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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사부서의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조직 구성

원 관리의 핵심인 인사부서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인사부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인사부서의 규모와 퇴직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사부서의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비율이 높아져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

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시적 모호성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인사부서의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전문

적인 인사업무 역량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인사업무 행태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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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사부서는 구체적 사업으로 조직에 기여하기보다는,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을 매

개로 조직에 기여한다. 인사부서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인적

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로 이는 조직 구성원의 채용, 승진, 해고

와 같은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와 함께 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담당하는 

업무다(Marciano, 1995). 다른 한 가지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로 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로 조직 구성원이 계속해서 성장하

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Nadler, 1970). 인사부서는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조직에 기여한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조직에서 인사부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

다.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인사부서는 이제 조직

에서 전략적 역할을 맡아 조직의 전략에 깊게 관여한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인사책임자(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CHRO)의 연봉과 특성이다. 최고인사

책임자는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와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다음으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또한 최고인사책임자의 리

더십 스타일과 사고방식, 그리고 감성역량이 최고운영책임자와 함께 최고경영자와 가장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Ulrich & Filler, 2015).

이윤추구라는 명확한 목표가 없고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모호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는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 관리하는 인사부서의 중요성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더욱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목표모호성이 높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려는 인사부서의 노력이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Buchanan, 1974/1975).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

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재화를 생산하는 

것 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민간기관에 비해 인적자

원의 중요성이 더 높다. 이는 평균적으로 민간기관의 전체 상근 직원 중 1.5%가 인사업

무에 관여하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인원이 전체 상근 직원의 2%

로 더 높은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1) 하지만 인사부서 규모의 증가가 실제로 인적

1) 민관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인원 비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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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관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공공기관은 목표모호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공공봉사동기를 관리해야

하는 인사부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구

성원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부서와 인사부서의 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 만약 인사부

서가 커짐에 따라 인사부서의 역할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더 잘 수행

한다면, 인사부서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적자원의 만족도도 늘어날 것이다

(Shi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관과 인사부

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인사부서의 

규모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의 관계가 목표모호성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목표모호성에 따라서 차

이를 나타내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인사부서와 직무만족도

기존의 연구는 인사부서의 역할이나 인사관리시스템 및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었고 인사부서의 특성을 이용한 실증연구는 부족했다(김재구 외, 2003; 노용진 

외, 2003; 박지성･류성민, 2017). 다만 조봉순 외(2006)에서 국내 사기업을 대상으로 인

사부서 규모를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인사부서 규모와 이직률, 직원

역량, 인사업무인력 전문성, 결근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조직유효성 변수간의 단순 상

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는 사기업을 대상으

로 인사부서 규모와 이직률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 대한 통제가 없는 

단순 상관관계 분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에서는 인사업무 방식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급여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보인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배움과 업무

에 대한 자치권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인사업무 방식에 따라 조직 직무

Corporate Panel, HCCP)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인원 비율은 

본 논문의 자료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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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업무 방식의 차이는 정량적 

지표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고 급여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Guest, 1997; Alina & Rob, 2008). 이렇듯 기존연구에서는 계량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인사부서의 역할과 인사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부족

했다. 우리는 인사부서의 특성과 인사업무의 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직무만족도는 직장과 직장의 경험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즐겁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

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Locke, 1976).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인사부서

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Shin, 2001).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Smith et al.(1969)의 직무기술지

표(Job Description Index, JDI) 설문문항을 이용(Ferris, & Kacmar, 1992)하거나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진단조사(Job Diagnostic Survey, JDS) 혹은 Weiss et 

al.(1969)의 미네소타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보수, 동료, 상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조직에 더 오래 있고 싶은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조직을 

추천할 것인지 등의 자체적인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

(이상희, 2014; Huang et al, 2016).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응답자의 편향이나 단일 

정보원 편의(Single Source Bi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Carsten & 

Spector(1987), Judge(1993), 이상희(2014), Huang et al.(2016) 등은 직무만족도와 퇴직

비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경우, 

조직구성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직무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퇴직비율을 활

용한다. 

