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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승진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사관리 방안이며, 특히 현실적으로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어려운 공공기관에서는 승진이 실질적인 보수 인상의 효과

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승진을 결정하는 승진제도는 구성원들의 관

심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승진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여 조직성과 향상을 촉진하는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수

용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적인 요소가 조직공

정성이다.

본 연구는 이념, 가치관 같은 상징적 태도가 정책지지를 결정하

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개인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이 조직의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급이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과 승진

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를 차별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A공단의 중간관리자 승진제도 변화에 대해 3급(차장) 및 4급(과

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공정성 관점이라는 상징적 태도가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분배공정성을 중시할

수록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공정성은 기회, 보상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승진

경로가 다양화된 변화를 승진기회의 확대로 판단하는 경우 제도

변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급에 따라 분배

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 정도가 달라짐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3급(차장)은 4급(과장)에 비해 분배공정성을 중시

할수록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자인 3급(차장)은 전체 조직 운영의 측면을 고려하여 승

진기회 확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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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직공정성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필기시

험 결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근무성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함을 확인

하였다. 특히, 분배공정성 관점을 중시하는 경우 기존 필기시험 방

식보다 종합평가 방식을 선호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A공단 구성원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

방식이라 하더라도 필기시험이 중간관리자 선발 방식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직렬과 세대

가 다양하며 승진적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승진기회 확대가 구

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어느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집

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승진제

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계속 변화하므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승

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주요어 :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승진제도, 조직정책지지

학 번 : 2021-2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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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동기부여(motivate)란 조직구성원들이 일을 더욱 열심히 그리고 계속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힘을 북돋워 줌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

록 하는 과정으로 근무실적 혹은 생산성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여도를 고

려할 때 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임도빈‧유민봉, 2019).

이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 보상인 성과급과 비금전적 보상인 승진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예산의 제약과 정치적‧법적 책임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만큼 충분한 보수를 제시하지 못하

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따라서 성과급보다는 승진이 실제 성과 향

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박순애‧이혜연, 2017: 99p 재인용).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성과급보다 승진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도 존재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업

무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조사한 김영근(1999)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승진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대답하였고,

서울대학교 정책지식센터에서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2009)에서도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30%가 승진을 선택한 반면, 성과급을 선택한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이수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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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공부문 구성원들의 경우 동기부여 기제로서 승진을 중요시하

는 것은 물론, 승진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보수 인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승진의 대상, 요건, 방법 등을 정하는 조직의 승진제도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복잡한 이해관

계가 표출되는 대상이 되며, 승진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불리가 달라

지는 구성원들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승진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

이라는 인사관리 방안이 동기부여를 촉진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조직 입장에서는 승진제도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공단은 승진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여 그간 구성원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던 중간관리자 3급(차장) 승진제도를 개

편하는 인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중간관리자 3급(차장) 승진의 경

우 기존에는 필기시험 방식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해 왔는데, 이는 근무성

적평정을 통해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결정하고 그 대상자들 중 필기시험

을 통해 최종 승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2014년부터 필기시험 대신 역

량심사 방식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그 방식에 따른 승진선발 비율은 30%

로 여전히 필기시험 방식에 의한 승진선발이 주요 방식이었다. 필기시험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지

만 조직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과장급 직원 중 다수 인원이 상당 기간 시

험공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직원 개인의 피로도 누적과 조직 인력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연공서열 중심의 응시 기회 부여로 젊은 직원들은

승진적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여러 번의 응시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직원들은 근무의욕 상실에 빠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심화되어 구성원과 조직 모두 승진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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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게 되었다.

개편된 승진 인사정책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 점수의 충족 여부만을 결정하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 리더십, 면접시험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종합

적으로 반영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은 필기시험과 종합평가 방식을 병행하고 일부 연공서열을 우대하는 방

식과 4급(과장) 경력이 짧은 대상자만 응시 가능한 경로를 신설하여 네

가지 승진경로를 운영하는 것이다. 종합평가라는 단일 방안 시행에 앞서

네 가지 승진경로를 운영하는 것은 승진경로 다양화에 대한 직원들의 요

구가 많고, 그럼에도 여전히 시험방식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상

황에서 급격한 제도 변경이 조직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진제도 개편이라는 변화된 조직의 인사정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며, 그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조직공정성이다. 일반적

으로 조직공정성은 조직이 자신에게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하는지를 구성

원들이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되는데, Tyler(2011)는 구성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적 애착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소속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공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규칙이나 가치를 보다 잘 따를 수 있게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공정성은 개인의 인식 차원이므로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관점은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효민‧김석호(2015)는 공정성을 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 감정과 협력, 규범의 준수 등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집단의 안정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러한 공정성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가치관, 감정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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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같은 상황적 배경도 고려되는 방향으로 공정성 이론이 확장되어 왔

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원화될 수 있고, 그

에 따라 변화된 승진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승진제도 변화 지지의 관계에 있

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직급의 영향이다. A공단의 3급(차장) 승진은

조직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속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으로, 관리자

의 위치에 속하게 되면 조직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조직운영 관점

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직원의 위치에 속할 때보다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직급에 따른 관점 차이는 조직공정성 인식에 있어

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리자로서 조직운영 관점에서 판단하

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의사결정 수단과 방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절차

공정성 보다는 최종 결과의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배공정성을 중

시하는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관

점 차이가 승진제도 변화라는 조직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를 차별화하는 요인으로서 직급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화된 승진경로 운영 기간을 거쳐 2023년

종합평가 단일 방식 승진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A공단이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변화된 승진제도에 대한 지지

간 관계와 그 관계에 있어서 직급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조직공정성 관점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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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단의 변화된 승진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와 변화된 각 승진경로에 대

한 선호를 설정한다.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로는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

식에 따라 분배공정성 관점과 절차공정성 관점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중 변화된 승진제도 지지 여부는 매우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

는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의 4단계로 구분한다. 변화된 승진경로에 대

한 선호는 연령(만 57세) 요건을 기반으로 한 종합평가 방식인 ‘가’ 경로,

별도의 응시 요건 없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리더십, 면접 등의 요소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주가 되는 ‘나’ 경로, 4급(과장) 재직기간(4년

이상 7년 미만) 요건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방식인 ‘다’ 경로 설정하되,

‘나’ 경로는 기존 승진자 선발 방식인 필기시험 방식이 일부 혼재되어 있

으므로 ‘나-종합평가’ 경로와 ‘나-필기시험’ 경로로 구분한다. 조절변수로

직급을 설정하고 3급(차장)과 4급(과장)을 구분한다. 3급(차장) 승진을 기

준으로 관리자와 직원으로 구분되므로 조직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직렬, 4급

(과장) 재직기간, 근무부서와 같은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A공단 직원 중 2022년 1월 1일 기준 3급(차장) 및 4급

(과장)에 재직 중인 직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3급(차장) 승진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

거나 받게 되는 집단으로 복잡한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A공단 내부 전산 조직도 자료를 활용하여 3급(차장) 및 4

급(과장) 직원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를 바

탕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 및 다항로짓(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분

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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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승진과 조직공정성

1) 승진의 개념 및 의의

다수의 인사행정 분야 문헌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진이란 조직

내에서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오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특히 피라미

드형 계서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직에 있어 승진의

의미는 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 있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오석홍,

2009).

구성원 개인 관점에서는 승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는 것에 비

례하여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보상이 수반된다. 우선 금전적 보수가 인상

되는데, 인건비 예산 제약 등으로 구성원 개인별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

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할 때 승진이 직위 상승은 물론 실질적인 보수

인상의 기제로도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승진을 하면 감독해야 하는

부하의 수도 많아지며,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성공 내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승진자로 결정된 것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임도빈‧유민봉, 2019).

조직 관점에서도 승진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선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보충하는 수단이 된다. 승진을 통한 결원 보충은 연쇄적 인사이동을 발생

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승진을 통해 경력목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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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기성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수립 및 경력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승진은 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한

다. 승진된 사람은 성취감과 직무만족이 증가하면서 동기가 더욱 강화되

고 다른 동료들에게는 자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임도빈‧유민봉, 2019).

승진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경우 이처럼 여러 가지 효용이 나타나는

반면, 승진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승진이 다수의 불만을 초래하고 근무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박천오, 2012).

2) 조직공정성 이론

조직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는 승진 및 이동, 성과평가, 임금결정, 전환

배치, 해고 등 조직구성원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며,

조직구성원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구성원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구성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정이 있을 경우 불공정성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좌절

이나 직무불만족 등의 소극적인 반응은 물론 결근, 이직 등의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조직유효성에 저해되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민경호

‧조국행, 2002).

Tyler(2011)는 사회 구성원들의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속

한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적 애착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

며, 소속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

으로 조직의 규칙이나 가치를 보다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공동체를

향한 긍정적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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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공정성은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배분에서 야기된다고

보았다. 그는 덕(德)을 인간이 사물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지적 덕(지혜)

과 사회적 존재로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형성하는 도덕적 덕

으로 구분하고 정의를 도덕적 덕의 하나로 보았다. 정의는 다시 합법성의

개념인 일반적 정의와 그보다 좁은 개념으로 일정한 가치나 재화의 분배

에 관한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적 정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정

성의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최낙범‧엄석진, 2013).

