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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부는 언제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은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외치고 있다. 공정한 사회란 공평하고 정의로

운 사회를 의미하고 윤리경영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

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을 뜻한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며 윤

리적인 조직을 기대하며 그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다.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금까지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물벼락 갑질, 금호아시아나그룹 미투, 스타벅스

고객험담과 최근의 국책은행 직원의 비리, LH사태까지 과거 같으면 수

면 아래에서 쉬쉬하고 지나갔을 일들을 외부로 노출시켜 해당 구성원

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즉, 조직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 구성원의 윤리의식 그

리고 조직 공정성 인식 등의 자료를 살펴본 후 그 연결고리를 찾아 소

셜미디어 나아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이용이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

다. 더불어 조직에 있어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따라 어떠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 공정성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

정성으로 분류하였다. 단, 조직 공정성 인식은 요인분석을 통해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으로 분류되어 두 개 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했

다. 독립변수는 블라인드 이용과 이용 동기로 설정하였고 블라인드 이

용은 이용 여부와 빈도로 나누고, 이용 동기는 선행연구와 요인 분석을

통해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 등 4개 동

기로 추출해 내었다.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선행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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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나누고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소속

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국내 31개 주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를 기본으로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

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요인 분석을 통해

여가 추구 동기, 정보 추구 동기,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익명성을 의미

하는 인지된 보안성 동기 등 네 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블라

인드 이용 여부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

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동기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영향은 분배 공정성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 공정성의 경우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으며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반면에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이 정보 추구 동기를 가지고 블

라인드를 이용할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높아지고, 인지된 보안성 동기

를 갖고 블라인드를 이용할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분배 공정성의

경우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공정성은 블

라인드의 정보 추구 동기와 사회 윤리의식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유

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 윤리의

식이 정(+)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는 정보 추구 동

기로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경우 사회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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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에 따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

던 블라인드의 이용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익명

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짜 정보 또는 무분별한 자료가 내부에 전파

되는 것은 도리어 조직의 공정성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근거법령에 의해 철저한 통제와 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블라인드 게시 글에 대한 철저

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 공정성 인식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

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넷째, 정확한 정보가 블라인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

회 정의에 입각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

주해야할 것이다.

연구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방식(Self-Report)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패널 데이터조사 등을 통한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블라인드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후 무작위로 요인을 뽑아내고 이에 대해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블라인드 이용 동기를 뽑아내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정확한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소속의 기업 또는 조직의 연구자들이 모여

해당 기관의 게시 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더 다양한 블라

인드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새

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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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이

아닌 하나의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관련 후속 연구들의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소셜미디어, 블라인드, 익명성, 윤리의식, 조직 공정성, 요인

분석, 조절효과, 이용 동기

학 번 : 2020-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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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추세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인터넷이

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2020)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91.8%이며, 10～40대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

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30대는 100% 인터넷이용자였다. 이러한 인터

넷 이용 목적은 ‘커뮤니케이션(95.4%)’, ‘자료 및 정보획득(94.0%)’. ‘여가

활동(94.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는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이 96.3%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만 3세 이상 인구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91.4%,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은 90.5%로 나

타났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

다. 언론 보도나 다양한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해 자신

의 의견을 게재하고 타인의 반응을 즉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이는 공개 또는 비공개된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

아 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렴하는 집단지성으로 이어졌다. 이

러한 집단 지성을 조직 변화와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회사 내에서는 온라인 게시판 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셜미

디어를 통한 소통은 그 공간의 구성원 자신 뿐 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이

어져 회사 내부와는 다른 폐쇄형 소셜미디어 형태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

티 블라인드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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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 3세의 '땅콩 회항' 갑질 사건,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에 대한 성희롱 '미투' 사건 등 사기업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폭로와

국책은행 직원의 비리 그리고 최근 LH직원의 일탈 등은 모두 새롭게 나

타난 소셜미디어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시작되었다. 이

렇듯 과거에는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비윤리적이며 불공정한 사안들이

익명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일들

은 모두 ‘윤리’와 ‘공정’의 문제와 연결된 사안들이다. 특히, ‘윤리’와 함께

조직에서의 ‘공정’은 2000년대 생을 포함한 MZ세대1)의 경제 주체로의

합류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전

세대로도 번져나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기업과 기관 등에서는 ‘윤리’와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크게 없었고 법·제도

적으로도 한계점은 분명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기관의 브랜드, 이

미지, 명성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출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블라

인드라는 익명 공간을 통해 밝혀지고 이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020년 2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상

급 단체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어느 곳을 정할지에 대한 투표가 블

라인드에서 이뤄진 것도 공정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

다.

이렇듯 이제 직장인들에게 있어 블라인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커뮤니티이자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

응해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블

라인드 게시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구성원들도 서로에 대해 이야

기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나

기관이 더 나은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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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직장

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이용(여부 및 빈도)과 인식이 공공기관의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2000년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변되었던 소셜미디어가 커뮤니케이

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셜미디어는 소통의 주류 공간 역할을 수

행해 왔다. 그리고 2010년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

이 대중화되면서 소셜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누구

나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형 소셜미디어와 달리

2010년대 중반 이후 밴드, 카카오톡 등 폐쇄형 소셜미디어가 특정 집단

내부의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은 익명성을 보장한 것은 아니고 폐쇄된 공간에서 소속된 구성원들만의

소통공간이었다. 이후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이 생겨나면서 블라

인드와 같은 개념인 대학가의 ‘소나무’ 커뮤니티와 대학생 커뮤니티 ‘에

브리타임’ 등도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블라인드

는 2013년 처음 등장하면서 다양한 소식 뿐 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부조

리까지 오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15만 여개 조직의 약

500만 명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2).

익명성은 공개된 공간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숨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 순기능과 함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게 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블라인

2) 국내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85% 이상이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M&A 전문지 머저 마켓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자의 90%, 페이

스북 재직자의 70%가 블라인드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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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직장인 익

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이용하는지 이용 동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

께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한 잣

대를 통해 운영이 되는지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한다. 우리

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공정한 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양

한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요소 중 하나로 불공정에 대해 익명

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블라인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조

직 구성원의 블라인드 이용 행태와 동기가 그 기관이 공정한 조직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윤리의식

에 따라 그 영향에는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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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

라인드의 이용 행태와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됐던 국책은행 직원의 비리, 주요 공기업의 고

객만족도 조사 조작 및 LH사태 등 과거에 일어났던 일반 사기업에서의

폭로보다 윤리 및 공정의 잣대가 높아야할 공공기관에서의 문제점이 더

불거지는 상황에 맞춰 연구의 대상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구성원 전체로 한정했다. 대상기관은 2020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로, 공기업 36개(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

준정부기관 95개(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2개), 기타공공기관 209

개이다. 이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와 국외 문헌을 통해 소셜미디어, 이용과 충족이

론, 폐쇄형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익명성과 블라인드, 윤리의식, 조직 공

정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 및 설명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국내외 학자들

이 제시한 다양한 실증 연구를 고찰하여 이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

고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도구인 SAS 9.4를 이용해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블라인드 이용 동기, 구성원의 윤리의식과 조

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블라

인드의 이용(여부 및 빈도)과 이용 동기,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조절효과도 파악하였다.

이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배경,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첫째, 소셜미디어의 개념과 특성, 종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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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용 동기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폐쇄형 소설미디어의 개념, 익

명성과 블라인드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윤리의식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넷째, 조직 공정성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 필요한 준거의 틀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

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 연구의 분석틀과 이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

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설문

조사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나

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과 타당성 검

증 후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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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소셜미디어

1. 소셜미디어의 개념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사용자의 경험, 관점, 의견 등이 소셜 네

트워크, 블로그, UCC, 인스턴트 메시지 보드 등을 통하여 공유되는 콘텐

츠로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소셜

미디어는 웹 2.0이 가지는 포괄적인 기술적 특성과 참여, 관계, 공유, 발

견이라는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콘텐츠를 다루게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노기영, 2008), 웹 2.0기반의 사회적 활동이나 매체를 통틀어 지칭한다.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사용자가 자신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유지하고 싶은 리

스트를 형성할 수 있다.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웹 기반 서비스이

다(Boyd & Ellison, 2008).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

신의 관점, 경험, 의견, 생각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고,

김유정(2009)에 의하면 미디어 이용목적은 일차적으로 상대방과의 의사

소통과 메시지 전달,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상호관계를 만드는 것

이다. 소셜미디어는 문서나 그림, 동영상, 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

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전송하거나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웹 기

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대화형 미디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

보와 지식, 의견, 간접적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로 개

념화되고 있다(Safko & Brake, 2009).

소셜미디어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는데, 먼저

Vossen & Hagemann(2007)은 사용자가 웹을 자신의 미디어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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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함으로써 ‘웹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웹의 사회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련의 웹 기반 툴, 플랫폼을 총칭하여 소셜미디어라고 한

다. 이경상(2007)은 TV, 라디오 같은 전통 미디어와는 다르게 사람들 사

이에서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기

반 기술을 말한다(서정우, 2009). ‘청중이 만들어낸 콘텐츠’로 넓은 의미

로써 이야기가 서로 교환되는 형태, 즉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콘텐츠

가 교환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수천 명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강력한 연대감을 결속해주는 것이다

(JoelComm & KenBurge, 2009).

2. 소셜미디어의 특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접속하여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특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상호관계 구축 및 조정, 의사결정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기 때문에(Freitas & Griffiths, 2007) 단순한 선형적이고 일방향적인 전

통적 콘텐츠 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차진여, 2011).

웹 2.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소셜미디어가

‘개방, 참여, 대화, 커뮤니티, 연결’의 공통된 다섯 가지 주요 특성을 갖게

한다. 각각의 특성은 인터넷 공간에서 웹 2.0 패러다임이 확장되면서 새

로운 유형의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이루

고 있다(최민재·양승찬, 2009).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참여 및 피드백이 공개되어 있어 피드백, 투

표,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시켜 콘텐츠 사용과 접근에 장벽이 없는 것

이 특성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와 수용자가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 대상자를 구성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양한 미디어를 조합하여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콘텐츠 공유를 포함한 공

유형 네트워크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설진아, 2011). 소셜미디어는 수

많은 사용자의 양방향성 정보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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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특성이 의사결정 참여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정민·곽기영, 2010).

<표 2-1> 소셜미디어의 특성

분류 내용

개방

(Openness)

참여와 피드백에 매우 개방되어 있어 공유,� 정보,� 투표,� 댓글

등을 촉진

참여

(Participation)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견과 지식,�

피드백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추진

대화

(Conversation)
쌍방향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지향

커뮤니티

(Community)

온라인상에서 취미,� 사진,� 드라마,� 정치적 이슈 등 동일 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제

중심으로 모이고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함

연결

(Connectedness)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을 하나의 공간에서 링크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구축

◆ 출처 : FKⅡ조사연구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무엇인가?, 정보산업지 6호. 2006

3. 소셜미디어의 종류

이용자들의 상호교류와 참여, 그리고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기 때문

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콘텐츠를 유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2)은 8가지 서비스 기능에 따라 유형화 하

고 있는데, 블로그, 프로필, 비즈니스, 버티컬, 커뮤니케이션 중심, 협업,

관심주제, 마이크로블로깅 개념으로 소셜미디어를 구분하였다. 이런 유형

안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는 개인 미디어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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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즉 개인 미디어가 사회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되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표 2-2> 소셜미디어의 기능별 유형화

분류 기능 서비스

프로필

기반

특정 사용자의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서비스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마이스페이스

비즈니스

기반

업무,�사업관계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서비스

링크드인,�링크나우

비즈스페이스

버티컬
게임,�사진,�음악,�레스토랑,�비즈니스 등

특정 관심분야 만 공유하는 서비스

유튜브,�핀터레스트

포스퀘어,�링크드인

인스타그램,�패스

블로그

기반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 중심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 된 서비스

윈도우라이브스페이스

네이트통

협업

기반
협업,공동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위키피디아

관심주제

기반

분야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서 특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도그스터

와인로그

커뮤니케이션

중심

채팅,�메일,�컨퍼러싱,�동영상등 사용자 간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세이클럽,�네이트온

�이버디,�미보

마이크로

블로깅

짧은 단문형 서비스,�대형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 틈새 공략하는 서비스

링크드인,�트위터

텀블러

◆ 출처 : 이진형, SNS의 확산과 동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월호 Vol 44. 2012

SERI(2011)는 SNS란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콘

텐츠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 인프라로 정의하였고, SNS가 시간(신속

성・지속성), 대상(다양성・다수성), 비용(경제성), 관계(신뢰성・친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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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한다. 또한 사용시간 측면에서 SNS는 이미

e-메일을 앞질렀으며, 사용자의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SNS가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의해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트위터와 더불어 블로그, 페이스북

(facebook) 등이 소셜미디어에 속한다(류한석, 2009).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트위터와 같이 단문메시지로 수익이 창출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이 프로파일을 업로드하고 의견을 교환

및 관계 형성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키피디아와 등과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 또는 유튜브와 같이 사진, 비디오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표 2-3> 소셜미디어의 종류

종류 특징

블로그 이용자가 웹상에서 기록하는 일기,�일지를 뜻하는 온라인상의 저널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자들이 자신의 웹 페이지를 구축한 후 친구들과 연결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서비스(페이스북등)

콘텐츠

커뮤니티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써 유튜브 대표적 사례

팟캐스트
방송과 아이팟의 합성어로 아이튠(iTunes)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오디오,�비디오파일을 구독

포럼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과 같이 특정한 주제 관하여 온라인 토론

마이크로

블로깅

트위터 등과 같이 간단한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출처 : 황유선·박남기, 미디어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2010



- 12 -

4. 소셜미디어의 속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기 다른 매체들을 융합하거나 또는 새

롭게 창조하면서 뉴미디어라는 매체영역이 구축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은 모바일 미디어 영역에 속하는 뉴미디어 매체로써 기존의 어

떠한 미디어와 비교해도 빠르게 확산 되었다

McLuhan(1964)은 미디어를 우리의 신체 일부를 확장해주는 감각 확

장 기기로 정의한다. 윤석민(2007)은 ‘미디어는 메시지 신호에서 물리적

전송수단으로 채널 개념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대리인을 넘어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인간 의식에 투

입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미디어 자체는 고유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의 속도와 범위, 채널을 확장시키기 위

한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기술을 담아서 사용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외부 세계를 지각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 보아야 한다.

