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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불확실한 공공 조직 환경에서 조직 성과에 새로운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민간부문 종사자의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동은 공공부문에서도 조직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구성원의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인식의 역할을 고찰하고, 

권력거리성향(Power distance orientation)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공부문 종사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특성 변인인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는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능동적 행동의 유형 중 발언 행동(Voice behavior), 조절변수는 

권력거리성향으로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의 유형인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조직공정성 인식과 능동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권력거리성향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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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함의는 첫째, 이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한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공공부문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조직공정성이 

갖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의 차원 중 절차 공정성이 발언 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절차 공정성이 능동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위계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공공기관은 관료제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권력거리성향이 높거나 낮은지 여부는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첫째, 조직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직 관리자들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동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차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조직의 성과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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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대되는 최근의 공공 조직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rant & Parker, 2009). 개인의 과업을 직무기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그 수행여부를 중요시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어진 

과업을 넘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조직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Griffin et al., 

2007). 또한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능동적으로 조성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hford & Black, 1996; Chan & Schmitt, 

2000).  

능동적 행동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Crant, 2000). 능동성과 관련한 주요한 개념으로는 능동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Bateman & Crant, 1993), 

자기주도성(personal initiative)(Frese & Fay, 2001), 발언 행동(voice 

behavior)(Van Dyne & LePine, 1998), 적극적 행동(taking charge) 

(Morrison & Phelps, 1999)이 있다(Tornau & Frese, 2013). 

능동적 행동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학계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주로 민간부문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능동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행요인, 능동적 행동의 메커니즘, 

능동적 행동의 결과변수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 

행동은 개인적 성향(proactive personality) 뿐만 아니라, 직무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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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신뢰, 관리자의 지원, 조직문화와 같은 과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 Parker et al., 

2006). 이러한 선행요인들은 인지적, 동기부여적 절차를 거쳐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Parker et al., 2006) 능동적 행동을 통해 개인의 

경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indl 

& Parker, 2011). 

 이와 같이 조직에 있어 능동적 행동이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들어 공공부문에서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Bayiz Ahmad et al., 2020; Eldor & Harpaz, 2019; Kim, 

2019; Mostafa & El-Motalib, 2019) 여전히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능동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이지만, 공공부문에서도 능동적 행동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으로 인해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상의 유사점이 

강조되고 있으며(Hood & Peters, 2004),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동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조직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능동적 행동은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인지된 과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Parker et al., 

2006), 조직의 성과에 관심을 갖는 민간 및 공공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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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에 주목하여 조직 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직공정성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Moorman, 1991),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로 분류할 수 

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이러한 조직 공정성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과 같은 조직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1; Greenberg, 1990; McFarlin & Sweeney, 1992; 

Moorman, 1991).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보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하는 정도는, 

해당 구성원이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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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능동적 행동(Proactive Behavior) 

 

1. 능동적 행동의 개념 
 

능동적 행동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rant, 2000). 이와 유사하게, Grant 

and Ashford (2008)는 능동적 행동을 조직 구성원이 자신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하는 선제적인 행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는 능동적 행동이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의 하나로서 조직시민행동과 유사하게 다루어진 연구도 

있지만(Bolino & Turnley, 2005), 능동적 행동은 조직시민행동과 

차이를 갖는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공식적인 과업 이상의 행동을 통해 조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Organ, 1988).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현상을 유지하는 사소한 

행동에 주목한 개념인 반면(Organ, 1988), 능동적 행동은 변화지향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elschak & Den Hartog, 2010). 

능동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을 자신의 환경에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안정적인 

개인적 기질로 개념화하였다(Bateman & Crant, 1993). 그리고 능동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았다(Crant, 2000). 최근 

연구에서는 능동적 행동을 안정적인 개인특성보다는 조직에서의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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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Frese & Fay, 2001; 

Morrison & Phelps, 1999) 능동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Sonnentag, 2003). 예를 들어, Parker et al.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자율성, 동료 신뢰와 같은 과업환경특성이 

역할확장 자기효능감(role breadth self-efficacy)와 같은 인지적 동기 

부여 상태(cognitive-motivational states)에 의해 매개되어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능동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능동성 

관련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Crant, 2000), 능동적 행동의 

형태는 연구들마다 다르게 설정되었다(Grant & Parker, 2009; Griffin 

et al., 2007; Parker & Collins, 2010). 대표적인 능동성 관련 개념으로 

능동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Bateman & Crant, 1993) 

자기주도성(personal initiative)(Frese & Fay, 2001), 발언 행동(voice 

behavior)(Van Dyne & LePine, 1998), 적극적 행동(taking 

charge)(Morrison & Phelps, 1999) 을 들 수 있다(Tornau & Frese, 

2013). 이 중 능동적 성격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경향을 의미하며(Bateman & Crant, 1993), 자기주도성은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Frese et al., 1997). 이에 비해 발언 행동과 적극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관찰 가능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Tornau & Frese, 2013). 한편, 

조직 구성원이 직무, 작업단위나 조직에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적극적 행동(taking charge)보다는 조직의 건설적인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발언 행동(voice behavior)이 공공조직의 환경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발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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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언 행동(Voice Behavior) 
 

Van Dyne and LePine (1998)은 발언 행동을 조직 구성원이 

단순한 비판보다는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상태에 대해 건설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발언행동이 더 나은 

과업수행방법을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때문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LePine & Van Dyne, 1998). 