사회‧조직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보편적인 규칙을 탐구하는 철학

적인 차원에서 공정성을 논의하였던 거시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

의 인식과 반응에 관한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그들은 공정성에

대하여 당위론적 접근이 아닌 사실 중심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으며 공정성을 개인의 지각과 반응에 의하여 구성되는 심리적 구성

체라고 보았다(김명언‧이현정, 1992; 최낙범‧엄석진, 2013:재인용).

박효민‧김석호(2015)는 형평 이론으로부터 발전된 초기 공정성 이론은

이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심리적,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

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발전되어온 공

정성 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의 인식과 감정, 행동 등을 설

명하고 있고, 특히 미시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보다 거시적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

면서 최근 공정성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간의 감정적 측면이

공정성 이론을 이루는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임을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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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공정성 유형 :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이론으로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Homans(1961)와 Adams(1965)

의 연구를 통해서였는데, 이들은 집단 내에서 보상이나 권리, 책임, 부담

등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환이론적 전통으로, 교환관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자신이 투자한 자원과 이를 통해

얻게 된 교환물의 가치에 대해 공정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이론으로, 개인이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이 받은 보상

의 공정성을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받은 보

상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dams(1965)는 분배공정

성은 조직을 위해 개인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여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

상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

난 Homans와 Adams의 공정성 이론은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투입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형평

이론(equity theory)으로 불렸으며, 이에 따르면 개인에게 주어진 보상이

그 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가

되면 공정한 상태로 볼 수 있고, 만일 그 비율이 어긋난다면 공정하지 않

은 상태가 된다(박효민‧김석호, 2015). 분배공정성은 책임, 역할과 지위,

재화와 서비스, 기회, 처벌과 보상, 임금, 승진 등과 같은 조직 내 모든

자원을 개인들의 특성 즉, 유사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Foley et al., 2002; Yavuz, 2010; 696).

형평 이론은 제한된 교환관계 중심의 논의에 집중한 결과 상황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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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교환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태도, 감

정, 행위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

(Deutsch, 1985), 또한 공정성을 판단하는 원칙이 기여와 그에 비례한 보

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보상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결과 측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대인관계 측면의 중요성이 고

려되지 않은 점(박효민‧김석호, 2015)에 있어 한계점을 보였다.

한편, Leventhal(1976)은 공정성 판단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

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공정성 규범(justice norm)을 채택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민경호‧조국행, 2002), 공정성 규범은 성과와 생산성이 목적인

경우 선호되는 형평규칙(equity rule), 사회적 조화나 집단적 결속이 목적

인 경우 선호되는 평등분배규칙(equality rule), 갈등 방지와 사회복지가

목적이 되는 경우 선호되는 필요에 의한 분배규칙(needs rule)으로 이루

어진다고 함으로써 문화적, 상황적, 개인적 요인에 따라 공정성 규범에

대한 선호가 달라짐을 인식하여 분배공정성의 개념 확대에 기여하였다

(Leventhal, 1976).

Folger & Greenberg(1985)는 분배공정성만으로 조직 내의 다양한 환경

하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

하고 보상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에 관

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분배공정성이 분배결정의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가

를 다룬다면, 절차공정성은 그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민경호‧조국행, 2002).

절차공정성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Thibaut & Walker(1978)의 연구로

이들은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정통제

(process control)와 결정통제(decision control)를 제시하였는데, 과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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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벌이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통제를 의미하

며 결정통제는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를 의미한다(김

명언‧이현정, 1992). 이 중 절차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은 과정통제에 관한

것으로 분쟁 당사자들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판사)가

과정과 결정을 모두 통제하는 독재적 절차에서보다 분쟁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통제정도를 부여하는 법적 절차에서 더욱 공정하다고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Thibaut & Walker, 1978).

Leventhal(1980)도 결과와 관련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정성은

일곱 가지 요소, 즉 의사결정자 선발, 평가 기본규칙 설정, 정보수집, 의

사결정 과정, 의견호소, 권한남용 등에 대한 안전장치, 변경기제 활용성으

로 구성되며, 일관성, 편파배제, 정확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윤리성의 여

섯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승진

결정의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박순애·정선경,

2011: 4 재인용).

Greenberg(1986)는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상에서의 불

공정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정성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을 총 일

곱 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절차공정성과 관련하여 평가와 결과

활용에 앞서 투입에 대한 요구, 인터뷰에 있어서 쌍방 의사소통,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항변의 여지, 피평가자 업무에 대한 평가자의 숙지,

기준 적용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Greenberg, 1986). 또한, 조직공정성

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그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및 조직 성과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reenberg, 1990; 김영신, 2021: 94 재인용).

이러한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보수인

상, 승진, 업무할당, 부서이동 등 인사 분야에서의 문제들에 있어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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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동기,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에도 유의한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김명언‧이현정, 1992:재인용).

이에 더해 Bies & Moag(1986)는 절차공정성과의 차별화를 통해 인간관계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Greenberg(1990)나 Masterson, Lewis, Goldman &

Taylor(2000)와 같은 연구자들은 상호작용공정성을 인간관계공정성

(interpersonal justice)과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으로 세분화하였

다. 인간관계공정성은 관계적 측면에서 결정을 통보해주는 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존경심과 정중함으로 대했는지에 관한 것이며, 정보공정성은 관리적

측면에서 절차 혹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고 자세히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설명해 주었는지에 관한 것이다(양동민‧심덕섭, 2020: 재인용).

이처럼 상호작용공정성은 대인간의 행태, 특히 상급자와 관계되는 직접적

인 업무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Masterson, Lewis, Goldman &

Taylor, 2000), 개인의 인식 차원인 조직공정성 관점 차이가 제도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자 한다.

2. A공단 승진제도 개편

A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의 승진1)은 근무평정 및 기타 능

력의 검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인사규정 제12조), 직원을 승

1) 인사위원회 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일반승진 외에 4

급~6급의 경우 직급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근속한 대상자를 임용하는 근속승진,

직무능력이 탁월하며 공단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승진,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승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근속승진,

특별승진, 명예승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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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순으로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대상 범위 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선발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임용할 수

있다(인사규정 제13조)고 명시하여 승진원칙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3급(차장) 직원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을 인사규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인사규정시행규칙 제28

조).

공단에서 고위 관리자로 구분되는 1급 및 2급을 제외한 다른 직급에서

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에 비하여 중간관리자인 3급(차장) 승

진자 결정에 있어서는 근무평정에 의한 평가에 더해 필기시험 또는 면접

심사와 같은 별도의 추가적인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그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됨은 물론 구성원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

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승진시험 응시 대상 범위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그 해에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약

5배수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부터 경쟁이 치열하

며, 응시 대상에 포함된 후 다시 약 5:1의 경쟁을 극복해야 최종 승진자

로 결정된다. 공단 1급부터 6급까지 전체 현원 6,011명 중 3급(차장) 승진

의 대상인 4급(과장) 현원이 2,372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그러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9년까지 3급(차장) 승진시험을 필기시험과 역량면접심사를 병

행하여 7:3의 비율로 승진자를 선발해왔다. 승진자의 일부 인원을 역량면

접심사에 의해 선발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필기

시험에 의한 선발이 주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기시험

중심의 승진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 결과, 즉 점수에 따라 승진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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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4급(과장) 다수 인원이 일상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그에 따른 구성원 개인의 피로도 누적과 더불어 이들이 매년 시험

을 앞두고 장기간 휴가를 집중 사용함에 따른 조직 인력운영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또한 필기시

험을 통한 선발에서 여러 번 탈락한 사람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승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체로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이

루어지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시

스템 상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의 불만이 누적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공단은 노사 공동의 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직원

토론회,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승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과정을 거쳐 승진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2023년부터는 절대평

가 방식의 자격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는 종합평가 제도 전면 도입을 결

정하였다. 다만, 승진시험 평가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승진제도 개편을 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필기시험 방식을 선호하는 구성

원들도 적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종합평가 방식과 필기시험 방식을 병행하여 네 가지 승진경로를 운영하

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논의 대상으로 각 승진경로별 세

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 경로는 업무수행 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하나 필기시험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승진에서 누락된 장기간의 경력을 가진 4급(과장)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경로이다. 만 57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요건으로 응시 대상 결정되므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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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열 중심의 평가 성격이 강하며 필기시험 없이 면접, 리더십 및 경영

평가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전체 승진인원의 15%를 선발한다.

둘째, ‘나’ 경로 중 ‘나-종합평가’ 경로는 별도의 응시 요건 제한 없이 절

대평가 방식의 자격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승진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가 응시 대상이 되며, 근무성적,

리더십, 면접 및 경력을 평가요소로 한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전체 승진

인원의 65% 중 7할을 선발하는 경로이다.

