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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조 성 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첫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인

식수준 구명, 둘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영향관계 

구명, 셋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

적 감독의 조절효과 구명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그 중에서도 대

형 건설사 입사 만 4년 미만의 평사원들이며, 여기에서 대형 건설사란 국토교통

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

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상위 10개사에 한정한 건설사를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 중에서 임의표집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조직

몰입(21문항), 멘토링(25문항), 비인격적 감독(8문항)과 일반적 특성(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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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수는 63문항이다. 사용된 설문 문항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타당도(전문가 2인)과 안면타당도(대기업 종사자 2

인)을 확인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7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총 10개의 대형 

건설사를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통해 263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에서 한 가지 문항이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 및 이상

치(49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서는 214명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직

몰입,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 도구 신뢰

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제외한 조직몰입과 멘토링에 대한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태의 기업을 대상으로도 조

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몰입과 멘토링 또는 조직몰입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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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사 만 4

년 미만의 평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구성원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낮출 수 없는 경우, 체계적이

고 계획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멘토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주요어: 조직몰입,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대형 건설사 재직자, 조절효과

학  번: 2014-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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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업 오너나 사주 일가의 갑질을 포함하여 직

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2018년에 국회에서 

통과하였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

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

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

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

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처해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

방과 징계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만약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해당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가

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직장 내에서 암묵적으로 용

인되어 왔던 비인격적인 행위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것

은 우리 사회가 이 이슈에 대해 더 이상 개인 또는 기업의 문제로만 방치해두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3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20~50대 노동자 2,500

명 가운데 66.3%가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다수인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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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어 특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 

유형을 보면 협박·명예훼손·모욕·폭언 등 ‘정신적 공격’이 24.7%로 가장 

많았고, 쓸모없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과대한 요구’가 20.8%를 차지

했다. 이어 따돌림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에서의 분리’는 16.1%, 사적인 일에 

간섭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14.5%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 규모가 크

고, 실적이 저조할수록 또한 회식이 잦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2014년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생활을 하며 폭언을 들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68.2%

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하였고, 이 중 인격모독적인 말이 29.3%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응답자의 56.5%는 폭언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스

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수시로 듣는 폭언으로 퇴사한 경험은 33.3%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경험이 없는 노동자는 66.7%

에 달해, 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무대응’의 이유는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상담 창구가 없거나(41.7%), 있는지 모르는 비율(14.5%)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한겨레, 2018).   

이와 같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사의 괴롭힘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에 해당하며 조직과 부하 모두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는 부정적 리더십 행동의 한 형태이다. 상사에 의한 비인격적 감독 행동은 

조직과 부하에게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Tepper, 2000; Tepper, 

2007), 부하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을 저해한다(Aryee, S., Chen, Z. 

X., Sun, L. Y., & Debrah, Y. A., 2007; Tepper, B. J., Henle, C. A., 

Lambert, L. S., Giacalone, R. A., & Duffy, M. K., 2008).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오너나 사주 일가 또는 기업의 

경영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감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구성원의 일탈행동을 유발하고 다른 구성원의 직무몰입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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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사회적 평판과 전반적인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선주, 

한인수, 2017).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은 상사가 부하에

게 능력을 폄하하거나 사생활 침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화풀이를 하는 것 등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으로 신체적 접

촉을 제외하고 언어적·비언어적으로도 조직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이

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이다(Tepper, 2000). 

Tepper(2000)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등 직무와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진, 일탈행동, 이직의도, 일-가정 갈등 등을 높인다는 결과들

을 제시하고 있다(Tepper, 2000; Tepper, Carr, Breaux, Geider, Hu & 

Hua, 2009; Tepper, Duffy & Shaw, 2001; Tepper, Moss, Lockhart & 

Jon, 2007; Tepper, Henle, Lambert, Giacalone & Duffy, 2008; Zellars, 

Tepper & Duffy, 2002). 국내에서도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 구성원들

의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여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김다미, 

정현선, 박동건, 2016; 박규석, 이경근, 2015; 박희태 등, 2014; 이경근, 조용

현, 2010, 2013; 이수진, 손승연, 김석영, 김보영, 윤석화, 2012; 임창현, 이희

수, 2013; 전태홍, 정원호, 2015; 조윤형, 방호진, 2016; 한주원, 김정진, 박경

규, 2011; 한주원, 박경규, 2009, 2010; 황성주, 전병준, 2016).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

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다양한 결과변인들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있어서 매개 또는 조절변인의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인격적 감독으로 인한 문제점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분석함으로써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결과 변인으로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조직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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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부하저항성 등을 살펴보았고, 선행 변인으로 상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조직 상황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신경증, 성실성, 권위주의 성향, 절차공정성, 직

무불안정성, 권력거리 등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을 연구를 하는 목적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는 조직과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줄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HRD 차원에서 어떠한 인터벤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조직몰

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외에 멘토링을 선정하여, 구

성원의 조직몰입에 대해 멘토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멘토링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부정적인 개념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달리 멘토링은 구성원의 조직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기업에서 조직 내 멘토링을 

장려하고, 특히 신입사원들의 조기 적응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선배사원 및 상급

자의 충고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건설업,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문화, 가족과의 시간 부

족, ‘탈건(脫建)’합니다.” 실제 직장인 전용 익명 SNS에 게시된 글로써, 건

설업계의 사원/대리급 직원들의 ‘탈 건설’ 움직임이 심상찮다. 올해 5명의 토

목직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고 밝힌 10대 건설사 인사팀 관계자는 “올해 1월 채

용한 신입사원 5명 중 3명은 퇴사한 상태”라며 수 년 째 채용규모도 작지만 

매년 절반 정도는 퇴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건축토목

공학부 A교수는 “작년까지 공학계열 신입생들이 입학해 2학년으로 진급하며 

전공을 선택해 왔는데, 건축/토목공학과는 거의 매년 미달됐다”면서 학생들의 

지원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건설경제, 2018).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사이에서 높은 급여를 주는 건설사가 선호직장에 되어 왔으나, 

건설업계의 ‘부진한 업황’ 뿐만 아니라 타 업계에 대비해 수직적이고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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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문화로 인해 ‘건설 기피’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힘든 관문을 거

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해외 건설사 등으로 이직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건설사의 인사팀에서도 문제가 되는 조직문화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조직문화의 경우 단기간에 개

선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수직적인 조직문화의 

산물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멘토링과 조

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를 대기업 특히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인식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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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다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멘토링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대형 건설사 재직자

이 연구에서 대형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

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상위 10개사에 한정한 건설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대형 건설사 재직자는 연구의 편의상 학교 졸업 후 대형 건설사

에 입사한 자로 현재 조직에서의 경력이 만 4년 미만인 자로 한정하였다.

나.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의 가치에 대한 믿

음을 가지고 수용하며 조직을 위해 자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의지, 그리고 조

직에 대한 개인의 강한 애착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임승옥(2007)의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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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서경민(2010)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멘토링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연장자가 연하의 동료나 후배에게 조직생활에서 터득

한 지혜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조직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규범에 적응하

도록 도와주고 일과 관련된 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과의 인간관

계를 멘토관계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

정을 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하였다(Noe, 1988). 이 연구에서의 멘토링은 

조직에 의해 관리되거나 구조화되는 등 조직으로부터의 외부적인 관여에 의해 

발생하며 공식적으로 멘토-멘티 관계가 형성되는 공식적 멘토링을 의미한다. 세

부적으로는 Burke(1984)와 Scandura(1992)가 제시한 멘토링 기능에 따라 경

력지원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델 기능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 개인이 

인식한 수준이며, 이만기(2007)가 Noe(1988)와 Burke(1984)와 

Scandura(199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

미한다. 

라. 비인격적 감독

비인격적 감독이란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의적인 언어적·비언어

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대한 부하 직원의 지각’이라고 정의된

다(Tepper, 2000).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예는 부하 직원에 대한 경멸

적인 언어사용, 작업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망신 또는 창피주기, 무

시 행위,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롱하는 행위와 부하 직원들의 성공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들이다(Tepper, 2007). 이 연구에서는 Tepper(2000)가 개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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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감독의 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후 타당도를 확보한 한주

원(2008)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국내 대기업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대기업 재직자가 인식

한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을 포괄하여 표집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일부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표집을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기업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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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형 건설사

가. 건설업의 개념과 정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수행

하는 업”을 의미한다. 즉 건설공사의 상세한 내용은 동법 제 2조 4항에서 “토

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은 협의로 주택 및 생산시

설의 시공으로부터 광의로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의 확충과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단순히 시공을 포함하여 공사기획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감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003).

공사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과 다른 생

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생산관리상 단기

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제품 생산과 그에 따른 공정관리, 품질관리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다. 그리고 건설업 특유의 인사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재무관

리 또한 자금조달과 운영이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완성

하는 일, 즉 준공시점에 맞추어 바로 마케팅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

리가 또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은 주택 및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사

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포함하여 국토확장,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실물자본

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제조업적인 특성과 눈에 보이지 않은 서비스까지 제공

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중규, 2007). 

건설업은 국토개발, 산업건설, 주택건축 등 광범한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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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시장구조나 생산 활동 면에서 다른 

산업과 구별된다. 건설업을 생산형태에서 보면 개별적 주문에 의한 일회적 생산

이기 때문에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전개

하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제품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생산기

간이 길고 옥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

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요인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으며, 생산 활동이 광

범위한 지역에 분산되고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더구나 생산 활동이 지속되

지 못하고 단속적이기 때문에 경영자원의 활용 신축성이 크고 경영활동이 불안

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적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사 

마다 그 생산 활동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과 고용은 물론 부가가치 면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는 그 특성을 거시적인 측면의 산업적 

특성과 미시적인 측면의 활동적 특성으로 나누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의 산업적 

특성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 수요 독점적 구조 형태와 지리적 환경적 영향을 민

감하게 받으며 생산 장소 중심의 직거래 유통체계로서 재해율이 높은 3D업종, 

공공재적 성격과 문화유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경기선도적 산업으로 기능 인

력에 대한 의존적 성격이 강하고 굴곡과 기복이 심한 산업이다. 미시적인 측면

의 경영활동적 특성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수익성은 낮고 변동이 심하며, 경영

상의 안정성이 저조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대형 건설사

이 연구에서 대형 건설사란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였다.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

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

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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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 ~ 7등급(80억 원)]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국토교통부, 2018).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이 17조 3,719억 원으

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대림산업㈜(9조 3,720억 원)으로 4위 ㈜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지에스건설㈜(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432억 원)

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

한 ㈜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5조 5,305억 

원), 에스케이건설㈜(3조 9,578억 원)이, 10위는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한 HDC

현대산업개발㈜(3조 4,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국토교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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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가.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변인에 의해 형성되고 그들이 속한 조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

문은 매우 장기간 지속되어온 연구주제이다. 주로 그들이 소속된 조직 그 자체

에 대한 몰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이직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 되

었다(고현철, 2003). 조직몰입은 직무만족보다 이직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Koch & Steers, 1976),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종업원은 더 많은 

성과를 내며(Mowday, Porter, & Dubin, 1974), 조직유효성의 예측하는 유용

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Steers, 1977), 조직몰입의 실태를 아는 것이 

조직원의 생산성과 정착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학계의 주목

을 받아왔다(유성희, 2009). 

조직몰입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Becker(1960)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조직

몰입을 정의하기 위해 사이드 베트 이론(Side-bet theory)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보는 관점으로, 조직몰입에 대해 비교적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연구되었다. Becker(1960)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기본적

으로 경제적 교환 행동의 하나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계약을 통해 몰입

하는 직원이 얻는 것을 사이드 베트(Side-bet)라고 표현하였다. 사이드 베트는 

개인이 현재의 행동 양식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중요하

고, 현재 행동과는 무관한 무언가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ull, 2003). 

