적리더십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직무
특성

직무중요성 업무의 중요성 인식

Likert
7점 척도

Hackman &
Oldham
(1975)의
JDS

기능다양성 직무에 필요한 기술수준

자율성 직무수행 자율성 및 재량권

직무정체성 전체 직무범위에 대한 책임

피드백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파악 여부

제 4 절 설문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안)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개인

적 특성 외에는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수

는 총 59개이다. 독립변수인 승진영향요인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문항은

총 21개로 승진영향요인에 관한 문항 12개, 분배공정성에 관한 문항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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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에 관한 문항 3개, 상호작용공정성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은 총 9개로 정서적 몰입 3개

문항, 지속적 몰입 3개 문항, 규범적 몰입 3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

다. 통제변수에 관한 문항은 총 29개로 개인특성에 관한 8개 문항과 역

할특성 6개 문항, 직무동기 6개 문항, 상관의 리더십 4개 문항, 직무특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전체 설문구성표가 다음의 [ 표 5 ]

과 같다.

[ 표 5 ] 설문 구성표

구분 변수 구성요소 문항수 문항(부록참조)
계 59

독립변수
(21)

승진
영향요인

능력 3 Ⅰ- 1,2,3
평판 3 Ⅰ- 4,5,6
사회적 자격 3 Ⅰ- 7,8,9
정실 3 Ⅰ- 10,11,12

승진
공정성

분배공정성 3 Ⅱ- 1,2,3
절차공정성 3 Ⅱ- 4,5,6
상호작용공정성 3 Ⅱ- 7,8,9

종속변수
(9)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3 Ⅲ- 1,2,3
지속적 몰입 3 Ⅲ- 4,5,6
규범적 몰입 3 Ⅲ- 7,8,9

통제변수
(29)

역할특성
역할갈등 2 Ⅳ- 1,2
역할과다 2 Ⅳ- 3,4
역할모호성 2 Ⅳ- 5,6

직무동기

내재적동기 2 Ⅴ- 1,2

외재적동기
외재적통제 1 Ⅴ- 3
인지적통제 1 Ⅴ- 4

무동기 2 Ⅴ- 5,6
상관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2 Ⅵ- 1,2
거래적 리더십 2 Ⅵ- 3,4

직무특성

직무중요성 1 Ⅶ - 1
기능다양성 1 Ⅶ- 2
자율성 1 Ⅶ- 3
직무정체성 1 Ⅶ- 4
피드백 1 Ⅶ- 5

개인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근속
년수, 직급, 당해직급근속
년수, 근무부서, 근무지역

총8개 Ⅷ-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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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6년 12월 현재 준정부기관인 K기관에 소속되

어 근무 중인 1급에서 7급까지 직원 5,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1,1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불성실한 답변을 한 36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78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2월 19일

부터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를 재확인하고 설문조사에서 자세히 다

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몇몇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

자 선정은 실증분석 모델의 인적구성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본사와 지역

본부, 지사 직원으로 하고 4급 이하의 하위집단 직원과 3급 이상 상위집

단 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본사 3명, 지역본

부 3명, 지사 3명으로 총 9명으로 하였다. 면접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유의확률은 5%로 설

정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서 요인분

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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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의 [ 표 6 ] 와 같다.

[ 표 6 ] 연구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분석

변수의 타당성 분석 요인분석

변수의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

집단간의 차이검증 ANOVA, t-test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승진관련요인과 조직몰입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의 재확인 및 신뢰성 확보 면접조사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령

은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속년수의 경우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하였다. 성별

은 더미변수로 변경하여 남자=1, 여자=0으로 지정하였으며 직계는 행정

직을 기준으로, 근무부서는 본사를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면접조사인 포커스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의 경우, 조직

공정성과 조직몰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감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

구조화 면접(unstructured interviw)으로 하여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

회피나 특정분야에 국한하지 않도록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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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993명(92.1%), 여성이 85명(7.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 미만 35명(3.2%), 30대 145명(13.5%), 40대 330명(30.6%), 50세 이

상 568명(52.7%)으로 분석대상자 중 50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학력에 있어서는 고

졸 이하 145명(13.5%), 전문대졸 166명(15.4%), 4년제 대졸 568명

(52.7%), 대학원졸업자가 199명(18.5%)으로 4년제 대졸자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학원졸업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

속년수에서는 5년 미만이 128명(11.9%), 5년에서 10년 미만 까지가 76명

(7.1%),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82명(16.9%), 20년 이상이 692명(64.2%)

을 차지하고 있다. 직급 구성은 부장‥부서장급인 2급 이상이 142명

(13.2%), 차장급인 3급이 339명(31.4%), 과장·대리급인 4급이 314명

(29.1%), 신입사원·기사직·7급상용에 해당되는 5급 이하는 283명(26.3%)

로 3급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당해 직급근속년수에서는 3

년 이하가 245명(22.7%), 4～7년 미만이 192명(17.8%), 7～10년 미만이

142명(13.2%), 10년 이상이 499명(46.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계는 행정직이 363명(33.7%), 기술직이 554명(51.4%), 기사직이

75명(7.0%), 사무원·기술원이 86명(8.0%)으로 기술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부서은 본사 133명(12.3%), 4원 61명(5.7%), 지역본부 154명

(14.3%), 지사 665명(61.7%), 사업단 65명(6.0%)으로 같은 비율을 보였

다.