셋째, ‘나-필기시험’ 경로는 승진제도 개편 전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

다. ‘나-종합평가’ 경로와 마찬가지로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승진인원

의 5배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결과가

60% 반영되어 승진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로를

통해 전체 승진인원의 65% 중 3할을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다’ 경로는 필기시험 결과가 승진자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

임은 ‘나-필기시험’ 경로와 같으나 응시 대상에 차이가 있다. ‘나’ 경로는

종합평가 방식이든 필기시험 방식이든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승진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만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 3급(차장) 승진

선발인원이 대체적으로 100명 내외이고 그 중 65%를 ‘나’ 경로를 통해

선발하므로 4급(과장) 현원 2,372명 중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325등 이내에

포함되어야 응시가 가능한데, 여타의 공공부문처럼 공단도 근무성적을 평

정함에 있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짧은 4급

(과장)들은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부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개

편된 승진제도에서는 4급(과장) 재직기간 4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만 응

시할 수 있으며, 응시 기회도 1회로 제한하는 ‘다’ 경로를 신설하였다. 이

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다’ 경로를 통한 선발인원은 전체 승진인원의

20%이다. 4급(과장)에서 3급(차장)으로의 승진이 적체된 상황에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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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4급(과장)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로라

할 수 있다. 이 경로를 통해 1회라도 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은 다시

‘다’ 경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필기시험 방식이든 종합평가 방식이든

‘나’ 경로로만 승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승진경로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승진경로 세부 내용

구분 가 경로
나 경로

다 경로
나-종합평가 나-필기시험

대상 만57세 이상 근무평정 5배수
4급(과장) 재직기간
4년~7년인자중경로내
근무평정 50% 이내

평가
방법

종합평가 종합평가(70%) 필기시험(30%) 필기시험

평가
요소

면접(30%)
리더십(60%)
경영평가(10%)

자격시험(절대평가)
근무평정(40%)
리더십(30%)
면접(15%)
경력(15%)

필기시험(60%)
근무평정(20%)
리더십(20%)

필기시험(60%)
근무평정(20%)
리더십(20%)

비중 15% 65% 20%

* A공단 내부 자료에서 인용

3. 정책지지 결정요인

A공단은 그간 운영해 온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 차원

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승진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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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제도 개편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개편된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성원들의 제도 수용성은 정책에 대한 지

지로 볼 수 있다.

1) 정책지지의 개념 및 결정요인

정책에 대한 지지(support)는 일반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 호의적 또는 긍정적 태도 및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박정훈, 2008:97; 금현섭‧백승주, 2010).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이 행동 대상들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

로 형성된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의도를 결정한 다음

실제 행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

이론에 따르면 행동의도인 개인의 정책지지는 장기적으로 정책수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정훈‧신정희, 2010).

정책지지 결정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평가의 기반 또는 근거를 무엇

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물

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치적 이

념과 같은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요인을 강조하는 입장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물질적 자기이해요인은 합리주의(rationality), 물질주의(materialism), 이

기주의(egoism)라는 세 가지 이론적 토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합리주

의는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에 따라 개인의 합리성이 제한되므로 그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 역시 제한적인 선택임을 가정하고, 물질주의는 인간

의 선택이 단순히 쾌락과 고통의 비교형량에 기초하는 선택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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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이기주의는 타인보다 자신이 마주할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개인의 선택에 대한 세 이론의 가정을 종합

하면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그로 인해 개인이 취하게 될 물질적 이

해득실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최희용

‧은재호, 2021).

상징적 태도요인은 생애초기부터 형성된 특정 상징에 대한 정서적 반응

즉, 상징적 태도가 성인기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롭게 직면한 문

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금현

섭‧백승주, 2010; 최희용‧은재호, 2021). 상징적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이나 인종편견(racial

prejudice) 등이 상징적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Sears at al,

1979, 1980; Jacoby, 1994, 2000; 금현섭‧백승주, 2010 재인용). Sears et

al(1980)의 연구에서는 실업정책, 건강보험, 공립학교 통학버스, 범죄 문제

를 대상으로 자기이해지수(self-interest index)와 상징적 태도가 정책지지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자기이해지수는 응답

자들의 정책지지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징적 태도는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지에 대한 물질적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의 영향이 모든 정책영

역과 다양한 집단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정책영역에 있어서는 자기이해요인이, 어떤 집단에 있어서는 상징적 태도

요인이 보다 강한 혹은 보다 약한 영향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0).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이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가이다. 직위 상승이라는 승진의 개념 그리고 승진에 따르는 유형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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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보상을 감안할 때 물질적 자기이해에 따라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 태도

인 조직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관점은 구성원 개인별 심리적, 상황적 요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진제도 변화라는 조직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에 기반

하여 승진제도 변화라는 조직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의 조직공정성 관점이

라는 상징적 태도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지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순애‧유미년(2008)은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념

적 성향, 정부역할에 대한 가치관, 행정스비스 만족도, 소득수준, 생활수

준에 대한 만족도, 나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정부역할에 대한 가

치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소득수준, 생활수준 만족도가 정부 지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념이나 나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현섭‧백승주(2010)은 이념적 희생이론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시

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 확대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 이념성향과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의 응답



- 20 -

자들이 정부지출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

에 대한 지지에 있어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설명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지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수성

향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다면 정부신뢰와 이념적

성향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정부지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두 연구는 모두 정부와 국민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지지와 이념적 성향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태도 요인으로서 정치적

이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가 달리 나타났다.

정책지지의 결정요인은 거시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현실 조직 단위에 있어서 조직 정책에 대한 구

성원의 지지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양혁승(2003)은 성과주의 급여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와 조직구성원 개개

인의 가치 사이의 적합성이 해당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수용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증 연구에서 개개인의 수

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적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검증

하였는데, 추가적 결정요인으로 고려된 변인은 제도 변화의 불가피성 인

식, 경영진 의지 인식, 동료 직원들의 수용도 인식, 개인의 이해로 분석

결과, 제도 변화의 불가피성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성과주의 급

여제도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수용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도 변화의 불가피성 인식, 경영진 의지 인식,

동료 직원들의 수용도 인식은 모두 개인의 인식 차원 변인으로 상징적

태도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이해는 물질적 이해 요인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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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영미‧나승일(2017)은 전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직변화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 개인적 측면 변인은 성별, 연령, 근속년수, 직위

(급)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위치, 개방성, 자기효능감, 주인의식,

직무안정성, 변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하였고, 조직적 측면 변인은

대학규모, 대학소재지, 총장의 변혁적 리더십, 관계지향문화, 조직신뢰, 변

화관련 정보접근성, 참여적 의사결정, 조직변화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변화 수용성의 전체 변량 중 56.5%가 개인적 측면 변인으로 설명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변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변화에 대한 기대, 주인의식, 보직경험, 근속년수, 직무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통제위치, 개방성, 자기효능감 등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급)의 영향을 보직경험

유무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보직경험이 조직변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직경험이 있는 교수가 가진 대학의

조직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최희용·은재호(2021)는 공론화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20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

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태도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수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책지지 결정요인 즉, 물질적 이기

심과 상징적 태도,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 세 가지 요인과 정책지

지 사이에 공론화의 주요 요소인 자료제공과 분임토의가 개입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에 대한 만족이 높

을수록 물질적 이기심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상징적 태도, 사회지향적 인식이 기본소득 정책지지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2 -

이상 정책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음 <표 2-2>와 같이 요약

하였다.

<표 2-2> 정책지지 결정요인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정책지지 결정요인

박순애·유미년

(2008)

공공분야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 활용,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부역할에 대한 가치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소득수준, 생활수준 만족도

금현섭·백승주

(2010)

공공분야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 활용, 정부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정치적 이념과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

분석

보수에 비해 진보가 정부지출지

지, 즉 이념적 성향의 영향이 유

의미

양혁승

(2003)

특정 기업(Y)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주의

급여제도에 대한 수용도

결정요인 탐색

경영진 의지 인식, 동료 직원들의

수용도 인식, 개인의 이해

석영미·나승일

(2017)

전문대학 교수들 대상

설문을 통해 조직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변화에 대한 기대, 주인의식, 보직

경험, 근속년수, 직무안정성과 같은

개인변인 및 조직변화수준, 참여적

의사결정, 관계지향문화, 변화관련

정보 접근성과 같은 조직변인

최희용·은재호

(2021)

2020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공론화 조사

자료 활용, 정책지지 결정

요인과 정책지지 간 관계에

있어서 공론화의 조절효과

분석

물질적 이기심과 상징적 태도,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은 정책지

지 결정요인이며, 공론화(자료제

공, 분임토의)는 물질적 이기심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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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정성과 정책지지에 관한 연구

조직공정성은 조직의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를 높여 성공

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그간 조직공정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성과와의 관

계에 집중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조직공정성과 조직정책에 대한 지지

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조직공정성과 조직제도 혹은 조직변화에 대한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연

구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구 또한 많지 않고 아직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규만(2005)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변

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유능감,

직무동기, 절차공정성, 상사의 지원 및 조직분위기는 변화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자율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절차공정성은 조직변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제시된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되는데, 절차공정

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변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난 결과는 조직

변화 실시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믿

음을 갖게 해주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처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높게 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실증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세형‧이상현(2011)은 실업인정시스템 시범사업의 실업급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변화 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독립변수로 변화지향적 분위기, 관리자 지원, 절차적 공정성, 업

무자율성, 학습기회 제공의 6개 변수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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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변화지향적 분위기, 관리자 지원, 업무

자율성, 학습기회 제공은 조직변화 지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변화 지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변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절차

적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변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이규만