초기 조직몰입의 개념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개인의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시 

및 관여(involvement)의 강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강력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남아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특징지어진다(Port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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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조직에 몰입한 개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다양한 요구와 영

향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조직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끊임없는 자

기실현노력을 통해 고용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조경호, 1993). Becker(1960) 

이후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Porter, Steer, Mowday, Boulian(1974)에 의해 

계속 되는데, 이들의 연구를 통해 조직몰입 연구는 가시적인 사이드 베트에서 

조직과 개인 간의 심리적 애착 관계로 옮겨갔다(Weibo, Kaur, Jun, 2010). 그

들은 몰입이란 특정 조직에서 개인 정체성의 강도와 소속된 강도라고 정의하였

다(Mowday, Steers, Porter, 1979). 그 후 이들은 몰입이 ‘강한 수용’, 

‘참여’, ‘충성심’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몰입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교환이론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또

한 Mowday 외(1979)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강한 신념, 조

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발휘하려는 의지,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로 조직몰입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의 연구는 여전히 조직몰입과 이직의 강한 연계에 기반을 두고, 단일 차원으로 

몰입을 설명하고자 한 Becker(1960)의 사이드 베트 이론에 주요 가정들을 두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Kanter(1968)는 조직몰입을 개인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일련의 행

동 실행에 가치를 두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조직구조 및 기능적 측

면과 관련하여 체계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 남고 싶어 하는 근속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조직의 결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응집몰입

(cohesion commitment),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고자 하는 통제몰입(control 

commitment)로 구분하였다.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 가

치, 그리고 조직 자체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으로 파악하고 조직몰입을 세 가지

로 정리하였다. 첫째, 동일시(identification)로 개인이 조직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관여(involvement)로, 개인이 맡고 

있는 작업역할에 몰입하거나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충성심(loyalty)으로 

조직에 대한 애정과 집착 등을 뜻한다. Etzioni(1975)는 조직의 지시에 순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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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초로 하여 조직몰입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 연구에

서는 몰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소외당하는 것이 싫어서 몰입하는 소외적 몰입

(alienative commitment),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있다고 믿기에 몰입하는 산술

적 몰입(calculative commitment), 목표의 추구와 행동에 양심적으로 몰입하는 

도덕적 몰입(moral commitm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Mowday, 

Porter와 Steers(1982)는 태도주의적 입장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려는 의사,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관한 신뢰와 수용으로 특징지었다. McGee와 Ford(1987)는 그간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바라보는 차원이 크게 두 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조직에 계속 근무하려는 이유가 계속 근무함으로 인한 혜택 때문인지 스스

로 근무하겠다는 욕구 때문인지 여부에 따라 근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과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으로 분류하였다. Meyer

와 Allen(1991)은 조직몰입의 구성적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써 조직몰입

을 태도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의미하

는 정서적 몰입, 조직을 떠나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지속적 몰입, 조

직에 남아있어야 하는 지각된 의무를 의미하는 규범적 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

로 구분된 조직몰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조직몰입은 조직에 소속된 개인과 조직 사이의 심

리적 애착 관계로 이는 태도적, 행동적으로 발현된다. 또한 조직몰입은 여러 차

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된다. 즉 조직몰입

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심리적 애착)과 현재의 고용상

태를 유지하려는 노력, 조직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려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그들의 가치와 목표를 조직목표와 일체화 

시키고 또한 조직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상대적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호의적 태도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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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몰입의 구성요인

조직몰입 개념을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 되듯이 조직몰입의 구성요

인 또한 다양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충분한 선행연구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

한 연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구성하는 요

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Allen과 Meyer(1990)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

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그리고 지속적 몰입을 세분화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Becker(1960)에 따르면 조직몰입을 부수적 보수에서 발생하게 되는 조직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관적 행동양식으로 정의 하고, 이를 사회심리학적 몰입이라

고 하였다. Etzioni(1961)는 조직몰입을 도덕적 몰입과 산술적 몰입, 소외적 몰

입으로 구분하였다. 내면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기초로 한 긍정적인 상

황을 도덕적 몰입이라 하고, 보상과 혜택이 합리적인 교환관계에서 나타나는 부

정적인 상황을 산술적 몰입이라고 했다. 또한, 소외적 몰입은 착취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Kanter(1968)는 조직에 투여한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 조직에서 떠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고, 혹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직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지속적 몰입이라 정의 하였고, 조직의 친밀감 강화를 위해 의식이나 사회적 유

대관계의 단념 등으로 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계 애착을 응집적 몰입이라 정의하

였다. 또한, 조직의 관점에서 과거의 규범과 자아 개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

동하고 조직적 규범에 애착을 갖는 것을 통제적 몰입이라 제시하여, 이를 세 가

지로 구분 지어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 한 조직몰입의 구

성요인은 <표 Ⅱ-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6 -

학자 구성요인 정의

Becker(1960)
사회심리학적

몰입

부수적 보수에서 발생하게 되는 조직에 부합하려고

하는 일관적 행동양식

Etzioni(1961)

도덕적 몰입

산술적 몰입

소외적 몰입

- 내면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기초로 한

긍정적인 상황

- 보상과 혜택이 합리적인 교환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

- 착취적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상황

Kanter(1968)

지속적 몰입

응집적 몰입

통제적 몰입

- 조직에 대한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 조직에서

떠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고, 혹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직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 조직의 친밀감 강화를 위해 의식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단념 등 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계 애착

- 조직관점에서 과거의 규범, 자아 개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 조직적 규범에 애착을 갖는 것

Buchanan(1974)

동일 몰입

전념 몰입

애착 몰입

- 지지나 애착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목표를 적응시켜 동일시하는 것

- 심리적으로 업무 역할에 열중하거나 전념

- 조직 자체의 애착과 충성심

Mowday, Porter

& Steers(1979)

근속 몰입

애착 몰입

동일 몰입

-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욕구

- 조직을 위해 애착을 갖고 노력하는 것

- 조직의 목적과 가치관을 수용하려는 강한 신념

Allen &

Meyer(1990)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 감정을 통하여 조직에 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

- 조직구성원의 목표와 사명, 가치 내면화로 조직에

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

- 개인이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몰입

<표 Ⅱ-1> 조직몰입의 구성요인

또한, Buchanan(1974)은 동일 몰입, 전념 몰입, 애착 몰입으로 구분하였는

데, 동일 몰입은 지지나 애착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목표를 적응시켜 

동일시하는 것이라 하였고, 전념 몰입은 심리적으로 업무역할에 열중하거나 전

념 하는 것, 애착 몰입은 조직 자체의 애착과 충성심이라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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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day, Porter와 Steers(1979)는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욕구를 근속 

몰입으로, 조직을 위해 애착을 갖고 노력하는 것을 애착 몰입으로, 조직의 목적

과 가치관을 수용하려고 하는 강한 신념을 동일 몰입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같

이 조직몰입의 구성요인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직몰입이 다차원

적이라는 것에는 일치하지만, 행위적 현상이라든지, 조직몰입의 태도적 현상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태용, 2009).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대표적 연구인 Allen과 Meyer(1990)의 조

직몰입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조직몰입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

를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그리고 지속적 몰입으로 분류하였다.

1)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충성심, 소속감, 호의, 따뜻함, 유쾌함, 다정감, 

행복감 등과 같은 감정을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를 말한다(Kanter, 1968). 즉,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인 애착감

으로써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조직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조직과의 동일시 감정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나 조직과 연계를 맺으려는 

욕망 등의 감정이다(O'Reilly & Chatman, 1986). 정서적 몰입이 높은 조직구

성원들은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귀속감이 강할 수 있고 회사문제를 자기문제처

럼 생각하게 되어 소속되어 있는 기업에 높은 충성심을 보인다(오문청, 2017). 

충성도가 높은 조직원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결근하는 경향이 적으며, 직무성과 

뿐만 아니라 직무동기와 조직시민행동 모두 높기 때문에, 조직입장에서 조직원

들의 정서적 몰입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다(McShane & Von 

Glinow, 2010).

정서적 몰입에 관한 관점은 Kanter(1968)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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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os, Jermier, Koehler & Sincich, 1993). Kanter(1968)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의 애착으로서 응집몰입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사회적 관

계는 개인의 애착을 끌어 모으기는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도덕

적 의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조직몰입의 정서적 특성을 설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집몰입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심적 에너

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된다는 카텍시스(cathexis) 관점을 채택하였다. 이 외에

도 Lee(1971), Buchanan(1974), Porter, Mowday와 Boulian(1974) 역시 비

슷한 맥락으로 소속감에 대한 태도와 충성심의 경험을 통해 정서적 몰입을 설명

했다. O'Reilly와 Chatman(198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조직에 갖는 자긍심과 

소속욕구를 설명하면서 동일시(identification)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동일시

는 개인의 태도변화에 관한 3요소를 다룬 Kelman(1958)의 연구로부터 온 개

념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

해 영향력을 받아들일 때, 즉 개인이 한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때 일어나는 태도로 보았다.

이렇듯 정서적 몰입에 관한 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서적 몰입이 강한 

조직원은 스스로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이 강

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규범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종업원의 의무감을 나타낸다

(Muchinsky, 2012). Etzioni(1975)는 규범적 몰입을 규범의 내재화와 조직의 

권위에 대한 동일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

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라 보았다. 이와 같은 견해를 통해 조직 또는 조

직 내 관계로부터 오는 애착이라는 정서적 몰입의 관점과는 달리, 조직에 충성

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몰입을 바라보는 관점을 규범적 몰입의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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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의 목표 및 사명, 가치 내면화로 조직

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으로 인해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하게 한다는 내재적인 

가치관이다(백동재, 2015). 

Meyer와 Allen(1991)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옳다는 믿

음 또는 도덕적 규범 때문에 나타나는 규범적 몰입은 재직기간에 따른 지위의 

상승 또는 회사가 주는 만족이나 보상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Clugston, Howell과 Dorfman(2000)과 Wasti(1999)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가치에 따른 개인차가 규범적 몰입과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보

였으며, Meyer, Stanley, Herscovitch와 Topolnytsky(2002) 역시 조직원의 

문화적 사회화를 반영하는 개인의 가치와 성향 등의 개인차가 규범적 몰입을 이

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O'Reilly와 Chatman(1986)에 따르면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감으로, 기업에 충성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치관이며, 기업

에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머무르려고 하는 조직구성원의 의무감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 또한, Wiener와 Vardi(1980)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위

한 희생과 조직을 비난하지 않는 것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이것은 조

직몰입의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 실증분석을 한 것이다.

3) 지속적 몰입

지속적 몰입은 개인이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몰입으로 개인은 그렇게 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몰입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투자해 온 것을 잃게 되는 것, 이미 다른 대안

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 조직에 계속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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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Kanter(1968)는 종사자들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써 남아있고자 하

는 몰입은 그들의 이익과 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시스템을 벗어나는 비용이 머

물고자 하는 비용에 비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익이 지속적인 참여를 강

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 몰입을 인지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때문에 높은 지속적 몰입을 지닌 조직원들은 그들이 조직에 크게 동일시되지 않

더라도 조직을 나가는 것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직에 남

아있고자 한다(McShane & Von Glinow, 2010).