2. 목표모호성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이 목표모호성이다(Rainey, 

1993). Feldman(1989)은 목표모호성에 대해 동일한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생

각하는 상태로 정의 하였으며, Chun & Rainey(2005)는 목표모호성은 경쟁적 해석을 가

능하게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Chun & Rainey(2005)는 목표모호성을 사명이해 모

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으로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목표모

호성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 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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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다 더 모호하고 복잡한 목표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Rainey, 1993; Walker et al, 

2010). 또한 목표모호성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성락훈･김정수(2015)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호한 측정지표

와 목표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조직의 모호성을 역

할모호성, 업무모호성 그리고 목표모호성으로 나누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성과지향

성, 스트레스, 그리고 이직의사에 목표모호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목표모호성이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김서용･김선희, 2015). 이처럼 목표

모호성과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목표모호성이 조직

과 조직 구성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henhall & Brownell, 1988; 

Wright & Davis, 2003; Jung, 2013; 송성화, 2015).

본 논문에서는 목표모호성을 Chun & Rainey(2005)를 참고하여 사명이해 모호성

(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goal ambiguity),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goal ambiguity),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goal ambiguity)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명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조직의 사

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명이해 모호성이 높다

는 것은 조직의 사명을 해석하고 서로 소통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명이해 모호성이 높은 조직에서는 사명이해에 대한 경쟁적 해석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goal ambiguity)은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 달

성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시적 모호

성이 높다는 것은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의견이 서

로 다르다는 것이다.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goal ambiguity)은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행한 행동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

한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찾지 못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신뢰

받지 못하며 적절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발생한

다. 우선순위 모호성(priority goal ambiguity)은 다양한 조직의 목표들 간의 중요도를 

정하는데 있어 구성원들 간 나타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다. 조직의 목표가 하나일 수는 

없으며 다양한 조직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매긴

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확신이 줄어들고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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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의 설정

정부나 기업에서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가장 간명하게 나타내는 말은 잘 알려진 “기업

은 곧 사람” 이란 말일 것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구성원은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군주

의 사용인이었고, 의회주의 시대에는 정당의 사용인이었고 현대 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의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임도빈, 2014). 최근 인사행정이

나 인사관리에서는 조직원을 단지 사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 혹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바라보면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생

산성이나 목표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투자

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인력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조직에서의 인사 

관련 부서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대 조직에서 인사부서는 전통적인 충원이나 보상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그리고 소속된 

조직원이 조직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한 경력개발 등 조

직원의 입사에서 퇴사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부서의 다양한 역할 

확대는 궁극적으로 조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를 고취시

킴은 물론이고, 조직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Cho, T., & Yoon, S., 

2009).

반면에 조직,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사부서의 확대가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조직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 조직에서 인

사부서의 역할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채용과 보상에 그치지 않

고, 조직원 개개인의 동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양한 요소들

을 감안한 평가방법의 구성과 실행,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조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

한 교육훈련의 개발 등 인사부서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관과 달리 인사업무 전문가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보다는 일반직을 채용한 

후 인사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채용과정이 과거의 직종 분류에 머물러 

있고 규정에 얽매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전문적인 

인력이 인사부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평가, 동기부여, 교육훈련 등에서 인사부

서가 조직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간섭 

조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부서의 확대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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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은 조직 운영이 형식과 규정에 더 얽매

이게 되고 효율성 보다는 형식성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정병걸･하민철, 2013). 즉, 효

율적인 인력의 개발과 관리보다는 형평성에 근거한 순환보직 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높

고, 평가도 형식화되어 성과급과 성과의 연계성이 약해지고, 교육 및 훈련도 전문성을 

제고하는 자기개발 보다는 연공서열과 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의 측면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금창호･권오철, 2014; 이희태, 2015; 전혜원, 2015; 오석주, 2017). 심지

어 관료화되고 비대화된 인사부서에서는 포상과 교육에서 인사부서 구성원을 우선 포함

하여 인사부서를 제외한 부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도 제고라는 인사부서의 목표와는 반대로 

인사부서가 오히려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전문가에 의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인사부서가 확대될 경우 인사부서는 더욱 권

력화 되어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보다는 규정과 내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운영되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사부서 

규모의 확대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적

인 문제이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첫 번째 가설을 세운다.

