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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는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아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은 성과관리의 질적 관리와 수용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

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

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공정성이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

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은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절차 공정성은 직무몰입이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조직공정성 요인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의 조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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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의 특성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재

난안전관리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혹은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를 수

행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때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난안

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은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역동적인 재난관리 과정의 일선에서, 다양한 분

야의 행위자들과 함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강한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행위자이기 때문

에,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구별되어야 한다(구주영, 

2018).

재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행위

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의 

설계 및 도입, 법률의 해석, 정책의 집행, 그리고 인적 및 물적 자원 관리 등과 같은 정부

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민관협력이 형성되고 시행되는 거버넌

스 과정, 재난관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대응하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과는 재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이며, 이러한 성

과를 관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정부 역량과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과 이들에 대한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성과관

리와 인사관리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

약하고, 성과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문화 요인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즉, 미시적 측면에서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자 한

다. 이에 더하여, 성과관리에서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행태, 반응 그리고 동기유

발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Moorman, 1991).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과관리 과정, 특히 성과관

리를 통해 확보된 성과정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성과관리 과정에서 그 중요성

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직공정성은 분배,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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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는데(남승하, 2016; 정영숙･박통희, 2016),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중에서 

분배와 절차 공정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성과관리에 대한 분배 결과와 

보상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대변하는 절차 만족도는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

이다.

조직문화, 직무몰입 그리고 조직공정성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에 대한 배분적, 절차적 인식을 확인하여 성

과정보화하고, 이후 성과관리의 학습과 개선 그리고 수용성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이와 같은, 조직공정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조직공정성

이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때, 조직공정성이 조

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신뢰, 조직시민행 등과 같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이유진･이현수･박광덕･김선엽, 2005; 배귀희, 2007; 서인석･윤우제･권기헌, 

2011; 이희태, 2015; 임세건･윤영석, 2018; 이성화･김지성, 2019)가 있으며, 조직공정성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남승하, 2016; 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6; 구정모, 2018; 도명록･이근주･최유진, 2018; 박미영･장철영, 201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공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조직공정성

의 조절효과적인 특성이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재난상황의 빈도와 피해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 인사관리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무원에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적 

특성을 분석하여, 조직공정성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직공정성이 성과지

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 변수가 함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을 분배와 절차 공정성으로 이분화하여, 이들이 성과지

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여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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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성과(Performance)

성과는 개인, 조직, 정책, 업무 평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산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과의 기획, 측정, 평가 등 성과관리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하지만, 

성과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이 계획과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데,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승용, 

2018:127). 이러한 성과는 공공분야에서 조직 구성원의 보수, 인사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된다(이종수, 2006:171). 

성과와 관련된 변수는 성과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다양하게 설

정되며 측정된다. 성과 측정을 위한 변수는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그리고 조직몰입 등이 

있다(황성원, 2012:119). 먼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을 성과로 측정하는 경우를 살

펴보면,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거나 직무를 선호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식하는 만족감, 행복, 긍정적 감정을 직

무만족으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직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직무만족으로 정의된다(진종순 외, 2016:135).

다음으로,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은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인식하는 애착 혹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 그리고 충성적 감정을 의미한다(오세덕 외, 

2018). 또한,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달성 정도, 조직 구성원의 목표달성 정도나 

조직의 영향을 미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구주영, 2019:58).

이외에도 성과를 조직성과로 정의한다면, 성과는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 결과물 측정, 

개인의 활동 및 성취 정도를 의미할 수 있으며(김경범･현성욱, 2016:550), 성과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연구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성과의 정의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과를 업무의 양･질적 성과, 시행착오의 발생 정도, 업무수행능력 향상, 업무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 정도, 의사소통, 그리고 목표달성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

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투입한 자원의 정도나 목표달성을 

통해 산출된 결과 등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정의 기준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구주영, 2019:58-59).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시행된 정부조직의 성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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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조직구성원의 성과 인식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종

사하는 공무원의 개인성과와 조직성과를 분석단위로 구성하여,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

는 조직의 구성원이 개인적, 조직적 성과에 대한 인식, 즉 개인의 직무성과와 조직의 직

무성과를 성과로 구성하였다. 개인성과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

무성과로 설정하였으며, 부서성과는 위에서 언급한 조직성과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

다. 부서의 업무 수행 결과물, 부서 생산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업무 수

행 결과물의 품질 인식으로 부서 성과를 구성하였다. 