지속적 몰입에 대한 관점은 Becker(1960)의 사이드 베트(side-bet) 이론으

로부터 발달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사이드 베트(부수적 보수)를 형성

함으로써 그들의 일관된 행동들을 외재적 이익에 연결시킬 때 몰입이 일어난다

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더 높은 급료나 나은 근무환경을 지

닌 새 직장을 제공받는다고 해도 이직을 거부한다면 그의 결정이 몰입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급료와 근무환경 대신에 그가 변화시키기에 매우 고통을 느낄만

한 일련의 보상이 현재 직장에 존재하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Kelman(1958)과 O'Reilly와 Chatman(1986) 역시 조직몰입을 바라보

는 한 관점으로서 특정한 외재적 보수에 대한 순응적 몰입을 제시했다.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현재의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크게 만들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현재의 조직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이러한 측면의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과의 관계에서 발

생하는 손익관계에 의거하는 경제적 또는 합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조경

혜, 2010). 한편, 이호남(2011)은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 스스로 원하여 몰

입하는 행동이므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속적 몰입은 

그들 자신이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되는 노력만 

하고, 이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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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지속적 몰입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비롯되는 자발적인 몰입인데 반해 지속적 몰입은 자신이 인지한 

비용으로 인하여 조직에 남아있는 비자발적 몰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

용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 중 하나로서의 지속적 몰입을 조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개인이 억류감(sense of being locked in place)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는(Jaros et al., 1993)의 표현으로 잘 설명될 것이다.

다. 조직몰입의 측정

국내 조직몰입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Mowday, Steers와 

Porter(1979)의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OCQ)와 Allen과 

Meyer(1990)의 3요인 도구가 있다(이목화, 문형구, 2014). 조직몰입이 조직

에 대한 애착으로 대표되던 초기의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보았는

데, 그 중에서도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서 측정한 Mowday 외(1979)의 측정

도구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조직몰입 측정도구이다. Porter 외(1974)는 조직

몰입을 측정하는데 있어 Porter 외(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타당화 하였는데, 해당 도구는 조직몰입을 조직

의 목표와 가치에 강한 믿음 및 수용, 조직을 위해 추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특정지어 이를 측

정하고자 하였다. OCQ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llen과 Meyer(1990)는 단일차원의 측정도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3

요인으로 구성된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Allen과 

Meyer(1990)는 선행연구로부터 가져온 51개의 문항과 OCQ에서 가져온 15개

의 문항을 인도스먼트 비율(endorsement proportions), 문항-도구 상관계수, 

내용중복 등의 규칙에 따라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개의 측정문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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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Allen과 Meyer(1990)의 측정도구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

적 몰입을 하위차원으로 두고 있으며, 정서적 몰입 8문항, 규범적 몰입 8문항, 

지속적 몰입 8문항의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denberg, Self(1993)은 4가지 요소로 몰입을 측정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Meyer, Allen(1984)의 정서적, 지속적 몰입과 조직적 정체성, 그리고 OCQ로 

구분된다. Vandenberg와 Self(1993)은 그들의 연구에서 시간을 3시점(직장에

서의 첫 날, 3개월 후, 6개월 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4가지 요소 간의 

강한 불안정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이 시간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 진입이후의 시기에 따라, 즉 조직

에서의 경력 단계에 따라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달

라진다고 볼 수 있다(Vandenberg, Self, 1993).

Ko, Price, Mueller(1997)는 Meyer, Allen(1990)의 연구는 정서적, 지속

적,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여 몰입을 정확하게 정의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o 외(1997)는 Meyer, Allen(1993)이 

Becker(1960)의 심리적 애착이 지속적 몰입과 연결된다고 하였지만, 

Becker(1960)가 심리적 애착에 있어 이직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는 정도를 강

조하였으므로 이는 태도적 접근이 아니라 행동적 접근이므로 지속적 몰입에는 

연결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 사이에 상당한 

상관이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제기하였다. Meyer, 

Allen(1997)도 세 차원으로 구성된 도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계속된 연구를 

통해 Powell, Meyer(2004)는 지속적 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선하여 제안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Meyer, Allen(1997)이 제안한 세 차원의 조직

몰입 도구가 조직몰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llen과 Meyer(1990)는 OCQ를 개선시킨 정서적 몰입 8문항, Becker(1960)

의 'side-bets'를 반영하여 만들어낸 지속적 몰입 8문항, Wiener(1982)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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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방향으로 제시한 규범적 압력을 수정한 규

범적 몰입 8문항 등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태도적 접근, 행동

적 접근뿐 아니라 규범적 몰입의 방향 모두를 고려하여 조직몰입 3요인 모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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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링

가.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Mentoring)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서 최

초로 등장한다. 그리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의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자신

이 없는 동안 아들 텔레마커스를 향후 훌륭한 통치자가 되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주고 돌보아 줄 것을 그의 친구인 멘토르(Mentor)에게 부탁한다. 오디세우스

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10여년 동안 멘토르는 텔레마커스의 친구, 선생, 상

담자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 돌보아주었다. 그 이후로 그의 이

름 멘토르(Mentor)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조력자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멘토르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젊은 남성에게 아버지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경험이 많은 나이 든 남성을 배정

해주고 그의 경험과 가치관을 배우고 모방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다(조성종, 

1995). 그 후 17세기 프랑스의 Fenelon가 ‘Adventure of Telemacus’라는 

멘토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오늘날 사용하는 멘토의 개념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멘토(Mentor)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에

서 다양한 정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

으며, 또한 우리말로 옮길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멘토 또는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멘토링이 가진 

사상이나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거나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 해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 Ⅱ-2>은 여러 학자들

이 멘토링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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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Kram(1985) 상이한 수준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

Noe(1988)

내면적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기초로 한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연장자가 연하의 동료나 후배들에게 조직생활에서 터득한 지혜를 전해주고,

그들이 조직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관계

Smith(1998)

멘티의 학습과 발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도움의 관계로, 멘토는 멘티의

직속상관이 되지 않으며, 멘토와 멘티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협상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목표를 세우며 갈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Reingold(2001) 멘토링은 상사와 부하간의 직접적인 조화와 상호관계

Shea(2002)
개인적, 일대일의 접촉결과로 개인의 인생이나 스타일에 중요하고

장기적이며 유익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

Scandura

& Williams(2004)

조직의 구조에서 경험이 많은 윗사람과 신규직원 또는 경험이 적은 사람과의

일대일 관계

Murray(2006)

기술이 적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목표에

동의하여 보다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미흡한 사람을 신중하게

짝을 짓는 것

<표 Ⅱ-2> 멘토링의 정의

학자들의 여러 정의를 종합해보면, 멘토의 조건은 멘티보다 조직에서 경험이 

많고 조직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멘토는 조

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직과 직무에 관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어 멘티에게 

직무역량의 개발, 경력개발 및 상담, 조직 적응 등을 제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영향 관계를 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한다. 예일대학교의 Levinson 교수는, 

기본적인 멘토링 관계는 한 사람의 진로, 직업 , 일생의 삶 등, 인간 발달과 성

장 과정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자신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어떤 

사람과의 우정이라고 말하며, 이 멘토링 관계는 그 자체가 어떤 외형적인 역할

에 엄격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멘토링 관계는 성격과 기능에 그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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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ellner, 2002). 신유근(1997)은‘인간존중의 

경영’에서 멘토링을 정의하기를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장 선후배간에 또는 동료 간에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

다고 하였다. 실제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행위나 지식들은 이렇게 구성

원들 간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때 조직

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관심을 받도록 신참자에게 영향을 주

는 직위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며, 그러한 역할을 멘토십이라고 

하였다(Hall & Sandier, 1983).

나. 멘토링의 구성요인

멘토링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멘토링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

음과 같다. Klauss(1981)는 면접 방법을 통하여 멘토링을 경영전략에 관한 조

언, 개인경력개발에 관한 조언, 후원 및 조정, 통제 및 피드백 제공, 역할 모형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Olian과 Giannantonio와 Carroll(1985)은 멘토링을 조

직 내 멘티의 발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적 역할과 멘티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는 내재적 역할이라는 2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멘티에 의해 지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 Noe(1988)는 기존의 멘토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부족한 것은 멘

토 기능에 대한 조작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기존의 연구 중 

Kram(1983)의 연구가 멘토의 기능을 가장 체계적이고 자세하다고 주장하였다.

Kram(1983)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18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그 결과 멘토링을 크게 경력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Kram(1983)의 분류에는 역할 모형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력 기능은 조직 내의 멘토 역량과 직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심리사

회적 기능은 상호관계의 질적인 면과 감정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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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후원 (sponsorship)

노출 및 소개 (exposure and visibility)

지도 (coaching)

보호 (protection)

도전적 업무부여 (challenging assignment)

수용 및 지원 (acceptance and confirmation)

상담 (counselling)

우정 (friendship)

역할모형 (role model)

<표 Ⅱ-3> 멘토링의 구성요인(Kram, 1983)

Burke(1984), Scandura와 Ragins(1993)의 연구는 Kram(1983)이 주장한 

두 가지 기능 외에 멘토가 당면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전수하고, 조직 내에 필요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가르쳐 주는 역할 

모형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역할모형 기능은 멘토가 조직에 진입하는 멘티

들에게 역할 전수자로서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전해주고, 멘티는 

이러한 멘토를 바람직한 역할 모형이나 준거의 틀로 설정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조직 내 멘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고취시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Kram, 1985). Turban과 Dougherty(1994)의 연구에서도 멘토의 역할 및 기

능에 대해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멘티가 멘토의 전문가적인 행동들을 인

정하고 지각하며,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역할모형 기능은 심리 사회적 기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강정애, 이윤화, 2005).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

후원 (sponsorship)

노출 및 소개

(exposure and visibility)

지도 (coaching)

보호 (protection)

도전적 업무부여

(challenging assignment)

수용 및 지원

(acceptance and confirmation)

상담 (counselling)

우정 (friendship)

역할모형

(role model)

<표 Ⅱ-4> 멘토링의 구성요인(Scandur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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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루어진 김한얼과 이진규(1993)의 연구에서는 멘토의 역할과 기능

이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으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 정희선(2001)의 연구에서는 멘토링의 기능을 업무, 인간관계, 목표

의 3가지 기능으로 우선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력개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능

인가 혹은 간접영향을 주는 기능인가로 나누어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멘토링 연

구의 주요 모델인 Kram의 모델에는 없는 인간관계의 직접적인 영향과 목표의 

간접적인 영향이 추가되었다. 즉, 관리자와 새로운 동료를 소개해 주거나, 업무

와 관련한 인맥을 만들어 주는 기능과,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자세를 보여줘 멘

티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멘토링을 Burke(1984)와 Scandura(1992)가 제시한 멘토링 

기능을 참조하여 경력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의 세 가지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 경력 기능 

Kram(1983)에 의하면 경력 기능이란 멘티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해주고 조직 내에서 승진 또는 경

력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즉, 멘토가 멘티의 경력개발

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에는 후원, 노출 및 소개, 코칭, 보호, 도전적 업무부여가 해당되

며 멘티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기회를 제공받는

다(Kram, 1983). 경력 기능은 멘토의 경험, 조직 내의 직위, 그리고 조직 내에

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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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능은 멘티가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역할로 수평적 이동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멘토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는 멘토가 회의와 같은 공식적

인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멘티가 다른 후보자들

보다 돋보이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줌으로써 가능하다. 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후원 기능은 특히, 신참자가 좋은 평판을 얻고 널리 알려지면 

여러 직무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후원 기능은 멘티에게 이익

을 가져다준다. 멘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하다면 그를 후원한 멘토의 판단력과 

지원이 올바르다고 인정됨으로써 조직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멘토도 멘티를 후원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결국 장기적

으로 후원 기능은 개인적인 발전과 조직으로부터의 멘토와 멘티가 모두 인정받

고 상호 유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 기능은 경력 기능 중에서 가장 일

반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노출 및 소개 기능은 멘토가 멘티에게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구분 내용

후원
멘티가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역할로 수평적 이동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능

노출 및 소개
조직 내에 멘티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

지도

멘티가 부여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해 주며,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직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안해주는 기능

보호

멘티가 다른 관리자들과 접촉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멘티의 평판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멘티를 보호해주는 기능

도적적인

업무 부여

멘티에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계속적으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멘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표 Ⅱ-5> 경력 기능의 구성(No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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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리자들과 문서상, 또는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부여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멘티의 능력과 업무를 다른 관리자에게 보임으

로써 경력개발기회를 증대시켜주는 기능이다.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멘티가 진

입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하여 더 높은 수준

의 조직 운영에 대한 학습 기회도 갖게 된다. 