미디어와 인간, 사회적 변화의 관계에 대하여 학문적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사회구성론 관점에서는 매개된 미디어가 제공하는 커뮤

니케이션의 구조나 미디어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속성이 인간과 사회

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과정에 개입하는 정치,

경제, 조직,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현상들에 초점을 맞춤으

로써 궁극적으로 기술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Bijker,

2009). 즉, 미디어가 인간과 사회에 의하여 이용된 과정에서 미디어 자체

의 특성은 인간의 이용행태 혹은 기술의 사회적 맥락 자체를 바꾸는 특

성을 나타낸다. 나아가서 미디어와 인간,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

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가진 인간과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합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모바일 미디어를 도구가 아닌 복합적 환경의 하나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접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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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바일 미디어를 단순한 기기나 도구가 아닌 역사적 연속성을 지닌

복합적인 환경으로 보고, 모바일 미디어의 구조적 특성과 인간의 내면적

자아와 동기의 틀을 연관 지어 개인의 미디어 경험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박현주, 2008). 이처럼 사회구성론 관

점에서 모바일 미디어의 특성은 휴대성, 이동성, 개인화, 즉시 연결성 등

이며 기존 미디어의 특성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표 2-4> 모바일 미디어의 특성

특성 내용

편재성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는 속성

보안성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다는 속성

접근가능성 언제,�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속성

편의성 간소화된 통신 도구 속성

위치확인성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속성

즉시연결성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탐색하는 방법

개인화 이동통신 사용자의 개인화,�차별화된 고객서비스

◆ 출처 : 신현신, 스마트폰 이용 특성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1

모바일 미디어의 바탕이 되는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에 비교하면

인터페이스(interface)의 한계와 비싼 이용 요금의 단점을 갖고 있다. 그

럼에도 무선인터넷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모바일만이 제공하는 고유의 장

점 때문일 것이다. 모바일 미디어는 유선 인터넷의 탈 중심적, 개방적,

양방향적 특성과 이동통신의 이동성, 개인화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다(무선인터넷백서편찬위원회, 2000).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결합된 모바



- 14 -

일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

으로도 무선통신의 기본 성격인 휴대성과 이동성을 강조한 서비스가 중

심이 될 것이다(이국용·형성우·이상만, 2005).

조사기관인 듀라처 사는 'Mobile Commerce Report'를 통해 모바일인

터넷의 특성을 본질적 성격인 1차적 특성과 부가적 성격인 2차적 특성으

로 구분하였는데, 1차적 특성에는 편재성, 접근성, 보안성, 편리성이 있으

며, 2차적 특성으로 위치성, 즉시 연결성, 개인화를 제시하였다

(Durlacher Research, 1999).

위와 같이 모바일이 가지는 특성은 편재성, 보안성, 접근가능성, 편의

성, 위치확인성, 즉시연결성, 개인화 등 7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기존의

온라인 환경과 차별화되는 모바일만의 특성이다(Kalakota & Robinson,

2002). 이러한 7가지 모바일 특성 중에서도 모바일의 서비스 가치를 향

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는 바로 접속성이다(김호

영·김진우, 2002). 접속성은 사용자가 SNS를 통하여 타인과 소통하고자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바일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

는 정보 또는 반응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바일

SNS를 사용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1) 이용과 충족이론

이용과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U&G)은 최초 Katz,

Blumler & Gurevitch(1974)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

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심리학 측면에서 제시된 이론이다. 이

용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미디어 선택

과 이용에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즉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심리

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미디어

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소비한다는 것이다(Stafford & Staffor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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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충족연구에서는 동기요인에 대해 우선 파악한다. Katz,

Gurevitch, & Haas(1973)는 동기 요인을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

감정적 욕구(affection need), 개인 통합적 욕구(personal integrative

need), 사회 통합적 욕구(social integrative need), 현실도피욕구(escapist

need)로 분류하였다.

Blumler(1979)은 미디어의 주요 동기요인으로 인지적 동기(cognitive

motivation), 오락적 동기, 개인적 정체성 동기를 지적하였다. 이들이 제

시한 이용 동기가 미디어 이용 동기를 규명하는 연구의 근간이 되었으며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이용 동기를 기초삼아 연구 대상으로 지정된 미디

어의 특성을 반영한 동기요인을 제시하여 왔다(안수진, 2018).

이용과 충족이론은 뉴미디어인 모바일 사용동기에 관한 연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Leung & Wei, 2000; Joo &

Sang, 2013; 김성묵, 2016), 오늘날 정보사회 속에서 이동통신과 같은 새

로운 미디어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정보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

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현용호, 2011).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본 연구

들은 SNS의 이용 동기와 정보 제공 동기를 파악한 연구로 분류되어 있

다. SNS 이용 동기를 살펴보면, Park, Kee & Valenzuela (2009)의 연구

에서는 사회화, 엔터테인먼트, 자기표현 및 정보탐색 SNS 이용 동기로

도출하였으며, Quan-Haase & Young(2010)은 시간 보내기, 감정 표현하

기, 유행 따라가기, 문제 공유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지식 향

상시키기를 위한 6가지 SNS 이용 동기로 제시하였다. Lee, Lee, Moon

& Sung(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사회적 관계 유지, 일상생활 기

록, 같은 관심사와 요구의 공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 위한 요인들이 SNS 이용 동기로 도출되었다.

Oeldorf-Hirsch & Sundar(2015)은 SNS 정보 제공 동기에 대한 연구에

서 타인과 정보를 쉽게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타인들에게 알리고, 나와 관련된 일들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엔터

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것이 SNS 환경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기로

제시하였다(김효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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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동기 선행연구

SNS를 이용하는 방식은 SNS의 이용 동기에 따라 SNS 이용자마다

다를 수 있다. 비록 이용 동기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가 이용자의 행동이나 행동 방향을 설정하거나, 행

동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다(최환진, 2006).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디

어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된다. 미디어 이용자는 목적 지향적이어서 개인

의 목적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한다는 것이

다(박광순․조명휘, 2004). 즉, 선택된 미디어나 SNS의 이용 동기에 대

해 만족하게 되면, 지속적인 이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SNS의 사용이 일

상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윤영선․이국용, 2010).

일반적으로 동기에 대한 구분에 있어 크게 무동기(amotivation), 외재

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동기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동기이며, 외재적 동

기는 활동과는 별개의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에 내재된 흥미나 즐거움 때문에 무엇

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Ryan, 2000). 또한 이용과 충족이론

에 기반을 두고 쾌락적 동기와 실용적 동기로 구분하기도 한다(현용호,

2011).

Haffman & Novak(1996)은 IT 기술 사용동기를 실용적 동기와 쾌락

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쾌락적 동기는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즐거

움, 재미를 위한 활동이며, 실용적 동기는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지향

적 특성으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해당된다.

Baldus, Voorhees & Calantone(2015)은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의 관

여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보상’의 동기를 실용적 보상

(Utilitarian)과 쾌락의 보상(Hedonic)으로 나누었으며, 실용적 보상은 ‘공

동체의 참여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경품, 인센티브, 금전적 보상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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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보상을 얻길 바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Charney & Greenberg(2001)는 연구를 통해 이용 동기가 오락, 사회

성, 정보습득, 커뮤니케이션, 좋은 감정, 시각적 정보, 직장과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 멋있음 등의 총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밝혔고,

Barker(2009)의 연구에서는 사교, 오락, 가상 우정의 이용 동기를 제시하

고 있다. Schaefer & Cora(2008)의 연구에서는 SNS의 주요 이용 동기로

관계형성, 연결확장, 관계유지, 정보검색, 사교, 오락 등의 요인이 밝혀졌

다. Joinson(2008)은 페이스북에 대한 이용 동기로 정체성 공유, 사회적

연결, 콘텐츠 충족, 사진 및 콘텐츠, 사회연결망 서핑, 사회적 조사,, 상태

업데이트 등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번청(2010)은 SNS 이용자의 지

속적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성, 오락성, 유용성, 고객화, 사

용용이성 등 5가지 특성 중 유용성과 오락성, 상호작용성이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참여행동은 지속적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석(2010)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동기를 정보탐색 이용동기,

커뮤니케이션 이용동기, 엔터테인먼트적 이용동기, 자기 확인 이용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동기를 통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충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인관계 유지 및 새로운 인맥 구축, 자기만족과 자신감

증대, 시간 때우기 및 스트레스 해소, 정보 수집의 용이성 및 기능성의 4

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임병하・강동원(2014)은 네이버 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폐쇄형 SNS

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Privacy Calculus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SNS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이득

을 시스템적인 보안과 개인의 심리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

시하여 사용자가 인지된 이득을 위해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

도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네이버 밴드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에는 유

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심리적 프라이버시와 신뢰는 유의미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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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만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권・최영(2015)은 개방형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폐쇄형 SNS

(네이버 밴드, 카카오그룹)를 비교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연구했

다. 이 연구는 사전 조사로써 개방형 설문, 집단 심층면접, 개별 심층면

접 그리고 문헌연구를 실시했고, 이후 설문조사와 양적 분석을 통해 결

과를 도출했다. 요인 분석을 통해 SNS 동기 요인으로 정체성 표현, 사

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오락, 재미, 이데올로기 추구 등 6가지 요인을

추출해 내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정체성 표

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오락 요인 이외에 오락과는 구별되는

재미 요인과 사회적 신념과 실제 이용자 개인의 신념과 가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개

방형 SNS와 폐쇄형 SNS의 이용 동기 차이 분석에 따르면 개방형 SNS

환경에서는 정보 추구 동기가, 폐쇄형 SNS 환경에서는 재미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오락,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택화・고준(2015)은 모바일 폐쇄형 SN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통

해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이 연구에

서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칠 수 있는 특성을 모바일 특성, 폐쇄형 SNS

특성, 사회적 특성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세부 변수로 모바일 특성에는 사용성과 즐거움, 폐쇄

형 SNS 특성에는 인지된 보안성과 심리적 프라이버시, 사회적 특성에는

지인 영향과 소속감을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인지된 보안성을 제외한

5개 변수는 지속적 이용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

구자는 인지된 보안성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으로 온라인 공간의 SNS 사

용에 대해 사용자들이 심리적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노영(2016)은 SNS의 이용 동기 요인을 커뮤티케이션, 유희성, 정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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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탐색에는 기술의 공유, 미디어 및 이슈 체크,

환경의 감시, 정치 이슈 탐색, 정보의 추구, 자료의 보관 등이 있으며 유

희적 동기에는 기쁨, 습관, 휴식, 재미, 개인적 성취, 자기표현 등이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동기에는 정보의 공유, 감정표현, 정보의 저장, 관계

자 간의 접촉, 의견의 표현, 다양한 시간 등의 이용 동기 요인들이 있다

고 보았다.

조형오(2018)는 SNS의 이용 동기는 주로 Katz에 의해 제시된 이용과

충족 이론(theory of uses and gratification)의 맥락에서 연구된다고 설

명하며, 네트워크 연결 및 인맥 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친구 관계유지,

애정표현, 자긍심표출, 사회성 과시, 동조, 유행을 따르기, 표현적 정보공

유, 표현의 자유, 문제 공유, 지식향상 정보추구 및 교환, 전문성 향상,

습관적 시간 보내기, 여가선용, 현실회피, 외로움 탈피, 추억공유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진욱(2018)은 최근 SNS 기능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

하면서 SNS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도 전통적 이용 동기 외에 사회

참여나 팔로워 그룹 형성 및 여론의 새로운 이용 동기가 발견되며, 집단

별로 이용 동기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되고 있다.

조현주 이태희(2019)는 모바일 SNS 이용자의 이용 동기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형성의 정보성, 단문성, 유명인에 대한 접근성, 외국에

대한 접근성, 오프라인과의 관련성, 오락성, 이용의 용이성, 유용성이라는

9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SNS 이용 동기를 이용자가 여행에 대한 자

신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정의하였

다.

지금까지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이용 동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플랫폼인 블라인드와 관련되어 진행된 이용

동기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

라인드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용 동기 선행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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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권・최영(2015)의 연구에서 밝혀낸 6가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인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오락 추구, 재미 추구, 이데올

로기 추구 요인 중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적합한

오락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등 3가지 요인을 변인으로 활용

한다. 오락이나 정보 추구 요인은 기존 매스 미디어의 주요 이용 동기

요인이고, 정체성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은 인터넷과 웹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용 동기이며, 나머지 재미와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은

이정권・최영(2015)의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이용 동기이다(이정권・
최영, 2015). 이 중 정체성 표현, 재미,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은 타인에게

개인을 인지시키거나 상대방과의 교류를 통한 관계성을 중시하는 요인으

로 블라인드의 익명성을 배경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

하고 오락 추구 요인, 정보 추구 요인,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만을 연구에

활용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오락이라는 표현을 여가라는 표현으로 변경

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가 추구 요인, 정보 추구 요인, 이데올

로기 추구 요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블라인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익명성을 이용 동기로 설명하

기 위해 임병하・강동원(2014), 소택화・고준(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지된 보안성을 이용 동기 요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지된 보안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남에게 노출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는 동안

조작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외부인이 가져가서 축적하는 일이 없다고 믿

는 것이라고 정의한다(Rammath & paul, 2002). 이 정의는 위험의 접근

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보다는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 이루어

진다(임병하・강동원, 2014). 한편, Peltier(2001)는 정보 보안은 비인가된

대상이 데이터를 수정, 노출, 삭제, 접근 등을 못하게 금지하고 인가된

대상은 적절하게 물리적, 논리적 데이터에 접근하여 통제할 수 있는 시

스템이라고 정의한다. 정보 보안의 3요소(CIA)에는 기밀성

(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이 있다. 아래

<표 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라인드의 익명성에 대한 이용 동기

는 이 3가지 요소 중 기밀성을 통해 인지된 보안성 요인을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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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2-5> 보안 3요소(CIA)의 정의

보안 3요소 정의

기밀성

비인가된 대상에게 정보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

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인가된 대상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의 대상에게는 완벽히 차단시켜 정보의 노출을 막아야 한다.

무결성

비인가된 대상으로부터 정보의 변경 혹은 삭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밀성과 같이 접근 통제를 통하여 보장할 수 있다.

가용성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어 인가된 대상에게 정보가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기밀성과 무결성이 완벽하더라도 정작 인

가된 대상이 정보를 열람하기 불편하다면 좋은 보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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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폐쇄형 소셜미디어

1. 폐쇄형 소셜미디어의 개념

폐쇄형 SNS는 개방형 SNS의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거나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유출을 걱정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SNS로서 특정 지인들과의 소통, 혹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드는 SNS이다(홍성민·김현석, 2013). 전체적인 기능면에서는 개

방형 SNS와 다르지 않지만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룹을 이루어서 정보

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된다(박종철 외, 2013). 이러한

점은 관계의 혜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성급한 인맥관리

로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개방형 SNS에 반해 기존 인맥을 더 강화시

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성질 덕분에 폐쇄형 SNS는 지난 2010년 미국에

서 최초로 서비스한 Path를 시작으로 Everyme, Avocado, WITH 등 여

러 가지 폐쇄형 SNS가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밴드,

카카오그룹, 비트윈, 패밀리북 등 많은 폐쇄형 SNS가 나와서 시장 점유

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

들은 실생활에서의 관계를 온라인에서도 이어가길 바란다(홍성민·김현

석, 2013). 하지만 개방형 SNS에서의 활동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사회

적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 기반을 다진 중장년

층들은 20-30대에 비해 SNS에서의 활동이 조심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미국 하버드대는 소셜미디어의 비공개 그룹 채팅에서 인종 차별

적 글 게시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10여명의 입학 예정자들에

게 무더기 입학 취소 통보를 내린 바가 있고 올해 초 경기도 7급 공개

채용에서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특정 게시판에

올린 합격자에게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쇄

형 SNS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점점 활동 연령대가 늘어나고 있다.