2.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

조직문화는 인식, 믿음, 감정, 가치, 행위, 규범, 규칙, 관행, 지식, 이념, 기술 등을 포

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진종순 외, 2016; 오세덕 외, 2018; Martin, 

1992; Alvesson, 2002; Schein, 2010), 이와 같은 조직문화의 광범위한 정의는 상황에 

따라 조직문화에 대한 접근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Duncan(1979)은 조직문화를 조직 구성원들이 학습 및 공유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특

정 세대의 구성원이 그 다음 세대의 구성원에게 전수하는 신념 혹은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 또한, Ouchi(1981)는 조직의 전통이나 분위기로 조직문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조

직 가치관,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Rainey & Steinbauer(1999)

의 경우,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태 혹은 행동으로 조직문화를 정의하는데, 이때, 조

직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

다, Hofstede(2001)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공유하는 가치관, 관습, 지식, 기술, 

상징물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조직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문화의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상황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의 종류 역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먼저, Deal & Kennedy 

(1982)는 구성원의 신념과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일상생활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의 

구비를 통해 문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있는데, 조직문화를 기업 활동과 연계된 위험 정도

와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의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

고, Quinn & McGrath(1985)은 조직문화 유형을 유연성과 통제성, 내부초점과 외부초점

을 활용하여,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와 같이 4가지로 분류 및 분석

하고 있다, 다음으로, Hofstede(1990)는 조직문화를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차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조직문화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적 특

성과 여성적 특성,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통해서 조



114 ｢행정논총｣ 제58권 제1호

직구성원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문화는 조직내부에서 조직구성원의 정체성과 행동

을 형성 및 통제하고, 집단적 몰입을 유도하며, 조직체계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조직의 통합을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홍성운, 2015; 박희봉･송용찬, 2018; 오세덕 

외, 2018; Sathe, 1985; Labich, 1988). 특히, 조직문화는 성과의 창출과 연관성을 내재

하는데,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사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여 조직성

과의 창출과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순애･오현주, 2006; 안경섭, 2008; 임정

빈, 2015; 허성욱･최재송, 2015; Sathe, 1985). 

조직문화의 개념과 종류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합리적 문화 혹은 구성원 간 

관계 지향적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황창연, 

2003; 조태준･윤수재･이도석, 2013; 주효진･장봉진, 2016), 성과지향 혹은 목표지향적 

문화의 경우 역시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환범･이수창, 

2008; 임정빈, 2015). 이러한 조직문화와 성과 간 관계의 선행연구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

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들의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

과지향적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재

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는 성과지향적 문화의 영향 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문화는 다수의 정의와 분류가 존재하는데,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대표적으로 Quinn & McGrath(1985)가 분류한 개발, 합의, 위계, 그리

고 합리문화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응용한 조직문화 척도를 살펴보면, 개발문

화는 가치추구, 목표의 중시, 참여, 관심 등이 있고 합의문화는 단결 혹은 응집력과 인간 

관계, 그리고 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위계문화는 규칙, 절차, 문서 혹은 형식, 보고 등 

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으로 합리문화는 계획의 수립과 목표의 설정, 직무의 성과 그리고 

경쟁 등으로 구성된다(최성욱, 2005; 임정빈, 2015; 주효진･장봉진, 2016).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즉, 성과 창출과 향상을 위한 일련

의 과정에서 성과 지향적 문화가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이수창, 

2010; 임정빈, 2015), 조직문화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로 정의하여, 조직문화의 측정 항

목은 목표달성의 중시 정도, 결과 지향성, 성과의 효율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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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Job commitment)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를 분석해보면, 먼저 Lodahl & Kejner(1965)는 직무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본인의 업무와 심리적 일체감 혹은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는 자긍심 등

으로 정의하고 있다. Moch(1980)는 업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몰입정도 혹은 조직구성

원의 심리적인 직무와 본인의 일체 정도를 직무몰입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Kaungo(1982)는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과 신념 그리고 조직구성원

의 조직 일체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Morrow(1993)는 직무와 관련된 몰입을 직

무몰입, 근로윤리, 조직애착, 그리고 경력몰입과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특히 직무몰입이 조직구성원의 이직률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몰입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직무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일체감 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직무몰입의 특성을 정의한 연구는 다

양하지만, 직무몰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해서 보

유하는 인지적 혹은 심리적 확신, 직무에 대한 신념과 애착, 그리고 적극적인 직무 참여

도, 개인과 직무의 동일화 등으로 정의된다(박영민, 2015; 전만권･김종범, 2015; 김병

규･윤기웅･제갈돈, 2016).