지도 기능은 멘티가 부여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

능을 말한다. 경력 기능 초기에는 주로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 행동, 규범, 비

공식적 업무수행, 기술 등을 전해주고, 멘티의 운영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

시한다. 경력 중기 이후에도 이 지도 기능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단계

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러한 정

보는 더 상위의 관리자의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의 지도기능을 통하여 멘티는 조직 내의 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 기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경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호 기능은 멘티가 자기 스스로 부여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조직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멘토가 멘티의 노출 및 소개를 유보시키고 멘티의 

평판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주는 등 멘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멘티를 그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

은 노출 및 소개와는 반대로 멘티와 다른 관리자들과의 접촉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멘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멘티를 다른 사

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적적인 업무 부여 기능은 멘토가 멘티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계속적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멘티의 업무수행능력을 개발시키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고 더 나

아가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한편, 멘토가 멘티에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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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멘토 자신이 멘티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멘티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멘토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멘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멘토는 그로부터 생기는 여유를 통

하여 다른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른 경력 기능이 업

무와 승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능이라면 도전적인 업무 부여 기능은 직

접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심리사회적 기능

심리사회적기능은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신뢰와 친근감을 바탕으로 멘티가 조

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복잡한 조직 내외부의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말한다(Noe, 1988).

Kram(1985)의 멘토 역할 이론에서는 심리사회적 기능이 멘티가 조직생활을 

하는 데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멘티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주며 호의

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 정

의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력개발이나 승진과 같이 조직 내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멘토링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기능을 통해 멘티는 자신감을 가지고 향후 관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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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용 및 지원
멘토와 멘티 간의 공유되는 긍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호의와

상호존중을 통하여 멘티의 자아의식을 높여 주는 기능

상담

멘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 두려움, 혼란과 같은 내적 갈등을 멘토에게

상의하고 멘토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멘티의 고민을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멘티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능

우정
멘토와 멘티 간의 취미생활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

<표 Ⅱ-6> 심리사회적 기능의 구성(Noe, 1988)

수용 및 지원 기능은 멘토와 멘티 서로간의 공유되는 긍정적인 신뢰를 바탕으

로 상호간의 호의나 상호 존중을 통하여 멘티의 자아의식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멘토와 멘티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업무상의 실수까지 용납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등의 멘티가 조직생활을 할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멘티가 자신감 있게 새로운 해결방식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 멘토도 이를 통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 즉, 멘토가 여전히 조직

의 후배들에게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

하도록 해주는 후원과 평가의 기능을 제공한다. 

상담 기능은 멘티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개인

적인 문제들에 대한 멘토와 멘티가 서로 생각과 관심을 나눔으로써 심리적인 안

정과 만족감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즉, 멘티가 가지고 있는 고민, 두려움, 혼란, 

불안 등과 같은 내적 갈등을 멘토에게 상의하고 멘토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함께 고민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Kram, 1985).

우정 기능은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며, 업

무와 업무 경험 이외의 사항에 대해 즐거운 비공식적인 교환의 결과를 낳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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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호작용이다. 즉, 멘토와 멘티가 업무상 또는 업무 이외의 사적인 비공식

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는 취미생활, 식사 등을 함께 하면서 업무로부터의 압박을 해소하고 이를 통

하여 초기와 중기의 어려운 과업 수행을 향상 시킨다(Kram, 1985).

3) 역할모형 기능

역할모형 기능은 멘토가 역할 전수자로서 멘티에게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

하거나 역할을 이행할 때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전해주고, 멘티

는 이러한 멘토를 바람직한 역할모형이나 준거의 틀로 설정하고 닮아 가는 것으

로 조직 내 멘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고양시켜 주는 기능이다

(Kram, 1985).

멘토링은 직접적인 강화 뿐만 아니라 멘토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하여 특정

한 행동양식과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등을 습득함으로써 조직사회화를 촉진시

킨다(Weiss, 1977). Decker와 Nathan(1985)에 의하면 멘토는 상위 관리자를 

관찰함으로써 조직 생활에 중요한 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멘티가 멘토의 특정한 모습만을 닮으려하고 다른 면을 거부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Shapiro, E. C., Haseltine, F. P., & Rowe, M. P., 1978). 즉, 

멘티는 멘토의 역할 전체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여러 가지 행동 형태 중

에서 본받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여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멘티는 멘토와 

일치된 면을 개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치 있는 부분을 재발견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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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멘토링의 측정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멘토링을 Kram(1985)이 제시한 경력계발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Burke(1984)는 자신의 연구에서 멘

토링을 경력계발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으로 구분한 후, 15개의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candura(1992)는 멘토링을 Burke와 마

찬가지로 3가지로 구분하고, 성과수준, 임금 및 승진 등을 결과변수로 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Noe(1988)는 멘토가 경력과 사회·심리적 기능을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2가지 기능에 대하여 21가지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고, Scandura

와 Ragins(1993)는 심리사회적 기능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역할모형 기능을 따

로 분류하여,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과 같이 3가지 차

원의 멘토링 기능에 대한 설문으로써 15가지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Castro

와 Scandura의 연구(2004)에서는 이러한 15가지 항목을 9가지로 줄여서 사용

하기도 하였다. Viator(2001)는 16개 문항을 이용하여 멘토링의 기능을 조사하

였는데, 2개 문항을 제거하여 14개 문항을 4개 요인으로 분류한 후 경력개발 

기능을 경력관련 기능, 보호와 지원 기능의 2개 요인으로 세분화하였고, 사회적 

지원 기능을 심리적 기능과 역할 모형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Kram(1985)이 제시한 경력계발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Burke(1984), Scandura(199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Kram(1985)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포함시켰던 역할모형 기능을 구분하여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 3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조사도구로 

이만기(2007)가 Noe(1988)와 Burke(1984)와 Scandura(1992) 등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경력 기능에 

대한 문항이 11문항, 심리사회적 기능 문항이 10문항, 역할모형 기능을 측정하

는 4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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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격적 감독

가. 비인격적 감독의 개념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상사는 부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조직에

서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을 지시하고 지도하며 평가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Shoss, M. K., Eisenberger, R., Restubog, S. L. D., & 

Zagenczyk, T. J., 2013). 이러한 조직 구조 안에서 상사의 비인격적인 행동은 

부하직원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직장 상사의 비

인격적 행동은 조직구성원인 부하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은 물론

이고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선주, 한인수, 2017). 

비열한 폭군, 직장 내 괴롭힘,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으나, 최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이란 용어가 다양한 

개념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상사의 부정적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다(Tepper, 

2007).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은 공격적 조직 행동의 한 유형으로 

Tepper(2000)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대한 부하의 지각’이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예로써는 부하 직원에 대한 경멸적인 언어사용, 작업장에

서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망신 또는 창피주기, 무시행위, 공개적인 자리에

서 조롱하는 행위와 부하 직원들의 성공을 가로채는 등의 행위들이다(Tepper, 

2007). 유사한 개념으로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supervisor aggression)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에게 육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감독자의 행동

(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신체적, 비신체적, 성희롱, 성차별 등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체적 접촉을 제외하는 비인격적 감독과 다르게 정의된다. 비슷

한 맥락에서 ‘감독자 침해’(supervisor undermining)는 사회 심리학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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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개념으로 감독자의 업무상 나타나는 특징적 행동, 예를 들어 부하가 긍정적 

인간관계, 경력 성공, 우호적 평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감독자의 행동을 말한다(Duffy, Ganster, & Pagon, 2002). 감독자 침해는 부

하가 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감독자

의 공격적 행동이나 침해 모두 부하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 측면에서는 비인격적 

감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Tepper, 2007). 구체적으로 비인격적 감독 개념의 

기본 전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가 감독자의 행동을 비인격적인 것으로써 간주하는 주관적인 평가

이다. 주관적 평가의 의미는 동일한 부하직원이 감독자의 행동을 어떤 상황에서

는 비인격적으로,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또는 각각 

부하직원이 동일한 관리자의 행동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비인격적 감독은 일회성의 사건이나 단기적 행동 보다 부정적 감독 행위의 지속

적 표현으로 나타낸다. 비인격적 감독은 상사와 부하의 상호관계가 종료될 때까

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먼저 비인격적 감

독을 당하는 부하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에 무력하고, 대부분 

승진, 보상 등에서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해고되는 두려움으

로 인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상사)가 보

통의 상식적 행동과 함께 비인격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하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부정적 행동이 종료될 것이라는 바람을 갖도록 하여 관계를 지속시키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비인격적 감독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 앞에서 부하를 조롱하거

나 폄하하고, 묵살하는 태도,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해고의 위협을 사용하

며,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부하에게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실제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신체적, 물리적 가해를 가할 때 징계

해직, 형사처벌 등의 직접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인격적 감독과 같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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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적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

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인격적 감독은 직장 내 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적 가해보다 발생빈도가 잦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성적, 육체적 가해만큼이나 크게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비인격적 

감독을 당하는 부하직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에 무력하고 고

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인격

적 감독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는 

비록 그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지 않을 지라도(Mitchell & Ambrose, 2007) 직

무만족 저하(Tepper, 2000), 조직몰입 저하(Duffy, Ganster & Pagon, 

2002), 이직의도(Tepper, 2000; 이경근, 조용현, 2013), 공격성 및 일탈행동

(Inness, Barling & Turner, 2005),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Tepper, 

2000)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 비인격적 감독의 유사개념

감독자의 파괴적이고 적대적 조직행동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비열한 폭

군(petty tyranny; Ashforth, 1994; 1997), 무분별한 강압적 행동

(inconsiderate coercive action; Bies & Tripp, 1996), 비육체적 직장 내 공

격성(nonphysical workplace aggression; Newman & Baron, 1997), 또는 

조직 일탈행동(deviant workplace behaviors; Robinson & Bennett, 1995)으

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조직행동차원에서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연구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연구자

들의 독립된 연구가 많이 존재하며 아직까지는 연구자들 간의 개념적 합의, 선

행 및 결과변인들에 대한 체계화된 실증적 연구가 빈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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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감독의 유사개념은 <표 Ⅱ-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용어 정의

특정부하

대상의

하향성

육체적

적대감

배제

비적대적

행동

포함

의도된

결과

포함

비인격적 감독

(abusive

supervision)

감독자가 육체적 접촉을 배제한

적대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지속적 표현을 한다는

부하의 인식(Tepper, 2000)

O O X X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

(generalized

hierarchical abuse)

위계적으로 상급자인 동료에

의해 가해지는 적대감의

노출(Rospenda, 2002)

O X X X

비열한 폭군

(petty tyranny)

가혹하고 변덕스럽게, 악의적으로

권한이나 힘을 사용하는

관리자(Ashforth, 1994)

O O O X

직장 내

피해행동

(work victimization)

1인 이상이 표현하는 공격적

행동이 시시각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표출된다는 개인의

인식(Aquino, 2000)

△ X X O

직장 내

괴롭힘

(workplace

bullying)

괴롭힘의 대상이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1인

또는 여러 명으로부터 부정적

행동을 받는 다고 지각할 때

발생(Hoel & Cooper, 2001)

△ O X O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

(supervisor

aggression)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에게

육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감독자의 행동 (Schat,

et al., 2006)

O X X O

감독자 침해

(supervisor

undermining)

호의적 평판과 업무관련 성공,

긍정적 인간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려 는 감독자의 행동(Duffy,

Ganster, & Pagon, 2002)

O O X O

부정적 멘토링

(negative

mentoring

experiences)

멘토와 멘티 간에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이나 멘티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 제공을 제한하는

멘토의 특성(Eby, Mcmanus,

Simon, & Russell, 2000)

O O O X

<표 Ⅱ-7> 비인격적 감독의 유사개념

자료 Tepper, B. J.(2007), "Abusive supervision in work organizations: Review,

Synthesis,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33, 263-264.