폐쇄형 SNS는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나 사회적 가치(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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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에 초점을 맞추는 개방형 SNS와는 달리, 더 강한 유대감을 바탕

으로 사회적 관계 혜택에 초점을 둔다(박종철 외, 2013). 폐쇄형 SNS에

서는 양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데이터의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맥의 확장은 힘들지만, 인간의 뇌가 친분이 있는 사람을 150명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Dunbar(2010)의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개

방형 SNS에서의 무분별한 인맥의 확장 역시 그리 좋기만 한 선택은 아

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쇄형 SNS의 이러한 특성은 인맥의 확장 측

면에서도 크게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폐쇄형 SNS가 자신의

사회성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개방형SNS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폐쇄형 SNS와 다른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폐쇄형 SNS도 등장하여 특정 조직과 기관, 기업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크게 확장을 하고 있다.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익명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블라인드가 그 플랫폼이다. 블라인드에서는 폐쇄된

공간 뿐 만 아니라 서로 알 수 없는 익명성을 근간으로 비밀스러운 내용

을 그들만을 위해 쏟아놓고 서로 공유한다. 즉,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새

로운 소통의 장이자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블라인드에 대

해서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익명성의 개념

익명성(Anonymity)이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Christopherson, 2007). 즉, 익명성은 다른 이들

에 의해 특정한 개인의 신원이 확인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대중들의 평가나 비판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나타

난다(Christopherson, 2007; Lee et al., 2015).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익명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Valacich et al.(1992)은 메시지의 생성 과정 측면을 고려하여 익명성을

내용 익명성과 과정 익명성으로 구분하였다. Hayne et al.(200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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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nes & Cheney Mann(2011)의 연구에서는 그룹 커뮤니티에서의 의사

소통 상황에서 익명성을 사회적 익명성과 기술적 익명성으로 구분하였

다. 사회적 익명성은 사회적 신호 및 단서가 노출되지 않는 측면이고, 기

술적 익명성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나 기능을 제

공하지 않는 측면이다(Hayne et al., 2003).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 익명성 보장 실태를 참조하여 익명성 제공 수준을 완전 익명, 부분

익명, 부분 실명, 완전 실명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거나(Leimeister

et al., 2005), 완전익명, 부분익명, 실명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Lee et al., 2015).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익명성의 조작화를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시각적 익명성에 맞춰 적용하였다. 그러나 익명성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익명성 개념의 핵

심은 서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

체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Christopherson, 2007).

3. 익명 게시판의 역할

온라인 공간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한 익명성은 많은 경

우 부정적인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익명성은 탈개인화를 통해 행위자의

정체성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어 윤리적으로 행위 할 동기 역시 약화시

킨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완전한 익명이 가능해진 온라인 공간의 등장 이후 그 공간에서의 비

윤리적 행동이나 일탈적 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익명성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태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Mishna,

Saini, andSolomon, 2009; Moore, Nakano, Enomoto, and Suda, 2012;

Barlett and Gentile, 2012; Barlett, 2015). 또한, 온라인 공론장 참여자들

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되었다(Kilner and Hoadley, 2005). 그러나 익명성의 수준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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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났다.

즉, 완전한 익명상태에서는 일탈적 행동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타인이 확인 가능한 부분적 익명 상황에서는 실명 상태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해외와는 다른 온라인 생태계를 가진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은영·차유리(2012)는 익명의 환경에서 심리

적 조건과 집단극화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익명성이 집단극화를

증폭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D를 사용하는

환경이 실명을 사용하는 환경에 비해 이민자 문제에 대한 극단적 소수의

견이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oral-Toranzo,

Canto-Ortiz & Gómez-Jacinto, 2007). 또한 음란물에 노출된 사용자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느낄 경우에 적대적인 성차별 인식을 더 강하게 표

현한다는 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심재웅,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의 단편적인 모습은 잘 포착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집단 행동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지

니고 있다.

4.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2013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서비스

를 시작하여 지금은 미국에서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모바

일 앱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올해부터 웹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바뀌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가입 기업은 15만 여개이며 가입한 직장인은 국내

약 350만 명, 미국 약 150만 명으로 약 500만 명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

국의 일반기업에서는 LG그룹 10만 명 이상, 삼성그룹 8만 명 이상, 롯데

그룹 6만 명 이상,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각각 5만 명 이상 가입해 있

고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이 2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직장인이 5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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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해 있다. 영국 M&A 전문지 머저마켓은 블라인드는 마이크로소프프

재직자의 90%, 페이스북 재직자의 70%를 가입자로 보유한 압도적인 서

비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체류시간은 하루 평균 40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체류시간이 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의 46분과

맞먹을 정도의 강력한 사용자 로열티가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25세～34세까지가 전체의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5세～44세가 30%, 45세 이상이 9%, 25세 미만이 7%로

경제활동인구, 모바일 활용세대의 분포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또한 성

별로는 남성이 65%, 여성이 35% 가입하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가 운영되고 있는 두 개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블라인드에서는 조직과 개인 간 문제 관련 글의 비중이

크고 미국에서는 인종 등 개인 간 문제가 주를 이룬다. 두 국가의 공통

점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 마

이클 블룸버그가 미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자신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블라인드의 재직자 평가를 활용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블라인드가

조직 문화의 바로미터로 통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 별로 알려져 있

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과 조직에 대

해 진행될 예정으로 게시글의 비중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문란한 익명 커뮤니티', '뒷담화 배설구', '고발

성 글을 지운다'는 다양한 비판도 있어 왔지만 블라인드의 운영자는 ‘모

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안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거나,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에 대

해서는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그러한 게시글은 즉시 숨김 처리하고 글

작성자의 블라인드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민감한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블라인드는 작성자 데이

터를 가질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는 특허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의 신

뢰도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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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블라인드로 촉발된 기업 관련 사건

◆ 출처 : 중앙일보 기사, 2020.06.17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도 많다. 개별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새나갈 수도 있고 회사

에 대한 불만을 커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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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블라인드를 통한 내부 고발로 많은 기업들이 후폭풍을 맞기

도 했다.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 블라인드 게시판을 상시 모니터링하

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

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인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경영자 뿐 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게 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탈바

꿈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2019년말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가 다양한 언론에서 인용되는 등 영향

력을 갖고 있다..

블라인드는 익명 소통 창구로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항상 존재한

다. 회사 이메일을 통해 재직자 확인과 중복 계정 방지를 통한 회원가입

방식은 이직자와 퇴사자가 많은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아 이용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개인사와 관련된

게시글 들도 등장하고 있어 언론의 가짜뉴스와 같이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페이스북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미국 기업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관련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블라인드도 지난 5월 경력직 이직 플랫폼 ‘블라인드 하이어’와 8월

에는 미국에서 먼저 선을 보였던 회사 페이지인 기업 평판 서비스 ‘블라

인드 허브’를 공개했다. 이는 블라인드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성과

보상·워라밸 등 5개 항목에 대한 재직자 별점, 화제의 글, 연봉 정보 등

이 한 번에 나오는 머신러닝기법과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

업 문화 컨설팅 서비스이다. 회사별 '기업문화'가 정리된 모음집 형식으

로 타 직장과의 비교 등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 문화 변화에도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채용정보, 인재 매칭을 돕는 인적자원관리

(HR)로도 진출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5월 18일 언론을 통해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3,700만 달러(약 41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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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렸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블라인드는 2,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HR

테크 시장을 노릴 것이라고 머저마켓은 내다봤다.

이러한 익명성을 기저에 둔 소셜미디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나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과 같이 이용자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정하면서

도 합리적인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정보 공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 등

많은 부작용도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블라인드는 지금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상존하고 있는 플랫

폼이다.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

언론에서는 블라인드의 장점과 단점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라는 표현

으로 보도했다. 밝은 면으로는 플랫폼도 모르는 철저한 익명성과 업종

및 조직 문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어두운 면은 생명과 직결되는 자살 우

려자를 찾지 못하는 점과 블라인드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직원이 직장 내

여론을 호도하는 우려를 들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블라인드에서 나타나는 명암과 같이 블라인드의 이

용이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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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성원의 윤리의식

1. 윤리

1) 윤리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윤리는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

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윤(倫)이란 본래 옥을 다듬다는 의미

로서 약속과 규범, 규율 등을 나타내고 윤리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

하는 생활의 조리, 법리, 도리라고 할 수 있다(김정희, 2013). 서양에서

윤리(Ethics)는 그리스어 에티케(Ethike)에서 유래한 말로서 사람이 지켜

야 할 도리,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 인간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길, 공동의 선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 경찰

학사전, 2012). 이렇듯 윤리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지침을 일컫는다(Marshall, 1999). 윤리적 원칙의 핵심은 주어진 제도 하

에서 행위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위를 고무시키거나 제약

한다(Cohen, 2015). 다르게 표현하면 윤리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가치

와 원칙으로 광의의 차원에서 윤리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에 대한 행위의

결정 기준과 의무를 포함하는 도덕적 가치와 원칙 및 규칙을 의미한다고

한다(이호선 외, 2007).

2) 공직윤리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인 윤리는 공공조직의 구성원

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면 공직윤리가 되고 공공행정에 적용되면 행정윤리

로 사용된다(정관수, 2007). 공직윤리는 공무원이 신분상으로 당연히 지

켜야 할 포괄적 표준규범이며, 행정윤리는 공무원의 행정활동들의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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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요구되는 개별적 표준규범이다. 그러나 공직윤리와 행정윤리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표준규범이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

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신충식·김성준, 2015).

공무원의 윤리인 공직윤리는 전체 일반 국민의 이익인 공익에 봉사하

는 윤리적 행위(Waldo, 1974)이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요

구되는 공직특유의 직업윤리를 의미한다(Stahl, 1983).

이와 같이 공무원 윤리인 공직윤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본 연구가 공공기관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에 적

용되는 공직윤리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성원으로 확장하고 그에 대한

개념과 연구결과를 차용하고자 한다.

2. 윤리의식

1) 윤리의식의 개념

윤리의식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 행동에서 도덕적 문제

를 인식하는 역량을 뜻한다(Petrick & Quinn, 1997). 이는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적용이 된다(김학수 정범구, 2008). 윤리의식은 공

무원의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도, 공직윤리에 대한 가치관, 공무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 및 사고 등을 포함하는 윤리적 사유의 심리적 정서적

내적상태이다. 윤리의식은 윤리의식의 높고 낮음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윤리수준이 되며 윤리수준은 결국 윤리의식 수준이다(이태우, 2019).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관련된 공직 윤리의식은 윤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공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윤리의식이 외

부적으로 표출된 것이 윤리행동이고 윤리행동은 윤리의식의 객관적인 척

도가 된다(이승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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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 윤리의식의 구성요인

공공부문 윤리의식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구분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황수연(1995)은 공무원 공직윤리의 하위차원을 개인차원의 윤리, 조직

차원의 윤리, 대국민 차원의 윤리로 구분하였다. 서순복(2001)은 공무원

윤리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관료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 행

정윤리와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와 관련된 행정윤리로 공무원 윤리를 구분

하였다. 김정희(2013)는 서순복(2001)의 행정윤리 하위요소를 재구성하여

공무원 윤리의식의 하위유형을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의식, 사회윤리의

식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청렴윤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

렴의무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부정부패 및 비리 등을 배격하는 청렴성에

관한 행위규범이며 둘째, 직무윤리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성실성으

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규범이며 셋째, 사회윤리는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가 강조되는 행위규범이다(이태우, 2019).

이외에 공무원 윤리의식의 하위 개념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2013)가 제시한 청렴윤리의식, 직무윤리

의식, 사회윤리의식 등 3가지 하위유형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정관수(2006)의 한국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에서 소개한 공무원 윤리의식에 대한 구성변수를 정리한 자료를 황수연

(1995)과 김정희(2013)의 견해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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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공무원 윤리의식 관련 변수 및 하위차원(구성요인)

연구자

(연도)
윤리의식 원인변수

윤리의식 하위차원

(구성요인)

주삼식

(1991)
사회적 특성,�구조적 특성

능률성,�민주성

사회적 형평성,�공익성

김상철

(1994)
사회경제적 변수,�개인적 특성

책임성,�신뢰성,�공정성

봉사성,�능률성,�청렴성

황수연

(1995)
-

개인차원윤리,�조직차원윤리

대국민차원윤리

유종해

(1995)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가(공무원상,�부정부패수준,�공직이념 등)

부정부패 방지안,�현행제도,�노동조건

윤리적 갈등상황,�일반사회에 대한 견해

행정책임성

부정부패 방지예방

신기원

(1996)

인구사회학적 특성,�정부개혁정책

지방자치 실시,�공직관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금지사항

서순복

(2001)

지방자치 실시,� IMF와 구조조정,�직무만족

인구사회학적 변수,�윤리적 수준의 인지도

관료제적 가치

신공공관리론적 가치

윤종근

(2006)

인구통계학적 요인

조직과 직업에 대한 적합도

가치관,�업무수행

업무태도,�관계

이준서

(2011)
조직구조,�조직문화

호혜성·존엄성·공익성

청렴성,�신뢰,�업무수행태도

신문희

(2012)

직무만족,�보상과 처벌,�동료 간 영향

조직 윤리적 분위기,�관리자의 도덕적 역량
-

김정희

(2013)
제도적 요인,�조직적 요인,�환경적 요인

청렴윤리,�직무윤리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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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의식의 선행연구

윤리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윤리의식을 조절변수로 살펴보는 연구이지만 윤리의식

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종해(1993)는 윤리의식이 제도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행정이 사람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적 요

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보았다. 정치・경제의 불안정성, 공동체 의식의 약

화, 상대적 박탈감을 환경적 요인으로, 성장 이데올로기, 낮은 보수, 불안

정한 신분을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조직적 요인으로 보았다. 그

리고 개인적 요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감이 결여된 공

무원이 행정권과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면 부패행위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호정(2005)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눠 공무원 윤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공무원 행위를 통제하는 데 있어 내재론적 특

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재론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보다 윤리적 판단의 수

준이 높고 조직적으로는 보상보다는 높은 직위와 강한 처벌이 윤리적 판

단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이 조직적 요

인보다는 크다고 분석하였다.