(200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김봉환‧조남신(2015)은 경영혁신이 진행 중인 세 개의 공공조직을 대상

으로 구성원들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경영혁신 수용과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과 경영자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인 조직공정

성 인식은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종결과물의 분배와

관련된 분배공정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수단이나 과정과 관련된

절차공정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였는데,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경영혁신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절차

공정성만이 경영자 신뢰를 매개로 경영혁신 수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반하여 결

과를 해석했는데 경제적 교환은 유형자원의 교환과 관련되며 사회적 교

환은 무형자원의 교환과 관련된다는 Blau(1964)의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

적 교환관계와 관련된 분배공정성보다는 사회적 교환관계와 관련된 절차

공정성이 신뢰와 같은 무형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

안성익‧류성민‧윤현중(2012)은 조직의 변화 시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순

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조직공정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공급

과 부서단위 성과급 지급에서 개인성과급 지급으로 성과급 제도를 변경

하려는 국내 은행 조직을 대상으로 제도변화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과 정보공정성을 설정하였고, 개인성과급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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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경영진 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직공정성을 구성하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대인공정성, 정보공정성의 네 가지 요소 중 절차

공정성과 정보공정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것은, 이미 도입된 보상제도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하게 될 보상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

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므로 분배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이 연

구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대인공정성과 정보공정성 중 구성원에게 얼

마나 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느냐를 의미하는 정보공정

성이 보상제도의 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분석결과 절차공정성은 개인성과급 제도 수용성에 유의한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진 신뢰와 개인성과급 수용성 간의 관

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진 신뢰에 대해서는 절차공정성

과 정보공정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 조직공정성과 정책지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음 <표 2-3>

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2-3> 조직공정성과 정책지지 관계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정책지지 결정요인

이규만

(2005)

중소기업 직원들 대상

설문을 통해 조직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자기유능감, 직무동기, 절차공정성,

상사의 지원 및 조직분위기은 정

(+)의 영향, 직무자율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세형·이상현

(2011)

실업급여 시범사업 담당자

대상 조직변화 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확인

변화지향적 분위기, 관리자 지원,

업무 자율성, 학습기회 제공은 유

의한 영향인 반면 절차적 공정성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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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과 조직변화 수용의 관계를 분석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 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수단‧과정과 관련된 절차

공정성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절차공정성

이 조직변화 수용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

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변화된 승진제도에 대한 지지가 달라지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 중 구성원 개인의 인식과

관련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두 가지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연구자 연구대상 정책지지 결정요인

김봉환·조남신

(2015)

경영혁신 진행중인 세 개

공공조직 대상 조직공정성

인식이 경영혁신수용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경영혁신 수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절차공정성은

경영자 신뢰를 매개로 경영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안성익·류성민

·윤현중(2012)

국내 은행조직 대상 성과급

제도변화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절차공정성과 정보공정성 중 절차

공정성은 제도변화 수용성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영진 신뢰를

매개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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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가 승진

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승진제도 변화 지지의 관계에

있어 직급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로 조직공정성 관점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A공단의 변화된

승진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와 변화된 각 승진경로에 대한 선호를 설정한

다.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로는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분배공

정성 관점과 절차공정성 관점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중 변화된 승진제

도 지지 여부는 지지하는지 또는 지지하지 않는지로, 변화된 승진경로에

대한 선호는 연령(만 57세) 요건을 기반으로 한 종합평가 방식인 가 경

로, 별도의 응시 요건 없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한 종합평가

방식인 나-종합평가 경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응시 대상자를 결정

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나-필기시험 경로, 4급

(과장) 재직기간(4년 이상 7년 미만) 요건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방식

인 다 경로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직급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는 3급(차장)과 4

급(과장)의 직급 구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근무부서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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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조절변수

직급(3급/4급)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직공정성

관점

분배공정성
승진제도

지지여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절차공정성
승진경로

선호

가 경로

나-종합 경로

나-필기 경로

다 경로

통제변수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경력,

근무부서(본부/지사)

제 2 절 연구의 가설

1.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의 관계

정책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 따르면 물질적 자기이해요인

과 상징적 태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 내에서의 직위가 상승하

고 권한이 확대되며 보수가 인상되는 승진을 결정하는 제도가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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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

떤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하고 또 어떤 경우 지지하지 않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 물질적 자기이해요인에 따라 자신의 승진가

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도지지 여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인 상

징적 태도요인은 개인의 이념, 가치관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상징적 태도요

인에 따라서도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보상, 제도 및 의

사결정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관련되며(Greenberg, 1990), 구성원들의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정적 애착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소속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공

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규칙이나 가치를 보다 잘 따를 수 있게 하

는 등 조직을 향한 긍정적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Tyler, 2011).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공정성을 추구하겠지만 그에 대한 관점과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상징적 태도요인으로서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지

혹은 절차공정성을 중시하는지의 관점 차이는 승진제도 변화와 대한 지

지 여부에 각기 달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존 필기

시험이 주가 되고 일부 역량심사가 운영되어 거의 단일 경로에 가깝던

방식에서 연공서열을 고려한 경로, 종합평가 경로, 필기시험 경로로 승진

선발 경로를 다양화한 제도 변화에 대해 승진기회 확대로 판단하는 경우

는 지지를 표명할 것이고 제도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

는 경우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

로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피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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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승진제도 변화에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절차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승진제도 변화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2. 직급의 조절효과

석영미‧나승일(2017)은 조직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성별, 연령,

근속년수, 직위(급)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위치, 개방성, 자기효

능감, 주인의식, 직무안정성, 변화에 대한 기대로 구성된 개인적 측면의

변인 중 변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변화에 대한

기대, 주인의식, 직위(급), 근속년수, 직무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

(급)의 영향을 보직경험 유무로 측정하였고, 보직경험이 조직변화 수용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직경험이 있는 경우 조

직변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중간관리자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직급이라는 변인이다. 3급(차장) 승진에 있어 직급은 조직에서 구성원이

속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4급(과장)까지는 직원의 위

치에 속하지만 3급(차장)으로 승진하면 관리자의 위치에 속하게 되는데,

승진을 앞둔 4급(과장)의 경우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이해

관계에 충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미 승진을 경험하고 관

리자 직급에 속하게 된 3급(차장) 이상의 경우는 이해관계 보다는 조직과

인사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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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승진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3급(차장) 이상 관

리자의 대다수는 변경 전 기존 승진제도 즉, 필기시험이 주가 되는 방식

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이지만, 조직 내 위치가 관리자에 속하게 되면서는

의사결정 수단과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절차공정성 관점보다는 결과

배분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분배공정성 관점에서 조직의 제도 변화를 바

라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조직

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 직급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 직급은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를 차별

화할 것이다.

가설 3-1. 직급이 높을수록 분배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 간 관

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할 것이다.

가설 3-2. 직급이 높을수록 절차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 간 관

계를 부정적 방향으로 강화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A공단의 개편된 3급(차장) 승진제도 지지 여부는 그 변화 내용에 대한

구분 없이 지지 수준을 매우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의 4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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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수(binary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변화된 승진경로에 대한 선호는 ‘가’ 경로, ‘나-종합평가’ 경로, ‘나-필기

시험’ 경로, ‘다’ 경로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가’ 경로는 연령(만 57세) 요

건을 기반으로 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일체의 필기시험 평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공서열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나’ 경로는 종합평가 방식과 필

기시험 방식이 병행되는데, 종합평가 방식에 의한 선발비중이 70%에 해

당한다. ‘나’ 경로는 ‘나-종합평가’ 경로와 ‘나-필기시험’ 경로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나-종합평가’ 경로는 절대평가 방식의 필기 자격시험 합격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순위에 따라 승진인원 배수에 포함되는 응시 대상

을 결정하고, 근무성적평정,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승진자를 선발하고,

‘나-필기시험’ 경로는 기존 승진시험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순위에

따라 승진인원 배수에 포함되는 응시 대상을 결정하고,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한다. ‘다’ 경로는 4급(과

장) 재직기간(7년 미만) 요건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방식으로 일종의

패스트트랙에 해당하며, 1회만 응시 가능하다.

2. 독립변수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은 구성원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 성향에 따라

분배공정성 관점과 절차공정성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분배공정성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자신이 받는 보상이 얼마나 공

정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Price & Mueller(1986)는 책임수준, 교육

수준, 경력 및 경험, 노력과 투자, 업무성과, 스트레스를 분배공정성의 판

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rice & Mueller(1986)가 사용한

문항을 적용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분배공정성 관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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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공정성은 분배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과 근거가 공정한가

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Leventhal et al.(1980)은 일관성, 편파배제, 정확

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윤리성의 여섯 가지를 절차공정성의 판단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venthal et al.(1980)이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 중 다수 연구자들이 활용한 설문문항을 고려하여(김명언‧이현정,

1992; 최낙범‧엄석진, 2013; 문성옥, 2021) 대표성과 윤리성을 제외하고 측

정 설문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공정성 관점을 측정하였다.

3. 조절변수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중간관리자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간 관계에 있어 직급을 두 변인 간 관계에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으로 예측하여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직급은 중간관리자

승진심사를 마친 사람과 마치기 전의 사람을 구분하는 변수로 정의한다.