주) O = 그렇다 X 아니다 △ 필요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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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

Richman, Flaherty, Rospenda, & Christensen(1992)은 상위 직위에 있는 

동료에 의한 모욕을 ‘위계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동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

대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들은 위계적 괴롭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주로 의료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의사 

간의 관계와 간호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의사와 간호사들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는 측면

을 볼 때 동료이지만 직급과 직위에서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괴롭힘이 발생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계적 괴롭힘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abusive 

supervision)과 별개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위계적 괴롭힘에서는 상사의 물리

적인 괴롭힘과 비물리적인 괴롭힘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정 상사에 의

한 직접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화된 

위계적 괴롭힘(generalized hierarchical abuse)은 위계적 파워(power)를 바탕

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노출하는 적대적 행위라 할 수 있다(Rospenda, 2002). 

상사가 부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감독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같지

만 상급자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독이라는 것이다(Rosenstein & O'Deniel, 

2005).

2) 비열한 폭군

비열한 폭군(petty tyranny)은 가혹하고 변덕스럽게, 악의적으로 권한이나 힘

을 사용하는 관리자로서 특성을 6가지로 구분한다(Ashforth, 1994). 독단적인 

권력의 남용, 부하에 대한 무시, 배려심의 부족, 강압적인 문제 해결, 고의적 처

벌, 주도적 부하행동을 방해하기 등의 부정적 행동을 포함한다. 비열한 폭군은 

비인격적 감독과 마찬가지로 위계적 관계에서 나타나지만, 피해자가 비열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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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열한 폭군은 

모든 그룹 일원에게 배려심이 없고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

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Ashforth, 

1997).

3) 직장 내 피해해동

직장 내 피해행동(work victimization)은 1인 이상이 표현하는 공격적 행동

이 시시각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표출된다는 개인의 인식으로(Aquino, 2000) 

몇 가지 점에서 비인격적 감독과 구분이 된다. 비인격적 감독을 부하에 대한 직

속상사의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직장 내 피해행동은 하향적 괴롭힘을 포함한 동

료, 상사에 대한 부하의 괴롭힘 등을 포함하는 행동이라 하겠다. 또한 직장 내 

피해행동은 언어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육체적 괴롭힘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에

서 비인격적 감독과 구분된다(Aquino, Lewis, & Bradfield, 1999).

4)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피해자가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1인 또는 여러 명으로부터 부정적 행동을 받는다고 지각할 때 발생하

며(Hoel & Cooper. 2001), 비인격적 감독과 같이 업무 중 지속적인 적대적 행

동의 노출을 포함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위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사에 의한 적대적 행동뿐 아니라, 동료, 부하 등 직장 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Einarsen & Raknes, 1997), 정

신적 가해 뿐 아니라 육체적인 가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인격적 감독의 

개념과 구분된다.



- 41 -

5)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supervisor aggression)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에게 

육체적 또는 심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감독자의 행동으로 최근 직장 내 공격성 

중 감독자의 공격성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Schat, A. C., Frone, M. R., & 

Kelloway, E. K., 2006). 감독자의 공격적 행동은 부하직원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업무상 나타나는 특정적 행동으로 부하가 긍정적 인간관계, 

경력성공, 우호적 평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감독자의 

행동을 말한다(Duffy, M. K., Ganster, D. C., & Pagon, M., 2002).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신체적, 비신체적 성희롱, 성차별 등에 대한 구분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체적 접촉을 제외하는 비인격적 감독과 다르게 정의된

다(박경규, 2011).

6) 감독자 침해

감독자 침해(supervisor undermining)는 사회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감독자의 업무상 나타나는 특징적 행동, 예를 들어 부하가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 업무와 관련된 성공, 우호적 평판 형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동을 말한다(Duffy, Ganster, & Pagon, 2002). 감독

자 침해는 부하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비인격적 감독과 유사하다. 그러나 

감독자 침해의 경우, 부하에게 상사가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Tepp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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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적 멘토링

부정적 멘토링(negative mentoring experiences)은 멘토와 멘티 간에 발생

하는 특정한 사건이나 멘티에 대한 효과적 지침 제공 등을 제한하는 멘토의 특

성으로서 부합된 가치나 업무 스타일, 멘토 전문성의 부족, 멘토의 부정적 태도 

등을 포함한다(Eby, Mcmanus, Simon, & Russell, 2000). 멘토의 상당수가 

직속상사이므로 부정적 멘토링의 경험은 횡포적 행동, 멘티의 경력개발의 방해, 

속임수 등으로 비인격적 감독과 중복되는 행동이 많이 발견되지만(Tepper, 

2007)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에서 비인격적 감독과 차이를 나타낸다.

다. 비인격적 감독의 측정

국내 비인격적 감독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는 Tepper(2000)가 

개발한 측정도구이다. Tepper(2000)는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 감독자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비인격적 감독을 측정하기 위해 15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한주원(2008)은 직속상사로부터 비인격적 감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하와 해

당 상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비인격적 감독을 상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조직상황적인 특성에 의해서 표현되는 상사의 비인격적, 비언어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Tepper(2000)의 문항 중 한국적인 실정에 맞지 않거나 

극단적 표현을 담고 있는 7문항을 제거한 8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상사의 성향과 인식에 의해 

표현되는 비언어적 폭력과 적대적인 언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Tepper(2000)가 개발한 문항을 한주원(2008)이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8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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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 관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관련된 이

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 간의 관계와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각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 조직몰입과 멘

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각 변인 

간 관계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확인할 것이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계 정도를 표시할 것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

여 관계를 추론할 것이다. 

가.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조직목표와 일체감을 느끼며 

조직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심리상태를 말한다(Robbins, 2003). 조직몰입에 대

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조직몰입의 상태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

의 목표와 가치로 수용하고, 자신의 직무에 마음을 다해 몰두하고, 조직에 애착

을 가지고 충성하며, 조직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Roche(1979)는 1,200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 관계에 관

한 기술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멘토가 있는 경영자

들이 멘토가 없는 경영자들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다. Zey(1984)의 연구에서 밝힌 멘토링의 이점에서 멘토가 없는 멘티는 조직

에 대한 지식이나 운영 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연장자가 없으므로 조직에 대한 

소외감을 경험하여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멘토가 있는 멘티는 업무를 

만족해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대된다고 하여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 44 -

준다고 주장 하였다. Joiner, Bartram과 Garreffa(2004)는 멘토링이 조직몰입

과 이직의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개변인으로 경력 성공을 고려하였

다. 12개월간 다국적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부하의 경력 성공에 대한 인지’와 ‘조직몰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 의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김한얼(1993)은 신규 

조직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멘토가 있는 사람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강정애(2005)의 연구결과에서 나

타는 공식적인 멘토링을 시행하는 기업이 멘토링에 대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분석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윤종록(1998)의 연구

에서는 입사 1년차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과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집단 간에 조직몰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사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이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구조화된 멘토링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자봉(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 내 구조화된 멘토링이 구성

원들에게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주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구조화된 멘토링이 조직몰입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체감, 충성심, 몰입 모든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멘토관계가 존재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멘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보다 조직몰입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

고 있다. 즉 멘토링이 강한 집단이나 개인은 멘토링이 약한 집단이나 개인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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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그 관계를 추론해보았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상사와 부하 간에 불신관계를 형성하며 부하의 심리적 스트레스, 직무만

족, 정서적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Ashforth, 1994 ; Tepper, 2000 

; Duffy, 2002 ; 김성진 2011)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직무만족(Schat, 2006 ; Tepper, 2000 ; Tepper, 2004)과 조직몰입(Duffy 

et al., 2002 ; Schat, 2006 ; Tepper, 2000)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비인격적 감독을 하는 관리자는 부하를 억누르고 학대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상사이며(Ashforth, 1997), 이들의 행동

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불신을 유도하며 이는 부하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물

론 절차공정성 인식, 직무만족, 조직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Ashforth, 

1997 ; Duffy et al., 2002 ; Tepper, 2000).  Tepper(2000)는 상사의 비인

격적 감독과 부하의 이직, 직장과 가정 내 갈등,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정적관계

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과 부하의 직무, 생활만족, 규범적, 

정서적 몰입은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비인격적 감독은 부하의 심리적 스트레스

를 증가시켜 조직유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부하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치심, 좌절감, 무력감, 긴장감, 위축감, 

우울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불만족감, 불안감, 

공포심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Aryee at al.(2007)은 상사로부터의 비인격적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부

하들에게는 심각한 정서적·인지직 심리상태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특히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그것을 당하는 부하들에게는 자신의 낮은 수

준의 관계형성, 부정적인 사회적 교환관계를 전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하직원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직무 관련 태도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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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Duffy at al., 2002),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경험한 

부하직원들은 정서적인 피로를 느끼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 감소와 매출 감

소로 이어지게 된다(Wright & Cropanzano, 1998). 비인격적 감독이 작업현장

에 미치는 결과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상호인간관계적 변수와 관련을 갖는

다. 개인적 차원에서 비인격적 감독은 그 피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기능 장애

적 감정을 포함한 긴장감, 생활불만족, 좌절감,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

물을 유발한다(Tepper, 2000; Ashforth, 1997). 이러한 행동의 부정적 영향은 

음주 증가(Duffy et al., 2002), 가정-직무 간 갈등의 증가(Tepper, 2000)로 

까지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저하, 직무

만족 저하를 일으키고(Tepper, 2000),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저하(임창현, 2012; 정수진, 이춘길, 2014)를 확인한바 

있다.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집단 내 양 당사자는 상호 호혜성 원칙

에 의한 교환관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호간 신뢰, 충성, 몰입수준

이 높아지게 된다(조용현, 장준호, 2017; Hoobler & Brass, 2006). 즉 상사와 

구성원 간 긍정적인 인식은 긍정의 결과로 나타나며, 부정적 인식은 부정의 결

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구

성원의 조직몰입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의 경우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앞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에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사에게 비인격적 감독을 당하

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에 무력하

고, 또한 조직구조상 구성원은 상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구성원이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멘토링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멘

토링의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47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과 멘토

링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변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48 -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조직몰입에 멘토링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이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

다.