가설1: 인사부서의 규모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인사부서의 규모는 전체 상근직원 대비 인사업무 종사자의 수로 측정하

였다. 또한 직무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퇴직비율을 사용한다. 이것은 직무

만족도가 낮은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을 이탈하고 싶어 하고, 반대로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경우 계속해서 조직에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Tooksoon, 

2011). 퇴직비율은 전체 상근직원 대비 일년간 퇴직한 상근 직원의 수로 계산한다.

앞서 논의한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의 

목표모호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목표가 모호한 조직에 속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직

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고(사명이해 모호성), 업무처리를 위한 구

체적 행동(지시적 모호성), 자신의 업무에 대한 평가 기준(평가적 모호성), 업무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우선순위 모호성) 등에서도 혼란을 겪는다. 이렇듯 목표모호성은 조

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모호성이 높

은 조직의 경우 인사부서가 동기부여, 평가, 교육훈련 등을 통한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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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목표모

호성이 낮고 목표가 분명한 조직의 경우, 분명한 목표에서 오는 직무만족의 정도가 그렇

지 않은 조직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체화된 목표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조직 

구성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송성화, 2015).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는 인사부

서가 다양한 인사활동을 통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만약 인사부서 규모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목표모호성이 낮은 조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

측한다. 반면에, 공공조직에서 인사부서가 앞에서 제시한 이유, 즉 비전문성과 관료화로 

인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인 영향 또한 목표가 모호한 조직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왜냐하면 목표가 모호한 조직의 경우 비대

한 인사부서에 의한 비전문적이고 전횡적인 인사운영이 목표의 혼돈을 겪고 있는 조직

원의 직무만족도를 더욱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두 번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2: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목표의 모호성에 따라 달라진다.

Ⅳ. 연구 설계

1. 표본 선정과 자료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와 출자 및 재정지

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

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에서도 서울대학교 조직진단평가연구센터에서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서비스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만든 2015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 413개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5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 조사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는 조

직진단평가연구센터에서 2014년부터 매년 배포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국에 소재하는 

약 750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

과이다. 본 조사표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전체 직원 수와 인사업무 담당자의 수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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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퇴직직원 수, 목표모호성지수, 기관특성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조사표에서는 공공기관의 목표모호성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사명이해 모호성, 

지시적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으로 나눠서 측정하였다. 각각 모호성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한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세부모호성 기준에 따라 모호성의 차이가 있고 기관별로 모호성의 차이가 다양

하다.

<표 1> 목표모호성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1점 2점 3점 4점 5점

사명이해 모호성 431 2.0186 0.8864 117 229 53 24 8

지시적 모호성 431 2.4084 0.9501 69 186 111 61 4

평가적 모호성 431 2.6032 0.8285 29 177 164 58 3

우선순위 모호성 431 3.0650 0.8709 22 77 190 135 7

주: 1점~5점내의 숫자는 해당 기관수

2. 연구모형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아래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퇴직비율로 측정하는 직

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인사부서의 규모를 독립변수로 두고 통제변수와 함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Bedeian, Ferris, & Kacmar, 1992; Judge, 1993; Titus, 

2000; Huang et al, 2016)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으나 설문조사에 근

거한 직무만족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편향이나 단일 정보원 편의(Single 

Source Bi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퇴직비율간

의 음의 상관관계(Carsten & Spector, 1987; Judge, 1993; 이상희, 2014; Huang et al, 

2016)에 주목하여 퇴직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직무만족도를 대리 측정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었다. 증가된 인사부서가 조직원에 교육·훈련 및 공정한 보상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인다면 인사부서의 규모와 퇴직비율사이에는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고, 