이러한 분포는 본 연구의 모집단인 K기관의 현재 인적구성과 상당히

일치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

으며, 다음의 [표 7]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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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993 92.1

여 85 7.9

연 령

30대 미만 35 3.2

30대 145 13.5

40대 330 30.6

50세 이상 568 52.7

최종학력

고졸이하 145 13.5

전문대졸 166 15.4

대졸 568 52.7

대학원졸 199 18.5

총근속년수

5년 미만 128 11.9

5～10년 미만 76 7.1

10～20년 미만 182 16.9

20년 이상 692 64.2

직 급

2급 이상 142 13.2

3급 339 31.4

4급 314 29.1

5급 이하 283 26.3

당해직급

근속년수

3년 이하 245 22.7

4～7년 미만 192 17.8

7～10년 미만 142 13.2

10년 이상 499 46.3

직 계

행정직 363 33.7

기술직 554 51.4

기사직 75 7.0

사무원·기술원 86 8.0

근무부서

본 사 133 12.3

4원 61 5.7

지역본부 154 14.3
지 사 665 61.7
사업단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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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변수의 타당성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 orthogonal rotation)으로 고유값(eigen

value)으로 1.0이상으로 정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기준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

로 간주되고 0.5이상일 경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 적재치를 0.4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문항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신뢰성을 판단하는 값으

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0.6을 기준값으로 하였다.

1. 독립변수 측정도구

본 연구는 독립변수 총 21개 중 승진영향요인 12개와 승진관련 공정성

9개로 구분하였다..

첫째, 승진영향요인을 측정하는 12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일부 문항을 제거

하여 총 12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구분에 맞게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3개요인의 총 설명력은 85.58%로 나타났

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757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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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승

진영향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요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능력으로 설문항목은 최

초 설문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 문항 모

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능력의 고유값은 2.54이며 설명력은 36.3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실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능력의 고유값은 2.45이며 설명력은 35.06%로 나타났다.세 번째 요인은

평판으로 ‘평판-4,6’ 문항이 능력에 적재되어 제거하고 ‘평판-5’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판의 고유값은 0.98이고 설명력은 14.13%로 나타

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능력 0.908, 정실 0.883으로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의 [ 표 8 ]과 같다.

[ 표 8 ] 승진영향요인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능력 정실 평판 Cronbach's α

능력-1 .934
능력-2 .921 .908
능력-3 .894
정실-11 .924
정실-10 .918 .883
정실-12 .807
평판-5 .941

Eigen-value 2.548 2.454 0.987
분산설명(%) 36.396 35.060 14.133
누적(%) 36.396 71.457 85.589

둘째, 승진관련 조직공정성을 측정하는 9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값이 0.877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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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결과의 이

론적 구조와 동일하게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3개 요인의 조직

공정성에 대한 총 설명력은 약 83.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 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의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배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2.71이며 설명력은 30.14%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과 동일하게 3

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고유값(Eigen-value)은 2.64이며 설명력은 29.40%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으로 설문항목은 최초 설문과 동일하게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의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절차공정성

의 고유값(Eigen-value)은 2.13이며 설명력은 23.77%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분배공정성 0.939, 상호작용공정성 0.923, 절차공정성 0.815으로 높

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9 ] 승진관련 공정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Cronbach's α

분배-2 .874
분배-1 .859 .939
분배-3 .853
상호작용-8 .914
상호작용-7 .901 .923
상호작용-9 .857
절차-6 .824
절차-4 .776 .815
절차-5 .685

Eigen-value 2.713 2.646 2.139
분산설명(%) 30.141 29.401 23.770
누적(%) 30.141 59.543 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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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측정도구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9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선행연구 결과의 이론 구조와

맞지 않는 일부 문항을 제거하여 총 9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3개요인의

총 설명력은 81.81%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828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꽤 좋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는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요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정서적 몰입으로 설문항

목은 최초 설문구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

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서적 몰입의 고유값은 2.57이며 설명

력은 36.71%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지속적 몰입으로 최초 설문구

성과 동일하게 추출되어 3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3개 문항 모두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지속적 몰입의 고유값은 2.00이며 설명력은 28.65%로 나

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규범적 몰입으로 규범적 몰입을 구성했던 ‘규범

적몰입-7,8’ 문항이 정서적 몰입에 적재되어 제거하고 ‘규범적몰입-9’ 문

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규범적 몰입의 고유값은 1.15이고 설명력은

16.44%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몰입이 0.912, 지속적 몰입이 0.777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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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조직몰입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Cronbach's α

정서적몰입-2 .918

정서적몰입-3 .901 .912

정서적몰입-1 .802

지속적몰입-5 .897

지속적몰입-4 .776 .777

지속적몰입-6 .672

규범적몰입-9 .890

Eigen-value 2.570 2.006 1.151

분산설명(%) 36.710 28.656 16.447

누적(%) 36.710 65.365 81.812

3. 통제변수 측정도구

역할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이론구조와 유사하게 [표

11]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1.99%로 나타

났다. 첫 번째 요인인 역할모호성은 고유값이 1.70이고 설명력은 28.42%

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인인 역할과다는 고유값이 1.63이고 설명력은

27.28%로 나타났고 세 번째 요인인 역할갈등은 고유값 1.57이고 설명력

은 26.28%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746으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

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

한 결과 역할모호성이 0.810, 역할과다가 0.798, 역할갈등이 0.708로 나

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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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역할특성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역할갈등 Cronbach's α

역할모호성-2 .890 .810

역할모호성-1 .877

역할과다-3 .913 .798

역할과다-4 .806

역할갈등-1 .876 .708

역할갈등-2 .804

Eigen-value 1.706 1.637 1.577

분산설명(%) 28.425 27.283 26.288

누적(%) 28.425 55.708 81.996

직무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이론구조와 유사하게 [표

12]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89.55%로 나타

났다. 첫 번째 요인은 내재적동기로 고유값은 1.82이며 설명력은 30.38%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무동기로 고유값은 1.77, 설명력은 29.59%