승진시험의 대상이 되는 4급(과장)은 직원의 위치에 속하지만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3급(차장)이 되면 관리자의 위치에 속하게 된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직원의 위치에 속할 때보다는 조직 운영의 관점에

서 판단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절차공정성 관점에는 부합하

지만 승진포기자 발생, 다수 직원의 장기휴가 사용 등의 부작용이 있는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 승진제도 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승진제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석영미·나승일(2017)은 직위를 보직경험 유무로

측정하여 조직변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직급의 조절효과 확인을 위해 3급(차장)과 4급

(과장)을 구분하는 문항을 설문구성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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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종속변수인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와 변화된 승진경로 선호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근무부

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Achen(1992)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정

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자기이해에 대한 측정지표들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금현섭‧백승주, 2010: 재인용). 한편, 조직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과 연령은 선행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한 측면

이 있고, 근속년수, 직위(급), 고용형태는 조직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종열·김일표, 2010; 전무경·지성구, 2012; 안성익·류

성민·윤현중, 2012; 이상철·권영주, 2011; 석영미·나승일, 2017: 재인용).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승진제도라는 조직정책의 변화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별, 4급(과장) 재직기간을 통제하였다.

근무부서는 본부근무 또는 지사근무를 구분하는 변수로 본부의 경우 4급

(과장) 비율이 지사보다 낮고 연령이 낮으며 재직기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많기 떄문에 이러한 여건이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직렬은 업무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순환근무를 하는 사무직의 경우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심

사직이나 전산직에 비해 A공단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는 승진자 선발 필기시험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승진자 선발 방

식과 경로가 달라지는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4급(과장)으로 근무 중

인 대다수 직원의 학력이 대졸 이상임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에서 제외하

였고, 고용형태 또한 모두 정규직이므로 통제변인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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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의 측정 및 구성요소

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주요변수의 측정 및 구성요소

변수 측정 구성요소

종속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0) ↔ (1)
(0) 지지하지 않음
(1) 지지함

승진경로
선호

(1) ↔ (4)

(1) 가 경로
(2) 나 경로-종합평가
(3) 나 경로-필기시험
(4) 다 경로

독립

분배공정성
관점

Likert 5점 척도
(1)점 ↔ (5)점

책임수준, 교육수준, 경력
및 경험, 노력, 업무성과,
스트레스

절차공정성
관점

Likert 5점 척도
(1)점 ↔ (5)점

일관성, 편파배제, 의견반
영, 정확성, 수정가능성

조절 직급
3급과 4급을
구분하여 측정

(1) 3급(차장)
(0) 4급(과장)

통제

성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측정

(0) 남성, (1) 여성

연령
연령대를

구분하여 측정
(0) 30대, (1) 40대, (2) 50대

직렬
직렬별

구분하여 측정
(0) 사무직, (1) 심사직,
(2) 전산직

4급(과장)
재직기간

다 경로 응시요건
(4급 4~7년) 기준
구분하여 측정

(0) 4년 미만
(1) 4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10년 미만
(3) 10년 이상

근무부서
본부와 지사로
구분하여 측정

(0) 본부, (1)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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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22년 1월 현재 A공단에 재직 중인 3급(차장) 및

4급(과장) 직원이다.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집락표

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공단 조직체계에 따라 본부와

지사로 구분하여 본부의 경우 소속 부서(실)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지사

의 경우 7개 지역본부별로 다시 구분하여 각 지역본부별 소속 지사를 무

작위로 추출하였다. 규모와 조직 구성이 거의 동일한 7개 지역본부는 모

두 표본에 포함하였다. 또한, 심사직과 전산직 대상 조사를 실시하기 위

해 이들이 소속된 장애심사센터와 디지털혁신본부를 표본에 포함하였다.

총 637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에 소속된 3급(차장) 및 4급(과장) 전체

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주간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응답 및 불성실 답변을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289명의 답변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T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

정변수의 분포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설문문항과 구성요소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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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승진경로 선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로짓분석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

차이와 변화된 승진제도 지지 여부의 관계에 있어 직급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조직공정성 관점×직급)을 활용한다. 분석모형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분석모형

          

        

종속변수
Y1 =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Y2 = 승진경로 선호

독립변수 X = 조직공정성 관점(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조절변수 M = 직급(3급, 4급)

통제변수 Z =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근무부서

기타  = 상수항,  = 회귀계수,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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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및 결과분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분석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295명 중 결측값

이 있는 6명을 제외한 289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응답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이 125명으로 43.25%, 여성이 164명으로

56.75%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30대가 28명으로 9.69%, 40대가

184명으로 63.67%, 50대가 77명으로 26.64%로 나타나 40대가 과반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A공단 3급(차장) 및 4급(과장) 전

체 성별 비율이 남성 48.5%, 여성 51.5%임과 연령대 비율2)이 30대

10.6%, 40대 51.5%, 50대 37.3%인 구조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직급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급(차장)이 119명으로 41.18%,

4급(과장)이 170명으로 58.82%로 나타났으며, 4급(과장) 재직경력에 따른

분포는 4년 미만이 47명으로 16.26%, 4년 이상 7년 미만이 47명으로

16.26%, 7년 이상 10년 미만이 58명으로 20.07%, 10년 이상이 137명으로

4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본부 82명으

로 28.37%, 지사 207명으로 71.63%로 나타났다. 공단의 3급(차장) 및 4급

2) 정년퇴직은 연중 6월말·12월말 2회 시행되므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정년퇴직

시행까지 근무중인 경우(0.6%)는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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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비율은 각각 29.4%, 70.6%이며, 이들의 본부와 지사 배치 비율은

각각 14.6%, 85.4%이다. 전체 인력 구조와 비교하여 3급(차장)이 4급(과장)

보다 표본에 과다 포함되었고, 본부 근무자가 지사 근무자보다 과다 포함

된 측면이 있다. 직렬에 따른 분포는 사무직이 257명으로 88.93%, 심사직

이 19명으로 6.57%, 전산직이 13명으로 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직렬별 분포는 사무직 78.1%, 심사직 7.3%, 전산직 3.2%이다3). 다음

의 <표 4-1>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5 43.25

여 164 56.75

연령

30대 28 9.69

40대 184 63.67

50대 77 26.64

직급
3급(차장) 119 41.18

4급(과장) 170 58.82

근무부서
본부 82 28.37

지사 207 71.63

직렬

사무직 257 88.93

심사직 19 6.57

전산직 13 4.50

4급 재직경력

4년 미만 47 16.26

4년∼7년 47 16.26

7년∼10년 58 20.07

10년 이상 137 47.40

3) 기금운용직 및 연구직 등 본 연구의 대상인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직렬의

비율은 11.4%에 해당



- 40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직급, 직렬, 4급(과장) 재직경력, 근무

지에 따라 종속변수인 승진제도 지지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승진경로 선호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카이제곱 검정(교

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성별, 연령대, 직급, 직렬, 4급(과장) 재직경력, 근무지에 따른 종속

변수 ‘승진제도 지지 여부’의 차이를 검정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승진제도

지지 여부 차이는 유의확률(p값)이 0.016으로 나타나 연령과 승진제도 변

화 지지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30대의 경우 승진

제도를 지지할 확률이 78.6%로 40대 50.0%, 50대 57.1%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업무 성과와 더불어 경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3급(차장) 승진시험 응시 대상이 결정되는 구조 상 4급

재직경력이 길지 않아 대다수가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30대의 경우 본격적으로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이므로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체감하여 수용과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변화된 승진제도에 따라 4급 재직

기간 4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

트트랙인 ‘다’ 경로가 새롭게 운영되어 기존 연공서열의 성격이 강한 승

진제도에서 배제된 30대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 점도 이들 연령대에서 40

대나 50대에 비해 변화된 승진제도를 지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성별, 직급, 직렬, 4급(과장) 재직경력, 근무지 각

변수에 따른 승진제도 지지 여부 차이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이 모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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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나타나 서로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표

4-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차이

구분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계

chi-sq
변수

지지하지 않음 지지함

명 % 명 % 명 %

30대 6 21.4 22 78.6 28 100

8.2639**

(.016)
40대 92 50.0 92 50.0 184 100

50대 33 42.9 44 57.1 77 100

남 55 44.0 70 56.0 125 100 0.1569

(.692)여 76 46.3 88 53.7 164 100

3급(차장) 51 42.9 68 57.1 119 100 0.4987

(.480)4급(과장) 80 47.1 90 52.9 170 100

사무 122 47.5 135 52.5 257 100

4.3594

(.113)
심사 5 26.3 14 73.7 19 100

전산 4 30.8 9 69.2 13 100

4년미만 19 40.4 28 59.6 47 100

2.1356

(.545)

4~7년 18 38.3 29 61.7 47 100

7~10년 27 46.6 31 53.4 58 100

10년 이상 67 48.9 70 51.1 137 100

본부 39 47.6 43 52.4 82 100 0.2302

(.631)지사 92 44.4 115 55.6 207 10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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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직급,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근무지에 따른

‘승진경로 선호’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령과 승진경로 선호 차이는 유의

확률(p값)이 0.01 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대는 경력과 근무평정만으로 승진을 결정하는 ‘가’ 경로 선호 비율이