신문희(2012)는 연구를 통해 보상과 처벌, 관리자의 도덕적 역량은 자

기개발 욕구를 반영한 경력개발을 통해서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동

료 간의 영향과 관리자의 도덕적 역량은 대민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지향

성을 통해서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즉, 경

력개발과 고객지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2013)는 처벌, 보수수준, 시민의식은 윤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조직문화, 사회적 풍토, 정치적 문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강수원(2017)은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윤리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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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윤리의식의 구성요소인 직무 윤리의

식에는 제도적 요인의 권한재량, 업무처리, 예산회계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인 보상, 처벌, 보수수준, 조직문화 중에서는 보상

만 유의미했으며 환경적 요인의 사회적 풍토, 시민의식, 정치적 문화 중

사회적 풍토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 윤리의식에는 제도적 요인

과 환경적 요인에서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조직적 요인에서는 보상과 조

직문화만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사회 윤리의식에서는 제도적 요인의 세

부요인 모두가 유의미하지만 조직적 요인에서는 처벌만 유의미하고 환경

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풍토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원(2014)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명확성 및 전문성 의식 등의 윤리

의식이 직무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윤리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윤리의식은 조직 구성원이 윤리행위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

직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리더의 높은 윤리의식은 조직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여 조직구성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므로 리더의 윤리

적 리더십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더의 윤리의식은 구성원의 공직동기

를 높이고 공직동기는 비윤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다(Wright et al., 2016).

윤승철(2014)은 공기업에서 조직의 최소 단위인 팀의 팀장을 포함한

팀원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원의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하였다. 그 결과 팀장과 팀원의 윤리수준이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윤리풍토가 윤리의식과 팀 성과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리의식은 조직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공유

되어 윤리풍토(ethical climate)로 나타난다. 윤리풍토는 조직이나 사회에

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과 윤리적 행동방식에 대한 구성원 사이의 공유

된 집단 윤리의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윤리의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의식 관련 연구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매개변수 등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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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조절변인으로써 이에 따른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윤리의식

의 조절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기존 매체 또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에 대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더욱 찾

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연계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2013) 연구의 영향요인

인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중 사회적 풍토, 시민의식, 정

치적 문화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을 차용하여 그에 따른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세분화하여 조

절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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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직 공정성

1. 조직 공정성의 개념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개인이 타인과 비교해 조직에

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 의사결정자의 공정한 처리

등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Thurston & Mcnall(2010)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정한 분배가 이

루어지고 개인이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직 공정성을 정의하며

조직 구성원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초기 공정성 연구는 주로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분배 공정성 개념은 보상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서 시작되었다. Homans(1958)은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에 기여하는 투입량이 높으면 조직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높아

야 분배 공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즉,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으려면

투입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Homans(1961)은 사회적 비교이론을

발전시킨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통해 최소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많거나 적은 보상, 유·무형의 비용을 교환하는 활동을

사회적 교환으로 정의했다. Adams(1963)가 공정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

하게 언급한 분배 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배분되는

결과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교

환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사회적인 상호작

용은 결국 합리적인 자기 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개인들은 혜택이 비

용보다 큰 경우에만 교환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초기의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상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관점이다(김견숙, 2021).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배 공정성만으로 공정성을 설명하기 어

렵다는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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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Thibaut & Walker(1975)는 공정성의 새로운 개념으로 절차 공

정성(procedural justice)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Leventhal(1980)은 개인이

어떤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게 되는데 지금

까지의 공정성이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분배의 결과뿐만 아니라 보상의 결정 과정을 비롯

한 다양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절차 공정성은 조직의

성과물을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인지되는 공정성을 의미한

다(강철희 외, 2012). 분배 공정성은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보상배분의 공정성 지각을 다루고 있어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성격을 가

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절차 공정성은 조직의 규칙에 대한 수행과정을

다룬다. 서용원(2002)은 조직생활 전반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시사점도 동등하게 지닌다고 말한다. 또한, 절차 공정성은 보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보상의 결정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공정성 이론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박효민·김석호,

2015).

김영순(2000)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전반에 대한 보상이 자신의 투

입과 비교하여 공정한 성과와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다고 느

끼는 지각 정도로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성하였다. 정승아

(2010)도 조직 공정성을 2가지로 나누었으며, 분배 공정성은 보상 분배

의 결과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으로, 절차 공정성을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공정이

라고 정의했다.

이후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연구와 함께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공정성 세부 개념이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었다. Bies

& Moag(1986)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등 이전의 이론들이 관리

자와 직원의 공식적 교환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보상관련 결정을 위한 공

식적인 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조직의 절차

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에 발생하는 대인간 처우의 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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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이론을 재해석했다. 즉,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대인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으며 조직 공정성의 상호작

용 측면을 상호작용 공정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을

구성원들의 인간관계 관리적 측면의 공정성이며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공정성 지각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직과 구성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개입의 질적 수준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을 정의했다(Bies & Moag,

1996). 상호작용 공정성은 권력자가 존경심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통

해 절차적인 세부사항을 소통하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증폭된다(Colquitt, Greenberg & Zapata-Phelan,

2005). Greenberg & Lind(2000)는 조직 공정성의 다양한 논의 가운데에

상호작용 공정성의 개념이 추가된 것을 가장 훌륭한 성과로 언급하였고,

강철희 외(2012) 역시 상호작용 공정성이 비영리조직에도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조직 공정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시되는 대상이 변화하였는데 분

배 공정성에서 시작하여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으로 그 연구

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렇듯 조직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세

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직연구에 있어 공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나타낸다(최

문형·이홍재, 2013).

2. 조직 공정성의 유형

조직공정성은 크게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 공정성

(Procedural justice),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나눌 수

있다(Robbins & Judge, 2012).

1) 분배 공정성

조직 공정성의 초기 연구 분야였던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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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그들이 조직을 위해 제공한 노

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을 의미한다

(Homans, 1961). Rutte & Messick(1995)은 조직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임금, 성과급, 승진 등에 대한 분배 결과물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분배 공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정성 개념의 확립 및 임금

분배와 보상 차원의 공정성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불공정성

지각으로 인한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분배적

결과에 주로 집중되었던 관심이 불공정 문제의 해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내의 분배과정, 즉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김견숙, 2021).

2) 절차 공정성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성과의 보상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가 얼마나 정당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인지정도를 뜻한다(Folger &

Konovsky, 1989). 즉, 보상의 결과보다는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

한가에 대한 개념이다(허찬영·박정도, 2012). 분배 공정성과 함께 절차

공정성은 조직의 결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것으

로 구조적 공정성(structural justice)이라고 일컬어진다(Krings &

Facchin, 2009).

3)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정책이나 절차의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 즉 설정된 절차가 실제로 시행될

때 부하가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가에 대한 인지정도를 의미한

다(Greenberg & Lind, 2000). 상호작용 공정성은 Bics & Moag(1986)이

분배가 결정되고 절차가 시행될 때 조직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의 질에 따라서도 공정성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데에서 출발

한다(김호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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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상호작용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과 구별되는 개념인지에 관해

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양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으

므로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최승호, 2006; 최대정·박동

건, 2006; 김호균, 2007에서 재인용). 아울러 대다수의 연구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Ambrose & Schminke,

2003; Liao & Rupp, 2005; 손승연 외, 2013). 더 나아가 공정성 연구의

지배적인 두 축인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얼굴 없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분배 공정성 및 절차 공정성과는 달리

상사라는 실체에 관한 평가에서 기인하는 상호작용 공정성의 차별성과

중요성은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주목받고 있다(김견숙, 2021).

조직 공정성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속된 기업이나 기관

에 근무하면서 언제나 느끼고 있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개념이다. 그

러나 위에서 살펴본 분배·절차·상호작용 공정성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

각하는 직장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은 고착화될 수 있

다. 앞에서 살펴본 윤리 문제와 함께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익명으로 의

견을 표출할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공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직의

불공정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블라인드에 대해 조직 공정성

인식의 세부 유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직 공정성의 선행연구

조직 공정성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기본으

로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정보공정성 등

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019, 이영철).

문형규 등(2009)은 조직 공정성의 선행연구들이 어떤 관점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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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영향을 규명하는지를 연구 형태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첫째, 분

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이 각각 태도 및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독립적

으로 주는가를 규명하는 조직 공정성 요인들의 주 효과 연구이다. 둘째,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규명에 주로 초점을 맞

춘 조직 공정성의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al Effect)

에 대한 연구이다(Bies, 2015; Fassina, Jones & Uggerslev, 2008; Pillai,

Schriesheim & Williams, 1999). 셋째, 조직 공정성의 조절 및 매개효과

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

형의 조직 공정성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불공정하다고 구성원이 인식할 경우 결과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밝히는 불공정성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김현성, 박세영, 2012; 손태원, 공도훈, 여경태, 2014). 구체적인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공정성의 주 효과

Moorman(1991)은 두 회사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조직 공정성이 직

무만족 및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분배, 절

차, 상호작용 공정성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조직 구성

원이 조직으로부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고 공정하게 대우

받는다고 인식하면 그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나아가 조

직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귀희(2007)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230명을 대상으로 조직 공정성

과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를 통해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조직 시민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직 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공정성을 통해 조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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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나 조직 몰입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조직 내 조직 시민행동을 증가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윤병섭·이영안·이홍재(2010)는 경찰공무원 211명을 대상으로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분배, 절차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급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성과급의 분배

과정과 지급 절차의 공개함으로써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신황용·이희선(2013)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68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통해 조직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고, 또한, 상호작용 공정성이 분배 공정

성 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이는 조직몰입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인사 및 성과 보상제도에 있어

공정한 분배와 절차도 중요하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의견 존중 및 배려를

통한 상호작용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최낙범·엄석진(2013)은 경찰공무원 303명을 대상으로 조직 공정성 인

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인

식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조직몰입에 대해

분배 및 절차 공정성 보다는 인간관계 측면의 상호작용 공정성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조직 공정성 확

보를 위해서 공정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 소통

등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2) 조직 공정성의 조절 및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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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영·이지은·이수영(2015)은 지방공무원 1,407명을 대상으로 조직 공

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의 계층이 조

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인식은 조직몰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분배 및 절차 공정성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

에서 소속 자치단체의 계층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였다. 이는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은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이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배규환(2016)은 공공기관 구성원 450명을 대상으로 조직 공정성과 적

응수행과의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은 적응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냉소주의는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을 부정적

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반 조직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조직에 대한 조직 공정

성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조직 공정성 인식의 독립변인 또는 매개·조절변인으로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조직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종속 변인

으로서 조직 공정성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이는 조직 공정성의 개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절

앞부분에서 조직 공정성은 개인이 타인과 비교해 조직에서 공정하게 대

우를 받는 상태이자 조직 내 여러 의사결정의 결과, 기준, 절차, 처리 등

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조직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그 조직 내의 문제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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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문제 이외에 블라인드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직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 공정성 인식의 하위 요소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 세 가지 개념을 설정하였다. 즉, 종속

변인으로서 조직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조절변인에 따른 영

향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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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조직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조직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블라인드 이용(여부 및 빈도)과 이용 동기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인 구

성원의 윤리의식은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설

정하였다. 통제변수인 구성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 부서로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를 위해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로 밝히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여부 및 빈도)과

이용 동기가 종속변수인 공공기관의 조직 공정성 인식(분배, 절차, 상호

작용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둘째,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청렴, 직무, 사회 윤리의식)에 따라 블라인드 이용(여

부 및 빈도)과 이용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된 기본 본

성인 윤리의식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특성을 통제변수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블라인드가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종합해 정리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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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구성원의 윤리의식
� � -�청렴 윤리의식

� � -�직무 윤리의식

� � -�사회 윤리의식

독립변수 종속변수

▸블라인드 이용
� � -�이용 여부

� � -�이용 빈도

▸블라인드 이용 동기
� � -�여가 추구

� � -�정보 추구

� � -�이데올로기 추구

� � -�인지된 보안성

▸조직 공정성 인식
� � -�분배 공정성

� � -�절차 공정성

� � -�상호작용 공정성

통제변수

▸구성원 특성
� � -�성별,�연령

� � � �학력,�직위

� � � �근무기간,�근무부서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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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블라인드 이용은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블라인드를 이용할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블라인드를 이용할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블라인드를 이용할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분배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가설 1-5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절차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가설 1-6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상호작용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앞 절에서 제시한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

수, 통제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5가지 연구문

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제시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이용 여부와 빈도에 대한

데이터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소셜미디어 이용(여부 및 빈도)

에 대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고 그에 따른 영향 관계도 다

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이용(여부 및 빈도)과 조직 공

정성 인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

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로 블라인드 이용(여부 및 빈도)이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1]과 연구가설을

<표 3-1>과 같이 제시한다.

<표 3-1> 연구문제 1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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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이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동기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관련해서는 소셜미디어 태동과 함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블라인드에 대한

이용 동기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전무하다. 그렇지만 폐쇄형 소셜미디어

인 블라인드도 익명성을 제외하고는 기존 소셜미디어와 큰 차이를 발견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이용 동기를 찾아내려고 한다.

먼저 선행연구인 이정권・최영(2015)이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를

비교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로 밝혀낸 6가지 동기 요인인 정체성 표

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재미 추구, 오락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중 블라인드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가(오락) 추구 요인, 정보 추구 요인,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을 뽑아내었고, 이와 함께 임병하・강동원(2014)의
연구와 소택화・고준(2015)의 연구에서 밝혀낸 인지된 보안성, 프라이버

시 관련 여러 요인 중 블라인드의 익명성의 개념을 반영해 주는 인지된

보안성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통해 블라인드 이용 동기를 알아내고자

[연구문제 2]을 <표 3-2>과 같이 제시한다.

<표 3-2> 연구문제 2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에 따른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영향 또한 연구에 따라 여러 가지 결

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영향 연구에서

그 결과로 조직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적합한 요

소인 여가 추구 요인, 정보 추구 요인,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 인지된 보안

성 요인 등 4가지를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이용 동기 요인에

따라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연구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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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3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4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5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6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7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8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9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0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1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2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표 3-3>과 같이 제시한다.

<표 3-3> 연구문제 3과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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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따라 블라인드 이용 빈도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4-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3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5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6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지금까지 윤리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

어 왔다. 특히, 윤리의식은 조직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절변인으로써 윤리의식, 그리고 기

존 매체 또는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기윤(1996), 서순복(2001), 김호

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수정하여 재정리한 김정희(2013)

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이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 4], [연구문제 5]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표 3-4>,

<표 3-5>과 같이 제시한다.