증가된 인사부서가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보다는 연공서열 등 

공정하지 못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인사부서의 규모와 퇴직비율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

재할 것이다. 즉, 이 양수라면 인사부서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구성원의 퇴직비율이 

늘어나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

수라면 인사부서의 규모가 클수록 조직 구성원의 퇴직비율이 줄어들어 인사부서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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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2의 검증은 가설 1의 검증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나, 연구대상을 목표모호성이 

높은 조직과 목표모호성이 낮은 조직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모형>

직무만족도(퇴직비율)×인사부서의 규모

×{log(기관연수)}×{log(자산총액)}×부채비율×과도한 규정 및 절차 

×여성 근무자 비율×학력수준×근속연수×{주소지(서울, 지방)}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롯해서 직무만족도와 인사부서의 

규모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기관연

수, 기관의 자산규모 그리고 부채비율을 통제한다. 기관연수의 경우 기관이 오래될수록 

안정적인 수익구조 및 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관이 오래될수록 변화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김지상, 2015). 이러한 차이들은 잠재적으

로 모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기관의 자산 또한 조직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규모에 따라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부터 조직의 운영 방식까지 달라지

기 때문에 통제하며,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조직적 요인 중 부채비율은 부채총

액/자산총액을 의미한다. 부채비율은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채비율은 그 자체로도 공공기관의 운영효율과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제한다(오영민･하세정, 2015).

조직적 요인 외에도 근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통제

한다. 근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과도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 다양한 연구

에서 과도한 규정과 절차가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떨어

뜨린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무엇보다 과도한 규정 및 절차는 목표모호성이 높은 조직에

서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여, 이를 통제하여 인사부서와 직무만

족도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Buchanan, 1974/1975; 김병섭, 1996; 전영

한, 2004). 과도한 규정과 절차는 상기 데이터베이스 조사표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이

며, 이는 해고와 승진, 추가보수 등 인사업무에 관련된 과도한 규정과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소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통제한다. 인구의 절반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공공기관 

인근에 조직 구성원의 거주지가 위치할 확률이 높다. 만약 주소지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에는 근무지와 거주지의 차이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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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영옥 외, 2009; 김동욱･성욱준, 2012). 이외에도 조직 구성원의 특성인 여성 근무자 

비율과 평균 학력, 평균 연령, 그리고 근속연수를 통제한다. 여성 근무자 비율은 성별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삶의 주기가 다르며, 조직 내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에서 차이

를 보인다(장지연, 2005; 김재기, 2006; 김수한, 2015; 이승현･박영일, 2017). 직원들의 

평균 학력은, 평균 학력이 높은 경우 근무 연령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증가하여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인봉 외, 2017).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수로 이용한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경우 기관의 활력 및 혁신 정도가 낮아 

노동생산성이 약해질 수도 있으며, 반면 업무 숙련도가 높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성지영 외, 2017). 직원들의 근속연수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그 해에 퇴직을 

비롯한 인사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제한다(나인강, 2005).

Ⅴ.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종속변수인 퇴직비율은 평균이 0.0938이고 표준편차가 

0.1205이다. 독립변수인 인사부서의 규모는 평균 0.0201로 전체직원 대비 2%정도가 인

사업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0.0231로 가장 적은 조직의 경우 인사업

무 담당자가 0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조직의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가 전체 조직의 30%에 

달했다. 직원 평균 학력의 경우 평균 2.9002로 설문에 따르면 3이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

여, 2.9002는 대학교 졸업보다 조금 낮은 것을 의미한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인 퇴직비율은 인사부서의 규모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퇴직비율은 통제변수인 근속연수와 자산총액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여성 근무자 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기간 동안 

퇴직하는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은 자산이 큰 공공기관은 규모가 커서 조직 구성원들의 퇴직에 대한 욕구를 줄여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퇴직비율이 여성 근무자 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여성 근무자가 많을 경우 결혼이나 출산 등에 의해 퇴직하는 근무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