이와 같은 직무몰입은 조직관리에서 직무수행과 직무만족, 나아가 조직의 성과 창출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직무몰입의 수준이 높다면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로 인

하여 조직성과는 제고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노력과 관심이 높고, 직무

에 대한 집중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성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된다(황성원･최진

식･김승언, 2008; Katz & Kahn, 1978).

특히, 직무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일체감이 증가할수록 직무성과가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몰입은 성과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며,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목표

이다(박영민, 2015; 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6). 따라서, 직무몰입에 대한 조직구성원

의 인식은 개인 성과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무몰입과 관련된 척도는 직무애착, 삶에 대한 만족,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직무의 연

계 정도, 조직구성원의 존재감, 직무파악을 위한 시간적 노력의 투자 그리고 직무에 대

한 헌신 등을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배병룡, 2012; 김병규･윤기웅･제갈돈, 

2016; Kanugo, 1982). 직무몰입 관련 척도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을 금전적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직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를 내재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의 관심사와 시간적인 할당을 할애하는 정도를 직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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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정의하였다. 

4.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조직에서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부여받은 보상에 대한 공

정성 그리고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행태

와 반응 그리고 동기유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Moorman, 1991).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을 참고할 때,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이 

조직 구성원의 기대와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Homans, 1961). 즉, 조직공정성은 조

직 구성원들이 본인이 수행한 업무 혹은 직무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는 보상의 

크기와 가치를 의미하며,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

성에 대해 조직 구성원의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승하, 2016:36). 조직 구성원들은 

업무나 직무에 대한 보상이 본인들의 기여에 상응하는 정도를 조직공정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은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영숙･박통희, 2016:248).

이러한 조직공정성은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성된다. 먼저,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은 조직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업무 혹은 직무의 성과에 대해 부여받

은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상화･김지성, 2019; Folger & 

Konovsky, 1989). 조직 구성원의 기여도에 근거한 분배로 정의되는 공평, 균등한 성과의 

배분을 의미하는 평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기여와 별개로 필요한 수준의 분배를 의미

하는 필요충족 등이 분배공정성의 기준으로 작용된다(박철민･김대원, 2004). 분배공정

성은 조직 구성원과 보상의 관계를 정의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

한 기준이지만, 한편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보상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배공정성

은 용이한 수단이며,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상의 절차와 규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공정성 분석 과정에서 분배공정성만

으로 설명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존재한다(임세건･윤영석, 2018:271). 즉,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는 보상 배분의 결과에 대한 수용

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절차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보상의 크기 혹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

된 수단과 관련된 공정성 인식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Greenberg, 1987). 즉 절차 공정

성은 보상과 의사결정의 절차 및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된 정도,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보상을 부여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Leventhal, 1976). 분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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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분배의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 절차 공정성은 

분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의 공정성 보장 여부를 논의 대상으로 설정하

고 있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성과체계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보상의 정도와 크기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소통이 부재하다면, 조직공정성의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김동원, 2013).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적인 대인관

계에서 상사나 감독자의 관심, 배려, 예의 그리고 존중의 정도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

다(정영숙･박통희, 2016). 또한, 하급자에게 정당성이나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발

생한다(남승하, 2016).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의 상사가 구성원과 투명한 의사소통을 

전개하고 정보를 상세하게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Colquitt, J. A., & Rodell, 

J. B, 2011). 이러한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절차 공정성과 부별되는 조직공정성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hen & Levy, 2001).

<표 1> 조직공정성 유형과 정의

조직공정성 유형 
(Organizational Justice)

정의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조직구성원이 본인들의 업무 혹은 직무 성과에 대해 부여받은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절차 공정성
(Procedural justice)

조직구성원이 보상의 크기 혹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수단을 공정하
다고 인식하는 정도

상호작용 공정성
(Interactional justice)

조직 내부의 비공식적인 대인관계에서 상사나 감독자의 관심, 배려, 예의 그리고 
존중의 정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감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의 유형을 분배와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였다. 분배공정성

과 관련된 척도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시한다면, 조직구성원의 교육수준, 업무에 

대한 노력, 업무성과, 책임, 경험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수여 여부를 통해서 분배공정