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외재적동기로 고유값은 1.77, 설명력은

29.58%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573으로 요인분석

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

한 결과 내재적동기 0.905, 무동기 0.872, 외재적동기 0.871로 나타나 척

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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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직무동기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내재적동기 무동기 외재적동기 Cronbach's α

내재적동기-1 .936 .905

내재적동기-2 .936

무동기-5 .932 .872

무동기-6 .927

외재적동기-4 .936 .871

외재적동기-3 .926

Eigen-value 1.823 1.776 1.775

분산설명(%) 30.380 29.598 29.581

누적(%) 30.380 59.978 89.559

상관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척도 순화과정을 거쳐 총 4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선

행 연구와 유사하게 [표 13]과 같이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

명력은 94.70%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고유값은

1.67이며 설명력은 55.7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거래적 리더십으

로 공통성이 낮은 ‘거래적리더십-4’ 항목은 거래적 리더십에서 제거하였

다. 거래적 리더십의 고유값은 1.16, 설명력은 38.90%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값이 0.742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

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에서도 유의확률

0.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문항인 거래적 리더십을 제외하고 변혁적 리더십 문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값이 0.913로 척도의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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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상관리더십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항 목
요인분석 신뢰도

변혁적리더십 거래적리더십 Cronbach's α

변혁적-2 .884 .913
변혁적-1 .842
거래적-3 .903
Eigen-value 1.674 1.167
분산설명(%) 55.797 38.909
누적(%) 55.797 94.707

직무특성은 하위요인 모두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제 3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승진관련요인과 조직몰입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14]과 같다.

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은 7점 척도에서 평

균 4.97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평판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자격 5.06, 정실 5.04,

능력 4.51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진관련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1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상호작용

공정성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3.83, 절차공

정성 3.47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경우 평균이 5.35로 나타나 조직몰입의 수준이 평균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정서적 몰입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속적몰입 5.37, 규범적몰입 5.15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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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승진영향요인,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기초 통계량

변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승진
영향요인

전체 1078 1.00 7.00 4.97 .945

능 력 1078 1.00 7.00 4.51 1.693

평 판 1078 1.00 7.00 5.28 1.159

사회적자격 1078 1.00 7.00 5.06 1.174

정 실 1078 1.00 7.00 5.04 1.481

승진관련
조직공정성

전체 1078 1.00 7.00 4.01 1.311

분배공정성 1078 1.00 7.00 3.83 1.631

절차공정성 1078 1.00 7.00 3.47 1.513

상호작용공정성 1078 1.00 7.00 4.74 1.555

조직
몰입

전체 1078 1.00 7.00 5.35 1.200

정서적몰입 1078 1.00 7.00 5.52 1.507

지속적몰입 1078 1.00 7.00 5.37 1.283

규범적몰입 1078 1.00 7.00 5.15 1.40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승진영향요인의 경우 네가지 하위요소에서 모두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판요인과 사회적 자격요인을 중요시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승진공정성의 경우 세가지 하위요소에서 모두 조직전반

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승진관련 공정성 중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직의 인적구성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 기회의 부족과 승진과

정의 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몰입의

경우 세가지 하위요소에서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원 대

부분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몰입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이

라는 직업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 몰

입의 수준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조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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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5]와 같이 연령에 따라 승진
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을 지각하는 것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승진영향요인에서는 30세미만에서 평균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846, p<.46),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에서는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승진
관련 공정성 F=4.071, p<.00, 조직몰입 F=29.148, p<.00)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집단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승진 공정성에서는 30대
집단과 50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의 경우 30세미만 집단, 30대
집단, 50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5 ] 연령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30세미만(a) 35 5.07 1.062

.846 .469
30대(b) 145 4.81 .970

40대(c) 330 4.94 .989

50세이상(d) 568 4.93 1.028

승진
공정성

30세미만(a) 35 3.86 1.105

4.071 .007** b<d
(scheffe검증)

30대(b) 145 3.76 1.409

40대(c) 330 3.93 1.284

50세이상(d) 568 4.14 1.302

조직
몰입

30세미만(a) 35 4.25 1.229

29.148 .000** a,b<d
(scheffe검증)

30대(b) 145 4.73 1.267

40대(c) 330 5.33 1.168

50세이상(d) 568 5.53 1.108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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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차이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먼저 승진영향요인은 남자는 평균 4.92, 여자는 평균 4.88로 나타났으며

t값이 0.39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은 남자는 평균 4.06, 여자는 평균 3.48로 나타났으며 t

값이 3.958,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수준에 있어서는 남자는 평균 5.37, 여자는 평균 4.70로 나타

났으며 t값이 5.027,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표 16 ] 성별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승진
영향요인

남 993 4.92 1.017
.396 .692

여 85 4.88 .924
승진
공정성

남 993 4.06 1.309
3.958 .000**

여 85 3.48 1.224
조직
몰입

남 993 5.37 1.182
5.027 .000**

여 85 4.70 1.202
*p<.05, **p<.01

3. 교육수준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7]과 같이 승진

영향요인과 조직몰입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공정성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에 있어서 대졸의 평균(4.95)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

의 평균(4.80)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점차 승진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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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F=0.875, p>.05). 승진관련 공정성은 전문대졸의 평균(4.19)이

가장 높았고 대졸의 평균(3.90)이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036, p<.05).