<표 3-4> 연구문제 4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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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5]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따라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설 5-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4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5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6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7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7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8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4-9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표 3-5> 연구문제 5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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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8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9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0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3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5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6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7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8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19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0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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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21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2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3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5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6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7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8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29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0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1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2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3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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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34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5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36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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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조직 공정성 인식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분배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이 임금, 승진 등 보상의 결과물에 대해 느

끼는 공정성으로 정의하며 이 연구에서는 Price & Muller(1986)가 개발

한 설문항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 노력과 투자, 업무성과, 책임수준, 경력 및 경험의 정도, 업무

스트레스 요인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배 공정성을 판단하였다.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공식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개

인적 지각(Masterson et al., 2000)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Leventhal et al.(1980)이 제시한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일관성, 편파억제, 연고관계 지양, 외부압력 극복, 이의제기 절차 등 5가

지 항목을 선정하여 절차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내 의사결정 절차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사

들로부터 구성원이 받는 대인적 처우로 정의하며 Moorman(1991)이 제

시한 6개의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상사의 부하 배려, 상

사의 개인적 편견 배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부하에 대한 친절하고 호

의적인 배려, 부하 권리에 대한 관심, 부하에 대한 진실한 태도 등 6가지

항목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을 측정하였다. 변수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자인 이연숙(2013), 고대유·강제상·김광구(2015),

배규환(2016), 유현조(2020) 등이 재구성하여 논문에 활용한 설문항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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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변수 측정항목

블라인드
이용

이용여부 / 이용계기 / 가입여부
구체적 활동(글 / 댓글 / 좋아요)

빈도 접속횟수 / 이용시간 / 이용시간대

변수 세부변수 측정항목

조직 공정성
인식

분배 공정성
업무성과 / 노력과 투자
책임수준 / 업무스트레스 요인
경력 및 경험의 정도 / 교육수준

절차 공정성
일관성 / 충분한 정보 수집
차별 및 연고관계 지양
외부압력 배제 / 이의제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의견 존중 / 개인적 편견 배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 친절과 호의
권리 존중 / 진실한 태도

참고하였다.

<표 3-6> 조직 공정성 인식 측정항목

2) 독립변수

(1) 블라인드 이용

블라인드 이용(여부 및 빈도)과 관련된 설문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NIA)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 중 인터넷

소통 파트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5,000

가구 및 가구 내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 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3-7> 블라인드 이용 및 빈도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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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여가 추구

습관적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

시간 때우기에 딱이라

정보 추구

일상 생활에 유용한 정보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대리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이데올로기
추구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비슷한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관심사에 대한 공유와 참여는 나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에

(2) 블라인드 이용 동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2013년 12월에 첫 서비스가 시작되

었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소셜미

디어 서비스이다. 많은 관심과 달리 블라인드와 관련된 다양하고 체계적

인 선행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연구

자료와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8> 블라인드 이용 동기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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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보안성

자기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서

공유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공유하는 정보의 기밀이 보장되어서

따라서 블라인드 이용 동기 설문항목은 선행연구 중 하나인 이정권・
최영(2015)이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를 비교하여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연구해 밝혀낸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재미,

오락, 이데올로기 추구 등 6가지 요인 중 블라인드 특성에 맞는 여가 추

구 요인, 정보 추구 요인,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을 뽑아내어 기본 측정항

목으로 하고, 이와 함께 블라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익명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임병하・강동원(2014)와 소택화・고준(2015)이 제

시한 인지된 보안성 요인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또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이용과 이용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의

윤리의식(청렴, 직무, 사회 윤리의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되고 내재된 특성인 윤리의식은 쉽게 변

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조절 변수화하여 연구함으로써 윤리의식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1) 구성원의 윤리의식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공기관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신기윤(1996),

서순복(2001), 김호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수정하여 재정

리한 김정희(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

회 윤리의식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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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변수 측정항목

구성원의
윤리의식

청렴
윤리의식

청렴의식의 수준 정도

품위 저하와 부패 행위 정도

편의제공 대가로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 받는 정도

민원인 유혹거절 정도

직무
윤리의식

담당업무 처리 시 법규와 명령의 준수정도

업무처리 시 최선의 방법모색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업무처리 정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직무의식

사회
윤리의식

업무처리시 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 정도

민원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처리해 주는 정도

대 국민 봉사자 역할수행의 형평성 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렴 윤리의식 측면에서는 청렴의식과 공무집행

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보답, 직무 윤리의식 측면에서는 법규에 따른 업

무처리, 효율적인 업무처리, 적극적인 직무의식, 사회 윤리의식 측면에서

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대국

민 봉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업무처리 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표 3-9> 구성원의 윤리의식 측정항목



- 61 -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

부서를 통제 변수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구성원 특성

이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 특성 중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각각 1과 0

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조사하였고 연속

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석사), 대학원 졸업(박사) 등 4단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직위

항목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구분인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부장, 처장, 실・단・본부장, 임원 등 10단계로 나눠 더미변수로 측정하

였다. 근무기간은 응답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을 몇 년 몇 개월로 직접

기입하게 하여 조사한 후 전체 개월 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근무부서는 본사를 1, 소속기구(현장 포함)를 0로 하여 더미변수로 처리

하였다.



- 62 -

2. 자료수집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먼저 연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뽑기 위해 연구

목적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설문지 내에서도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

에 체크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직 공정성 인식, 블라인드 이용 여부과 빈도, 이용 동기,

구성원의 윤리의식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배공정성은

Price & Muller(1986)의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6개의 문항, 절차공정성은

Leventhal et al.(1980)이 개발한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5개의 문항, 상호

작용공정성은 Moorman(1991)의 설문항목을 수정하여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 구성을 위해 이연숙(2013), 고대유·강제상·김광구

(2015), 배규환(2016), 유현조(2020) 등 연구의 설문도 참조하였다.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NIA)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자료 중

인터넷 소통 파트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용 동기 설문 문항

은 이정권・최영(2015)이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정

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재미 추구, 오락 추구, 이데올로

기 추구 등 6가지 요인 중 블라인드 특성에 맞는 여가(오락)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요인을 선택해 14개 문항을 기본 측정항목으로

하고, 이와 함께 블라인드의 익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임병

하・강동원(2014)과 소택화・고준(2015)의 연구에서 가져온 인지된 보안

성 요인인 3개 문항을 수정하여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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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변수 구성요소 문항수 출처

종속
변수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6 Price & Muller(1986) 외

절차공정성 5 Leventhal et al.(1980) 외

상호작용공정성 6 Moorman(1991) 외

독립
변수

블라인드

이용 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빈도 3

블라인드
이용동기

여가 추구 5

이정권・최영(2015)
임병하・강동원(2015)
소택화・고준(2015)

정보 추구 5

이데올로기 추구 4

인지된 보안성 3

조절
변수

구성원의
윤리의식

청렴윤리의식 4

신기윤(1996), 서순복(2001)
김호정(2005), 김정희(2013)

직무윤리의식 4

사회윤리의식 3

통제
변수

구성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부서

6 -

총합 63

<표 3-10>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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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청렴 윤

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항목은 신기윤(1996), 서순복(2001), 김호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수정하여 재정리한 김정희(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

였다.

끝으로 통제변수인 구성원 특성 문항은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

기간, 근무부서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연구 내용과 부합하도록 소셜미디어

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즉,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구글(Google)의 설문조사 도구인 구

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URL을 만들고 블라인드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

관 구성원에게 이메일링과 카카오톡, 밴드 등 다양한 SNS에 무작위로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일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27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 결측

치 등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74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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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1. 표본설계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21년 5월 현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표본인 구성원 들이 소속된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전력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 있으며, 한

국수자원공사, IBK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환경공단 등 총 31개 기관이 대상이었으며 소속 구성원 27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에는 SAS 9.4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p<.05, **p<.01, ***p<.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조절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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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제 1 절 표본의 특성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21년 5월 현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를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렇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인 응답자(N=274)에 대한 기본

적인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성별의 경우 여성이 79명(28.83%)이고 남성이 다수

인 195명(71.17%)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 역시 남성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12명(4.38%), 30대는 85명

(31.02%), 40대는 132명(48.18%), 50대는 45명(16.42%)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부분 공공기관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명(2.19%), 대학교 졸업이

177명(64.60%), 대학원 졸업(석사)이 84명(30.66%), 대학원 졸업(박사)이

7명(2.55%)으로 확인 됐다.

넷째, 직위에 대한 분표를 살펴보면 사원과 실・단　본부장, 임원은
설문 참여자가 없었고, 주임은 5명(1.82%), 대리는 54명(19.71%), 과장은

33명(12.04%), 차장은 121명(44.16%), 팀장은 15명(5.47%), 부장 32명

(11.68%), 처장은 14명(5.11%)으로 나타났다. 사원의 설문이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위 체계가 주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며, 실　

단　본부장 또는 임원의 경우는 공공기관 내 극소수이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설문 응답자 중 차장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유는

공공기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직위가 차장이고 그 인원도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차장 직위는 공공기관의 상급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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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분류

성별
여성 79 28.83

남성 195 71.17

연령

20대 12 4.38

30대 85 31.02

40대 132 48,18

50대 45 16.4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6 2.19

대학교 졸업 177 64.60

대학원 졸업(석사) 84 30.66

대학원 졸업(박사) 7 2.55

직위

사원 0 0

주임 5 1.82

대리 54 19.71

과장 33 12.04

차장 121 44.16

팀장 15 5.47

부장 32 11.68

처장 14 5.11

실・단・본부장 0 0

임원 0 0

근무기간

5년 이하 29 10.58

5년 초과 10년 이하 39 14.23

10년 초과 15년 이하 65 23.72

15년 초과 20년 이하 73 26.64

20년 초과 25년 이하 35 12.77

25년 초과 30년 이하 16 5.84

30년 초과 17 6.20

근무부서
본사 194 70.80

소속기관(현장 포함) 80 29.20

반적으로 팀장 또는 부장 이상을 상급 직위로 간주한다.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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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5년 이하가 29명(10.58%), 5년 초과 10

년 이하가 39명(14.23%),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65명(23.72%), 15년 초

과 20년 이하가 73명(26.64%), 20년 초과 25년 이하가 35명(12.77%), 25

년 초과 30년 이하가 16명(5.84%), 30년 초과가 17명(6.20%)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집단과 비슷하게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또는 퇴직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15년 이상 근무자가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0년 초과 근무자도 6%가 넘게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의 근무부서에 대해 살펴보면 본사가 194명(70.80%), 소

속기관이 80명(29.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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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인의 요인 분석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 중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 연구 뿐 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나

타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용 동기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용 동기인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

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 요인을 뽑아내고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 중 청렴 윤리의식, 직

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며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은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기준으

로 한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한 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고유한 요

인의 성질을 저해하는 요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요인의 개수를 설정하

였다.

1. 조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요인 분석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 구성원 인식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구분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3가지 하위 공정성 요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이 임금, 승진 등 보상의

결과물에 대해 느끼는 분배 공정성은 Price & Muller(1986)가 개발한 설

문항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였고,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공식

적 절차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절차 공정성은 Leventhal et al.(1980)이

제시한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였고, 조직 내 의사결정 절차가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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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통성
조직 공정성 인식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분배1 0.763 0.81 0.33

분배2 0.853 0.86 0.34

분배3 0.867 0.86 0.37

분배4 0.817 0.82 0.39

분배5 0.826 0.82 0.40

분배6 0.737 0.79 0.35

상호작용1 0.731 0.37 0.77

상호작용2 0.790 0.34 0.82

상호작용3 0.640 0.31 0.74

상호작용4 0.826 0.33 0.84

상호작용5 0.778 0.39 0.79

상호작용6 0.780 0.35 0.81

Eigen-Value 4.81 4.60

분산비율 0.40 0.38

누적분산비 0.40 0.78

과정에서 상사들로부터 구성원이 받는 대인적 처우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Moorman(1991)이 제시한 설문항목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 연구자인 이연숙(2013), 고대유·강제상·김광구(2015), 배규환

(2016), 유현조(2020) 등이 재구성하여 논문에 활용한 설문항목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배 공정성(6문항), 절차 공정성(5문항), 상호작용 공정성(6

문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표 4-2> 조직 공정성 인식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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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먼

저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 요인 추출을 위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삭제하고 위

<표 4-2>와 같이 요인을 추출하였다. 삭제한 문항은 절차 공정성 5개

문항 전체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의 일관성, 필요

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연령·성별·학연 등과 무관, 외부 압력의 무 영향,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이다.

따라서 조직 공정성 인식은 설문조사에 진행한대로 분배 공정성(6문

항), 상호작용 공정성(6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분석

을 진행한다.

2. 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요인 분석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공기관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신기윤(1996),

서순복(2001), 김호정(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수정하여 재정

리한 김정희(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렴 윤리의식(4문항), 직무 윤리

의식(4문항), 사회 윤리의식(3문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직

무 윤리의식과 사회 윤리의식의 문항 중 한 문항씩이 요인 추출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문항은 삭제하였다. 삭제한 문항은

직무 윤리의식 중 ‘우리 조직 구성원은 담당업무를 처리할 때 법규와 명

령을 준수한다’와 사회 윤리의식 중 ‘우리 조직 구성원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표 4-3>와 같이 청렴 윤리의식(4문항),

직무 윤리의식(3문항), 사회 윤리의식(2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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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통성
구성원의 윤리의식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

청렴1 0.692 0.68 0.40 0.27

청렴2 0.758 0.74 0.38 0.24

청렴3 0.622 0.70 0.22 0.29

청렴4 0.607 0.62 0.30 0.36

직무2 0.699 0.29 0.70 0.35

직무3 0.680 0.29 0.74 0.23

직무4 0.571 0.40 0.59 0.27

사회2 0.665 0.40 0.34 0.63

사회3 0.742 0.38 0.43 0.65

Eigen-Value 2.51 2.12 1.41

분산비율 0.28 0.24 0.16

누적분산비 0.28 0.52 0.67

<표 4-3> 구성원의 윤리의식 요인 분석 결과

3.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이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이정권・최영
(2015)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에서 밝혀낸 6가지 요인 중 블라인

드 특성에 맞는 여가(오락) 요인(5문항), 정보 추구 요인(5문항), 이데올

로기 추구 요인(4문항)과 블라인드의 특성인 익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임병하・강동원(2014)와 소택화・고준(2015)이 제시한 인지된

보안성 요인(3문항)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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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통성
블라인드 이용 동기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

여가1 0.418 0.56 0.28 0.12 0.11

여가2 0.722 0.80 0.21 0.18 0.09

여가3 0.623 0.70 0.19 0.22 0.21

여가4 0.712 0.77 0.16 0.26 0.14

여가5 0.641 0.76 0.11 0.11 0.22

정보1 0.516 0.34 0.55 0.31 0.07

정보2 0.525 0.16 0.68 0.18 0.06

정보3 0.451 0.16 0.63 0.13 0.13

정보4 0.480 0.21 0.53 0.29 0.27

이데올로기1 0.829 0.36 0.25 0.77 0.19

이데올로기2 0.806 0.31 0.26 0.76 0.25

이데올로기3 0.756 0.19 0.22 0.78 0.24

이데올로기4 0.545 0.09 0.27 0.59 0.34

보안1 0.746 0.21 0.13 0.26 0.79

보안2 0.918 0.20 0.14 0.25 0.89

보안3 0.900 0.19 0.15 0.21 0.90

Eigen-Value 3.22 1.94 2.71 2.71

분산비율 0.20 0.12 0.17 0.17

누적분산비 0.20 0.32 0.49 0.66

<표 4-4> 블라인드 이용 동기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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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4개 요인과 동일하게 추출되었

다. 그러나 정보 추구 요인 중 ‘다른 사람들의 대리 경험을 얻을 수 있

어’라는 문항만 요인 추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삭제했다.