7.9%로 30대 0%나 40대 3.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력이

짧아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다’ 경로 선호 비율은 30대가 42.9%로

40대 17.4%나 50대 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승진경로 선호 차이

도 유의확률(p값) 0.01 미만으로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나-종합평가’ 경로 선호 비율이 40.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나-필기시험’ 경로 선호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

성들이 승진에서 ‘유리천장’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종합평가’ 경로는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근무평

정, 리더십평가, 면접 등 주관적인 인식 평가가 개입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승

진자가 결정되는 경로이고, ‘나-필기시험’ 경로는 필기시험 점수가 60% 반영

되므로 객관적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자가 결정되는 경로이다.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여성이 승진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그 이유로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남성에 집중된 주요 보직,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문

화적 편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변지현·오성수, 2022; 문미경 외, 2018;

송건섭, 2016; 홍미영, 2004), 공단에서도 여성 직원들은 이러한 유리천장을

인식하여 객관적 평가에 따라 승진자가 결정되는 경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4급(과장) 재직기간과 승진경로 선호 차이도 유의확률(p값) 0.01

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미만의 경우

‘다’ 경로 선호 비율이 38.3%로 가장 높으나 ‘나-필기시험’ 34.0%와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나-필기시험’ 경로 선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표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 43 -

<표 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승진경로 선호 차이

구분 승진경로 선호
계 chi-sq

변수 가 나-종합 나-필기 다-필기

30대
명 0 7 9 12 28

32.0371***

(<0.001)

% 0.0 25.0 32.1 42.9 100

40대
명 7 47 98 32 184
% 3.8 25.5 53.3 17.4 100

50대
명 6 34 34 3 77
% 7.9 44.1 44.1 3.9 100

남
명 7 50 46 22 125

13.9237***

(0.003)

% 5.6 40.0 31.8 17.6 100

여
명 6 38 95 25 164
% 3.7 23.2 57.9 15.2 100

3급(차장)
명 4 38 65 12 119

6.8874*

(0.076)

% 3.4 31.9 54.6 10.1 100

4급(과장)
명 9 50 76 35 170
% 5.3 29.4 44.7 20.6 100

사무
명 12 73 128 44 257

9.0610

(0.170)

% 4.7 28.4 49.8 17.1 100

심사
명 0 7 9 3 19
% 0.0 36.8 47.4 15.8 100

전산
명 1 8 4 0 13
% 7.7 61.5 30.8 0.0 100

4년 미만
명 0 13 16 18 47

46.9702***

(<0.001)

% 0.0 27.7 34.0 38.3 100

4~7년 명 2 7 24 14 47
% 4.2 14.9 51.1 29.8 100

7~10년 명 0 20 36 2 58
% 0.0 34.5 62.1 3.4 100

10년 이상
명 11 48 65 13 137
% 8.0 35.0 47.5 9.5 100

본부
명 3 24 41 14 82

0.3126

(0.958)

% 3.6 29.3 50.0 17.1 100

지사
명 10 64 100 33 207
% 4.8 30.9 48.3 16.0 10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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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분배공정성

관점

책임수준 289 3.51 .867 -.369 2.939

경력 및 경험 289 3.46 .837 -.273 3.046

노력 289 3.46 .897 -.391 3.065

업무성과 289 3.45 .881 -.274 2.776

스트레스 289 3.18 .981 -.042 2.477

절차공정성

관점

일관성 289 3.11 .865 -.189 2.634

편파배제 289 3.43 1.042 -.161 2.197

의견반영 289 3.38 .917 -.282 2.457

정확성 289 3.36 .871 -.187 2.708

수정가능성 289 3.46 .928 -.485 2.965

* 분배공정성 관점 및 절차공정성 관점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 설문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10개 문항 모두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남

분배공정성 관점에서는 책임수준에 대한 분배공정성이 평균 3.51(표준

편차 0.867)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분배공정성은 평균 3.18(표준편차 0.981)로 나타나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절차공정성 관점에서는 수정가능성에 대

한 절차공정성이 평균 평균 3.46(표준편차 0.928)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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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관성에 대한 절차공정성은 평균 3.11(표준편

차 0.865)로 나타나 가장 낮은 응답 수준을 보이고 있다. 편파배제에 대

한 절차공정성의 경우 응답 표준편차가 1.042로 분배공정성 관점과 절차

공정성 관점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응답 표준편차가 모두 1미만인 것

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 검정을 검토하였다. Kline(2011)은 정

규분포 기준을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판단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응답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와

첨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의 경우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기 때

문에 앞에서 카이제곱 검정(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 기술통계

분석을 갈음하기로 한다.

제 2 절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1. 요인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분배공정성 관점과 절차공정성 관점의 구성요인

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각 요인 간의 구별을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과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 요

인 적재치 0.5 이상으로 하였다.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일 경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Hair et al., 1998; 김봉환·조남신, 2015:재인용).

분배공정성 관점과 절차공정성 관점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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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고유값 및 요인 적재치는 <표 4-5>와 같다. 전체적으로 2개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70.97%로 나타났다. Price &

Mueller(1986)는 책임수준, 교육수준, 경력 및 경험, 노력과 투자, 업무성

과, 스트레스를 분배공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Leventhal et

al.(1980)은 일관성, 편파배제, 정확성, 수정가능성, 대표성, 윤리성의 여섯

가지를 절차공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분배공정성 관점으로 고유값은 4.2267이

며, 설명력은 42.2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절차공정성 관점으로

고유값은 2.8699이며, 설명력은 28.70%로 나타났다.

<표 4-5> 조직공정성 관점요인 변수의 주성분분석 결과

항목
요인 적재치

요인1
(분배공정성)

요인2
(절차공정성)

책임수준 0.8727 0.258

경력 및 경험 0.8874 0.2317

노력 0.9064 0.2387

업무성과 0.889 0.1942

스트레스 0.8026 0.2596

일관성 0.3505 0.7069

편파배제 0.263 0.6317

의견반영 0.2146 0.8002

정확성 0.3232 0.7777

수정가능성 0.2815 0.666

고유값(eigenvalue) 4.2267 2.8699

설명변량(percentage of variance; %) 42.27 28.70

누적변량(cumulative percentage; %) 42.27 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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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방향성과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강한(0.8)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은 유의확률 0.05 수준으로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6>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 제도변화

지지 여부
1

2) 승진경로

선호
-.0665 1

3) 분배

공정성
.2237*** -.0172 1

4) 절차

공정성
-.0153 -.1235** 0 1

5) 연령 -.0575 -.2846*** -.0226 .0748 1

6) 성별 -.0233 .1181** -.0490 -.0654 -.0460 1

7) 직급 .0415 -.0585 -.0049 .1508** .3504*** -.0785 1

8) 직렬 .1093* -.1295** -.1651*** .0268 .0810 -.0080 .0220 1

9) 4급

재직기간
-.0785 -.2809*** -.0242 .0084 .3938*** -.0661 .2643*** -.0349 1

10) 근무부서 .0282 -.0300 .0074 .0035 .1049* .1477** -.2376*** -.2158*** -.0077 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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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와 분배공정성 관점의 상관계수는 0.2237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설정을 통해 분배공정성을 중

시하는 경우 승진제도 변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가정을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경로 선호와 절차공정성 관점의 상관계수는

–0.1235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평정, 리더십

등 주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하는 ‘가’ 경로와 ‘나-종합평

가’ 경로를 각각 1과 2로 측정하고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하는 ‘나-필기시험’ 경로와 ‘다’ 경로를 각각 3과 4로 측정

하였으므로 절차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더미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 형태의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높

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제 3 절 가설의 검증

1.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

가설1~3을 검정하기 위해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4-7>과 같다. 모형에서 유사

R²(pseudo-R²)의 크기는 각각 0.0848(모형1), 0.0995(모형2)로 나타났다.