Hirschman (1970)이 EVL(Exit, Voice, Loyalty)이론을 통해 

최초로 언급한 발언(Voice)의 개념은 소비자나 조직 구성원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Hirschman (1970)은 이러한 발언이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aynes & Podsakoff, 2014). 그리고 Farrell (1983)은 조직 

구성원의 불만족 반응행동으로 태만(Neglect)를 추가하여 EVLN 

모형을 제시하였다. 

Van Dyne and LePine (1998)은 발언 행동이 단순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외 행동의 형태로 

인식하였고 기존의 발언과는 개념적으로, 경험적으로 구별됨을 

입증하였다. 발언 행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의 건설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과는 차이를 

갖는다(LePine & Van Dyne, 2001; Van Dyne & LePine, 1998). Van 

Dyne and LePine (1998)의 연구는 미국 중서부의 21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597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동료보고식, 

상관보고식 설문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촉진하는 역할 외 행동으로서의 

발언 행동을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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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t and Burris (2007)는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이 리더십 

행동과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을 매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발언 

행동은 현상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나 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인적 불이익이라는 비용을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방식이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Liang et al. (2012) 또한 발언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 인지된 

의무감(felt obligation), 그리고 조직기반 자존감(organization-based 

self-esteem)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조직 구성원들은 발언 행동과 

같은 능동적 행동을 하였을 때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인지할 경우에는 방어적 침묵(defensive silence)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Dyne et al., 2003). 

 

3. 공공부문에서의 능동적 행동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의 조직 환경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역할이 사전에 정해진 직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Bindl & Parker, 2011).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은 민간부문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의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능동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과 토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Kim, 2019). 

해외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Bindl & Parker, 2011; 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 Parker et al., 2006; Tornau & F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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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내에서 능동적 행동을 다루고 있는 실증연구는 민간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정식 et al. (2013)의 

연구는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팀원과 동료팀원 213쌍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LMX)의 질은 심리적 안정감을 매개하여 구성원의 적극적 

행동과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동옥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국내 21개 기업의 팀장과 팀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지속적 개선행동과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변수와 능동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Eldor and Harpaz 

(2019)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습분위기가 능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고, Bayiz Ahmad et al. (2020)은 

공공 조직에서의 변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의 능동성에 대한 

선행요인과 과업 관련 결과변수와 관련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2019)는 비영리 병원 종사자 및 공공부문에 재직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과 심리적 

안정감(perceived psychological safety)이 역할확장 자기 효능감(role 

breadth self-efficacy)를 매개하여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Mostafa and El-Motalib (2019)는 공공부문에서 

서번트리더십이 리더-구성원 교환(LMX)을 매개하여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공조직에서 능동적 

행동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변수들을 활용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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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인식(Edmondson, 

1999), 직무 자율성에 대한 인식(Parker et al., 2006), 

조직지원인식(Caesens et al., 2016)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구성원이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 살펴볼 있다.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정도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Folger & Konovsky, 1989; Lind & 

Tyler, 1988; McFarlin & Sweeney, 1992). 

 

 

 

제 2 절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1. 조직공정성의 개념 
 

 

조직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Moorman, 1991).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는 보상의 크기, 배분 절차의 합리성, 의사결정자의 

공정한 처리 등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인지하는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은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왔다(문형구 et al., 2009).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강조되었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Colquitt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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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1990). 예를 들어, Alexander and Ruderman (1987) 의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 상사에 대한 평가, 

경영진에 대한 신뢰 등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McFarlin and 

Sweeney (1992)의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분배공정성은 임금만족도와 직무만족이라는 

개인변수와 관련성이 높고,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상사에 대한 

평가라는 조직변수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Greenberg (1987)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조직 관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추가되어 3요인 모델이 

확립되었다(김호균, 2007).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 조직공정성의 유형 
 
 

1)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Homans(1961)는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의 관점에서 공정성 논의를 

도입하였다. 이후 Adams (1963, 1965)는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보상의 비율을 

동료가 투입한 노력과 보상의 비율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고 

주장하여 분배 공정성 관련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배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자신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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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비율의 공정한 정도에 대해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Price & 

Mueller, 1986). Adams의 이론에서 제안하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은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olquitt et al., 

2001). 조직공정성의 초기 연구들은 분배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상이나 인사고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문형구 et al., 2009). 

그러나 형평성 이론은 공정성 지각과 관련한 절차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하였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후는 조직공정성의 논의는 

조직구성원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절차공정성으로 확대되었다(Leventhal, 1980). 