성을 측정하였다(Price ＆ Mueller, 1981; Moorman, 1991). 다음으로, 절차공정성은 

Leventhal(1980)의 연구에서 생성된 척도가 대표적인데, 일관성, 편향배제, 정확성, 대표

성, 윤리성을 활용하여 조직구성원의 절차공정성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 승진, 인사이동, 직무배정 등의 문항을 활용하여 절차공정성을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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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경향과 척도를 감안하여, 분배공정성은 성과 달

성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의 만족도와 미달성으로 인한 패널티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다

음으로 절차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점수의 부여 정도, 

성과에 따른 상사와 조직의 공정한 평가 여부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과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때,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의 조직문화, 직무몰입, 그리고 조직공정성에 대해 보이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조직문화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조･박상언, 1998; 안경섭, 2008; 이수창, 2010; 고재권, 2016; 허성욱･최재송, 

2019; Sathe, 1985). 이때, 조직문화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목표 혹은 성과지향적 조직문

화는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안경섭, 

2008; 임정빈, 2015; 허성욱･최재송, 2019; Quinn & McGrath, 1985). 

다음으로 직무몰입은 주로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조

직 구성원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황성원･최진식･김승언, 2008; 

전만권･김종범, 2015; 장혜윤･최정우･박해육, 2016; Lodahl & Kejner, 1965; Brown, 

1996).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의 향상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

직의 성과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와 같은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의 중요성과 역할은 개인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만, 조직공정성 역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미영･장철영, 2018). 조직공

정성의 유형은 분배,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분배와 절차 공정성을 조직공정성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보상의 배분 결과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 인식과 보상 기준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

권의 부여 여부를 분석하여 조직구성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배공정성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친다. 즉, 분배공정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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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들이 업무나 직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할 때, 

조직 구성원의 분배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개인 성과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이희태, 2015; 남성하, 2016; 정영숙･박통희, 2016; 이상화･김지성, 2019; 

Pearce, 1993). 따라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과정에서 분

배공정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1-2.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1-3.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1-4.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다음으로, 절차 공정성 역시 분배공정성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의 영

향을 미친다. 분배공정성과는 다르게 절차 공정성은 보상의 크기 혹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 여부, 즉 조직 구성원이 보상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등에 참

여함으로써, 절차적인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절차 공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

한 절차 공정성은 개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귀곤, 2003; 김호

균, 2007; 정경희, 2010; 이희태, 2015; 남성하, 2016; 정영숙･박통희, 2016; 이상화･김

지성, 2019). 이와 같은 절차 공정성과 성과 간 관계를 감안하여,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절차 공정성이 (+)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2-2.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2-3.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가설 2-4.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분배 및 절차 공정성과 같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통제 변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개인 역량 그리고 사회통계학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조직에 대한 인식은 조직구

성원의 리더에 대한 인식과 조직만족도로 구성하였는데, 조직 구성원의 리더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관리 과정에서 포함되는 핵심변수이며, 이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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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과와 조직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의 성과와 공공서비스 

산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특히, 공무원의 역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조직만족도 그리고 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통

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회통계학적 변수인 학력, 연령, 성별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즉, 학력,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들의 성과 

인식이 어떻게 변동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송진구, 2011; 배규환･최우재, 2013; 이상훈･정원호, 2015; 유제훈･손승연, 2016). 또

한, 직무만족의 경우 역시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 다양한 직무만족의 종류 중에서 조직 만족도로 직무만족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왕태규, 2007; 진종순 외, 2016; 남승

하･정종원, 2017; 오세덕 외, 2018). 그리고 개인적 자질에 대한 인식을 통제 변수로 활

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자질을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적 자질

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민봉･박성민, 2014; 강성철 

외, 2019). 학력, 연령 그리고 성별과 같은 사회통계학적 변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오정석･한상연, 2004; 제갈돈, 2004; 이도화･이종법, 2010), 이들을 통제 

변수에 추가하였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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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방법 및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한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역

량 강화 및 관리 방안(윤건, 2014)”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안전행정

부, 소방방재청,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산업, 보건, 해상 안전 분야와 산림, 기상 분야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부처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비상안전기획관 등과 같은 공무원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서, 즉 재난, 안전, 건설, 토목, 교통, 소방 분야 등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실펴보면, 재난안전관리 공무

원의 전문성, 전문성 저해요인, 채용, 비치,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과 같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관리적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윤건･류충열, 2014).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의 인