조직몰입의 경우는 대학원졸의 평균(5.36)이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의

평균(5.29)이 가장 낮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175, p>.05).

[ 표 17 ] 교육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고졸이하(a) 145 4.80 1.047

.875 .454
전문대졸(b) 166 4.91 1.079

대졸(c) 568 4.95 .992

대학원졸(d) 199 4.94 .972

승진
공정성

고졸이하(a) 145 4.14 1.208

3.036 .028*
전문대졸(b) 166 4.19 1.366

대졸(c) 568 3.90 1.293

대학원졸(d) 199 4.09 1.368

조직
몰입

고졸이하(a) 145 5.29 1.168

.175 .913
전문대졸(b) 166 5.35 1.274

대졸(c) 568 5.30 1.195

대학원졸(d) 199 5.36 1.165
*p<.05, **p<.01

4.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표 18]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승진

영향요인에 있어서 전체 평균(4.97)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났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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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074,

p<.05). 승진관련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4.01)에 비해 직급

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

한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990, p<.01).

조직몰입 인식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5.35)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8.047, p<.01).

직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승진관련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승진

영향요인과 조직몰입이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으로

Dunnet의 T3로 검정하였다. 승진영향요인에 있어서는 Scheffe 검정 및

Tukey 방법 모두 분석되지 않았다. 승진공정성 및 조직몰입에 있어서

모두 2급 이상, 3급, 4급, 5급 이하 집단 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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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2급이상(a) 142 5.08 .888

3.074 .027*
3급(b) 339 5.00 .945

4급(c) 314 4.83 1.053

5급이하(d) 283 4.85 1.080

승진
공정성

2급이상(a) 142 4.60 1.160

12.990 .000** a>b,c,d
(scheffe검증)

3급(b) 339 3.97 1.223

4급(c) 314 3.80 1.366

5급이하(d) 283 4.01 1.343

조직
몰입

2급이상(a) 142 5.76 .950

18.047 .000** a>c,d
(Dunnett T3)

3급(b) 339 5.51 1.036

4급(c) 314 5.22 1.243

5급이하(d) 283 4.99 1.325
*p<.05, **p<.01

5.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9]에서 보여주듯이

승진영향요인을 제외하고 승진 공정성과 조직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의 경우 근속년수가 20년 이상 및 5년미만인 집단의 평균

(4.95)이 가장 높았으며, 5～10년미만(4.80), 10∼20년 미만(4.85)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0.799, p>.05).

승진 공정성은 근속년수가 5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4.10), 다

음으로 20년 이상(4.09), 5～10년 미만(3.43), 10～20년 미만(3.90)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7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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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5.54),

다음으로 10～20년 미만(5.21), 5～10년 미만(4.77), 5년 미만(4.59) 순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직몰입의 경우에도 대체로 근속년수가 길어

질수록, 점차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2.171, p<.01).

직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결과 승진공정성의 경우 집

단 간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

직몰입의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으로 Dunnet의 T3로 검정하

였다. 승진공정성에 있어서 5년미만 집단과 5∼10년미만 집단 간에 유의

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직몰입에 있어서 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집

단 간에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표 19 ]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5년미만(a) 128 4.95 .888

.799 .494
5-10년미만(b) 76 4.80 1.012

10-20년미만(c) 182 4.85 1.068

20년이상(d) 692 4.95 1.015

승진
공정성

5년미만(a) 128 4.10 1.207

6.701 .000** a>b
(scheffe검증)

5-10년미만(b) 76 3.43 1.258

10-20년미만(c) 182 3.90 1.383

20년이상(d) 692 4.09 1.300

조직
몰입

5년미만(a) 128 4.59 1.180

32.171 .000** a,b,c>d
(Dunnett T3)

5-10년미만(b) 76 4.77 1.361

10-20년미만(c) 182 5.21 1.266

20년이상(d) 692 5.54 1.08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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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20]에서 보

여주듯이 승진영향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

진 공정성과 조직몰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승진영향요인의 경우 당해직급 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집단의 평균

(5.06)이 가장 높았으며, 7～10년 미만(4.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사

초기 및 승진초기인 당해직급 근속년수가 짧거나 또는 당해직급에서 10

년 이상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Dunnett T3 사후검정결과 3년 이하 집단은 7～10년 미

만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a>b).

승진관련 공정성은 3년 이하 집단 평균(4.19)이 가장 높았으며, 7～10년

미만 집단 평균(3.8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10년이상 집단 평균(5.39)이 가장 높았으며, 3년

이하 집단 평균(5.21)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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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당해 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3년이하(a) 245 5.06 .878

2.957 .032* a>c
(Dunnett T3)

4-7년미만(b) 192 4.96 .960

7-10년미만(c) 142 4.78 .987

10년이상(d) 499 4.88 1.086

승진
공정성

3년이하(a) 245 4.19 1.172

2.612 .050
4-7년미만(b) 192 4.00 1.416

7-10년미만(c) 142 3.82 1.313

10년이상(d) 499 3.99 1.328

조직
몰입

3년이하(a) 245 5.21 1.133

1.375 .249
4-7년미만(b) 192 5.26 1.339

7-10년미만(c) 142 5.32 1.147

10년이상(d) 499 5.39 1.197
*p<.05, **p<.01

7. 직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직계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조직몰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부서별로 평균값의 미세

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승진영향요인에 있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에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4.94), 기사직(4.7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승진공정성에 있어서는 기술직에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

으며(4.05), 사무원·기술원(4.79)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조직몰입의 경우 행정직 집단의 평균(5.42)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원·

기술원 집단의 평균(4.78)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Dunnett T3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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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 행정직 집단과 사무원·기술원 집단과의 평균 차이가 유의확률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d).