 

 

2)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Thibaut and Walker (1975)는 분배공정성 못지 않게 절차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차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였다. Thibaut and Walker (1978)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관련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증거를 

확립하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인 과정통제(process control)와 

참가자가 분쟁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인 결정통제(decision 

control)라고 하는 두 가지 통제유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분쟁당사자들은 제3자가 과정과 결정을 모두 통제하는 상황보다 

분쟁당사자들이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더욱 공정하다고 

인지한다고 Thibaut and Walker (1978)는 주장하였고, 이때의 

과정통제가 절차공정성의 논의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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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은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수단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Folger & Konovsky, 

1989). Lind and Tyler (1988)는 결과보다는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조직 구성원의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에 대한 태도에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Leventhal 

(1980) 또한 절차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 지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절차공정성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관성(consistency), 편견억제(bias suppression), 수정 

가능성(correc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정확성(accuracy), 윤리성(ethicality)이라는 6가지 원칙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확립되었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인식이 조직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Folger & Konovsky, 1989; Leventhal, 1980; 

Niehoff & Moorman, 1993). 

 

 

3)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 

 

Bies & Moag(1986)는 분배나 절차의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이 공정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를 주장하였고, 상호작용 

공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기준으로 진실성(trustfulness), 

존중(respect), 적절성(propriety), 설명의 정당성(justification)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공정성은 공정성 인식에 

조직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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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의 사회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Ambrose, 

2002; Kernan & Hanges, 2002). 

이후 조직공정성 논의는 분배 및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세가지 하위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한지와 련된 

개념으로 절차공정성과 개념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있으나(Lind 

& Tyler, 1988) 최근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이 갖는 차별성이나 중요성은 

많은 조직공정성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Colquitt et al., 2001). 이와 

관련하여 Cohen-Charash and Spector (2001)는 공정성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상호작용공정성이 분배 및 절차공정성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상호작용공정성을 다시 대인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으로 구분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Colquitt et al., 2001; Greenberg, 1993). 즉, 

의사결정이 시행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대인공정성과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직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와 관련된 정보공정성으로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인공정성과 정보공정성은 상호작용공정성의 하위 요소로서 

별도의 조직공정성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며(Cohen-

Charash & Spector, 2001), 전반적으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는 추세이다(문형구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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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조직 및 인력의 특성과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 

 

1. 연구조직의 특성 

 

공공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심현섭 et al., 

2019),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약 27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공공 연구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있다. 후자의 경우 1966년에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1976년에 설립되어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 중 투자 리스크가 높아 시장 

실패 확률이 높거나 민간 등에서 수행할 경우 책임성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왔다(이승연 and 박수경, 

2019).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라는 재정제도를 특징으로 하며(이민형, 2006), 이로 

인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이 발생한다. 연구인력들은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직무성과, 조직성과,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연계된 

보상을 받게 된다(박기주, 2018). 



 

 15

2. 연구인력의 특성 

  

  연구조직의 인력들은 장기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서 다른 분야의 인력들과 구별되는 태도, 가치관, 행동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조직의 관리자들은 이러한 연구인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Miller, 

1986). 

연구인력의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연구조직은 대부분 전문지식을 

보유한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자율성을 선호하고, 강한 성취욕구를 

갖고 있다(김영배 and 차종석, 1997). 

 둘째, 연구조직은 일반조직과 비교할 때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정황모 & 남궁근, 2011). 이러한 특성은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확보하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and 

이민형, 2005). 

 셋째, 연구조직의 인력들은 업무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연구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봉수준과 같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과 관련이 

있으며(정황모 & 남궁근, 2011), 정경자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인력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성과, 직무몰입, 근속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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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 

 

  일반조직과 구별되는 연구조직의 제도적, 인적 특성은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 논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연구인력들은 

성과보상제도 등이 조직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공정성 인식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lger & Konovsky, 

1989; McFarlin & Sweeney, 1992). 

한편,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를 정의하는 문제,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최영훈 and 

이강춘, 2009). 이와 같이 성과평가체계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질적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박기주, 2018).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성과보상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정황모 & 남궁근, 

2011).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배귀희 

(2007)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원 2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은 조직신뢰를 매개하여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이승연 and 박수경 (2019)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인력 459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조직공정성은 

직무특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연구개발이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현 시대에서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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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기범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조직 종사자의 

공정성 인식과 능동적 행동과 같은 조직 변수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인력의 조직공정성 인식은 책임감과 

성취욕, 나아가 조직성과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이승연 and 박수경, 

2019), 연구조직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4 절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 간의 관계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제도 및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Greenberg, 1990).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과 그에 따른 보상을 비롯하여 조직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처우에 대하여 인식을 형성하고,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Eisenberger et al., 1986). Moorman (1991) 또한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인식한다면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직무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 공정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공정하다고 인식한다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조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취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절차가 공정하게 확립되어 있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의 공식 체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고,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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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기 위한 발언 행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Takeuchi et 

al., 2012).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이 상급자들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적극적 발언으로 인해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발언 행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Gao et al., 2011). 