적자원관리 및 조직관리,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은 남성이 259명이고 여성이 59명으로, 남성이 조사대상의 81.45%를 구성

하고 있다. 설문대상의 연령의 경우, 30대가 106명으로 33.33%, 40대가 124명으로 

38.99%를 차지하여 40대가 가장 높은 연령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60대의 비율은 

1명으로 0.3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318명 중에서 241명으로 

75.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0명으로 3.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직급은 일반직, 특정직, 전문경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

원이 288명으로 90.57%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직급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직력은 행정이 129명으로 44,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방재 안전 직렬이 9명으로 

가장 낮은 3,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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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59 81.45

여 59 18.55

연령

20대 17 5.35

30대 106 33.33

40대 124 38.99

50대 70 22.01

60대 1 .31

학력

고졸 이하 24 7.55

대학 졸업 241 75.79

석사 43 13.52

박사 10 3.14

직급

일반직 288 90.57

특정직 26 8.18

전문경력관 4 1.26

직렬

행정 129 44.79

시설 78 27.08

방재안전 9 3.13

기타 72 25.00

3. 변수측정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개

인성과 조직성과로 구분하였는데, 각 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문

항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독립 변수인 조직문화, 직무몰입 그리고 조절변수인 조직공

정성은 분배 및 절차 공정성으로 이원화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 각 변수들이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 이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분배공정성

의 경우는 0.5809를 보이고 있었다.

각 설문 문항은 3점에서 4점 사이의 평균 값을 보이고 있으나, 분배 및 절차 공정성과 

관련된 설문은 3점 미만으로 다른 설문 문항과 비교했을 떼,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값을 

보이고 있었다. 즉, 조직공정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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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의 구성과 기초통계량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값

 α

독
립
변
수

조직
문화

･우리 부서(과)는 업무 수행시 목표 달성을 중시한다. 3.64 .73 .6801

.7238
･우리 부서(과)는 장황한 아이디어보다는 한 가지라도 
결과를 내는 것을 중시한다. 

3.40 .72 .6336

･우리 부서(과)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얼마의 성과를 
올렸는지를 중시한다.

3.28 .73 .6106

직무
몰입

･나에게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3.42 .86 .5128
.6790･내 시간의 대부분을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3.66 .79 .6337

･내 관심사의 대부분은 업무에서 나온다. 3.30 .80 .6689

조
절
변
수

분배
공정성

･현재 성과 달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충분하다. 2.51 .86 .5394
.5809･현재 성과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벌)는 충분하다. 2.94 .77 .5394

절차
공정성

･나는 노력한 만큼 성과평가 점수를 받는다. 2.74 .90 .8340
.9004･나의 상사는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99 .89 .8478

･내가 속한 기관은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91 .92 .8561

종
속
변
수

개인
성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분히 해 낸다. 3.74 .78 .8925
.9379･나는 직무명세서 상의 구체적인 책임을 이행한다. 3.77 .77 .9254

･나는 직무 상 공식적인 성과 요건을 충족시킨다. 3.73 .73 .8853

조직
성과

･우리 부서의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좋다. 

3.52 .75 .7293
.8805･우리 부서의 생산성은 높다. 3.45 .78 .8899

･우리 부서의 업무 수행 결과물의 품질은 우수하다. 3.51 .77 .8568
통제변수

변수 설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값

 α

리더십

･우리 부서(과)장은 나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량권을 많
이 준다. 

3.29 .80 .7736
.8933･나는 우리 부서(과)장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3.43 .82 .9025

･우리 부서(과)장은 소외당하는 직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3.38 .82 .8483

조직
만족도

･나는 나의 일에 만족한다. 3.25 .88 .7290
.7267･나는 나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38 .76 .6949

･나는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2.88 .96 .5520

자질
･일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 3.64 .73 .8222

.8670･빠른 상황 판단 능력 3.53 .85 .8227
･업무에 대한 책임감 3.99 .82 .7705

학력 ①=고졸이하, ②=대학졸업, ③=석사, ④=박사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성별 1=남성, 0=여성

통제변수는 리더십과 조직만족도 그리고 개인적 자질 인식으로 구성했는데, Likert 5

점 척도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변수들은 크론바하 알파 값이 

0.7이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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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은 고졸이하, 대학졸업,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일방법편

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 여부를 진

단하기 위해서, Harman(1976)이 제시한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

였다(김호균, 2014; 권보경･이경은･전영한, 2018). 분석결과, 검증결과 변수가 단일

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첫 번째 요인 분산이 21.56%로 측정되어 50% 미만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분석결과