[ 표 21 ] 직계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행정직(a) 363 4.94 1.007

.655 .580
기술직(b) 554 4.94 .986

기사직(c) 175 4.79 1.205

사무원·기술원(d) 86 4.86 .992

승진
공정성

행정직(a) 363 3.98 1.339

.435 .728
기술직(b) 554 4.05 1.295

기사직(c) 175 3.97 1.351

사무원·기술원(d) 86 3.91 1.277

조직
몰입

행정직(a) 363 5.42 1.197

8.515 .000** a>d
(Dunnett T3)

기술직(b) 554 5.37 1.127

기사직(c) 175 5.04 1.400

사무원·기술원(d) 86 4.78 1.288
*p<.05, **p<.01

8. 근무부서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증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승진영향요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경우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승진영향요인의 경우 본사 직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5.10),

지역본부 직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4.86),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다(F=2.910, p<.05).

승진공정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본부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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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16), 4원 직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3.7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F=0.954, p<.05).

[ 표 22 ]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검증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승진
영향요인

본사(a) 133 5.10 .957

2.910 .021*
4원(b) 61 5.01 .871

지역본부(c) 154 4.86 .863

지사(d) 665 4.87 1.070

사업단(e) 65 5.18 .840

승진
공정성

본사(a) 133 3.87 1.393

1.635 .163

4원(b) 61 3.73 1.265

지역본부(c) 154 4.16 1.120

지사(d) 665 4.03 1.324

사업단(e) 65 4.09 1.438

조직
몰입

본사(a) 133 5.25 1.260

.954 .432

4원(b) 61 5.26 1.075

지역본부(c) 154 5.18 1.166

지사(d) 665 5.37 1.210

사업단(e) 65 5.34 1.113
*p<.05, **p<.01

이상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급, 근속년수, 당해직급 근속년수, 직

계, 근무부서 등에 따른 변수별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

로 연령이 높고 근속년수가 길며 상위직급 일수록 승진영향요인, 조직공

정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에 비해 승진영향요인, 조직공정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직원의 경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인해 승진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남자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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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지나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해직급 근속년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승진초기의 직원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

았으며, 향후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의 특성인 인사적체 해소를 통해 조직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많이 부

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승진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그 조직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조직

을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소속감과 애착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을 내재화시켜 주어진 결과에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업무 추진 시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대

비 산출량의 비율에 있어서도 경력과 경험이 쌓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라

도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인

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5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표 23]과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9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모든 변수들과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특성중

역할모호성과 직무동기중 무동기만이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동기중 내재적 동기, 상관리더십중 변혁적리더십, 직무특성중

직무중요성에서 조직몰입과 다소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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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모두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승진영향요인의 상

관계수는 .327(p<.01), 승진관련 공정성의 상관계수는 .468(p<.01)로 나타

나 승진관련 공정성의 상관계수 값이 승진영향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역할특성 변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할갈등 .226(p<.01), 역할과다

.138(p<.01)로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역할모호성

-.083(p<.01)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직무동기에 있어서 내재

적동기 .559(p<.01), 외재적동기 .367(p<.01)로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무동기 -.151(p<.01)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상

관리더십에 있어서 변혁적리더십 .495(p<.01), 거래적리더십 .448(p<.01)

로 조직몰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직무특성 변수들인 직무중요

성(.523), 기능다양성(.310), 자율성(.362), 직무정체성(.400), 피드백(.482)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확률(p<.01)에서 모두 조직몰입과 정(+)의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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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승진영향요인 1

2)승진공정성 .334** 1

3)조직몰입 .327** .468** 1

4)역할갈등 .303** .038 .226** 1

5)역할과다 .184** .004 .138** .487** 1

6)역할모호성 .103** -.067* -.083** .388** .443** 1

7)내재적동기 .263** .443** .559** .022 -.050 -.204** 1

8)외재적동기 .246** .213** .367** .326** .247** .097** .258** 1

9)무동기 .107** -.046 -.151** .317** .311** .593** -.281** .102** 1

10)변혁리더십 .237** .619** .495** .034 .050 -.119** .517** .234** -.146** 1

11)거래리더십 .238** .630** .448** -.005 -.002 -.128** .456** .176** -.096** .779** 1

12)직무중요성 .278** .317** .523** .156** .189** -.189** .527** .334** -.261** .438** .378** 1

13)기능다양성 .215** .213** .310** .213** .355** .052 .302** .202** .036 .266** .257** .477** 1

14)자율성 .205** .359** .362** .059 .106** -.115** .395** .180** -.081** .430** .425** .434** .371** 1

15)직무정체성 .169** .188** .400** .235** .268** -.029 .301** .357** -.053 .278** .211** .509** .396**
.455**

1

16)피드백 .246** .352** .482** .139** .152** -.185** .431** .346** -.160** .424** .370** .592** .383** .504** .602** 1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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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가설 검증 및 논의

승진관련요인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

단하기 위해 허용오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보았다. 허용기준은 공차한계는 .10 이상, 분산팽

창요인은 10 이하를 적용하였다.