조직 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McAllister et al. (2007)은 조직 구성원의 절차공정성 인식이 적극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역할 범위(perceived role breath)가 

클수록 절차공정성 인식이 적극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Moon et al. (2008) 또한 절차공정성 인식이 적극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im and Kiura (2020)는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는 신병로 et al. (2016) 

가 호텔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능동적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절차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조직 구성원이 공정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해당 구성원이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 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9

가설 1: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a: 조직 구성원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b: 조직 구성원의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c: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5 절 권력거리성향(Power Distance Orientation) 

 

Hofstede (1980, 1993)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권력 거리’, ‘장기지향-단기지향’이라는 다섯 

개의 국가 문화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 중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한 사회에서 구성원간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에 대하여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1980).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조직 내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집권화 되는 것을 

선호하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상사를 선호하며, 상사에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Hofstede, 1980). 한편,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조직에서의 관계를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상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전정호 

and 설현도, 2016). 

권력거리의 연구는 집단수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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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인 수준의 변인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수준의 변인을 

권력거리성향(power distance orientation)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Khatri, 2009; Kirkman et al., 2009; Lin et al., 2013). 예를 들어, 

Farh et al. (2007)는 개인 수준의 권력거리성향이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관리자가 결정한 사항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Khatri , 

2009). 따라서 권력거리 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이공희 and 이호선, 2012). 

반면에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들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가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려고 

한다(Botero & Van Dyne, 2009). 

 

 

제 6 절 권력거리 성향의 조절효과 

 

선행연구들은 권력거리성향과 다양한 조직 변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Kirkma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권력거리성향과 

변혁적리더십이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경우에 변혁적 리더십이 절차적 공정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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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arh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경우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 변인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Begley 

et al.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 성향이 높은 

경우 절차 공정성이 직무 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퇴직 의도를 

낮추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전정호 and 설현도 (2016)의 연구에서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서 권력거리성향은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절차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희 and 

이호선(2012)의 연구에서는 권력거리성향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리더-부하 교환관계와 이직이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의 경우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권력거리성향이 유의한 부(-)의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높으면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상급자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ofstede, 1980), 조직을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도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에 비해서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언 행동은 현상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Edmondson, 1999; D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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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 행동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Botero & Van Dyne, 2009),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도 위험을 감수하며 권위자에게 질문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한편,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은 상급자와 구성원을 민주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Hofstede, 1980), 조직의 공정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거리성향이 낮은 구성원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경우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권력거리성향이 

높은 구성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은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a: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높을수록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발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것이다. 

가설2-b: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높을수록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발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것이다. 

가설2-c: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높을수록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발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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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이 연구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인식하는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권력거리 성향이 조직공정성 인식과 능동적 행동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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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이 연구는 공공기관이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된 이후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기관이며, 임직원 수는 총 

2천3백여 명의 인력 규모를 갖고 있고 연간 예산은 6천2백억에 

달한다. 1  이처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이며, 개인평가에 따른 성과급제도 2  및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는 제안제도를 운영3하는 등 조직공정성 인식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방법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IRB No. 2104/002-010). 설문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12일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20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6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9.04%),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0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갖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1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준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사관리요령(2020. 12. 7.)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안제도운영요령(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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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분포는 20대가 23명(11.39%), 30대가 72명(35.64%), 40대가 

59명(29.21%), 50대가 44명(21.78%), 60대 이상은 4명(1.98%)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146명(72.28%), 여성이 

56명(27.72%)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최종학력분포는 

고졸이하는 없었으며, 학사가 55명(27.23%), 석사가 73명(36.14%), 

박사가 74명(36.63%)로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분포는 연구직이 121명(59.90%), 기술직 13명(6.44%), 행정직 

46명(22.77%), 실무원 10명(4.95%), 기타 12명(5.94%)로 연구직의 

비중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 직위분포는 보직자 17명(8.42%), 담당 

185명(91.58%)으로 담당의 비중이 높았다. 직급분포는 책임급 

79명(39.11%), 선임급 52명(25.74%), 원급 71명(35.15%)으로 

책임급의 비중이 다른 직급에 비해 높았다. 근속년수분포는 5년 이하 

74명(36.63%), 6-10년 34명(16.83%), 11-15년 20명(9.90%), 16-

20년 15명(7.43%), 20년 초과 59명(29.21%)로 나타났다. 



 

 26

제 3 절 변수측정 

 

1. 독립변수(조직 공정성)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배공정성은 

Moorman(1991)이 사용한 5개의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세부 

설문문항은 <표 3-2>와 같다. 

 

<표 3-2> 분배공정성 설문문항 

 

 

절차공정성은 Niehoff & Moorman(1993)이 이용한 5개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세부 설문문항은 <표 3-3>과 같다. 