먼저 모형1을 통해 조직공정성 관점이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및 근

무부서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배공정성

관점은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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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승산비(odds ratio)는 1.730(p<0.0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

수들의 수준이 일정할 때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1.73배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공정성을 중시할수록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설1은 지지되

었다. 이는 조직공정성 관점이라는 개인의 인식이 승진제도라는 조직정

책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상징적 태도

인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정부지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달라진다는

금현섭·백승주(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2018년 A공단이

승진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직원 토론회 등에서 공평한

기회 부여, 자격시험 도입, 심사승진 확대와 같이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절차공정성 관점은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승산비가 0.939로

절차공정성을 중시할수록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절차공정

성이 조직변화 지지 혹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가 일치되는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종속변수인 조직정책 혹은 변화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절차공정성이 중

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 절차공정성은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신동엽, 1999; 박순애‧정선경, 2011). 절차공정성 관점

에서는 승진기준이 능력주의냐 연공주의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

으며, 어떤 기준이든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신동엽, 1999). A공단 승진제도 변경의 핵심은 승진자 선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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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단일 방식 중심에서 다양화된 방식 적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절차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A공단 구성원들이

그간 시행되어 온 필기시험 중심의 승진자 선발 방식에 대한 피로도와

부작용 인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

로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더 많고 그 정도가 강했을 수 있으며,

절차공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필기시험에 대한 피로도로 인

해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직렬이 승진제도 변화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와 50대는 승

산비가 각각 0.260(p<0.05), 0.355(p<0.1)로 나타나 모두 30대에 비해 승진

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더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나이가 정부 지지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난 박순애·유미년(2008)의 연구결과 및 연령이

조직변화 수용성에 유위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석영미·

나승일(2017)의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직렬의 경우 심사직은

승산비 3.272(p<0.05)로 나타나 사무직에 비해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

능성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3.27배 더 높았고, 전산직은 승산비

3.447(p<0.1)로 나타나 사무직에 비해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지

지하지 않을 가능성 대비 3.45배 더 높았다. 그러나 심사직과 전산직의 경

우 사무직에 비해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소수 직렬로 이러한 추정

을 일반화하기에는 응답자 수가 지나치게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3, 즉 직급이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를

차별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직공정성 관점과 직급의 상호작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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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term)을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급 변수는 4급(과장)

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모형1에서는 분배공정성 관

점이 높은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1.73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직급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

해 응답자들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 모형2에서는 분배공정성 관점의 승

산비가 2.168(p<0.01)로 분배공정성이 높은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2.17배 높지만, 특히 3급(차장)의

경우 상호작용항의 승산비 0.613(p<0.1)을 고려할 때 승진제도 변화를 지

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2.78배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직급이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를 차별화할 것이라는 가설3과 직급이 높을수록, 즉 관리자 직급의

경우 분배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 간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3-1은 지지되었다. 이는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에서 3급(차장)이 4급(과장)보다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방향성이 일치하며, 직위를 보직경험으로 측정하여

조직변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석

영미·나승일(201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절차공정성 관점의

경우 모형2에서도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3-2는 지지되지 않았다.

결국 승진제도 변화에 있어 승진기회에 대한 분배공정성 문제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미 승진을 경험한 관리자급

인 3급(차장)의 경우 이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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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조직공정성 관점에 따른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 기준 : 지지하지 않음)

모형1 모형2(직급의 조절효과)

승산비
(Odds ratio)

표준오차
승산비

(Odds ratio)
표준오차

분배공정성 관점 1.730*** 0.237 2.168*** 0.419

절차공정성 관점 0.939 0.121 0.943 0.152

직급
(기준: 4급 과장)

1.636 0.491

분배공정성*직급 0.613* 0.172

절차공정성*직급 0.912 0.253

연령
(기준: 30대)

40대 0.260** 0.136 0.223*** 0.120

50대 0.355* 0.206 0.252** 0.154

성별
(기준: 남성)

0.896 0.236 0.895 0.238

직렬
(기준: 사무)

심사 3.272** 1.930 3.531** 2.136

전산 3.447* 2.433 3.543* 2.514

4급
재직기간
(기준:
4년미만)

4년이상
7년미만

1.819 0.858 1.536 0.758

7년이상
10년미만 1.087 0.484 0.921 0.432

10년이상 1.034 0.420 0.950 0.407

근무부서
(기준: 본부)

1.218 0.375 1.418 0.461

constant 2.741* 1.541 2.665** 1.525

Obs 289 289

Log-likelihood -182.2 -179.3

Pseudo R-square 0.0848 0.099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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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

모형3을 통해 조직공정성 관점에 따라 승진경로 선호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 승진제도와 동일한 방식인 ‘나-필기시험’ 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한 다항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4-8>과 같다.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및 근무부서 변수를 모형에 포함

시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배공정성 관점의 경우 ‘가’ 경로는 승

산비 0.614(p<0.1)로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선호할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나-종합평가’ 경로는 승산비 1.394(p<0.05)로 ‘나-필기시

험’ 경로 대비 선호할 가능성이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공정

성 관점과 ‘다’ 경로 선호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

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시험 평가를 거쳐 근무성적,

리더십, 면접,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자를 결

정하는 방식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기시험을 전혀 거

치지 않고 연공서열 중심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음

도 확인하였다. 절차공정성 관점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는 모든 승진

경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는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다’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40대

는 승산비 0.303(p<0.05)으로 30대에 비해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다’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 50대도 승산비 0.132(p<0.05)로

30대에 비해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다’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승진경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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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40대나 50대는

30대에 비해 ‘다’ 경로보다 ‘나-필기시험’ 경로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나-필기시험’ 경로와 ‘다’ 경로는 모두 필기시

험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은 같지만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나-필기시험’ 경로는 연공서

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응시 대상이 결정

되므로 경력이 짧은 4급(과장)이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반면, ‘다’ 경로

는 응시 요건을 4급(과장) 재직기간 4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하여 이

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40대나 50대는 승진기회에 있

어 ‘나-필기시험’ 경로가 ‘다’ 경로보다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나-종합평가’

경로와 ‘다’ 경로는 각각의 승산비가 0.351(p<0.01)과 0.519(p<0.1)로 남

성에 비해 ‘나-필기시험’ 경로와 대비하여 선호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직렬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는 전산직의 경우 사무직에 비해 ‘나-필

기시험’ 경로 대비 ‘나-종합평가’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이 4.59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승산비 4.591, p<0.05), 심사직의 경우는 승진경로 선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급(과장) 재직기간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도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다’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

다. 4급 재직기간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승산비가 0.0623(p<0.01)

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인 경우는 승산비가 0.261(p<0.01)로 나타나 ‘나-

필기시험’ 경로 대비 ‘다’ 경로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근무부서는 승진경로 선호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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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조직공정성 관점에 따른 승진경로 선호

모형3

승진경로 선호
(* 기준 : 나-필기 경로4))

가 나-종합 다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분배공정성 관점 0.614* 0.181 1.394** 0.216 0.954 0.184

절차공정성 관점 1.350 0.429 1.101 0.165 0.765 0.146

연령대
(기준: 30대)

40대 870,198 1.57e+09 0.759 0.435 0.303** 0.168

50대 1,497,676 2.70e+09 1.245 0.767 0.132** 0.108

성별
(기준: 남성)

0.530 0.332 0.351*** 0.107 0.519* 0.202

직렬
(기준: 사무)

심사 5.07e-07 0.001 2.002 1.189 0.935 0.730

전산 1.672 2.478 4.591** 3.401 1.84e-07 0.000

4급
재직기간
(기준:
4년미만)

4년이상
7년미만

2,305,959 3.43e+09 0.407 0.244 0.636 0.332

7년이상
10년미만 0.491 955.5 0.869 0.441 0.062*** 0.0517

10년이상 3.288,773 4.90e+09 0.833 0.396 0.261*** 0.133

근무부서
(기준: 본부)

1.614 1.361 1.537 0.579 0.864 0.370

constant 3.86e-14 9.03e-11 0.970 0.667 4.613** 3.080

Obs 289 289 289

Log-likelihood -279.7 -279.7 -279.7

Pseudo R-square 0.156 0.156 0.156

  *** p<0.01, ** p<0.05, * p<0.1

4) ‘나-필기시험’ 경로는 변경 전 승진제도와 동일한 선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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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를 차별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직공정성 관점과 직급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을 구성하여 모형4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급 변수는 4급(과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항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

과는 <표 4-9>과 같다.

연령, 성별, 직렬, 4급(과장) 재직기간 및 근무부서 변수를 모형에 포함

시켜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배공정성 관점의 경우 ‘가’ 경로는 승

산비 0.535(p<0.1)로 ‘나-필기시험’ 경로 대비 선호할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비교하여 승산비의 수치적 차이는 일부 있으나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배공정성 관점과 ‘나

-종합평가’ 경로 및 ‘다’ 경로 선호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절차공정성 관점은 앞서 모형3에서와 같이 ‘가’ 경로, ‘나-종합평가’ 경로

및 ‘다’ 경로 선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각 조직공정성 관점과 직급의 상호작

용항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경로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 직급의 차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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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경로 선호 관계에서 직급의 조절효과

모형4

승진경로 선호
(* 기준 : 나-필기 경로)

가 나-종합 다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승산비
(Odds
ratio)

표준
오차

분배공정성 관점 0.535* 0.187 1.263 0.253 0.846 0.191

절차공정성 관점 1.211 0.432 1.024 0.188 0.787 0.175

직급
(기준: 4급 과장)

0.306 0.248 0.752 0.259 0.774 0.382

분배공정성*직급 1.802 1.235 1.264 0.391 1.553 0.693

절차공정성*직급 1.724 1.379 1.308 0.420 0.847 0.387

연령대
(기준: 30대)

40대 996,373 1.87e+09 0.787 0.456 0.313** 0.178

50대 2,830,473 5.31e+09 1.428 0.922 0.149** 0.128

성별
(기준: 남성)

0.542 0.355 0.351*** 0.108 0.506* 0.199

직렬
(기준: 사무)

심사 4.09e-07 0.001 1.924 1.145 0.876 0.690

전산 2.476 3.625 4.715** 3.546 1.41e-07 0.000

4급
재직기간
(기준:
4년미만)

4년이상
7년미만

3,839,789 5.87e+09 0.430 0.266 0.717 0.400

7년이상
10년미만 0.667 1,366.584 0.914 0.481 0.067*** 0.056

10년이상 4,156,729 6.35e+09 0.872 0.426 0.265** 0.141

근무부서
(기준: 본부)