1.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

다. 먼저 종속변수인 개인성과와 조직성과는 상관관계가 (+) 관계로 측정되었는데, 

0.616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조직문화는 직무몰입과 절차 공정성이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분배공정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0.1304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몰입은 분배공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

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절차 공정성은 0.01에서 0.1379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

막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5에서 0.5이상의 상관성

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관관계가 0.3미만

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도 있었지만, 상관관계가 

0.3미만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성과는 독립변수인 조

직문화와 직무몰입 역시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0.4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

다. 반면, 조절 변수인 조직공정성은 개인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조직성과는 조직문화와 직무몰입 간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0.01에서 0.4이상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 개인성과와는 다르게 분배공정성은 유의수준 0.05에서 0.1134의 상관관계를, 

절차 공정성은 0.05와 0.01 유의수준에서 0.2541의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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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개인성과 조직성과 조직문화 직무몰입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리더십

조직
만족도

자질 연령 학력 성별

개인성과 1

조직성과 .6163** 1

조직문화 .4929** .5501** 1

직무몰입 .4968** .4186** .3700** 1

분배 공정성 -.0867 .1134* .1304* .0762 1

절차 공정성 .0249 .2541** .2242** .1379* .5440* 1

리더십 .3221** .4077** .3795** .2950** .1569* .3072* 1

조직 만족도 .3344** .4678** .4099** .4268** .2169* .4864* .5024** 1

자질 .5895** .4211** .3254** .3379** -.0345 .1055 .1728** .2559** 1

연령 .2461** .1124* .0189 0.0701 -.1009 -.1222* .0688 .0159 .1563** 1

학력 .1980** .0768 .1535** .1439* .0609 .0257 .0813 .1371* .2082** -.0107 1

성별 -.1247* -.1330* -.0507 -.0905 .0701 .0274 -.1516** -.0894 -.0786 -.2774** -.0176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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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는 리더십과 조직만족도는 주요 변수들과 유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자질 변수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

령은 개인성과, 조직성과 절차 공정성, 자질 변수와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학력은 개인

성과, 조직문화, 직무몰입, 조직만족도 그리고 자질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

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성별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 그리고 연령의 경우에만 유

의한 (-)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과 혹은 목표 지향적 조직문화와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

의 성과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이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위해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조절변수를 제외하고 조직문

화와 직무몰입 그리고 조직공정성이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배공정성이 변수로 포함된 Model1과 Model3에서는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 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지문화가 성과지향적일수록 그리고 직무

몰입이 높을수록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무몰입 역시 

Model1과 Model3에서 개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목할 부분

은 분배공정성의 경우 개인성과에 오히려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분배공정

성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성과가 (-)의 관계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절차 공정성가 포함된 Model의 경우, 분배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조직문화와 직무몰입

은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절차 공정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개인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절변수를 제외한 직접효과 분석에서

는 분배와 절차 공정성이 개인성과에 (-)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조직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개인성과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배공정성이 증가시키고 있었다. 즉, 분배공정성이 증가함에 따

라, 조직문화는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조직문화가 개인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때, 분배

공정성이 양 변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설 1-1을 지지한다.

개인성과와 마찬가지로, 조직성과 역시 조직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

데, 이때 분배공정성이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조직성과가 개인성과 마찬가지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7

로 조직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

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즉, 분배공정성은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설1-2를 지지

한다. 

반면에, 분배공정성은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감소시

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의 관계였으나, 

분배공정성이 조절변수로 작용되면서, 변수의 (+)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가설1-3을 기각한다. 조직성과에 대한 

직무몰입과 분배공정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조절변수 역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4를 기각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직문

화가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분배공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조직문화가 해당 분야의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공정성이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점은 

일반 공무원의 특성과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가설 1-3이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즉,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배공정성이 감소시키

고 있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특성과 차이가 있는 연구결과로써, 분배공정성의 역할이 

직무몰입과 개인성과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절차 공정성은 조직문화가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고 있

었다. 조직문화가 개인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때 절차 공정성은 이들의 

(+)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관계 역시, 절차 공정성이 변수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

려하여 가설 2-1과 2-2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

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성과의 관계 그리고 절차 공정성의 역할

이 동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조직문화가 개인 및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절차공정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

의 개인 성과와 조직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때,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절차 공정