 

<표 3-3> 절차공정성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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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공정성은 Moorman (1991)이 사용한 5개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세부 설문문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상호작용공정성 설문문항 

 

 

독립변수는 각각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종속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을 통해 

측정하였기 동일방법편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Podsakoff et al. (2003)의 제안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 시 리커트 척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능동적 행동) 

  이 연구에서는 능동적 행동 중 발언 행동(voice behavior)을 

분석하였다. 발언 행동은 Van Dyne and LePine (1998)이 연구에서 

사용한 6개 측정문항 중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이 높은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부 설문문항은 <표3-5>와 같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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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발언 행동 설문문항 

 

 

3. 조절변수 

권력거리성향(power distance orientation)은 Farh et al. (2007)가 

연구에서 사용한 6개 측정문항 중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부 

설문문항은 <표 3-6>과 같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표 3-6> 권력거리성향 설문문항 

 

 

4.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변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나이, 성별, 교육수준, 

직종, 직위,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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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및 

조직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Parker et al. (2006)의 

연구에서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논의 된 개인의 능동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과 과업환경변수인 직무 자율성(job 

autonomy),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능동적 성격은 Bateman and Crant (1993)가 사용한 17개 

측정문항을 Seibert et al. (1999)가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을 

기준으로 줄인 10개문항 중 5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세부 

설문문항은 <표 3-7>과 같다. 

 

<표 3-7> 능동적 성격 설문문항 

 

 

 직무 자율성은 Morgeson and Humphrey (2006)가 연구에서 

사용한 9개 측정문항 중 4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세부 

설문문항은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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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직무 자율성 설문문항 

 

 

조직지원인식은 Eisenberger et al. (1986)이 연구에서 36개의 

측정문항을 16개로 축약한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세부 

설문문항은 <표 3-9>와 같다. 

 

<표 3-9> 조직지원인식 설문문항 

 

 

 

5. 설문구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수는 총 45개이며 리커트 5점 또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문항은 총 15개로 분배공정성에 관한 

5개 문항, 절차공정성에 관한 5개 문항, 상호작용공정성에 관한 

5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능동적 행동에 대한 문항은 발언 

행동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수인 권력거리 성향에 

관한 문항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에 관한 문항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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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로 개인특성에 관한 7개 문항과 능동적 성격 5개 문항, 직무 

자율성 4개 문항, 조직지원인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 

구성표는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설문구성표 

 

 

6.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성(validity)을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reliability)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3-11>과 같이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으로 전반적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충족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분배 

공정성 .76, 절차 공정성 .89, 상호작용 공정성 .94, 발언행동 .76으로 

나타나는 등 모든 변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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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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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격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연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기초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STATA 

16.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권력거리성향이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 사이에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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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다. 독립변수는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5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기초통계량 산출 시 각 변수의 

설문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기초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분석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은 7점 

척도에서 4점 정도로 조직공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상호작용 공정성(평균 = 4.18; 표준편차 = 1.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평균 = 4.06; 표준편차 = 

1.25), 절차 공정성(평균 = 4.03; 표준편차 =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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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발언 행동이다. 종속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으며, 세부적인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발언 행동(평균 = 3.67; 표준편차 

= 0.62)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3.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권력거리성향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력거리성향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개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권력거리성향(평균 = 2.45; 

표준편차 = 0.79)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 조절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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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능동적 성격, 직무 자율성, 

조직지원인식, 그리고 인구통계학 특성인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종, 직위, 직급, 근속년수를 설정하였다. 능동적 성격, 직무 자율성, 

조직지원인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5개, 4개, 

4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세부적인 기초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표 4-4>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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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분석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4-5>와 같이 

분배공정성 인식은 60대 이상 집단(평균 = 4.90; 표준편차 = 

0.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집단(평균 = 3.74; 표준편차 

= 1.2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분배공정성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64; p 

< .01). 절차공정성 인식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4.70; p < .01), 

상호작용공정성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언행동에 대해서는 50대(평균 = 3.86; 표준편차 = 0.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평균 = 3.49; 표준편차 = 0.6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발언 행동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13; p < .05). 

 

 

 

 

 

 

 



 

 38

<표 4-5> 연령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다음으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분배공정성의 경우 50대 

집단과 30대 집단간(p < .01), 그리고 50대와 40대 집단간(p < .05)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의 경우에도 50대 

집단은 유의확률 p < .01 수준에서 30대 집단 및 40대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행동은 50대 집단과 30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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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자의 평균은 4.05, 여자의 평균은 4.06,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자의 평균은 3.99, 여자의 평균은 4.13,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자의 평균은 4.14, 여자의 평균은 

4.25로 나타나 조직공정성의 각 차원에서 여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언 행동에 대해서는 남자의 평균은 3.68, 여자의 평균은 3.65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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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최종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4-7>과 

같다. 분배공정성 인식은 최종학력이 박사인 집단(평균 = 4.18; 

표준편차 = 1.18)이 가장 높고, 석사(평균 = 4.09; 표준편차 = 1.18), 

학사(평균 = 3.84; 표준편차 = 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에 

있어서도 박사(평균 = 4.13; 표준편차 = 1.09), 석사(평균 = 4.02; 