따라서 제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2]의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이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동기는 <표 4-4>와 같이 여가 추구 동기(5문항),

정보 추구 동기(4문항),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4문항), 익명성을 나타내

는 인지된 보안성 동기(3문항)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4가지 요

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가설 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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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에 대해 설문 응답자

로부터 일관성 있고 정확한 답변을 수집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신뢰도는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측정 결과 값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길곤, 2019).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변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추

출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최초 설문지와는

달리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분석 문항을 대상으로 했다.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 5개 문항, 상호작용 공정

성 5개 문항으로 측정했고 절차 공정성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독립변수

중 하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여가 추구 5개 문항, 정보 추구 4개 문

항, 이데올로기 추구 4개 문항, 인지된 보안성 3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청렴 윤리의식 4개 문항, 직무 윤리의

식 3개 문항, 사회 윤리의식 2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내적 일관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군

별로 Crom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0.7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

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0.7 이상을 기준으로 신

뢰도를 평가하였다.

아래 <표 4-5>에서와 같이 각 변인들의 신뢰계수(α)를 통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 중 분배 공정성은

0.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호작용 공정성도 0.950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 네 가지 모두 기준 이상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 추구 동기가 0.886, 정보 추구 동기가

0.784,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가 0.907, 인지된 보안성 동기가 0.947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 중 청렴 윤리의식, 직

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 신뢰계수 모두 0.8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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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변수 구성요소
측정

문항수
분석

문항수
Cronbach’s α

종속
변수

조직
공정성
인식

분배 공정성 6 6 0.963

절차 공정성 5 0 -

상호작용 공정성 6 6 0.950

독립
변수

블라인드
이용 동기

여가 추구 5 5 0.886

정보 추구 5 4 0.784

이데올로기 추구 4 4 0.907

인지된 보안성 3 3 0.947

조절
변수

구성원의
윤리의식

청렴 윤리의식 4 4 0.890

직무 윤리의식 4 3 0.851

사회 윤리의식 3 2 0.858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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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구성요소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조직
공정성
인식

분배 공정성 1.00 5.00 3.26 0.99

상호작용 공정성 1.20 5.00 3.74 0.87

제 4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를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문항으

로 정리 후 그에 따른 기초통계량을 정리하였다.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

1) 조직 공정성 인식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은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

정성 각 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배 공정성의 최솟값은 1.0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3.26이고

표준편차는 0.99이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최솟값은 1.2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3.74이고 표준편차는 0.87이다.

두 가지 공정성 모두에서 보통 수준(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 조직 공정성 인식 기초 통계량

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

1) 블라인드 이용 동기

이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여가 추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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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구성요소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블라인드
이용 동기

여가 추구 1.00 5.00 2.46 1.08

정보 추구 1.00 5.00 2.67 1.02

이데올로기 추구 1.00 5.00 2.22 1.03

인지된 보안성 1.00 5.00 3.12 1.33

문항, 정보 추구 4개 문항, 이데올로기 추구 4개 문항, 인지된 보안성 3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가 추구 동기의 최솟값은 1.0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2.46

이고 표준편차는 1.08이다. 정보 추구 동기의 최솟값은 1.00이고 최댓값

은 5.00이다. 평균은 2.67이고 표준편차는 1.02이다. 이데올로기 추구 동

기의 최솟값은 1.0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2.22이고 표준편차는

1.03이다. 인지된 보안성 동기의 최솟값은 1.0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3.12이고 표준편차는 1.33이다.

기초통계량 분석에 따라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의 평균은 보통의 응답 값(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으며 특히 이데

올로기 추구 동기는 2점에 가까이 나왔다. 반면에 익명성을 대변하는 인

지된 보안성 동기는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왔다.

<표 4-7> 블라인드 이용 동기 기초 통계량

2) 블라인드 이용 빈도

이 연구의 독립변수 중 또 다른 하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는 블라인

드에 1주일 평균 접속하는 횟수를 4단계(주 1회 미만, 주 1회 ～ 5회 미

만, 주 5회 ～ 10회 미만, 주 10회 이상)로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접속 횟수의 최솟값은 1.00(주 1회 미만)이고 최댓값은 4.00(주 10회

이상)이다. 평균은 1.72이고 표준편차는 0.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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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구성요소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블라인드
이용 빈도

접속 횟수 1.00 4.00 1.72 0.81

측정변수 구성요소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구성원의
윤리의식

청렴 윤리의식 1.75 5.00 4.30 0.69

직무 윤리의식 1.67 5.00 4.19 0.70

사회 윤리의식 1.00 5.00 4.29 0.76

접속 횟수의 평균이 최솟값에 가까운 값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공공기

관 구성원의 블라인드 이용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여겨진다.

<표 4-8> 블라인드 이용 빈도 기초 통계량

3. 조절변수의 기초통계

1) 구성원의 윤리의식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공공기관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청렴 윤리의식

4개 문항, 직무 윤리의식 3개 문항, 사회 윤리의식 2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청렴 윤리의식의 최솟값은 1.75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4.30이

고 표준편차는 0.69이다. 직무 윤리의식의 최솟값은 1.67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4.19이고 표준편차는 0.70이다. 사회 윤리의식의 최솟값

은 1.00이고 최댓값은 5.00이다. 평균은 4.29이고 표준편차는 0.76이다.

<표 4-9> 구성원의 윤리의식 기초 통계량

세 가지 윤리의식 모두에서 보통수준(3점) 보다 높은 평균 4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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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높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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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배

공정성

상호
작용

공정성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
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

청렴
윤리
의식

직무
윤리
의식

사회
윤리
의식

분배
공정성 1

상호
작용

공정성
.067 1

여가
추구 -.015 .024 1

정보
추구 .070 .184** .094 1

이데
올로기
추구

-.094 -.125 .022 .021 1

인지된
보안성 .132 .013 .053 .124 .036 1

청렴
윤리
의식

.285*** .416*** .053 .038 -.033 .010 1

직무
윤리
의식

.428*** .340*** -.002 .097 -.213** .137 .189** 1

사회
윤리
의식

.201*** .342*** -.104 .044 -.137 .045 .228*** .2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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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표 4-10>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을

하는 이유는 변수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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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회귀분석

에서 가정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한 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회귀계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낮추는 것은 물론

모형특정화(model specification)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고길

곤, 2019).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 추정치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요인점수를 통해 회귀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요인점수를 통해 분석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위 <표 4-10>와 같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간의 관계와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 네 가지 요소 간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조절변수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과 독립변수인 블라

인드 이용 동기 네 가지 요소(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와의 관계에서는 정보 추구 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과의

관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아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

었다.

종속변수인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절변수인 청렴 윤리의

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서도 약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 네 가지 요소(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와 조절변수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

리의식, 사회 윤리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직무 윤리의식과 이데올로기 추

구 동기와의 관계만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또한 아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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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 또한 대부분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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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
여부

N
요인점수

t
유의
확률평균 표준편차

조직
공정성
인식

분배
공정성

× 52 .165 .855
1.34 .181

○ 209 -.029 .952

상호작용
공정성

× 52 -.083 .783
-.7 .488

○ 209 .018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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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절 가설 검증

이 연구의 제3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5가지 연구문제와 그

에 따른 총 63개 가설을 다음 분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2]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의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이

장의 제2절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여가 추구 동기, 정보 추구 동기, 이데

올로기 추구 동기, 인지된 보안성 동기 등 네 가지 요인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을 분

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두 가지로만 분석한다.

1. 블라인드 이용 여부와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 검증

1) 블라인드 이용 여부의 영향

블라인드 이용 여부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t-test 검증을 통해 분석하고 아래 <표 4-11>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11> 블라인드 이용 여부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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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공정성 인식 중 분배 공정성의 경우 블라인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인점수 평균이 .165, 표준편차가 .855로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요인점수의 평균이 -.029, 표준편차가 .9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경우에도 블라인드를 이용

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인점수 평균이 -.083, 표준편차가 .783로 블라인드

를 이용하는 사람의 요인점수의 평균이 .018, 표준편차가 .968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블라인드 이용 여부는 조직 공

정성 인식의 세부 요소인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는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문제 1]의 [가설 1-1], [가설 1-3]

은 모두 기각되었다.

2.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이용 동기와 종속변수인 분배 공

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함께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여가 추구 동기, 정보 추구 동

기,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인지된 보안성 동기 등 네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의 두 가지 요소인 분배 공정성과 상

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블라인드 이용 빈도의 영향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배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

4-13>과 같이 상호작용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유의미한 모형인 <표 4-13>에서

도 블라인드 이용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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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1.176 .397 -2.96 .003

독립
변수

빈도 .124 .091 1.37 .173 1.667

여가 추구 -.024 .077 -.31 .756 .086

정보 추구 .058 .088 .66 .507 .394

인지된 보안성 -.097 .072 -1.35 .179 1.625

이데올로기 추구 .144 .076 1.88 .062 3.154

통제
변수

성별 .227 .167 1.36 .175 1.649

연령 .125 .075 1.67 .096 2.487

학력 .112 .134 .84 .405 .621

직위 -.014 .076 -.18 .858 .0286

근무부서 .059 .159 .37 .710 .124

R2=.079 F=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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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라인드 이용 빈도는 조직 공정성 인식

의 세부 요소인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의 [가설 1-4], [가설

1-6]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4-12>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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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Type
Ⅲ SSB 표준오차

상수 -.721 .387 -1.86 .064

독립
변수

빈도 -.017 .088 -.19 .852 .030

여가 추구 .013 .075 .17 .862 .026

정보 추구 .237** .085 2.78 .006 6.527

인지된 보안성 -.141* .070 -2.01 .046 3.408

이데올로기 추구 -.028 .074 -.38 .703 .123

통제
변수

성별 -.170 .162 -1.05 .296 .927

연령 .021 .073 .29 .776 .069

학력 ..019 .130 .15 .883 .018

직위 .096 .074 1.30 .196 1.420

근무부서 .281 .155 1.81 .072 2.769

R2=.119 F=2.50**(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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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3>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 모형

2) 블라인드 이용 동기의 영향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표 4-1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는 모형이므로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동기 네 가지 요소(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는 종속변수인 분배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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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가설 3-1], [가

설 3-4], [가설 3-7], [가설 3-10]은 모두 기각되었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4-13>을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설명

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square)는 11.9%, F=2.50(p<.01)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면 여가 추구 동기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그러나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높아지고,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

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가설

3-6]은 채택되었고 [가설 3-3]과 [가설 3-9]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기각,

[가설 3-12]는 반대로 영향을 미쳐서 기각되었다.

덧붙여 제3종 제곱합을 활용하여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정보 추구, 인지된 보안성, 근무부서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정보 추구와 인지된 보안성이 상호작용 공정성의 변동을 더 잘 설명

해 준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대한 조절효과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분배 고정성, 상호작

용 공정성)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

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에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이어 상호작용항까지 포함시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분배 공정성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조절효과

(1) 조절변수 포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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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487 .373 -1.31 .193

독립
변수

빈도 .108 .081 1.33 .184

여가 추구 -.032 .069 -.46 .650

정보 추구 .003 .079 .03 .973

인지된 보안성 -.008 .066 -.12 .906

이데올로기 추구 .091 .069 1.32 .189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172* .073 2.36 .020

직무 윤리의식 .452*** .082 5.51 <.0001

사회 윤리의식 .075 .087 .86 .390

통제
변수

성별 .120 .151 .80 .427

연령 .060 .068 .88 .382

학력 -.055 .124 -.45 .655

직위 -.003 .069 -.05 .964

근무부서 .104 .144 .72 .471

R2=.272 F=5.26***(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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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통제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분배 공정성)

와의 관계에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4-14>와

같이 결정계수(R-square)는 27.2%, F=5.26(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표 4-14>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포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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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

와 이용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절변

수 중 청렴 윤리의식(p<.05)과 직무 윤리의식(p<.001)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상호작용항 포함 모형

앞 내용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

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번 내용에서

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독립

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이용 동기가 종속변수인 분배 공정성에 미

치는 영향에 조절변수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 <표 4-15>에서

<표 4-19>까지 다섯 가지 모형이다.

첫 번째 모형인 <표 4-15>는 블라인드 이용 빈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결정계수(R-square)는 28.0%, F=4.39(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

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4]의 [가설

4-1], [가설 4-4], [가설 4-7]은 모두 기각되었다.