성이 강화시키게 된다. 반면, 절차 공정성이 직무몰입과 조직성과의 관계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3과 2-4를 기각한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분배공정성이 상호작용항으로 포함되었을 때, 개인성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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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질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조직구성

원에 자질이 긍정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

직성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리더십, 조직만족도 그리고 자질을 조직구성원이 긍정적으

로 생각한다면,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절차공정성이 상호작용항에 포함된 경우를 살펴보면, 리더십과 본인의 자

질을 조직구성원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

했으며, 조직성과는 분배공정성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조직만족도 그리고 자질과 유의

미한 (+)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지지여부

분배
공정성

가설 1-1.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지지

가설 1-2.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지지

가설 1-3.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기각

가설 1-4.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기각

절차 
공정성

가설 2-1.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지지

가설 2-2.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지지

가설 2-3.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기각

가설 2-4. 절차 공정성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은 증가한다. 기각

결론적으로, 조직문화는 개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때 분

배공정성이 조절변수로 작용된다면, 분배공정성이 조직문화와 개인 및 조직성과의 긍정

적인 관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과관리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이 분배공정

성, 특히 성과 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인

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절차 공정성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절차 공정성의 특성 즉, 

평가 과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개인과 조직성과는 증가한다. 이

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와 성과의 (+)관계를 강화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공정성은 직무몰입과 개인성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이 관계에 대해 분

배공정성이 추가되는 경우, 분배공정성은 오히려 두 변수의 (+)관계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과 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보상과 패널티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가 직무

몰입과 개인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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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

변수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개인성과 조직성과 개인성과 조직성과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Model7 Model8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회귀
계수
(t)

β

상수
-.03

(-.14)
-

-.28
(-.71)

-
.18

(.64)
-

.66
(1.56)

-
-.15

(-.57)
-

.70
(1.33)

-
.20

(.71)
-

.85
(1.51)

-

독립
변수

조직문화
.30

(5.58)
***

.25
.17

(2.32)
**

.14
.38

(6.57)
***

.32
.23

(2.99)
***

.20
.30

(5.50)
***

.24
.11

(1.51)
.09

.38
(6.58)

***
.32

.23
(2.86)

***
.20

직무몰입
.25

(5.40)
***

.24
.49

(4.79)
***

.45
.12

(2.43)
**

.11
.17

(1.56)
.16

.24
(5.10)

***
.22

.23
(1.83)

*
.21

.12
(2.48)

**
.12

.12
(.91)

.11

분배
공정성

-.13
(-3.26)

***
-.12

-.06
(-.64)

-.06
.02

(.06)
.02

-.14
(-1.28)

-.14 - - - - - - - -

절차
공정성

- - - - - - - -
-.12

(-3.14)
***

-.14
-.43

(-2.58)
***

-.50
.03

(.73)
.03

-.20
(-1.17)

-.25

상호
작용

조직문화*
분배 

공정성
- -

.07
(2.77)

***
.32 - -

.07
(2.61)

***
.33 - - - - - - - -

직무몰입*
분배

공정성
- -

-.09
(-2.56)

**
-.41 - -

-.01
(-.48)

-.08 - - - - - - - -

조직문화*
절차

공정성
- - - - - - - - - -

.08
(3.33)

***
.46 - -

.06
(2.4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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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05, ***p<.01

직무몰입*
절차

공정성
- - - - - - - - - -

-.00
(-.01)

-.00 - -
-.00

(-.06)
-.01

통제
변수

리더십
.09

(2.10)
**

.09
.07

(1.61)
.07

.11
(2.36)

**
.11

.08
(1.85)

*
.09

.09
(2.20)

**
.10

.07
(1.69)

*
.07

.10
(2.32)

**
.11

.09
(1.92)

*
.09

조직
만족도

.00
(.01)

.00
.00

(.14)
.00

.16
(3.12)

***
.16

.12
(2.37)

**
.13

.04
(.88)

.04
.03

(.06)
.03

.15
(2.69)

***
.15

.13
(2.48)

**
.14

자질
.37

(8.65)
***

.37
.37

(8.74)
***

.37
.20

(4.58)
***

.21
.20

(4.62)
***

.21
.38

(9.06)
***

.38
.38

(9.19)
***

.38
.20

(4.53)
***

.21
.20

(4.56)
***

.21

연령
.12

(3.69)
***

.14
.12

(3.73)
***

.14
.03

(.95)
.04

.03
(1.08)