[그림 Ⅲ-1]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그 중에서도 대

형 건설사에서 근무 중인 입사 만 4년 미만의 평사원이다. 이 연구에서 대형 건

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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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상위 10개사에 한정한 

건설사를 의미한다. 2018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1위는 삼성물산㈜(17조 

3,719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 3위는 대림

산업㈜(9조 3,720억 원), 4위는 ㈜대우건설(9조 1,601억 원), 5위와 6위는 각

각 지에스건설㈜(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432억 원)이 차

지했다. 7위와 8위는 각각 ㈜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과 롯데건설㈜(5조 

5,305억 원)이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9위와 10위는 각각 에스케이건설㈜(3조 

9,578억원)과 HDC현대산업개발㈜(3조 4,280억 원)이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 중에서 임의표집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

다. 비확률적 표집의 경우 확률적 표집보다 신뢰도에 따른 표본 크기에 대한 적

절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큰 표본을 요한다는 지침 외에

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McMillan & Schumacher, 2006).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크게 4개 항목, 총 6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조직몰입, 멘토링,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관한 문항은 21

문항, 독립변인인 멘토링은 25문항, 비인격적 감독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self-reporting)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설문항목의 평가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구성과 출처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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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종속변인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7

7

7

Ⅱ-1~7

Ⅱ-8~14

Ⅱ-15~21

Allen & Meyer(1990),

서경민(2010)

독립변인

멘토링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

11

10

4

Ⅲ-1~11

Ⅲ-12~21

Ⅲ-22~25

이만기(2007)

비인격적 감독 8 Ⅰ-1~8
Tepper(2000),

한주원(2009)

인구통계학

적 요인

성별, 연령, 직위, 근무기간,

직속상사 직위, 멘토 직위,

학력, 직무 등

9 Ⅳ-1~9

총 문항 63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출처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과 구인타당도

(construct validity) 검증, 신뢰도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조사도구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대상인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

다. 내용타당도 검증 단계에서는 산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을 대상으로 측

정도구가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받았

으며, 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식이 조사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조사

하였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2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변인

의 측정문항들이 대기업 상황에 적절한지,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적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

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후 그 결과가 문항제거를 했을 때 전체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문항내적일

치도 계수가 .60 이상일 때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각 문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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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하여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가. 조직몰입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개인의 강한 수용과 참

여 의지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 애정, 의지, 소속감의 정도로 정

의하였다. 조직몰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다차원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Allen과 Meyer(1990)도구의 사용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연구에서도 조

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1990)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임승옥(2007)의 도구를 대기

업 근로자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서경민(2010)의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정서적 몰입의 4번, 5번, 16번 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설문 응답 시 일관

성이 떨어질 수 있는 역문항을 변환한 후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의 하위차원으로 

제시된 정서적 몰입 7문항, 지속적 몰입 7문항, 규범적 몰입 7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내적일치도는 정서적 몰입 .77, 지속적 몰입 .80, 규범적 몰입 .75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의 Cronbach’s α는 .864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고,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9, .519, .831로 모두 최소기준 이상 혹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의 Cronbach’s α는 .900로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고,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Cronbach’s α 값이 각각 

.901, .771, .881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이 전체 조직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 RMSEA, GFI, NFI, IFI, TLI, CFI이다. 또한 표준화 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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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이 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

범적 몰입의 세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가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

여도 적합도 지수가 수용가능하지 않아 단일 요인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은 136.505(df=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FI의 경우 0.905로 양호하게 나

타났다. G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RMSEA의 경우 0.098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RMSEA의 경우 0.05 이하면 매

우 좋으며 0.08 이하면 양호하고 0.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증분적

합지수에 해당하는 NFI, IFI, TLI, CFI의 경우 NFI 0.903, IFI 0.932, TLI 

0.914 CFI 0.93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수

용 가능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었다(<표 Ⅲ-2> 참조).

구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적합기준
 p ＞ 0.05 0.000 부적합

GFI ≥ 0.9 0.900 적합

RMSEA 0.05 ~ 0.1 0.098 보통

증분적합지수

NFI ≥ 0.9 0.903 적합

IFI ≥ 0.9 0.932 적합

TLI ≥ 0.9 0.914 적합

CFI ≥ 0.9 0.932 적합

<표 Ⅲ-2> 조직몰입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조직몰입 도구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일부 표

준화 적재치가 .6 이하이로 나타난 13번, 15번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지 않

은 이유는 해당 문항을 제거할 경우 다른 대부분의 문항의 표준화 적재치가 하

락하는 등 구성개념의 의미를 보존할 필요성에 의해 제외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표준화 계수가 0.6에 유의하고 유의하게 나타나 구인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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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1 1.000 .642

2 0.939 .550 .127 7.400*

3 1.068 .660 .123 8.670*

4 1.153 .798 .114 10.108*

5 1.424 .886 .130 10.933*

6 1.438 .846 .136 10.567*

7 1.374 .897 .125 11.029*

8 0.888 .537 .122 7.251*

11 1.002 .724 .107 9.363*

13 1.073 .565 .141 7.585*

15 0.919 .516 .131 7.003*
주. * p<.05

<표 Ⅲ-3> 조직몰입 측정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 멘토링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멘토링이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연장자가 연하의 동료나 

후배에게 조직생활에서 터득한 지혜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조직의 공식적이거

나 비공식적인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멘토관계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

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멘토링(mentoring)이라고 정의하였다

(Noe, 1988). 멘토링의 측정은 Burke(1984)와 Scandura(1992)가 제시한 멘

토링 기능에 따라 경력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의 세 가지 요인

에 대해 개인이 인식한 수준이며, 이만기(2007)가 Noe(1988)와 Burke(1984)

와 Scandura(199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경력 기능에 대한 문항이 11문항, 심리사회적 기능 문항이 10

문항, 역할모형 기능을 측정하는 4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기

(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경력 기능 0.951, 심리사회적 기능 0.953, 

역할모형 기능 0.935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멘토링의 Cronbach’s α는 .935로 적절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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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의 Cronbach’s α 값은 각

각 .854, .798, .897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멘

토링의 Cronbach’s α는 .961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918, .918, .920으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의 하위요인이 전체 멘토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

도 지수는 , RMSEA, GFI, NFI, IFI, TLI, CFI이다. 또한 표준화 적재치가 

.6이 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재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값은 507.058(df=2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FI의 경우 0.817로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G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RMSEA의 경우 0.083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RMSEA의 경우 0.05 이하면 

매우 좋으며 0.08 이하면 양호하고 0.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증분

적합지수에 해당하는 NFI, IFI, TLI, CFI의 경우 NFI 0.862, IFI 0.913, TLI 

0.902 CFI 0.913으로 NFI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가지고 있었다.

조직몰입 도구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모든 문

항의 표준화 계수가 0.6을 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구인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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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경력기능

1 1.000 0.699

2 1.133 0.744 0.111 10.253*

3 1.201 0.811 0.108 11.131*

4 1.213 0.814 0.108 11.179*

5 1.087 0.784 0.101 10.777*

6 1.035 0.677 0.110 9.371*

8 1.026 0.688 0.108 9.515*

10 0.953 0.729 0.112 8.537*

11 1.048 0.615 0.104 10.058*

심리사회적 기능

12 1.000 0.799

13 1.057 0.709 0.094 11.275*

14 0.918 0.720 0.080 11.491*

15 1.132 0.830 0.081 13.897*

16 1.060 0.827 0.077 13.810*

17 0.935 0.734 0.079 11.777*

18 1.009 0.781 0.079 12.775*

19 0.951 0.764 0.077 12.408*

20 0.971 0.640 0.098 9.841*

역할모형기능

22 1.000 0.864

23 0.904 0.893 0.051 17.891*

24 0.911 0.832 0.058 15.682*

25 1.002 0.869 0.059 16.977*
주. * p<.05

<표 Ⅲ-4> 멘토링 측정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직과 부하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인격적 감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인격적 감독은 Tepper(2000)가 정의한 감

독자가 신체적 접촉을 뺀 적대적 언어, 비언어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Tepper(2000)는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측정도구로 15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직 실정에 맞게 수정한 한주원(2009)의 

8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내용은 "상사

는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상사는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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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한다," "상사는 과거의 내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 말하곤 한다" 등의 문

항을 사용하였다.

Tepper(2000)의 측정 도구는 조직 내 부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더

십 행동 진단을 위해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

이다(박오수, 고동운, 2009; 손승연 등 2009; 이경근, 조용현, 2010; 한주원, 박

경규, 2009; Aryee et al., 2007; Hoobler & Brass, 2006; Zellars, Tepper, 

& Duffy, 2002). 측정 도구의 구성 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

인분석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인적재값이 .4 이상이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배

상욱, 윤영삼, 한나영, 2009), Tepper(2000) 연구의 분석결과 요인적재값이 모

두 .5 이상(p< .01)으로 측정에 있어 개념간의 집중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Cronbach’s α는 .95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Cronbach’s α는 .93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도구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모든 문항의 표준과 계수가 0.6을 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구인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1 1.000 0.794

2 0.898 0.774 0.072 12.418*

3 1.002 0.792 0.078 12.812*

4 1.025 0.821 0.076 13.429*

5 0.948 0.775 0.076 12.448*

6 1.024 0.785 0.081 12.667*

7 0.896 0.757 0.074 12.087*

8 1.091 0.852 0.077 14.119*
주. * p<.05

<표 Ⅲ-5> 비인격적 감독 측정문항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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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연구의 표본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8년 시공능력평가’ 기

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해당 회사들의 인사(HR) 부

서와 신입사원들의 협조를 얻어 설문을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특정 기업으로 편

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로 최대 100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은 온라인 설문시스템인 서베이몽키(survey monkey)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 

커피교환권과 같은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변인 전반에 대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

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표본 수 설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될 요인분석의 최소한의 표본의 수

는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100개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신뢰할 수 

있는 요인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허준(2013)의 견해를 참조하여 10개 

대형 건설사 중 한 기업에 재직 중인 신입사원 5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

템을 활용해 조사도구의 링크를 첨부하여 배포하였다. 총 50명에게 배포하여 

21명에게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42%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비인격적 감독, 

조직몰입, 멘토링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타당성이 확

보하고 문항의 내적일치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143부(회수율 57.2%)가 회수되었으며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

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21부를 제외하였다. 목표표집 수인 500부를 수집하

기 위해 추가조사로 20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120부(회수율 60%)

가 회수되었으며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28

부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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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예비조사를 제외한 본조사와 추가조사에서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를 통해 263명이 응답한 자료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 

49부를 제외한 214명의 자료를 총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SPSS macro program인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하여 조

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 <표 Ⅲ

-6>과 같다.

연구문제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1.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연구문제 2.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중회귀분석

연구문제 3.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멘토링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PROCESS MACRO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표 Ⅲ-6>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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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비롯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

계학적 변인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조직몰입, 멘토링, 비인격적 감독 수준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멘토링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에 있어서 

부트스트래핑 표본은 10000개로 설정하였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p<.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편의수정(Bias Corrected, 이하 

BC)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인 LLCI, ULCI 값을 활용하여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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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최종 분석 대상이 된 214명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

급, 근속년수, 최종 학력, 직무분야, 직속상사 직위 및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 

멘토 직위 등이 있으며, <표 Ⅳ-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

성이 77.6%(166명), 여성이 22.4%(48명)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대

부분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의 특성상 평균 28.3세로 낮은 편이다. 근속년수는 

평균 21.1개월이며, 직속상사와의 평균 근무기간은 13.0개월이다. 응답자의 학

력은 대졸(학사)이 89.7%(192명), 석사이상이 7.0%(15명), 전문대졸 이하가 

3.3%(7명)이다. 신입사원인 응답자 본인의 직위는 사원이 93.0%(199명) 대부

분을 차지했으며, 대리가 7.0%(15명)이다. 응답자의 직속상사의 직위는 과장급

이 42.5%(91명), 부장급이 32.2%(69명), 차장급이 25.2%(54명)이다. 응답자

의 멘토 직위는 대리급이 29.0%(62명), 과장급이 28.5%(61명), 사원급이 

15.9%(34명),  차장급이 14.0%(30명), 부장급이 12.6%(27명)로 나타났다. 