두 번째 모형인 <표 4-16>에서 다섯 번째 모형인 <표 4-19>까지는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인지된 보

안성,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가 추구 동기에 대

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16>은 결정계수(R-square)는

27.3%, F=4.2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보 추구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17>은 결정계수

(R-square)는 28.1%, F=4.40(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인지된 보안성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18>은 결정계수(R-square)는 27.7%, F=4.30(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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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462 .375 -1.23 .220

독립
변수

빈도 .106 .084 1.25 .212

여가 추구 -.040 .070 -.58 .566

정보 추구 .017 .080 .21 .835

인지된 보안성 -.004 .066 -.06 .853

이데올로기 추구 .093 .070 1.33 .185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049 .172 -.28 .777

직무 윤리의식 .542** .196 1.76 .006

사회 윤리의식 .038 .234 .16 .871

통제
변수

성별 .101 .152 .66 .507

연령 .054 .069 .79 .432

학력 -.062 .124 -.50 .619

직위 .000 .070 .00 .998

근무부서 .116 .146 .79 .428

상호
작용항

빈도*청렴 .139 .097 1.42 .156

빈도*직무 -.049 .104 -.47 .637

빈도*사회 .027 .127 .22 .829

R2=.280 F=4.39***(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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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빈도) 포함 모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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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464 .378 -1.23 .222

독립
변수

빈도 .101 .083 1.21 .226

여가 추구 -.027 .071 -.39 .699

정보 추구 .012 .081 .15 .881

인지된 보안성 -.005 .067 -.08 .940

이데올로기 추구 .093 .070 1.33 .186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176* .074 2.38 .019

직무 윤리의식 .453*** .083 5.48 <.0001

사회 윤리의식 .075 .088 .85 .398

통제
변수

성별 .123 .152 .81 .419

연령 .061 .069 .88 .383

학력 -.066 .127 -.52 .605

직위 .000 .071 .00 .997

근무부서 .096 .148 .65 .518

상호
작용항

여가*청렴 .013 .088 .15 .879

여가*직무 -.066 .105 -.62 .533

여가*사회 .015 .101 .15 .883

R2=.273 F=4.23***(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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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여가) 포함 모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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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495 .375 -1.32 .189

독립
변수

빈도 .118 .082 1.43 .153

여가 추구 -.027 .070 -.38 .702

정보 추구 -.002 .080 -.02 .982

인지된 보안성 -.007 .067 -.10 .917

이데올로기 추구 .094 .070 1.35 .180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195** .075 2.60 .010

직무 윤리의식 .447*** .082 5.42 <.0001

사회 윤리의식 .069 .088 .79 .433

통제
변수

성별 .120 .153 .79 .431

연령 .057 .069 .83 .405

학력 -.061 .124 -.49 .627

직위 -.004 .070 -.06 .956

근무부서 .127 .146 .87 .386

상호
작용항

정보*청렴 .146 .099 1.48 .142

정보*직무 .011 .107 .10 .921

정보*사회 -.055 .125 -.44 .660

R2=.281 F=4.40***(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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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정보) 포함 모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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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528 .378 -1.40 .164

독립
변수

빈도 .109 .082 1.33 .185

여가 추구 -.034 .070 -.43 .630

정보 추구 .010 .080 .12 .906

인지된 보안성 -.011 .069 -.17 .869

이데올로기 추구 .100 .070 1.43 .156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163* .074 2.20 .029

직무 윤리의식 .485*** .090 5.42 <.0001

사회 윤리의식 .060 .092 .66 .513

통제
변수

성별 .128 .153 .84 .404

연령 .059 .069 .86 .390

학력 -.056 .125 -.45 .656

직위 .003 .071 .04 .971

근무부서 .107 .146 .73 .466

상호
작용항

보안*청렴 -.007 .076 -.10 .924

보안*직무 -.081 .080 -1.01 .313

보안*사회 .034 .104 .32 .747

R2=.277 F=4.30***(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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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8>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보안) 포함 모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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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분배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516 .374 -1.38 .169

독립
변수

빈도 .134 .082 1.63 .104

여가 추구 -.022 .070 -.31 .757

정보 추구 -.018 .080 -.22 .823

인지된 보안성 -.011 .067 -.16 .874

이데올로기 추구 .121 .074 1.65 .102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167* .073 2.28 .024

직무 윤리의식 .453*** .084 5.41 <.0001

사회 윤리의식 .082 .087 .94 .350

통제
변수

성별 .142 .152 .93 .352

연령 .061 .069 .89 .375

학력 -.065 .125 -.52 .602

직위 -.001 .069 -.02 .985

근무부서 .099 .145 .68 .497

상호
작용항

이데올로기*청렴 .099 .092 1.08 .282

이데올로기*직무 -.068 .089 -.76 .446

이데올로기*사회 -.142 .113 -1.27 .207

R2=.287 F=4.53***(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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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분배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이데올로기) 포함 모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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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표 4-19>는 또한 결정계수(R-square)는 28.7%,

F=4.53(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Ⅱ, Ⅲ, Ⅳ, Ⅴ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블라인드 이용 동기인 여가 추

구 동기, 정보 추구 동기, 인지된 보안성,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에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5]의 [가설 5-1], [가설 5-4], [가설 5-7], [가설

5-10], [가설 5-13], [가설 5-16], [가설 5-19], [가설 5-22], [가설 5-25],

[가설 5-28], [가설 5-31], [가설 5-34]는 모두 기각되었다.

2)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윤리의식의 조절효과

(1) 조절변수 포함 모형

앞에서 살펴본 통제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상호작용 공

정성)와의 관계에 조절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4-20>과 같이 결정계수(R-square)는 38.3%, F=8.73(p<.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라인드 이용

동기 중 여가 추구 동기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조절변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인지된 보안성은

조절변수와 함께 분석을 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

왔다. 그러나 정보 추구 동기는 조절변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조절변수는 청렴 윤리의식(p<.001), 직무 윤리의식(p<.001), 사

회 윤리의식(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통제

변수 중 근무부서(p<.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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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36 .342 .10 .917

독립
변수

빈도 -.033 .075 -.45 .655

여가 추구 .011 .064 .17 .866

정보 추구 .175* .072 2.42 .017

인지된 보안성 -.049 .061 -.81 .418

이데올로기 추구 -.072 .063 -1.14 .256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328*** .067 4.90 <.0001

직무 윤리의식 .344*** .075 4.58 <.0001

사회 윤리의식 .226** .080 2.84 .005

통제
변수

성별 -.241 .138 -1.74 .083

연령 -.042 .063 -.67 .506

학력 -.102 .114 -.90 .369

직위 .072 .064 1.13 .260

근무부서 .293* .132 2.21 .028

R2=.383 F=8.73***(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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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0>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 포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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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항 포함 모형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석에서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

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이

용 동기가 종속변수인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인 청

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 <표 4-21>에서 <표 4-25>까지 다섯

가지 모형이다.

여섯 번째 모형인 <표 4-21>은 블라인드 이용 빈도에 대한 조절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결정계수(R-square)는 38.9%, F=7.15(p<.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

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4]의 [가

설 4-3], [가설 4-6], [가설 4-9]는 모두 기각되었다.

일곱 번째 모형인 <표 4-22>에서 열 번째 모형인 <표 4-25>까지는

블라인드 이용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여가 추구, 정보 추구, 인지된 보

안성,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순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가 추구 동기에 대

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22>는 결정계수(R-square)는

38.4%, F=7.01(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인지된 보안

성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24>는 결정계수

(R-square)는 38.3%, F=6.99(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25>는 결정계수(R-square)는 39.7%, F=7.40(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Ⅶ, Ⅸ, Ⅹ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블라인드 이용 동기인 여가 추구

동기, 인지된 보안성,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에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

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문제 5]의 [가설 5-3], [가설 5-9], [가설 5-12], [가설 5-15], [가설 5-21],

[가설 5-24], [가설 5-27], [가설 5-33], [가설 5-36]은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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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2 .344 .01 .995

독립
변수

빈도 -.015 .077 -.20 .844

여가 추구 .008 .064 .12 .902

정보 추구 .177* .073 2.41 .017

인지된 보안성 -.050 .060 -.82 .412

이데올로기 추구 -.068 .064 -1.06 .291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438** .158 2.77 .006

직무 윤리의식 .479** .180 2.66 .009

사회 윤리의식 .264 .215 1.23 .221

통제
변수

성별 -.225 .140 -1.61 .110

연령 -.038 .063 -.61 .544

학력 -.096 .114 -.84 .401

직위 .066 .064 1.03 .303

근무부서 .289* .134 2.16 .032

상호
작용항

여가*청렴 -.073 .089 -.82 .414

여가*직무 -.080 .096 -.83 .405

여가*사회 -.021 .012 -.18 .854

R2=.389 F=7.15***(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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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빈도) 포함 모형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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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51 .346 .15 .882

독립
변수

빈도 -.039 .076 -.51 .611

여가 추구 .016 .065 .24 .809

정보 추구 .181* .075 2.42 .016

인지된 보안성 -.048 .062 -.78 .434

이데올로기 추구 -.071 .064 -1.11 .267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330*** .068 4.87 <.0001

직무 윤리의식 .345*** .076 4.55 <.0001

사회 윤리의식 .225** .081 2.79 .006

통제
변수

성별 -.239 .140 -1.71 .089

연령 -.042 .063 -.66 .508

학력 -.109 .117 -.93 .353

직위 .076 .065 1.17 .244

근무부서 .283* .136 2.09 .038

상호
작용항

여가*청렴 -.002 .081 -.02 .981

여가*직무 -.053 .096 -.55 .582

여가*사회 .021 .092 .23 .820

R2=.384 F=7.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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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2>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여가) 포함 모형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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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06 .340 .02 .985

독립
변수

빈도 -.033 .074 -.45 .655

여가 추구 .000 .064 .01 .996

정보 추구 .173* .073 2.38 .018

인지된 보안성 -.033 .061 -.54 .587

이데올로기 추구 -.074 .063 -1.17 .243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304*** .068 4.48 <.0001

직무 윤리의식 .354*** .075 4.73 <.0001

사회 윤리의식 .215** .080 2.70 .008

통제
변수

성별 -.267 .138 -1.93 .055

연령 -.034 .062 -.55 .586

학력 -.087 .113 -.77 .443

직위 .073 .064 1.14 .256

근무부서 .243 .133 1.83 .069

상호
작용항

정보*청렴 -.109 .090 -1.21 .226

정보*직무 -.126 .097 -1.30 .195

정보*사회 .250* .113 2.20 .029

R2=.403 F=7.6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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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정보) 포함 모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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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29 .347 .08 .934

독립
변수

빈도 -.033 .075 -.44 .663

여가 추구 .010 .065 .16 .873

정보 추구 .173* .074 2.34 .020

인지된 보안성 -.047 .064 -.75 .456

이데올로기 추구 -.071 .065 -1.10 .272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328*** .068 4.82 <.0001

직무 윤리의식 .342*** .082 4.15 <.0001

사회 윤리의식 .229** .084 2.72 .007

통제
변수

성별 -.237 .141 -1.69 .093

연령 -.043 .063 -.68 .500

학력 -.102 .114 -.89 .376

직위 .074 .065 1.14 .257

근무부서 .291* .134 2.16 .032

상호
작용항

보안*청렴 -.015 .070 -.22 .829

보안*직무 .004 .073 .06 .954

보안*사회 -.010 .095 -.11 .913

R2=.383 F=6.99***(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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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4>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보안) 포함 모형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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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상호작용 공정성

구분
비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상수 .011 .342 .03 .974

독립
변수

빈도 -.040 .075 -.54 .592

여가 추구 .008 .064 .13 .894

정보 추구 .185* .073 2.53 .012

인지된 보안성 -.032 .061 -.53 .599

이데올로기 추구 -.094 .068 -1.39 .166

조절
변수

청렴 윤리의식 .314*** .067 4.68 <.0001

직무 윤리의식 .329*** .077 4.29 <.0001

사회 윤리의식 .233** .080 2.91 .004

통제
변수

성별 -.253 .139 -1.82 .070

연령 -.030 .063 -.48 .635

학력 -.092 .114 -.80 .422

직위 .069 .064 1.09 .279

근무부서 .265* .133 1.99 .048

상호
작용항

이데올로기*청렴 .048 .084 .57 .566

이데올로기*직무 -.136 .082 -1.66 .098

이데올로기*사회 .163 .103 1.58 .116

R2=.397 F=7.40***(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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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5> 블라인드 이용 빈도/동기와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이데올로기) 포함 모형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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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추구 동기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표 4-23>은 결

정계수(R-square)는 40.3%, F=7.61(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Ⅷ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청렴 윤리의식과 직무 윤리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사

회 윤리의식은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구성원의 사회 윤리의식의

차이는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 때와 상호작용 공정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추구 동기로 블라인

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경우 사회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상호

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5]의 [가설 5-6], [가설 5-18]은 기각되었고 [가설

5-30]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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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조직 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조직 공정성 인식은 요인 분석을 통해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블라인드 이

용(여부 및 빈도)과 이용 동기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

의식은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설정하였고 통

제변수로 구성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 부서

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블라인드 이용 여부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둘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동기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영향은

분배 공정성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 공

정성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여가 추구 동기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상호작용 공정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추구 동기

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에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

용 공정성은 높아지고,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낮아진다.

셋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분배 공정성의

경우 모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의 경우에도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블라인드의 정보 추구 동기와 사회 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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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모든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일하게 사회 윤리의식이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인된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4-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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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 1-1 블라인드를이용할수록분배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기각

가설 1-2 블라인드를이용할수록절차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

가설 1-3 블라인드를이용할수록상호작용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기각

가설 1-4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분배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기각

가설 1-5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절차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

가설 1-6 블라인드이용을많이할수록상호작용공정성인식이증가할것이다. 기각

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 3-1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2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3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여가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4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5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6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가설 3-7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8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

<표 4-26> 가설(1-1 ～ 1-6) 검증 결과

<표 4-27> 가설(3-1 ～ 3-12)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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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9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10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분배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 3-11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절차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

가설 3-12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상호
작용 공정성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감소)

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 4-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4-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4-3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4-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4-5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4-6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4-7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4-8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4-9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블라인드이용빈도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표 4-28> 가설(4-1 ～ 4-9)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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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 5-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3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여가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4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5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6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정보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7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8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9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이데올로기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0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1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12
청렴윤리의식이높을수록인지된보안성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3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15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여가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표 4-29> 가설(5-1 ～ 5-36)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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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6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7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18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정보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19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0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21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이데올로기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2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3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24
직무윤리의식이높을수록인지된보안성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5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6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여가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27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여가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8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29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정보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30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정보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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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31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32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33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이데올로기추구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34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분배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가설 5-35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절차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

가설 5-36
사회윤리의식이높을수록인지된보안성동기는
상호작용공정성인식에미치는영향이더강하게나타날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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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는 언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 또는 조직 그리

고 정부, 해외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

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한 모

바일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이 있어 가능

한 일이었다. 소셜미디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네트워크 사회로의 매

개 역할을 수행해왔다. 즉, 지금까지의 소셜미디어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열린 공간인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의 또 다른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탈과 조직의 리스크 등에 대한 폭로가 이뤄지는 직

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가 대표적이다.

2013년에 시작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금까지 대한항

공 땅콩회항과 물벼락 갑질, 금호아시아나그룹 미투, 스타벅스 고객험담

등 사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의 폭로와 함께 국책은행 직원 비리, 공

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그리고 최근의 LH사태에 이르기까지 과거

였다면 수면 아래에서 쉬쉬하고 지나갔을 일들을 조직 외부로 노출시켜

해당 구성원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내재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조직의 공정

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 구성원의 윤리의식 그

리고 조직 공정성 인식 등의 자료를 살펴본 후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찾으려고 했으나 전무한 상황이었다. 즉, 각각의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그 연결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 소셜미디어, 나아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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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이용(여부 및 빈도)과 동기가 조직 공정

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구성원의

윤리의식인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활동 중에 익명 커뮤니티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활용해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 공정성 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 공정성 인식을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

성으로 분류하였다. 단, 조직 공정성 인식은 요인분석을 통해 분배 공정

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되어 두 개 요인으로만 연구를 진행했다.