표준편차 = 1.18), 학사(평균 = 3.91; 표준편차 = 1.36)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상호작용공정성과 발언 행동 또한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7> 최종학력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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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종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직종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직과 

비연구직(기술직, 행정직, 실무원, 기타)으로 분류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배공정성의 경우 연구직의 평균은 4.16, 비연구직의 

평균은 3.89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의 경우 연구직의 평균은 4.12, 

비연구직의 평균은 3.89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공정성의 경우 연구직의 

평균은 4.18, 비연구직은 4.16으로 나타나 조직공정성의 각 차원에 

대한 인식에서 연구직이 비연구직보다 높았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발언 행동에 대해서도 직종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8> 직종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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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직위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t-test 검증 결과 조직공정성의 각 차원에서 모두 직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공정성의 경우 

보직자의 평균이 4.60, 담당의 평균이 4.00으로 나타났고, 절차공정성의 

경우 보직자의 평균이 4.78, 담당의 평균이 3.96, 상호작용공정성은 

보직자의 평균이 4.98, 담당의 평균이 4.10으로 나타나 각 차원에서 

모두 보직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담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발언 행동에 대해서는 보직자의 평균은 4.10, 담당의 평균은 

3.63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담당에 비하여 더욱 많은 권한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보직자들이 조직을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며, 발언 

행동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직위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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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표 4-10>은 직급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배공정성 인식에 있어서 책임급(평균 = 4.37; 표준편차 = 1.11)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급(평균 = 3.91; 표준편차 = 1.33), 

선임급(평균 = 3.76; 표준편차 = 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59, p < .05).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의 경우에도 선임급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급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발언 행동에 있어서는 책임급의 평균이 3.74로 가장 높고 선임급의 

평균이 3.73, 원급의 평균이 3.56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10> 직급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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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분배공정성 인식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책임급 집단과 선임급 집단간(p 

< .05), 그리고 책임급 집단과 원급 집단간 (p < .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분석 

 

 근속년수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분배공정성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집단(평균 = 

4.54; 표준편차 = 0.94)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 또한 근속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집단(평균 = 4.39; 표준편차 = 1.04)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공정성과 발언 행동에서는 근속년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속년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배공정성의 경우 20년 초과 집단은 5년 이하 

집단(p < .1), 6-10년 집단(p < .01), 11-15년 집단(p < .05)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의 경우 20년 초과 집단은 6-

10년 집단(p < .05), 11-15년 집단(p < .1)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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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근속년수에 따른 변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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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표 4-12>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발언 행동 
권력거리
성향 

능동적 
성격 

직무 
자율성 

조직지원
인식 

나이 성별 최종학력 직종 직위 직급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74**              

상호작용 공정성 .73** .80**             

발언 행동 .31** .39** .36**            

권력거리성향 .11 .19** .09 .06           

능동적 성격 .23** .17* .14* .46** .24**          

직무 자율성 .23** .20** .26** .45** .01 .43**         

조직지원인식 .56** .64** .60** .48** .23** .30** .39**        

나이 .23** .13* .06 .10 -.13 -.00 -.01 .09       

성별 -.00 -.05 -.03 .02 .08 .00 .03 .00 .11      

최종학력 .10 .07 -.02 .05 -.16* .14* .03 .05 .36** .25**     

직종 -.10 -.08 -.02 -.07 .16* -.06 -.06 -.03 -.24** -.26** -.67**    

직위 .13 .19** .18** .20** -.06 .04 .14* .21** .36** .14* .12 -.03   

직급 -.16* -.04 .00 -.12 .21** .00 -.02 -.05 -.81** -.10 -.45** .40** -.33**  

근속년수 .21** .13 .04 .12 -.11 .01 .03 .12 .84** .03 .26** -.23** .34** -.86**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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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조직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들은 종속변수인 발언 행동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배 

공정성은 .31(p < .01), 절차 공정성은 .39(p < .01), 상호작용 

공정성은 .36(p < .01)의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발언 행동을 중심으로 능동적 성격은 .46(p 

< .01), 직무 자율성은 .45(p < .01), 조직지원인식은 .48(p 

< .01)의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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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측정모형분석 

 

1. 다중공선성 진단 
 

설명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이거나 

공차한계(1/VIF)가 0.1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표 4-13>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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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 중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보다 큰 변수는 없었으며, 공차한계가 

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표 4-13>과 

같으며, 분산팽창요인은 1.22에서 6.83사이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0.14에서 0.81 사이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측정도구가 활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발언 

행동에 대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표 4-1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4>과 같으며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 = 355.46(p < .001); df = 164; RMSEA = .07; SRMR 

= .04; CFI = .94; TLI =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세희 (2000)는 

모형적합도 판단의 기준으로 CFI > .90; TLI > .90; RMSEA < .08 등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랐을 때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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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설검정 

 

1.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15>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4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직공정성의 하위차원들이 발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유의확률 .05의 수준에서 