1. 승진영향요인 회귀모형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

적인 특성 변수들과 역할특성, 직무동기, 리더십, 직무특성 변수들을 투

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변

수화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49.4%로 나타났으며, F값은 60.805, 유의확률은 p=.000 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의 하위요소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능력

요인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286, β= .111,

p<.01). 평판요인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 .575, β= .015, p>.05), 정실요인 또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494, β= .013, p>.05). 하지만 ‘정실요인

의 경우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커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 기각됨으로써 실제적인 가설인 ‘정실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되는 결과를

나았다. 따라서 가설 1-1과 1-4는 채택되었고 가설1-2와 1-3은 기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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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

한 결과 역할특성중 역할갈등의 경우 역할갈등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739, β= .130, p<.01). 역할과다의 경우 정(+)

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t= .316, β= .009, p>.05), 역할모호성의 경우 또한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 .079, β= .010, p>.05). 직무동기중 내재적 동기의 경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8.533, β= .253,

p<.01), 외재적 동기의 경우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t=3.958, β= .101, p<.01), 무동기의 경우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59, β= -.069, p<.05).

리더십중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718, β= .102, p<.01),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도 정(+)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2.627, β= .096, p>.01).

직무특성중 직무중요성의 경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3.811, β= .124, p<.01), 기능다양성의 경우 부(-)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 -.298, β= -.008, p>.05). 자율성의 경우 또한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 -.745, β= -.021, p>.05). 직무정체성의 경우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t=2.674, β= .081, p<.01),

피드백의 경우 또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67, β= .099, p<.01)

개인적 변수중 성별을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63, β= .06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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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승진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

상 수 .208 2.953 .003

승진
영향
요인

능력 .018 .111 4.286 .000** .712

평판 .021 .015 .575 .566 .724

정실 .021 .013 .494 .622 .703

역할
특성

역할갈등 .027 .130 4.739 .000** .631

역할과다 .027 .009 .316 .752 .577

역할모호성 .023 .010 .322 .748 .529

직무
동기

내재적 .024 .253 8.533 .000** .542

외재적 .024 .101 3.958 .000** .727

무동기 .022 -.069 -2.359 .019* .566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029 .102 2.718 .007** .342

거래적 리더십 .026 .096 2.627 .009** .361

직무
특성

직무중요성 .029 .108 3.303 .001** .443

기능다양성 .023 -.008 -.298 .765 .640

자율성 .022 -.021 -.745 .456 .608

직무정체성 .028 .081 2.674 .008** .523

피드백 .030 .099 3.067 .002** .461

개인적
특성 성별a) .099 .062 2.763 .006** .955

R=.703, R2=.494, 수정된 R2=.486
F=60.805, p=.000

a) 1=남성, 0=여성 더미변수화
*p<.05, **p<.01
※ 정실요인의 경우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직몰입은
커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 기각됨으로써
실제적인 가설인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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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관련 공정성 회귀모형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인 특성 변수들과 역할특성, 직무동기, 리더십, 직무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50.0%로 나타났으며, F값은 62.411, 유의확률은 p=.000 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

배공정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4.086, β=

.133, p<.01). 절차공정성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t= .287, β= .009, p>.05), 상호작용공

정성 또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1.086, β= .278, p>.05).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고 가설2-2와 2-3은 기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

한 결과 역할특성중 역할갈등의 경우 역할갈등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058, β= .137, p<.01). 역할과다의 경우 정(+)

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t= .828, β= .027, p>.05), 역할모호성의 경우 또한 정(+)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 .079, β= .002, p>.05). 직무동기중 내재적 동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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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8.546, β= .252,

p<.01), 외재적 동기의 경우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t=4.063, β= .103, p<.01), 무동기의 경우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5, β= -.062, p<.05).

리더십중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t=2.085, β= .085, p<.05),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정(+)의

영향을 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1.675, β= .062, p>.05). 직무특성중 직무중요성의 경우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811, β= .124, p<.01), 기능다양

성의 경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407, β= -.011, p>.05).

자율성의 경우 또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770, β= -.021,

p>.05). 직무정체성의 경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t=2.652, β= .079, p<.01), 피드백의 경우 또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12, β= .087, p<.01)

개인적 변수중 성별을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05, β= .06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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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 승진관련 공정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

상 수 .191 3.310 .001

승진
공정성

분배공정성 .024 .133 4.086 .000** .445

절차공정성 .025 .009 .287 .774 .466

상호작용공정성 .026 .037 1.086 .278 .398

역할
특성

역할갈등 .026 .137 5.058 .000** .645

역할과다 .027 .027 .828 .408 .566

역할모호성 .023 .002 .079 .937 .525

직무
동기

내재적 .024 .252 8.546 .000** .542

외재적 .023 .103 4.063 .000** .732

무동기 .022 -.062 -2.155 .031* .564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031 .085 2.085 .037* .287

거래적 리더십 .027 .062 1.675 .094 .342

직무
특성

직무중요성 .028 .124 3.811 .000** .447

기능다양성 .022 -.011 -.407 .684 .646

자율성 .022 -.021 -.770 .442 .606

직무정체성 .027 .079 2.652 .008** .527

피드백 .029 .087 2.712 .007** .460

개인적
특성 성별a) .099 .063 2.805 .005** .947

R=.707, R2=.500, 수정된 R2=.492
F=62.411, p=.000

a) 1=남성, 0=여성 더미변수화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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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과 해석

1. 실증적 분석결과

지금까지 준정부기관인 K기관 직원들의 승진영향요인·승진공정성 인

식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

인식수준에 있어서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승진영향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

관련 공정성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은 보통 이상으로 나

타났지만 승진영향요인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승진관련 공정성 하

위변수 중에서 절차공정성의 인식수준이 7점 척도에서 3.47로 평균 이

하로 나타나 직원들이 승진관련 절차에 대해 다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직몰입 정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 하위변수 중에서 특히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이

높게 나타나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조직을 떠났을 경우에 많은 부분이 곤란해 질 것이고