독립변수는 블라인드 이용 및 이용 동기로 설정하였고 블라인드 이용은

이용 여부와 빈도로 나누고 이용 동기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 추구, 정

보 추구, 이데올로기 추구, 인지된 보안성 등 4개 동기로 추출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절변수로는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윤리의식은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

식, 사회 윤리의식으로 분류하였고 이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근무소속은 통제변수로 설

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조해 설문문항을 만

들어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31개 주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집된 설문자료를

기본으로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라인드 이용 동기는 요인 분석을 통해 여가 추구 동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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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동기,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 익명성을 표현해 주는 인지된 보안성

동기 등 네 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블라인드 이용 여부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차이는 t-test

를 통해 검증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와 동기에 따른 조직 공정성 인식의 영향은

분배 공정성은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

작용 공정성의 경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이용 빈도와 여가

추구 동기 및 이데올로기 추구 동기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아 상호작용 공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추구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상호작용 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높아지고, 이용 동기가

인지된 보안성 동기일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블라인드 이용 빈도 및 동기와 조직 공정성 인식(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윤리의식(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의식, 사회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종속변수가 분배 공정성의 경우

모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용 빈도와 동기의 상호작용항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의 경우에도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그렇지만 상호작용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과 달리 블라

인드의 정보 추구 동기와 사회 윤리의식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유의확

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사회

윤리의식이 정(+)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는 공공기관

구성원이 가진 사회 윤리의식의 차이는 블라인드 이용 동기가 정보 추구

동기일 때와 상호작용 공정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추구 동기로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경우

사회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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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

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공공조직에

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사회적 가치, 청렴의식 등과 맞물

려 새로운 의미의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블라인드가 공공기관의 조직 공

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조직 공정성을 정책적

인 도구가 아닌 자율적인 도구를 통한 자극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

은 없는가, 그리고 구성원의 내재된 마음인 윤리의식을 어떻게 하면 조

직 공정성과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는 2000년대 생을 포함한 MZ세대

등이 조직에 합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명하복의 문화, 관료

주의 패러다임이 남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역할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을 넘

어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분석 및 연구가 되지 않았던 블라인드의 이용 및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

과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활용 방식과 이러한 활용이 조직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 추구 동기를 가지고 블라인드를 이용할수록 상호작용 공정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추구 동기는 일반 소셜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용 동기로 작

용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블라인

드에서도 정보 추구 동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

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정보격차라는 단어는 디지털경제시

대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의 공유는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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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와 같이 블라인드에서의 정보 공유가 조직 공정성 인식을 높이

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익

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빠르게 공유되는 정보는 공공기관 전체 조직 구성

원들의 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악성 댓글과 같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짜 정보 또는 무분별한 자

료가 내부에 전파되는 것은 도리어 조직의 공정성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법 등 관련근거법령에 의해 세심한 교육과 정보

의 진위 파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익명성을 나타내는 인지된 보안성 동기는 가설과 달리 상호작용

공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블라인드를 철저히 보안성에 기반하여 이용하면 할수록 상호작

용 공정성을 낮아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LH 임직원의 발

언에서와 같이 무분별한 익명성은 조직 공정성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게

시 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 공정성 인식이 나쁜 방향으

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블라인드 이용 동기 중 여

가 추구 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 개방형 소셜미디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가 추구

동기는 블라인드의 이용 동기로서는 그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는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락적

의미가 있는 여가 추구 동기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어

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에 게시되

는 내용에 대해 가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도록 지속

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블라인드 이용 동기의 조절변수 효과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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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청렴 윤리의식, 직무 윤리

의식, 사회 윤리의식과 분배 공정성과의 관계에서는 사회 윤리의식을 제

외하고 청렴 윤리의식과 직무 윤리의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 공정성과는 세 가지 윤리의식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윤리의식과 조정 공정성 인식과

의 관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정보 추구 동기 모형의 사회 윤리의식만

유의미한 정(+)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윤

리의식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이 정보 추구 동기를 가지고 블라

인드를 이용할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사회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

주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면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공정성 인식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정성이 향상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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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새롭게 도입된 미디어 플랫폼을 공공기관 내부 조직의 인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도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인 만큼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고 향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다양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논문 예비심사(프로포절)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이 논문의 연구문

제인 블라인드 이용과 동기가 조직 공정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구성원의 윤리의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 보기 전 그 구성

원이 애초에 조직 공정성 인식이 높은 사람일 경우 이 연구에 편향

(Bias)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또 다른 한가지의

한계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인 조직 공정성 인식, 독

립변수인 블라인드 이용과 동기, 조절변수인 구성원의 윤리의식 등 모든

설문문항을 단일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방식(Self-Report)으로 측정

하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패널 데이터조사를 통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블라인드 이용 동기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용 동기를 추출하여 블라인드의 특성에 맞는

이용 동기를 뽑아내어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정확한 특성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라인드 경우에는 새로운 특성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블라인드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무작위로 요인을 뽑아내고 이에 대해 설문조

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블라인드 이용 동기를 뽑아내는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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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블라인드에는 단계별로 다양한 소통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감하고 중요한 대화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폐쇄형 플랫폼으로서 블라인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직

의 블라인드 게시 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

론 범위를 넓히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이 공간은 블라인드의 제대로 된 특성을 반영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속의 기업 또는 조직의 연구자들이 모여 해당

기관의 게시 글을 통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더 다양한 블라인드의 특성

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뿐 만 아니라 조

절변수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한계로 많은

설문지를 회수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회귀분석 시 조절변수도 독립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독립변수는 분석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인 구성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조절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설문인

원을 최소 5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다양한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과 같이 공공기관만

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블라인드 이슈의 핵심에는 일반 사기업들이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새로

운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고 공공기관과의 비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여러 공공기관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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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 구성원은 청렴의식
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 구성원은 부패행위
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 구성원은 편의를
제공한 보답으로 선물이나 식
사를 제공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 구성원은 공무와관
련하여 민원인의 유혹에 빠지
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 구성원은 담당업
무를 처리할 때 법규와 명령
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 구성원은 담당 업
무를 처리할 때 최선의 방법
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 구성원은 관련지식
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 구성원은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직무의식을 갖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 구성원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업
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 구성원은 민원 업
무를 처리할 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 (1) 다음의 설문문항에 대해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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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조직 구성원은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형평성
있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에서는 업무 성과를
달성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조직에서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 공정한 보상
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조직에서는 책임 수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조직에서는 스트레스나
긴장만큼 공정한 보상이 주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조직에서는 경력이나
경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조직에서는 교육수준
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
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에 적
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는 일
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필
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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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 조직에서 의사결정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
차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인 감정으로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조직의 상급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진실한 태도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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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설문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직장인 익명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블라인드를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② 모른다 답한 경우 (5)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바로 이동

2. 귀하는 블라인드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이용해 본 적이 있다 ② 이용해 본 적 없다

⇒ ② 이용해 본 적 없다 답한 경우 (5)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바로 이동

3. 귀하는 귀하의 기관 블라인드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답한 경우 (5)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바로 이동

■ (3) 다음 설문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블라인드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TV 또는 신문 기사를 보고 ② 인터넷(웹서핑)을 보고

③ 동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④ 지인 또는 타인 권유 ⑤ 기타

5. 귀하는 1주일 평균 몇 번 정도 블라인드에 접속하십니까?

①주1회미만 ②주1회～ 5회미만 ③주5회～ 10회미만 ④주10회이상

6. 귀하의 1주일 평균 블라인드 이용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주 5분 미만 ② 주 5분 ～ 15분 미만 ③ 주 15분 ～ 30분 미만

④ 주 30분 ～ 1시간 미만 ⑤ 주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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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블라인드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① 출근시간(07시 ～ 09시) ② 오전근무시간(09시 ～ 12시)

③ 점심시간(12시 ～ 13시) ④ 오후근무시간(13시 ～ 18시)

⑤ 야근시간 또는 퇴근이후(18시 ~ 익일 07시)

8. 귀하는 블라인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눈팅(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구경만) ② 좋아요 클릭 ③ 댓글만 작성

④ 글만 게시 ⑤ 좋아요 클릭과 댓글 작성 ⑥ 좋아요 클릭과 글 게시

⑦ 글 게시와 댓글 작성 ⑧ 좋아요 클릭, 댓글 작성, 글 게시 모두 ⑨ 기타

9. 귀하는 지금까지 블라인드에 글을 몇 번 게시했습니까?

① 게시한 적 없다 ② 1회 ～ 5회 미만 ③ 5회 ～ 10회 미만

④ 10회 ～ 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10. 귀하는 지금까지 블라인드에 댓글을 몇 번 작성했습니까?

① 작성한 적 없다 ② 1회 ～ 5회 미만 ③ 5회 ～ 10회 미만

④ 10회 ～ 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11. 귀하는 지금까지 블라인드에 좋아요를 몇 번 클릭했습니까?

① 클릭한 적 없다 ② 1회 ～ 5회 미만 ③ 5회 ～ 10회 미만

④ 10회 ～ 20회 미만 ⑤ 20회 이상

12. 귀하가 게시한 글과 좋아요 클릭 및 댓글 작성한 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중복 체크 가능

① 인사 관련 ② 복지 관련 ③ 부조리 제보 ④ 설문

⑤ 일상 내용 ⑥ 글 게시, 좋아요 클릭, 댓글 작성 없음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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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습관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① ② ③ ④ ⑤

4 스트레스풀고기분전환하기위해 ① ② ③ ④ ⑤

5 시간 때우기에 딱이라 ① ② ③ ④ ⑤

6 일상생활에유용한정보얻기위해 ① ② ③ ④ ⑤

7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찾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8 정보를수집하고보관하기위해 ① ② ③ ④ ⑤

9 타인의 정보를 찾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의 대리 경험을
얻을 수 있어

① ② ③ ④ ⑤

11 믿음을함께공유할수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2 비슷한신념을공유할수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추구하는가치를알리기위해 ① ② ③ ④ ⑤

14
관심사에 대한 공유와 참여
는 나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에

① ② ③ ④ ⑤

15 자기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16
공유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17
공유하는 정보의 기밀이 보장
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 (4) 귀하께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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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 여기서 얻어진 자료는 연구를 위한 인구 통계학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석사)

④ 대학원 졸업(박사) ⑤ 기타

4. 귀하의 현재 직위는?

① 사원 ② 주임 ③ 대리 ④ 과장 ⑤ 차장

⑥ 팀장 ⑦ 부장 ⑧ 처장 ⑨ 실·단·본부장 ⑩ 임원

5. 귀하의 근무 년 수는? ( )년 ( )개월

6.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본사 ② 소속기관(현장 포함)

**********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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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Using Closed Social Media

on the Organizational Justice

- Focusing on the Anonymous SNS ‘BLIND’ -

JEONG Jaewo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ment is always saying that it will create a fair society,

and companies will make ethical management a top priority. A fair

society refers to a fair and just society, and ethical management

refers to a management spirit that pursues transparent, fair and

rational business performance. As such, we always expect a fair and

ethical organization and live as its members.

The anonymous community BLIND, which started its service in

2013, has exposed the problems of Korean Air's ‘Nut Rage’ and

‘Water’ incident, Kumho Asiana Group's ‘Me Too’,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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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gossip, the recent corruption of state-run bank employee

and the LH incident to the outside. In other words, it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correcting the injustices of the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examines data such as social media, members'

Ethical Consciousness,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finds links to find out how the use of

anonymous community BLIND affects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In addition, we tried to examine what kind of adjusting

effect appears according to the Ethical Consciousness.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 were set as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and based on previous studies,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was classified a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However,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was classified as Distributive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through factor analysis, an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factor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set as BLIND Use and

Motivation, and BLIND Use was divided into Use and Frequency, and

the Motivation for Use was extracted into four motives: leisure

pursuit, information pursuit, ideology pursuit, and perceived security

through prior research and factor analysis. Ethical Consciousness,

which are the adjustment variables, was divided into Integrity Ethics,

Work Ethics, and Social Ethics through prior research and confirmed

through factor analysis. In addition,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position, working period, and working affiliation were set

as the control variables.

The survey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members of 31

major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ased on collected survey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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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research problems and hypotheses.

First, the analysis found that BLIND Motivation was four factors

through factor analysis: leisure pursuit motivation, information pursuit

motivation, ideology pursuit motivation, and perceived security, which

means anonymity. Second,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use of BLIND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s a result of verifying through the t-test. Third, the

Distributive Justice model itself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o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d the Motivation for BLIND Use. However, for

Interactional Justice, the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information pursuit moti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actional

Justice, while the perceived security motivation had a negative(-)

effect. This means that the more members of a public institution use

BLIND with information pursuit motivation, the higher the

Interactional Justice, and the more perceived security motivation they

use blinds, the lower the Interactional Justic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and the Motivation for BLIND

Use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the adjusting effect of the

Ethical Consciousness was found to have no adjusting effect in the

case of the Distributive Justice. However, as for the Interactional

Justice,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ve term of the information

pursuit motivation and Social Eth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5.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Social

Ethics has a positive(+) adjusting effect. It can be seen that, in the

case of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who use BLIND as a

information pursuit motivation, the higher the Social Ethics, the

greater the effect on Interactional Justice.

Looking at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first, it is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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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LIND Use and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which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and the adjusting effects of Ethical Consciousness. Second, the

propagation of fake information or indiscriminate data behind the

mask of anonymity can adversely affect the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so thorough control and education are expected by

relevant ground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rd, through thorough monitoring of BLIND posting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al Justice recognition does

not flow in a bad direction. Fourth, not only continuous monitoring so

that accurate information can be shared in the BLIND, but also

continuous efforts are made so that members of the organization can

pursue fairness and equity based on social justice and cultivate the

Social Ethics that emphasizes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Looking at the future tasks of the study, first, since this study

was measured by a self-report method through a single survey, there

is a limit that cannot be free from common method bias. In futur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a more accurate analysis can be

conducted through panel data survey to overcome these problems.

Second, if we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BLIND users,

randomly select factors, and conduct a study to extract motives for

BLIND use through surveys and factor analysis, we will be able to

find out the exact characteristics of newly emerged media. Third, I

hope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for researchers from various

affiliated companies or organizations to gather and discover more

diverse characteristics of BLIND through text analysis through the

postings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Fourth, in future research, if a

similar study is conducted on private companies, new result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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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n,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derive insights through

comparison with this study. In addition, if we conduct a study on one

public institution and civil servant organization rather than several

public institutions, another new result can be obtained. As such,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good guide for related follow-up

studies.

keywords : social media, blind, anonymity, ethical awareness,

organizational fairness, factor analysis, moderating

effect, motivation for use

Student N umber : 2020-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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