시공/설계와 같은 기술직이 대부분인 건설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직무는 기술(설

계/시공 등) 직무가 65.4%(14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업/마케팅 , 재경/

관리 , 경영지원이 동일하게 9.3%(20명)을 차지했고, R&D는 5.1%(11명), 구

매는 1.4%(3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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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남성

계

48

166

214

22.4

77.6

100.0

응답자

교육수준

(본인)

전문대졸 이하

대학(학사)

석사이상

계

7

192

15

214

3.3

89.7

7.0

100.0

응답자

직위

(본인)

사원

대리

계

199

15

214

93.0

7.0

100.0

응답자

직속상사

직위

(1차 평가권자)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계

91

54

69

214

42.5

25.2

32.2

100.0

응답자

멘토 직위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계

34

62

61

30

27

214

15.9

29.0

28.5

14.0

12.6

100.0

응답자

직무

기술(설계/시공 등)

R&D

영업/마케팅

구매

재경/관리

경영지원

계

140

11

20

3

20

20

214

65.4

5.1

9.3

1.4

9.3

9.3

1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근속년수(개월)

직속상사와 근무한 기간(개월)

28.3

21.1

13.0

2.0

15.5

10.9

<표 Ⅳ-1>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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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

가.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

연구문제 1-1.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은 어떠한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하고 있는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을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는 3가지 변인들의 5점 환산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개인의 강한 수용과 참여 의지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 애정, 의지, 소속감의 정도인 조직몰입이 3.21, 공식

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멘토 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인 멘토

링이 3.36,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대해 부하 직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2.24로 

나타났다. 

구분

문

항

수

원 점수 5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반응가능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조직몰입 11 35.29 7.77 11-55 16 55 3.21 0.71

멘토링 22 73.85 15.54 22-110 22 109 3.36 0.71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8 17.92 7.31 8-40 8 40 2.24 0.91

<표 Ⅳ-2>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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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인식 수준 차이

연구문제 1-2.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이 인구통계학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가?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3.26점, 여성이 3.19점으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0.575(p=.322)로 성별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Ⅳ-3> 참조).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

몰입

①남성 168 3.26 0.73
0.575

②여성 48 3.19 0.64

<표 Ⅳ-3>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28세 이하가 3.28점, 29세 이상이 3.13점으로 28세 이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t값이 1.566(p=.122)으로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4> 참조).

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

몰입

①28세 이하 110 3.28 0.65
1.566

②29세 이상 104 3.13 0.76

<표 Ⅳ-4>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1년 미만이 

3.43점, 2년 이상 3년 미만이 3.18점, 3년 이상 4년 미만이 3.11점,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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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이 3.04점, 4년 이상 5년 미만이 2.77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3.563(p=.00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Ⅳ-5> 참

조).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년 

미만인 재직자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재직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구분 현재 직장 근무기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조직

몰입

①1년 미만 77 3.43 0.65

3.563*

*

②1년 이상 2년 미만 55 3.04 0.70 *

③2년 이상 3년 미만 40 3.18 0.78

④3년 이상 4년 미만 36 3.11 0.68

⑤4년 이상 5년 미만 6 2.77 0.30
주. *p<.05

<표 Ⅳ-5>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직속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1년 미만

이 3.33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 3.10점, 3년 이상 4년 미만이 3.08점, 2년 이

상 3년 미만이 3.05점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1.991(p=.1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Ⅳ-6> 참조). 

구분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조직

몰입

①1년 미만 110 3.32 0.72

1.991
②1년 이상 2년 미만 69 3.10 0.70

③2년 이상 3년 미만 20 3.05 0.66

④3년 이상 4년 미만 15 3.08 0.61

<표 Ⅳ-6>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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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직속상사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부장급이 3.32점, 차

장급이 3.19점, 과장급이 3.08점으로 직속상사의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게 나타났다. 집단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2.298(p=.103)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Ⅳ-7> 참조).

구분 직속상사의 직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조직

몰입

①부장급 91 3.32 0.69

2.298②차장급 54 3.19 0.73

③과장급 69 3.08 0.70

<표 Ⅳ-7>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직속상사의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멘토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부장급이 3.40점, 차장급

이 3.24점, 과장급이 3.17점, 사원급이 3.15점, 대리급이 3.04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1.218(p=.3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8> 참조).

구분 멘토의 직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조직

몰입

①부장급 34 3.40 0.71

1.218

②차장급 62 3.24 0.64

③과장급 61 3.17 0.72

④대리급 30 3.04 0.77

⑤사원급 27 3.15 0.75

<표 Ⅳ-8>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멘토의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자신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사원이 3.23점, 대리가 

2.84점으로 사원이 대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2.129(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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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Ⅳ-9> 참조).

구분 직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

몰입

①사원 199 3.23 0.71
2.129*

②대리 15 2.84 0.63
주. *p<.05

<표 Ⅳ-9>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최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전문대졸 이하가 2.92점, 대

학(학사)가 3.21점, 석사 이상이 3.32점으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0.765(p=.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10> 참조).

구분 최종학력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조직

몰입

①전문대졸 이하 7 2.92 0.80

0.765②대학(학사) 192 3.21 0.69

③석사 이상 15 3.32 0.83

<표 Ⅳ-10>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이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평균점수는 기술(설계/시공 등)이 3.27점, 영

업/마케팅이 3.26점, 구매가 3.12점, 경영지원이 3.11점, R&D가 3.02점, 재경/

관리가 2.91점으로 나타났다. F값이 1.206(p=.3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Ⅳ-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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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조직

몰입

①기술(설계/시공 등) 140 3.27 0.70

1.207

②R&D 11 3.02 0.79

③영업/마케팅 20 3.26 0.76

④구매 3 3.12 0.14

⑤재경/관리 20 2.91 0.66

⑥경영지원 20 3.11 0.68
주. *p<.05

<표 Ⅳ-11>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직무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3.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

가.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및 인구통계

학적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Ⅳ-12>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

입과 독립변인인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멘토링은 비인격적 감독과 부적 상관

관계(r=-.42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399*)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

(r=-.4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입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근속기간(r=-.175*), 상사와 근무한 기간(r=-.157*)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1 2 3 4 5

1. 연령

2. 근속 기간 .606*

3. 상사와 근무한 기간 .339* .610*

4. 멘토링 .001 .074 .017

5. 비인격적 감독 .056 .069 .167* -.420*

6. 조직몰입 -.094 -.175* -.157* .399* -.429*

주. * p<.05

<표 Ⅳ-12> 상관관계 분석결과



- 68 -

나.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설

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해야 하며, 잔차의 등분산성,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데, 점들이 45° 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등

분산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고

르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본다.

다음 [그림 Ⅳ-1]는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이다. P-P 도표를 보면 대

부분 점이 45°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2]와 같이 산점도 또한 0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 Watson 값으로 판단하

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이고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이

며, 2에 가까울수록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Durbin Watson 

값이 1.985 ~ 2.079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 가정 또한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표 Ⅳ-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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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정규성 가정 검정

[그림 Ⅳ-2] 등분산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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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urbin-Watson 값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회귀분석 1.985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2.079

<표 Ⅳ-13> 다중회귀분석의 상호독립성 검증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 수행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가정 중 하

나로, 독립 변인 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에 발생한다. 최동선(2003)은 다중공선

성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진다. 둘째, 개별 변인의 변량이 종속 변인을 설명

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셋째, 이에 따라 회귀계수의 비교가 무

의미해진다. 넷째, 표본 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변화, 회귀 모형의 수정 시에 표

준오차가 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통계적 유의성과 변인의 투

입순서에 따른 설명량 차이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중공선성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변량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변량팽창계수(VIF)가 10이 넘어가거나 공차한계

(tolerance)가 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이종환, 

2009). 이 연구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14>과 같다. 일반적으

로 상호작용항의 특성상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립변인

의 값은 평균중심화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차한계는 .604-.941, 변량

팽창계수는 1.063-1.747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통제/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조직몰입

근속년수 .604 1.655

상사와 근무한 기간 .572 1.747

직위 .815 1.227

멘토링 .800 1.250

비인격적 감독 .777 1.287

멘토링×비인격적 감독 .941 1.063

<표 Ⅳ-14> 조직몰입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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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회귀분석

연구문제 2.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

관관계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멘토링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

는 다음 <표 Ⅳ-15>와 같다. 근속 기간, 상사와 근무한 기간, 직위를 통제한 뒤 

멘토링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멘토링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11*). 또한, 멘토링 회

귀모형은 조직몰입을 2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모형1 모형2

β t β t

통제

변인

근속 기간 -.113 -1.298 -.156 -1.970

상사와 근무한 기간 -.057 -.656 -.042 -.524

직위 -.083 -1.114 -.072 -1.074

독립

변인
멘토링 - - .411 6.647*

F 2.960* 13.723*

R2(Radj
2) .041(.027) .209(.194)

△R2 - .168
주. * p<.05

<표 Ⅳ-15>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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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멘토링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을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이 개발한 PROCESS macro

를 모델 1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Ⅳ-16>과 같다. 

멘토링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87),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331). 멘토링과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상호작용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4). 이는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은 선형적으로 비인격적 감독에 의존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모형
모형3

β t

통제

변인

근속 기간 -.147 -1.968

상사와 근무한 기간 .005 .065

직위 -.076 -1.184

독립

변인

멘토링 .287 4.415*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331 -5.014*

멘토링×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124 -2.061*

F 14.876*

R2(Radj
2) .302(.282)

주. * p<.05

<표 Ⅳ-16>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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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감독에 따른 조건부효과는 아래 <표 Ⅳ-17>과 같다. 멘토링이 조직

몰입에 주는 영향은 비인격적 감독이 낮은 수준인 집단(-1SD), 평균 수준인 

집단, 높은 수준인 집단(+1SD)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낮은 수준일 때 

.196, 평균 수준일 때 .143, 높은 수준일 때 .091로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이 높

은 집단일수록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정적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Ⅳ

-3] 참조).