1.207 1.085 1.461 0.573 0.777 0.355

constant 3.86e-14 9.33e-11 1.010 0.696 5.088** 3.449

Obs 289 289 289

Log-likelihood -276.5 -276.5 -276.5

Pseudo R-square 0.166 0.166 0.16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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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승진은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인사관리 방안으

로 특히나 성과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보수 인상의 효과를 제공하는 기

제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승진이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촉진하

는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진을 결정하는 승진제도에 대

한 조직구성원들의 수용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조직공정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 가치관 같은 상징적 태도가 정책지지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개인의 관념적 인식인

조직공정성 관점이 조직정책인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A공단의 중간관리자 승진제도 변화와 직접적 관

련이 있는 공단의 3급(차장) 및 4급(과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공정성 관점이라는 상징적 태도가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성별,

직렬, 근무부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분배공정성을 중

시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

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하던 방식 중심의 기존 승진제도가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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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근무평정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로, 그리고 필기시

험 경로로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를 승진기회의 확대, 즉 승진

기회 분배의 형평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도 변화를 지지

할 것이라는 가설의 가정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실제 2018년 승진제도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공단 직원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 부여, 심사승진 확대와 같이 승진기

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

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A공단이 중간관리자 승진 경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를 개편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네 가지 승진경로 운영은 2023년부터 본 연구에서 ‘나-

종합평가’ 경로로 구분했던 승진자 선발 평가방식을 전면 적용하기에 앞

서 과도기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종합평가 방식의 단일 경로가

시행될 경우 구성원들이 역량과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고르게 분배된

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응시 대상과 승진자 선발 기회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절차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

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불확실성의 증가로 판단하

여 제도 변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의 가정을 실증적으로 뒷받

침할 수 없었다. 이는 승진이나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절차공정성

이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그만큼 구성원들이 필기시험 방식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

배공정성 관점이 높은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



- 60 -

을 가능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직급은 그 관계를 차별

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관리자인 3급(차장)의 경우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비해 더 높게 추정되어

전체 조직운영의 측면을 고려하는 관리자는 승진기회의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가설이 실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승진

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를 제고함에 있어 3급(차장)의 역할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평가 방식 승진제도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승진기회가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도 있고 고르게 확대될 수

도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데 그간 관행

적으로 연공서열을 중시하거나 성별, 지역 등에 대한 편향이 반영되는

문제점이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

어 왔다. 3급(차장)은 1차 근무성적평정자로, 이들이 승진기회 확대가 승

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증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승진기

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다

양한 구성원들에게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이 승진제도 변화 지지에 긍정적이고,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중이 높

은 ‘나-종합평가’ 경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구성원들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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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 방식인 시험이 중간관리자 선발 방식으로 적절

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분배공정성 관점 즉, 승진기회 확대를 중시하는 경우 기존

필기시험 방식 대비 유독 종합평가 방식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고 있는

데, 이는 2023년부터 승진자 선발 방식을 종합평가 단일 방식 적용으로

결정한 조직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공단에서 분배공정성이 승진제도 변화를 지지하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근무성적평정이 중요한 종합평가 방식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승진기회가 조직 내 특정 집단 혹은 계층

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근무성적 평가 대상을 동일 직급 근무경력,

수행 직무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평

정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구조화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정자들의 평정 결과 편차를 줄이기 위

한 교육과 함께 관리자들이 성별, 지역 등에 따른 편향의 개입을 배제하

도록 인식 개선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이 기

준에 따라 이행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

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3급(차장)은 관리자 중 직원들과 가장 소통과 교류가 빈번한 접점

에 있는 1차 근무성적평정자로 전체 조직운영의 관점에서 승진기회 확대

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이 승진기회 확대를

결정짓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급(차장)과 피평정자인

직원들 간 코칭과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수시 평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

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시 평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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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며 결과를 피드백하여 직원들의 평정에 대한 수용과

신뢰를 높이게 전면 종합평가 방식의 승진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방식만으로 승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필기

시험 방식이 주가 되는 제도가 지속되어 장기간 시험공부에 따른 피로도

가 누적되었다는 점과 시험 방식에서 불리한 중장년층이 4급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종합평가 방식을 승진기회 확대로 판단하는 구성원이 다

수일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MZ세대가 4급(과

장)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는 인력구조 세대교체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

할 때 현재의 30대와 여성 구성원이 선호를 나타낸 필기시험에 의한 선

발 방식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공정성 인식은 기존 세대와 다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승진제도가 조직구성원들의 지지에 기반하여 동기부여와 조

직성과 향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조직

공정성에 주목하여 조직공정성 관점 차이와 승진제도 변화 지지 간 관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관리자 승진제도를 개편한 A공단

의 3급(차장) 및 4급(과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공정성

관점과 승진제도 변화 지지 여부를 측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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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중 최근 승진제도를 개편한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연구자가 속한

A공단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

를 공공기관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승

진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

여 공공기관의 승진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속변수인 승진제도 변화 지지와 승진경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A공단의

직급별 승진 중에서 3급(차장) 승진은 가장 많은 구성원의 관심과 이해

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그 대상인 4급(과장)의 경우 승진과 관련

한 조사 자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었기에 성실한 답변 가

능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을 범주형 또는 명목형으로 구성

하였다. 그 결과 자료의 재조합이나 재분류 등을 통해 다양한 변인을 생

성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다. 실제 본 연구

자료에서도 4급(과장)의 경우 필기시험 방식이든 종합평가 방식이든 승

진시험을 경험했던 경우보다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경우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승진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서가 주관하여 다양한 설문문항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연속형 자료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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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설문지>

조직공정성 관점이 변화된 승진제도 지지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관점이 3급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여

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발전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순수한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

며, 응답하신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본 설문에 응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자 : 김수민

지도교수 : 금현섭

연락처 : k_suemin@snu.ac.kr

---------------------------<작성요령>---------------------------

1. 각 설문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문항

을 읽고 난 후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실제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

니다.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

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mailto:k_suemi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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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조직공정성 관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답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상 부여된 책임에 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력 및 경험의 정도에 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처리 시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에

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성과에 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비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직에서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방침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학교, 지역 등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조직 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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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여부와 선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진제도 변화는 2020년~2022년까지 세 가지 경로로 운영되는 3급 승진제도를

의미합니다. 2019년 이전의 승진제도와 비교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전까지 세 가지 승진경로로 운영되는 3급(차장) 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지지 정도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 지지하지 않는다 ③ 지지한다

④ 매우 지지한다

2. 세 가지 승진경로 중 선호하는 승진경로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항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한 경우라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 경로 ② 나 경로-종합평가 ③ 나 경로-필기시험 ④ 다 경로

3. 세 가지 승진경로 중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승진경로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 경로 ② 나 경로-종합평가 ③ 나 경로-필기시험 ④ 다 경로

⑤ 해당없음(제도변경 전 승진했거나 혹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경우)

Ⅲ.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직급은?

① 3급 ② 4급

4. 귀하의 직렬은?

① 사무직 ② 사회복지직 ③ 심사직 ④ 전산직

5. 귀하의 4급 재직기간은?

① 4년 미만 ② 4년 이상 7년 미만 ③ 7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6.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본부 ②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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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ifferences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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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is a representative HR management method for an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motivation of its members. Particularly,

in public institutions where sufficient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its members is realistically difficult, promotion

sometimes provides substantial remuneration increase for its

employees. Therefore, the promotion system tends to draw the

attention and interests of employees. (Therefore, the concern and

interests of employees tend to be focused on the promotion system).

In order for promotion to perform the function that promot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by reinforcing th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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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mployees,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acceptance and

support from organizational members for the promotion system, and

the key element is organizational justice.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symbolic attitudes such as ideology

and values are the key factors determining a policy suppor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an individual‘s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justice on whether he/she supports the promotion

system changes. Also, it examined whether the viewpoint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support for the promotion system changes

differed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on

the 3rd position grade(senior directors) and 4th position grade(section

managers) about the changes in ‘the promotion system for mid-level

manager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organization members valued distributive justice,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they would support the promotion system

changes. Distributive justice emphasizes 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opportunity or rewards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and it was

observed that they supported system changes when they reasoned a

promotion path diversification would be an expansion of promo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t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point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support for changes in the

promotion system varies by position of each person within the

organiza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3rd position grade(senior

direc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change of the promotion

system when they emphasized distributive justice compared to the 4th

position grade(duputy managers). This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3rd position grade(section managers), who is the manager, considers

the expansion of promotion opportunities more important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organizational operation.

Next, it was confirmed that,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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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justice,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promoted person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work performance and leadership was more preferred than by the

existing the written evaluation method. In particular, the probability of

favoring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over the existing

handwriting evaluation method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viewpoint of fairness of distribution was emphas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panding promotion

opportunities is an important factor in securing the acceptance and

support of members whe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promotion

system oper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ere members are diverse in work group and generation

and there are promotion backlo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promotion system by sufficiently collecting the opinions of

various members so that promotion opportunities are not biased

towards a specific classes or group. In addition, sinc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heir

opinions on the system are constantly changing,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improved to reflect

such changes.

keywords : organizat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promotion system, organization polisy support
Student Number : 2021-2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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