으로 보인다(강혜련･최서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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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3>은 첫 번째 가설인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검증한 결과다. 먼저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모델 1에서 인사부서의 규모를 

제외한 통제변수들과 퇴직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앞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근무자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퇴직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기관연수와 퇴직비율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래된 기관일수록 기관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활력이 떨어져 구성원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에 소재하는 

<표 3> 회귀분석(가설 1)

종속변수: 퇴직비율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인사부서 규모
1.2190*** 1.147***

(0.2510) (0.2500)

log(기관연수)
0.0239** 0.0049 0.0204*

(0.0115) (0.0098) (0.0112)

log(자산총액)
-0.0036 -0.0059** -0.0032

(0.0025) (0.0023) (0.0025)

부채비율
-0.0000 0.0004 0.0002

(0.0031) (0.0030) (0.0030)

과도한 규정 및 절차
0.0006 -0.0012

(0.0071) (0.0069)

여성 근무자 비율
0.0218*** 0.0197***

(0.0068) (0.0067)

학력수준
-0.0089 -0.0133

(0.0100) (0.0098)

평균연령
0.0061 0.0065

(0.0081) (0.0079)

근속연수
-0.0207*** -0.0183***

(0.0071) (0.0069)

주소지(서울, 지방)
-0.0248** -0.0255**

(0.0122) (0.0119)

상수
0.0831 0.1160*** 0.0817

(0.0602) (0.0286) (0.0587)

Observations 413 413 413

R-squared 0.061 0.121 0.162

*p<0.1, **p<0.05, ***p<0.01, 표준화 계수(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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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일수록 퇴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500만여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들과 그 가족

들에게 출퇴근에 대한 교통비 증가, 거주지 이전의 불편함, 기혼자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에 따른 가족들의 재취업이나 전학 문제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어 퇴직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 2에서는 기관의 주요 특성인 기관연수, 자산총액, 부채비율만을 통

제하였고 모델 3에서는 그 외 기관의 특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을 통제변수로 추가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두 경우 모두 인사부서의 규모는 퇴직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인사부서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에서 인사부서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직 모호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

우 비전문적인 인력이 관료적으로 인사부서를 운영할 경우 인사부서가 확대되면 확대될

수록 오히려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인다. 본 가설 

검증에서 사용한 자료는 413개의 기관에 대한 1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연도 고정효

과나 기관 고정효과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4>는 가설 2를 검증한 것으로 Chun & Rainey(2005)의 논문에서 분류한 네 가지 

목표모호성 크기에 따라 인사부서 규모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관계가 상이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Chun & Rainey(2005)가 제시한 네 가지 모호성에 대해 설문

조사에서 1점과 2점을 받은 기관을 모호성이 낮은 집단으로 4점과 5점을 받은 기관을 

모호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점을 받은 기관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성에서 우리가 가설 2에서 예측한 바와 같

이 목표모호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사부서의 규모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각의 목표모호성을 평균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한 모호성 

종합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명이해 모호성의 경우 모호성이 

낮은 조직과 높은 조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사부서 규모가 퇴직비율을 높였다. 

하지만, 모호성이 낮은 경우 베타계수가 0.592이며 모호성이 높은 경우 베타계수가 

4.339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둘 사이의 차이도 1%의 유의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명

이해 모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명이해 모

호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조직원들이 조직의 사명에 대해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적이고 관료적인 인사부서의 인사관리는 직무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적 모호성과 우선순위 모호성, 그리고 각각의 모호성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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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모호성 종합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성이 높

은 기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목표모호성이 낮은 기관과 높은 기관의 추정계수의 

차이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지시적 모호성의 경우 모호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에서 인사부서 규모와 퇴직비율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지시적 모호성은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경우 인사부서와는 별개로 각각의 부서나 팀 내에서 정해

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목표모호성에 비해서 인사부서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회귀분석(가설 2)