비인격적 감독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 효과

Effect se LLCI ULCI

-1SD .196 .043 .111 .281

Mean .143 .032 .079 .207

+1SD .091 .039 .013 .168
주. * p<.05

<표 Ⅳ-17> 비인격적 감독에 의한 조건부효과

[그림 Ⅳ-3] 초점 예측 변수의 조건부 효과

   



- 74 -

5.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직몰입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인터벤션을 제공해야 하는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

이 연구의 연구문제 1의 구명을 위해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을 구명하였다. 이들 변인의 5점 환산 평균점수

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5점 환산 점수는 3.21, 표준 편차는 0.71로 나타났고, 

멘토링의 5점 환산 점수는 3.36, 표준 편차는 0.71로 나타났고, 상사의 비인격

적 감독의 5점 환산 점수는 2.24, 표준 편차는 0.9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

면, 조직몰입의 경우 3.21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몰입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멘토링의 경우도 3.36점으로 멘토링의 효과성에 대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변인은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다.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개념인 반면, 상사의 비인

격적 감독은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대해 부하 직원이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진

다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2.2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

긴 하지만 부정적이 개념인 것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록 국가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이를 근

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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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몰입와 멘토링의 관계

연구문제 2를 구명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멘토링이 조직몰입

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멘토링은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39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

=.41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강정애, 2005; 구자봉, 2009; 김한얼, 1993; 윤종록, 1998; 

Joiner, Bartram & Garreffa, 2004;, Noe, 1988;, Zey, 1984)와 같은 결과이

다. 이를 해석하면, 대형 건설사 재직자는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멘토링의 기능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수록 조직의 

주요목표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느낌으로써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을 구명하기 위해,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13)이 개발한 PROCESS macro를 

모델 1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멘토링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87),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1). 멘토링과 비인격적 감독은 조

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4). 이를 

해석하면,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사의 비인격적 감

독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멘토링을 통한 조직몰입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멘

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으로 비인격적 감독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인격적 감독에 다른 조건부 효과를 보면, 비인격적 감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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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멘토링의 기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할수록 조직몰입

이 높아지지만,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노출되는 경우 멘토링의 기능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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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형 건설사 재

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한 인식수준을 구명하

고, 둘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

고, 셋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그 중에서도 대

형 건설사 입사 만 4년 미만의 평사원들이며, 여기에서 대형 건설사란 국토교통

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

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상위 10개사에 한정한 건설사를 의미

한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 시스템(서베이 몽키)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를 

각각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로는 10개 대형 건설사 중 한 기업에 재직 중

인 신입사원 5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도구의 링크를 첨

부하여 배포하였다. 총 50명에게 배포하여 21명에게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42%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비인격적 감독, 조직몰입, 멘토링의 구인타당도 검

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타당성이 확보하고 문항의 내적일치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본조사에서는 회수율과 불성실한 응답

을 고려하여 25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143부(회수율 57.2%)가 회

수되었으며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21부를 

제외하였다. 목표표집 수인 500부를 수집하기 위해 추가조사로 200명에게 설문

을 배포하였고, 그 중 120부(회수율 60%)가 회수되었으며 특정 문항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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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28부를 제외하였다. 예비조사를 제외한 

본조사와 추가조사에서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를 통해 263명이 응답한 자료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 49부를 제외한 214명의 자료를 총 분석

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SPSS macro program인 PROCESS macro(Hayes, 2013)를 활용

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가 인식한 조직몰입,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의 5점 환산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개인의 강한 수용과 참여 의지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념, 애정, 의

지, 소속감의 정도인 조직몰입이 3.21,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멘토 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인 멘토링이 3.36, 상사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대해 부하 직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2.24로 나타났다.

둘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입과 독립변인인 멘토링,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멘토링은 비인격적 감독과 부적 상관관계(r=-.42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39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r=-.4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입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근속기간(r=-.175*), 상

사와 근무한 기간(r=-.157*)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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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상관관계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멘토링을 투입한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

토링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11*). 또한, 멘토링 회귀모형은 

조직몰입을 2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Hayes(2013)이 개발한 PROCESS macro를 모델 1을 이용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멘토링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87),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1). 멘토링과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

입에 유의한 부적 상호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4). 이는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비인격적 감독에 의존한다는 것임을 의미

한다. 또한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주는 영향은 비인격적 감독이 낮은 수준인 집

단(-1SD), 평균 수준인 집단, 높은 수준인 집단(+1SD)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다. 낮은 수준일 때 .196, 평균 수준일 때 .143, 높은 수준일 때 .091로 비

인격적 감독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정적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멘토링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멘토링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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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멘토링을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도 

멘토링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던 학교 졸업 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사원이나 조직에서의 경력이 길지 않은 평사원의 경우에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

적으로 형성된 멘토관계에서 진행되는 멘토링을 통해 조직에 대한 애착이 높아

지고 소속감과 충성심을 갖고 더 몰입하게 되며 조직을 이탈하지 않으려 노력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직 차원에서 구조화되고 운영되는 공식적 멘

토링은 별도의 비용, 시간 그리고 멘토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교육담당자들은 멘토링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도전을 받게 되

는데, 멘토링은 신규 입사자의 빠른 조직적응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는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실시하

는 멘토링을 넘어 조직 내에서 선후배 간 또는 동료 간 자연스럽게 멘토링 또는 

전문성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대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부적 

상관관계(r=-.429*)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β

=-.33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해당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에 소속감과 충

성심을 느끼고, 조직에 남아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열망을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은 해당 개인 또는 부서의 문제로 방

치해서는 안 되고, 조직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근속기간이 짧은 평사원들이 조직에 애착감과 소속감

을 느끼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창출하게 하기 위해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줄이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짧은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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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과 같은 수직적인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상사가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인격적 감독 행위를 한다고 하

더라도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진데다, Y세대, Z세대로도 표현되는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상사의 조직 관

리 또는 구성원 관리 방식을 통해서는 성공적인 공사수행 및 성과창출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관계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조절효과를 살

펴본 결과, 멘토링과 비인격적 감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적으로 비

인격적 감독에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인격적 감독에 

따른 조건부효과에서도 멘토링이 조직몰입에 주는 영향은 비인격적 감독이 낮은 

수준인 집단(-1SD)에서는 .196, 평균 수준인 집단에서는 .143, 높은 수준인 

집단(+1SD)에서는 .091으로 비인격적 감독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몰

입에 대한 멘토링의 정적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멘토링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해당 구성원에게 주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

독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멘토링의 정적 영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멘토링을 통한 조직몰입의 효과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HR부서에서는 내부 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

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함은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구성원 간 멘토링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제도적인 차원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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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건설사 뿐 아니라 다른 업태의 기업을 대상으로도 조직몰입, 멘토링 및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가지는 업의 특

성에 따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행위의 발생빈도나 인식하는 수준이 다른 업태

와 다를 수 있다.

둘째, 조직몰입과 멘토링 또는 조직몰입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사이에 존재

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 최선의 선택이 멘토링이라 판단하여 변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직몰입과 멘토링의 

상관관계에 비해 조직몰입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멘토링과 상사의 비인격적 상호작용항도 조직몰입에는 부적 상호작용 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 조직몰입과 멘토링 

사이의 블랙박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인격적 감독과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 특정한 입사 만 4년 미만의 평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구성원에

게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대상의 폭을 넓혀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멘토링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조직

몰입의 멘토링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들은 실무적 시사점이 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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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차원에서 관

리되어야 한다. 조직몰입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

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높은 집단은 평균적인 집단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의 정적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감소하거나 구성원이 이를 인식하는 수준이 낮춘다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여건상 HR부서에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낮출 수 없는 상황

인 경우, 입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

원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을 인식하는 정도를 낮추어 조직몰입이 떨어지는 정

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사 이외에 해당 부서의 다른 선배, 동료 또

는 타부서의 선배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설정하고 멘토링이 발생하는 

문화를 구축한다면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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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사도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조성철이라고 하며,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형 건설사

재직자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도구에 대한 응답은 비인격적 감독, 조직몰입, 멘토링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에 있어 정답과 오답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은 직후, 귀하의 첫 느낌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조사도구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항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

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

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조 성 철

지도교수 정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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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항목은 귀하의 직속상사의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상사에 대

해 평소에 느끼시는 바와 일치하는 곳이나 가장 유사한 곳에 체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처리되오니 솔직한 귀하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지

않다

좀처럼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상사는 내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한다.

(이 정도 밖에 못해? 등)
① ② ③ ④ ⑤

2
상사는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상사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상사는 과거 내 실수와 잘못을 들추어 말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상사는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일에 대해 나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상사는 다른 이유로 화가 났음에도 나에게 화풀이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상사는 자신의 난처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상사는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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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조직에 대한 몰입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어 보시

고 가장 부합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

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회사에서의 직장생활이 앞으로도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회사 밖의 사람들과 나의 회사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회사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회사에 대해 애착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회사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의지로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만약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렵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만약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 둔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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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가 만약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회사에 남아 계속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의 회사에서 내가 얻고 있는 만큼의 보편적인 

이익을 다른 회사는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회사를 옮기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만약 나에게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한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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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멘토가 멘티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수

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어 보시고 가장 부합되는 번호에 체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서의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의해 구조화되고 관리되는 공식

적 멘토링을 의미하며, 멘토란 조직에서 경험이 많고 조직과 직무에 대한 충

분한 역량을 지니고 멘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

다
→

매우

그렇다

1
멘토는 나의 현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드백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멘토는 나의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멘토는 나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는 나의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멘토는 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멘토는 내가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멘토는 내가 높은 직급의 상사들과 서면이나 

면대면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멘토는 나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멘토는 내가 관리자 직급이 될 때를 대비한 업무 

또는 과제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멘토는 나의 승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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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

다
→

매우

그렇다

11
멘토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있는 과제를

부여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멘토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멘토는 나의 능력, 진급, 가정 문제, 대인관계 

등의 관심사에 대해 상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멘토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나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멘토는 일에 대한 나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멘토는 나의 관심사나 감정에 대해 공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멘토는 나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비밀로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멘토는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를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멘토는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며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멘토는 직장에서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 나에게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멘토와 나는 직장 이외의 생활에서 업무 외적으로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업무수행의 차원에서 멘토를 닮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나의 멘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멘토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멘토와 비슷한 위치가 된다면 멘토처럼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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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또는 기입해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성 (   )  여성 (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   ) 세

3.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입니까? :  (  ) 년 (  ) 개월

4. 귀하의 현재 직속상사(1차 평가권자)와 함께 일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  ) 년 (  ) 개월

5. 귀하의 현재 직속상사(1차 평가권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부장급 ② 차장급 ③ 과장급 ④ 기타 (       )   

6. 귀하의 현재 멘토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부장급 ② 차장급 ③ 과장급 ④ 대리급 ⑤ 사원급   

7.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사원   ② 대리   ③ 기타 (       )

8.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학사)  ④ 대학원졸(석사 이상)  ⑤ 기타 (      ) 

9. 귀하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① 기술(설계/시공 등) ② R&D ③ 영업/마케팅 ④ 구매

⑤ 재경/관리 ⑥ 경영지원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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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Abusive Superv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ceived by Employee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by Cho, Seong Cheol

Dissertation for the Maste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0

Major Advisor: Jeong, Jinchul,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levels 

of mentor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busive supervision of 

employee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y the perceived levels of mentor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busive supervision of employee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Second, study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ployee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Third, study moderating effect of abusive 

superv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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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employees who have been employed 

within less than 4 year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of South 

Korea. However, volumes of all the construction companies are 

different. For minimizing sampling fraction error possibility,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is top 

10 construction companies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2018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Korean contractors.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levels of mentoring(25 

ques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21 questions), abusive 

supervision(8 questions), and personal factors(9 questions) as four 

domains. And total number of questions are 63. For verifying validity of 

a survey questionnaire, conducted content validity from two SMEs, face 

validity from two workers working in large enterpris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pilot test. Data was collected via online survey from 

7th Oct 2019 to 22nd Nov 2019. Total number of data collected was 

263 and 214 data was used(counting out 49 unreliable responses and 

outliers). SPSS 23.0 for Windows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program(Hayes, 2013). And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all analysis was .05.

The major conclusions drawn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cept for abusive supervision, the levels of mentor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ployees i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were above-average. Second, the effects of all factors on other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mentor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positive and on abusive supervision was negati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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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busive supervis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negative.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abusive superv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utilizing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 First, comparative study in the different industries needs to be 

conducted. Second, study for searching factors between mentor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r between abusive supervis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eeds to be conducted. Third, the population 

of the study needs to be expanded to the all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Fourth, lowering the level of abusive supervision would 

increas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Fifth, if lowering the 

level of abusive supervision is impossible, systemic and planned 

opportunities of mentoring need to be provided and should try to create 

the organizational culture where mentoring can occurred between 

seniors and ju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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