.04
.11

(3.47)
***

.14
.12

(3.60)
***

.14
.03

(.99)
.04

.03
(1.06)

.04

학력
.06

(1.24)
.04

.05
(1.15)

.04
-.08

(-1.62)
-.07

-.09
(-1.72)

*
-.07

.04
(.94)

.03
.03

(.66)
.02

-.08
(-1.55)

-.06
-.09

(-1.77)
*

-.07

성별
.00

(.13)
.00

.02
(.35)

.01
-.08

(1.06)
-.04

-.06
(-.86)

-.03
.00

(.05)
.00

.02
(.33)

.01
-.08

(-1.06)
-.04

-.06
(-.86)

-.03

F 42.12 36.10 28.65 24.66 41.94 36.50 28.69 24.41
R2 .5517 .5648 .4557 .4699 .5506 .5675 .4560 .4674

Adj R2 .5386 .5431 .4398 .4508 .5375 .5519 .4401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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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에 대한 접근은 2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

점이다. 즉,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고도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요구

받지만, 결국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과

관리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특수성에 근

거하여,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는 거시적 차원에

서 유사한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지만,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다른 공

무원과는 다른 방식의 성과관리 혹은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 인식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의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내부의 문화적인 측면이 조직 구성원의 행

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미시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재난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직

무에 대한 몰입 정도를 변수로 구성했는데,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특성상, 일선 혹은 실

질적으로 처리하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에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조직공정성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때 조직공정성은 분배와 절차 공

정성으로 구성하였는데, 성과 달성과 미달성에 대한 보상과 패널티를 조직 구성원이 만

족하는 정도를 분배공정성으로 정의하였고, 절차 공정성은 성과 평가 과정에 대한 절차

적인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직공정성은 성과평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절차 공정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들이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

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개

인 및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관리적 노력과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

관리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개인 및 조직성과에 대한 정부의 조직관리적 노력

이 필요하다.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은 직접효과 분석에서 개인과 조직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성과관리에서 조직문화와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중

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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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달성 정도, 성과의 창출과 정도를 중시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조

직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성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직무몰입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정부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제도적, 관리적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재난

안전관리 직무에 투입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어야 하며, 직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기관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조직공정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성과관리체계에 분배공정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분배공정성이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경우에, 조직문화와 상호작용하여 개인

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때, 조직문화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인데, 성과지향적 조직문화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분배공정성 관리의 상호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배공정성은 직무몰입의 개인성과에 대한 (+)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즉, 직무몰입이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분배공정성이 (+)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

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이 개인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분배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

석결과를 정리해볼 때, 분배공정성은 조직문화와 직무몰입과 같이 상황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분배공정성의 정립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성과 향상과 개선을 

유인할 행정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기반

한 성과와 보상 그리고 미성과를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향상과 성과의 창출 및 개선을 유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 과정에서 절차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절차 공정성의 경우, 분배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조직문화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을 강화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절차적인 공정성이 성과관리에서 중요한 역할로 작용되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조직 구성원이 성과를 평가받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공정

성이 보장된다면,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함께 개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성과관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절차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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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기관과 상관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절

차공정성을 조직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체계에 합리적 성과기

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성과관리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이 낮다면, 성과관리는 

합리화될 수 없으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성과의 향상과 개선을 유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되어, 조직구성원의 합리적인 성과 

및 평가 그리고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고,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성과 창출 유인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관

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조직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먼저, 단년도 설문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측

정할 수 없었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 측정을 설문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즉, 재난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 측정과 지표의 활용이 본 연구에서는 시

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성과관리에 대한 현장의 상황과 의견 그리고 향후 개선점과 관련된 의견을 본 연구에서

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는 향후 추가

적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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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Commitmen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 Focus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Jooyoung Koo

This study has several purposes. First, it illustrate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commitmen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safety management. As part 

of efforts to respond to the uncertainty, complexity and breadth of disasters, the 

government's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used as a strategic means for improving expertise.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must be created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operate performance management 

effectively, and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needs to be high. Second, the 

recognition of fairness in performance management by organizational member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lead to quality management and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view of these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ask immersion on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used organizational fairness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process, dividing it into distributional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fairness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analyzed. Finally,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fairness reinforced the positiv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procedural fairness was able to confirm that task 

immersion reduced the positive impact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view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for the strategic management of 

factors relating to organizational fairness, the creation of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job commitmen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Keywords: organizational culture, job commitment, organizational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