종속변수: 퇴직비율

　
모호성

사명이해 지시적 평가적 우선순위 종합　

인사부서 규모
0.608** 0.0285 0.0190 0.861 0.0847

(0.286) (0.294) (0.297) (0.575) (0.322)

모호성
-0.0616** -0.00339 -0.0543** -0.0475** -0.0588***

(0.0286) (0.0233) (0.0211) (0.0208) (0.0163)

규모×모호성
3.094*** 1.183 4.084*** 2.303*** 3.101***

(0.813) (0.888) (0.648) (0.731) (0.523)

통제변수 생략

상수
0.0571 0.119* 0.175** 0.144* 0.148**

(0.0656) (0.0672) (0.0703) (0.0763) (0.0637)

Observations 361 304 254 229 346

R-squared 0.148 0.089 0.240 0.251 0.212

*p<0.1, **p<0.05, ***p<0.01, 표준화 계수(표준오차)

<표 4>에서 목표모호성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을 나누어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

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목표모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모호성

의 조절효과를 더욱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표 5>에서 인사부서의 규모와 목표모호

성을 교차시켜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시적 모호성을 제외하고는 규

모×모호성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것은 인사부서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목표모호성이 높은 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모호성의 조절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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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귀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검증한 모형에 기관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기관의 성과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관의 

성과를 대리하는 자산수익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표 3>의 모델 2, 3의 

경우 계수 값은 각각 1.186과 1.116으로 자산수익률을 제외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

고, 두 경우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에도 교차

항의 값이 사명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우선순위 모호성 그리고 목표모호성 종합에

서 각각 3.101, 4.087, 2.303, 3.090으로 <표 5>와 유사하고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종합하면, 이 결과는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모호

성이 높은 조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모호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인

사부서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Ⅵ.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의 규모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체 상근 직원

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상근 

직원의 1.5%의 인원이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수치로 

공공기관의 인사부서가 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 비대한 인사부서, 특히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의 경우 관료적, 권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조직의 특성상 거대

한 인사부서도 비전문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사부서의 실질적 규모와 조

직 내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증가하는 인사부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가 어떤 형

태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그 규모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

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인사부서의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퇴직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

2) 이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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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사부서의 규모는 직무만족도에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사부서의 규모가 커질수

록 퇴직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는 이 현상에 공공기관의 목표모호성이 중요하게 작

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목표모호성에 따라 인사부서의 규모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표모호성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에서 

인사부서의 규모가 퇴직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명

이해 모호성, 평가적 모호성, 그리고 우선순위 모호성에서 모호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인사부서 규모가 퇴직비율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시적 모호

성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의 규모와 퇴직비율의 관계에 어떠한 통계적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인사부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얻는 효과가 공공기관의 목표모호성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거나 부정적 영향이 더

욱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사부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몸집을 키

워 나가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사부서가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적자원과 인사부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 단순히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고 인사부서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인사부서는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사부서 규

모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함으로서 공공기관이 조직 규모의 결

정에 규모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를 퇴직비율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직무만족도를 다양한 형태로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사기능의 확대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조직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

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사부서의 기능 확대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목표모호성에 

의한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민간기관과의 비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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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Department Size and Job 
Satisfaction in State-Owned Organizations 

Bong-Hwan Kim & Kwonhee Lee

Whil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HR) departments increases, there is a lack of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department and job 

satisfaction, which is at the cor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R departments and job satisfaction using objective data 

such as retirement rate and the size of HR department.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larger 

the HR department, the higher the retirement rate is. In addition, the negative effect of the 

size of HR departments on retirement rate is stronger in organizations with higher 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 evaluative goal ambiguity, and priority goal ambiguity.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rective goal ambiguity.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HR practices helpful 

for the organization in state-owned organizations with high goal ambiguity, rather than 

focusing on increasing the size of HR departments. 

【Keywords: Human Resource, Human Resource department, Goal Ambiguity, 

State-Owned Organization, Job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