조직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이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조직에 계속 몰입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50세 이상 집단에서 승진영향

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

영향요인은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도 50대이상, 40대, 30대, 30세미만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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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더 높은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의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영향요인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승진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관련 공정성만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나, 승진영향요인과 조직몰입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은 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 모두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

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영향

요인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은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몰입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자가

조직몰입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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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직급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승진영향요인만

집단 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은 집단 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당해직급 근속년수

3년 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승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구성원이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당해직급 근속년수

10년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시기에 놓인 집단에서 본인들의 승진을 위해 좀 더

조직몰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직계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조직몰입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

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직계별로 평균값의 차이도 미세하게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무부서에 따른 변수의 차이 검증에서 승진영향요인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나타났으나,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 모두에서 근무부서별로

평균값의 차이도 미세하게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승진영향요인에서는 능력

요인과 정실요인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역할특성 중 역할과다와

역할모호성, 직무특성 중 기능다양성, 자율성 변수들만 제외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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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변수인

성별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역할특성

중 역할과다와 역할모호성, 상관 리더쉽 중 거래적 리더십, 직무특성 중

기능다양성, 자율성 변수들만 제외하고 모두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변수인 성별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 표 26 ]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 설
검증
결과

가설1-1
승진영향요인 중 능력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1-2
승진영향요인 중 평판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1-3
승진영향요인 중 사회적 자격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1-4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1
승진관련 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2
승진관련 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가설2-3
승진관련 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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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해석

지금까지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심층면접(본사 3명, 지역

본부 3명, 지사 3명)을 통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준정부기관인 K기관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승진

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관련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보통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영향요인 하위요소들 중

에서는 능력과 평판요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정실요인

보다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 하위요소들 중에서 분배공정

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

에 비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인력 구조의 노쇠화와

승진기회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1) 승진영향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

승진영향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한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승진영향요인 중 능력요인과 평판요인을 중요시

하지만, 평판요인보다 능력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능력요인이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검증

결과(능력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와

일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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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은 능력요인이나 평판요인보다

덜 중요시 하였지만, 정실요인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실요인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검증 결과(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와 상이함을

보였다.

다음은 승진영향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우리 회사에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능력요인과 평판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판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능력

요인이 더 승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승진영향

요인 중 능력요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더 강한 소속감과 애착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본사 4급 직원)

“승진영향요인 중 정실요인이 승진이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힘있는 정치인 또는 고위직 공무원 등의 입김이

승진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실요인은 앞으로 사라

져야 할 것이고, 정실요인보다는 능력요인과 평판요인 등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잣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지사 3급 직원)

2)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한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 본 결과 승진공정성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을

중요시 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분배공정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검증 결과(승진공정성 중 분배



- 90 -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아질 것이다)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상호작용공정성이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어 가설검증 결과(승진공정성 중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와 상이함을 보였다.

다음은 승진공정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승진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에 대한 제도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높

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나 승진이 돌아

가야 조직에 열과 성을 다하리라 생각되기에 무엇보다도 분배에 대한 공

정성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역본부 3급 직원)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간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잘 되어야만

조직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작용공

정성이 확립되어야만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신뢰와 믿음이 생겨 업무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조직구

성원들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

이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본사 3급 직원)

3) 조직 인력 구조 특성

준정부기관인 K기관 직원들이 승진영향요인의 하위요소들 중에서는

능력과 평판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들

중에서 분배공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인력 구조적 특성 중 조직 노쇠성 및 조직의 경직성에서 찾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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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K기관은 정년이 보장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고령화되어 있어 근속년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소

외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승진대상 자리가 부족하고 직계

간에도 승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여 행정 및 토목 직계 직원에 비해 지

질, 기전, 전산, 환경 등 소수 직계 직원의 승진 소외가 다소 있다. 하위직

의 비중이 역삼각형으로 승진적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6. 12월 기준

으로 인력구성 비율을 보면 40대 34.0%, 50대 33.3%로 40대이상이 전체

의 67.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24.6%, 30세 미만 8.1%로 40

대 미만이 32.7%에에 불과해 조직이 고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은 조직 인력구조와 관련한 직원들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우리 회사 인적구조를 보면 연령이 많은 직원들이 과장, 차장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어, 그런 선배들이 승진하지 않는 이상, 나의 승진이 너무

멀게만 느껴져 근무의욕이 저하됩니다...”(본사 3급 직원)

“입사 동기들끼리도 승진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획이나 총무,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동기들은 승진도 빨리 하는데, 사업부서나 지사에

있는 동기들은 지사장은 언감생심이고 부장도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지역본부 4급 직원)

상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하위직급 직원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조직 인력 구조를 감안하여 명예퇴직제

및 임금피크제를 보완, 발전시켜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심을

높여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조직 문화 특성

1908년 옥구수리조합을 시작으로, 2000년에 농업관련기관 3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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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어 사명을 3차례 변경하여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K기관으로 새롭

게 태어났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통합으로 인해 다소 이질감이 있었으

나 지속적인 조직문화 쇄신 및 신입사원 채용 등을 통해 처음보다는 이

질감, 불신, 반목 등을 해소시켜 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출신기

관에 따른 이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은 조직 문화특성과 관련하

여 직원들이 인터뷰한 주요 내용이다.