발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공정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5) 따라서 가설 1-a와 1-c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1-b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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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β t p 

상수 1.07 .29  3.60 .00 

독립변수 

분배 공정성 -.05 .04 -.10 -1.12 .26 

절차 공정성 .12 .05 .24** 2.28 .02 

상호작용 공정성 .02 .04 .04 0.41 .67 

통제변수 

능동적 성격 .30 .06 .30*** 4.68 .00 

직무 자율성 .19 .05 .22*** 3.40 .00 

조직지원인식 .10                     .05 .15* 1.92 .05 

연령1 

30대 -.26 .13 -.19* -1.94 .05 

40대 -.00 .19                                                                 -.00 -0.04 .97 

50대 .06 .23 .04 0.28 .77 

60대 이상 -.29 .33 -.06 -0.88 .38 

성별2 .04 .08 .03 0.54 .59 

최종학력3 
석사 -.01 .12 -.00 -0.10 .92 

박사 -.04 .15 -.03 -0.27 .78 

직종4 

기술직 .26 .16 .10 1.59 .11 

행정직 .21 .12 .14* 1.74 .08 

실무원 -.04 .19 -.01 -0.25 .80 

기타 -.05 .17 -.02 -0.31 .75 

직위5 .13 .14 .06 0.97 .33 

직급6 
책임급 .25 .22 .19 1.11 .26 

선임급 .21 .14 .15 1.53 .12 

근속년수7 

6-10년 .04 .12 .02 0.33 .73 

11-15년 -.06 .17 -.02 -0.36 .72 

16-20년 -.49 .23 -.20* -2.08 .03 

20년 초과 -.26 .23 -.19 -1.16 .24 

R2 .49 

Adj R2 .43 

F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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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대를 기준으로 각 연령 더미변수화 
2 0=여성, 1=남성 
3 학사를 기준으로 각 최종학력 더미변수화 
4 연구직을 기준으로 각 직종 더미변수화 
5 0=담당, 1=보직자 
6 원급을 기준으로 각 직급 더미변수화 
7 5년 이하를 기준으로 각 근속년수 더미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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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이 연구의 모형에 따라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을,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권력거리성향을,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에서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원래 값에서 각 변수의 평균을 빼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방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16>와 같다. 첫째, 

모형1은 개인이 갖는 특성이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능동적 성격, 직무 자율성, 조직지원인식,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종, 직위, 직급, 근속년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능동적 성격(β = .29; p < .01), 직무 자율성(β = .21; p 

< .01), 조직지원인식(β = .27; p < .01), 근속년수(16-20년)(β = -

.18; p < .1)가 발언 행동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2에서는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모형1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차 공정성(β = .24, p < .05)이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성격(β = .30, p < .01), 

직무 자율성(β = .22, p < .01), 조직지원인식(β = .15, p < .1),   

연령(30대)(β = .24, p < .1), 직종(행정직) (β = .14, p < .1), 

근속년수(16-20년)( β = -.20, p < .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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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셋째, 모형3에서는 권력거리성향이라는 조절변수를 모형2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로 추가 된 조절변수인 권력거리성향은 발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형4에서는 조절변수인 권력거리성향뿐만 아니라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과 권력거리성향의 상호작용항을 모형3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의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가설 2-a, 2-b, 2-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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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통제변수 

능동적 성격 .29*** .30*** .32*** .32*** 

직무 자율성 .21*** .22*** .21*** .20*** 

조직지원인식 .27*** .15* .16** .19** 

연령1 

30대 -.20 -.19* -.20** -.20* 

40대 -.01 -.00 -.01 -.01 

50대 .07 .04 .03 .04 

60대 이상 -.05 -.06 -.05 -.05 

성별2 .00 .03 .04 .03 

최종학력3 
석사 -.01 -.00 -.01 -.00 

박사 -.03 -.03 -.04 -.02 

직종4 

기술직 .08 .10 .09 .09 

행정직 .11 .14* .15* .15* 

실무원 -.01 -.01 -.00 .00 

기타 -.05 -.02 -.01 -.01 

직위5 .08 .06 .05 .06 

직급6 
책임급 .10 .19 .17 .11 

선임급 .13 .15 .14 .13 

근속년수7 

6-10년 .02 .02 .02 .02 

11-15년 -.03 -.02 -.02 -.02 

16-20년 -.18* -.20* -.19* -.17* 

20년 초과 -.15 -.19 -.18 -.14 

독립변수 

분배 공정성  -.10 -.10 -.11 

절차 공정성  .24** .26** .24** 

상호작용 공정성  .04 .03 .02 

조절변수 권력거리성향   -.06 -.10 

상호작용항 

분배공정성*권력거리성향    .00 

절차공정성*권력거리성향    .01 

상호작용공정성*권력거리성향    .08 

R2 .47 .49 .50 .50 

△R2  .02 .01 .00 

Adj R2 .41 .43 .43 .43 

F 7.67 7.33 7.08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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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대를 기준으로 각 연령 더미변수화 
2 0=여성, 1=남성 
3 학사를 기준으로 각 최종학력 더미변수화 
4 연구직을 기준으로 각 직종 더미변수화 
5 0=담당, 1=보직자 
6 원급을 기준으로 각 직급 더미변수화 
7 5년 이하를 기준으로 각 근속년수 더미변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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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가설 1과 관련하여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발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공정성은 발언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a와 1-c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1-b는 

지지되어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와 관련하여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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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한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적극적으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인 능동적 행동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종사자의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능동적 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공공부문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능동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조직공정성이 갖는 

역할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인 

능동적 성격이나 과업환경특성인 직무 자율성, 조직지원인식 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조직공정성이 갖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 중 절차 공정성이 

발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절차 공정성이 

능동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Kim and Kiura (2020)의 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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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능동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절차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신병로 et al. (2016)의 

연구와는 상이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절차공정성 인식이 적극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McAllister et al. (2007)의 

연구 및 Moon et al. (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언 행동과 같은 능동적 행동은 현상에 도전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개인은 상사나 조직으로부터 받을 손해를 

감안한다는 특징을 가지며(Detert & Burris, 2007), 심리적 안정감 

확보가 능동적 행동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Ashford 

et al., 1998; Edmondson, 1999; Liang et al.,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행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공공조직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권력거리성향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인 해외 연구 

결과(Begley et al., 2002; Farh et al., 2007; Kirkman et al., 

2009)와는 상이한 결과이나, 절차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전정호 and 설현도 

(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될 

것이나, 한국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으로 위계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공공기관은 관료제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권력거리성향이 높거나 낮은지 여부는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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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공정성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조직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보직자를 중심으로 조직에서 공정성이 갖는 

의미와 효과,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 및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계층별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조직 관리자들은 이와 같이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성과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 공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보상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에서 객관적 입장을 갖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등 절차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도명록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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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위와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 대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전체 공공조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조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통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능동적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 이외에도 동료 또는 상사의 관찰에 

의한 설문방법이 활용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만이 사용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경우 

사회적 소망 편의(social desirability bias)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능동적 행동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상사평가 등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을 통해 측정하였기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는 경우 측정되는 변수들 간 관계를 증폭 또는 감소시키는 체계적 

편의를 공유한다는 문제가 있다(Jakobsen & Jensen, 201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동일방볍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나(박원우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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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한 설문지와 응답원을 통해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Podsakoff et al. (2003)의 제안을 참고하여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결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의 합리성,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상급자의 태도와 관련한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은 보상뿐만 아니라, 인사고과, 

조직변화 등 다양할 수 있으며(문형구 et al., 2009),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직 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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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이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능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조직 구성원의 권력거리성향이 조직공정성과 

능동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의 차원 중 절차공정성이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 유형인 

발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력거리성향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능동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절차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공공조직의 합리적인 성과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조직의 

사례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결과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조직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성과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절차공정성 인식 제고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분석대상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으로 

한정되어 다른 조직에 적용할 경우 제약이 따른다는 점, 횡단적 분석의 

성격상 인과관계를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었다.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인해 사회적 소망 편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설문지와 

응답자로부터 측정하여 동일방법편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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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 논의가 보상과 관련한 

공정성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며, 다양한 측면의 공정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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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uncertain public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proactive behavior that can suggest new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being emphasized. Reflecting this 

phenomenon, studies on the proactive behavior of private sector 

workers are increasing, but empirical studies targeting public sector 

workers are still lacking. Proactive behavior in which organizational 

members actively predict problems and change organizations can 

als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role of employees' perce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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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justice as a leading factor for proactive behavior 

targeting public sector workers was examin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was empirically t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to examine the 

impact of public sector employee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proactive behavior. Second, it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which i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proactive behavior.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et to 

thre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ve justice; the dependent variable is 

set to voice behavior among types of proactive behavior and the 

moderating variable to power distance orientation. 

 For the empirical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employees 

working at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 public organization, and a sample of 202 peopl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proactive behavior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rocedural justice among organizational 

justice affects voice behavior, which is a type of proactive behavior. 

An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oactive behavior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wer distance orient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a study that 

attempted an empirical study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oactive 

behavior for public organizations.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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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active behavior of public sector workers is lacking, this 

study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tudy on proactive behavior to 

the public sector. 

Seco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richer discussion of the role of organizational justice by suggesting 

that organizational employees' perceptions of justice can play a role 

as antecedents of proactive behavior. 

Third, in this study, among th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voice 

behavior, indicating that procedural justice has importance in 

relation to proactive behavior. 

Fourth,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moderating effect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oactive behavior, but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this regard, since the hierarchy culture is dominant in 

Korea's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 particular, public institutions 

have strong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whether the individual 

level of power distance orientation is high or low does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the effect on proactive behavior.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managers who want to 

promote proactive behavior of organizational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actively seek 

ways to enhance justice. Secondly,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procedural justi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with proactive behavior.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ationalize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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