“통합때보다는 출신기관간 위화감이나 반목이 아주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주요보직 끌어주기, 승진시 같은 출신기관 고려 등의 조직문화가

조금은 잔존해 있어 공정한 조직문화 및 승진에 방해요인으로 남아 있습

니다.”(지사 3급 직원)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또는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후배직원에게

일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으며, 상사들도 승진시에는 능력보다는 연령,

평판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도 승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 좀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지역본부 4급 직원)

“우리회사의 조직문화도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이라는 구태한 모습

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를 우선시하며,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내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선진적이고 글로

벌한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사 3급 직원)

상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좀더 조직 구성원들간의 융화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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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에 대해 승진영향요인, 승진

관련 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

변수들 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적 독립성이 증명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존 2요인 모형의 연구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적인 공정성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절차공정성의

한 개념에 포함시켜 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던 것을

3요인 모형에서는 기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에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적인 공정성 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3요인 분석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능력, 평판, 사회적 자격,

정실요인 등 승진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별도로 생성하여 연구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승진관련 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승진영향요인의 하위 변수 중에서는 능력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분배

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능력요인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요소 중 분배공정성이 중요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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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재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간부직원 뿐만 아니라 비간부직원까지

확대 도입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해 보수와 성과급의

차등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배공정성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의 인식수준과 조직몰입

정도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진영향요인의 하위변수 중

에서 능력요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의 하위변수 중에서 절차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영향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능력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진관련 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만이 조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간 차이검증에서 연령, 성별, 직급 및 근속년수에 따라 조직공정성

인식의 정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승진영향요인, 승진관련 공정성, 및 조직몰입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0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초기에는 승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본 인식과 내부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느낀 것에 대한 괴리감과 타 직장으로의 이직가능성이 아직 높은 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직 내 신입

사원들에 대해 입사초기 초심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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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젊은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진관련 공정성을 확보 등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승진영향요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능력요인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능력요인이 다른

승진영향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만큼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진관련 공정성 하위변수 중에서 분배공정성만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정부시책 방향으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간부직원 뿐만 아니라

비간부직원까지 확대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승진공정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승진의

공정성 기회보장 및 그에 따른 승진 제도개선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준정부기관 중 K기관에 한정된 연구결과임으로

전체 준정부기관을 설명하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다양

한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

되어 공공기관에 일반화된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경로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동일 공공기관에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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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승진관련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연

구를 위한 것으로 승진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자에게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본 설문의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순

수한 학문적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정보는 절대 비

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 1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 구 자 : 윤귀남

【 작성요령 】

1. 각 설문항목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 바

랍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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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승진영향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업무수행실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무수행태도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소속부서의 업무수행실적이 승진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상관, 동료, 부하 직원들 사이의 평판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상관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현 기관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과 협력수
준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학력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업무관련 자격요건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핵심부서 근무경험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학연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연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정치적 연줄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다음은 승진공정성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나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공정한 승진기회
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업무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공정한
승진기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책임과 업무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공정
한 승진기회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직장에서 승진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승진결정시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
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승진결정시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의 상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원의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상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
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상관은 승진결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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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조직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 강한 소
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곤란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긴다면 이 조직에서 누
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게 미
안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다음은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내 판단과는 다르게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담당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된 요
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내 업무상 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 업무는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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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직무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흥미있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에게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하기는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는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Ⅵ. 다음은 상관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나의 상관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상관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다양
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상관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상관은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그
에 대한 규칙을 강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Ⅶ. 다음은 직무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 매우
부정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 매우
긍정

1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업무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의 시작에서 끝마무
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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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귀하의 근속년수는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5. 귀하의 직급은 ? ① 2급 이상 ② 3급 ③ 4급 ④ 5급 이하

6. 귀하의 당해직급 근속년수는 ?

① 3년 이하 ② 4~7년 미만 ③ 7~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7. 귀하의 직계는 ?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기사직 ④ 사무원·기술원

8. 귀하의 근무부서는 ? ① 본사 ② 4원 ③ 지역본부 ④ 지사 ⑤ 사업단

“ 바쁘신 와중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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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ctors Related

Promo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ing on influencing Factors of

Promotion and a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

Yun, Gui Na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romotion is the best concern of orgnizational members. Because

a salary as well as a power and a position is gotten higher.

Inflencing factors of promotion and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mount of research conducted on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in both public and privat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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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few studies focusing on public sector are f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flencing factors of

promotion including ability, reputation, social qualification, patronage

and a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ncluding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how the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Korean public enterprise. In this case, variables

characteristics inclu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job motivation, boss

leadership, job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as much as possible to

the more precise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population of this

study, as of December 2016, 5,969 people of the “K” public enterprise

were enrolled. 1,114 people answered the questionaire and finally 1,078

people was used in analysis excluding 36 people answered

unfaithfully. And also in order to reaffirm the empirical results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said that inflencing factors of promotion is

tot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including ability, reputation, social

qualification, patronage showed higher than normal perceived level of

fairness and interaction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showed relatively

high of three kinds of fairness recognition level. On the other hand

reputation factor was highestly showed, ability factor was lowestly

showed.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is tot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including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showed higher than normal perceived level of fairness but procedural

fairness recognition level showed relatively low of three kinds of

fairness recognition level. On the other hand inteactional justice was

highestly showed, procedural justice was lowestly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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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luding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 has

also showed higher than normal organizational commitment degree.

On the other hand affective commitment was highestly showed,

normative commitment was lowestly showed.

The result of analysis between influencing factors of promo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that the only ability factor 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nd the result of analysis between

Justice related to promo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only

distributive justice of all the sub-variables of organizational fair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us the ability factor of influencing factors of promo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distributive justice of justice related to promotioni is significantly

affected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s related to

promotion is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e greatest possible involvement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an

be regarded with the most priority is to establish a policy to boost

the ability factor and distributive justice for the promotion.

keywords : Influencing factors of promotion, Organiza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ve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6-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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