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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직몰입은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이의 다양한 영향변

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부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

는 조직정치지각 및 조직냉소주의가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수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

들 영향 및 결과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경

남지역 관료 22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

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직냉소주의는 영향변인과 결과변인을 부분 매개하

는 기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와 같

은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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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조직의 추구가치(oriented value)인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면서(Gupta, 2009; Rigby, Gruver, & Allen, 2009) 공사 조직

을 막론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제 및 거래 중심의 

관료제적 관리방식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일련의 혁신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내재

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결과,  최근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

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조직 관리전략 수단(Morgeson, DeRue, & Karam, 2010)으로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이 강조되고 있다(Warsi, Noor, & Shidzada, 2009; Chen, 2013; 

Gebremichael & Rao, 2013; Lamba & Choudhary, 2013; Veličković, Višnjić, et al., 2014). 조직

몰입은 인적 자원전략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Warsi et al.(2009)의 주장과 조직성공의 핵심은 

조직을 위한 구성원들의 몰입에 의존한다는 Barkhordar(2014)의 주장처럼 조직 유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조직몰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의 긍정적 영향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 왔으나 부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의 가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직 환경의 조

성이 중요하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조직몰입의 긍정적 

영향요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요인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Warsi et al., 2009). 최근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조직정

치(organizational politics) 지각과 조직냉소주의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

이한다. 부정적 의미의 조직정치1)는 조직내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 및 갈등을 유발

시키는 조직내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심리적 주인의식에 근

거하는 조직몰입에는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Rosen, Levy & Hall, 2006; Haq, 2011). 

최근 정부혁신과정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 확대와 성과주의 강화 등 신공공관리적 개

혁은 경쟁을 주요 작동원리로 하기 때문에 이에 불안을 느낀 관료들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

1) 조직정치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부정적 의미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erris, Russ & 
Fandt(1989)는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또는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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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정치행위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직정치행동은 구

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조직정치행동을 지각하는 구

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감 저하, 구성원들 간의 상호비방과 갈등,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되어 조직 정책이나 혁신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약화시켜 관료들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행정수요의 소비자인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정치

행위를 하는 관료들은 권력지향적 의식구조의 지배를 받아 권력남용을 통해 조직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Robbins, 2005).2) 

한편, 조직냉소주의(organizational cynicism)는 조직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실망감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로 조직몰입의 저하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신감이나 환멸감은 냉소주의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 조직 

변화를 가로막는 냉소주의가 공직 사회에 만연할 경우 관료들 개인은 정서적으로는 무력감, 

소외감, 분노,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행동차원에서는 비협조, 복지부동 그리고 이직의도 등

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관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정부혁신은 불가능하며, 무

사안일한 관료제의 역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들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 신뢰에 대한 구성원들

의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에(Nafei & Kaifi, 2013)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관계는 물론 

조직에 대한 공감대 및 참여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변

인으로 작용한다(Nafei & Kaifi, 2013; Chiaburu, Peng, Oh, Banks, & Lomeli, 2013). 조직냉소

주의 개념이 창의적인 혁신 프로세스 구축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직혁신을 위한 추진동

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한 Nafei & Kaifi(2013) 및 Carlson & Willmot(2006)

의 연구는 위 논리를 지지한다. 

이처럼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기대감 상실을 초래

하여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잠재 내･외생 

변인들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모형 분석은 많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직정치지

각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

정하에 이들 영향 및 결과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동

시에 조직냉소주의가 독립 및 종속변인간 관계에서 매개기능이 존재하는가도 분석한다. 이는 

2) 1999년 군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하 직원을 억압하고 불법적으로 개

장허가를 내주어 수많은 어린이가 사망한 씨랜드 사건과 2009년 시장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자신의 

부당한 뜻을 따르는 관료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승진서열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건의 

감사도중 이에 연관된 하급 관료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자살한 용인시청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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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조직정치지각은 조직 전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조직냉소주의를 자극하여 조직몰입

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몰입의 

긍정적 영향요인 분석에 치중한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

도 기존의 연구들이 소홀히 했던 조직정치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조직냉소주의 

및 조직몰입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 분

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료 축적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 선행연구

조직정치지각과 이의 영향을 받는 조직냉소주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기대감 

상실을 초래하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들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

정치와 조직몰입간 관계에 대한 연구(Miller, Rutherford, & Kolodinsky, 2008; Rosen et al., 

2006), 냉소주의와 조직몰입간 관계에 대한 연구(Wanous, Reichers, & Austin, 2000; Nafei & 

Kaifi, 2013), 그리고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간 관계 연구(Zatzick & Iverson, 2006; 

Nafei & Kaifi, 2013) 등 다수 존재하지만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간 관계에서 조직냉소주

의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 한편, 국내 문헌도 마찬가지로 조직정치에 

관한 연구(이근환･장영철, 2012) 및 조직냉소주의에 관한 연구(김정태･홍아정, 2013) 등 다수 

존재하나 이들 세 변인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김정태･홍아정

(2013)의 연구는 조직정치와 혁신행동간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민간 조직으로 대상을 하였을 뿐만 아

니라 결과변인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몰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혁신행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의 조직정치 및 조직냉소주의와 조직

몰입간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직정치 및 조직냉소주의와 조직몰입간 관계에 대한 연구

독립변수 연구자 분석 결과

조직정치

Harris, Harris, & Wheeler(2009)
Ferris et al., 2007)) 
Miller et al.(2008), Warsi et al.(2009)
이근환･장영철(2012), 박지원(2013)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조직
냉소주의

Wanous et al.(2000), Bedeian(2007) 
Nafei & Kaifi(2013), Chiaburu et al.(2013)
강철희･김교성(2003)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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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1. 조직정치(Organizational politics) 지각과 조직냉소주의(Organizational 

Cynicism)

조직정치는 기능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과 유용성 

쌍방의 입장에서 분석되어 왔다(Kumar & Ghadially, 1989). 조직정치의 긍정적 측면은 조직

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Randolph，1985). 자원보존이론의 관점

에서 보면, 조직은 정치행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의 자원손실 혹은 자원증가를 가져오

는 기회의 장이 된다(Kapoutsis et al., 2011). 그 결과 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조직내에

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서의 조직정치행동은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Ferris et al., 2007). 정치적 행동이 개인과 상황요인의 조합에 의해 촉진됨으로 이를 

반드시 이기적인 것은 아니라는 Buchanan(2008)의 주장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조직정치

의 긍정적인 결과는 개인의 경력 진보, 향상된 권력과 직위, 개인목표의 성취, 성공 등으로 

이어져(Kumar & Ghadially, 1989) 조직 혹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강조되고 있는 조직정치의 부정적 시각3)에 따르면, 조직정치를 

지각하는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위협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통해 직무긴장과 스

트레스가 증가되고 이직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Valle & Perrewe, 2000; Haq, 

2011). 조직정치는 궁극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Rosen et al.,(2006)의 연구를 비롯하여 Hobfoll(2002)의 자원보존이론4)을 이용하여 조직정치

를 직무긴장, 이직의도 등의 영향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Harris et al.(2009)의 연구 등은 위 

주장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정치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조직정치의 

역기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Ferris, 

Treadway et al.(2007)와 Kapoutsis, Papalexandris et al.(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조직정치가 ‘조직 혹은 다른 개인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목표나 이익추구

를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Miller et al., 2008). 

이처럼 조직정치행동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구성

원 개인에게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회 혹은 스

3) 조직정치의 부정적 측면을 조직의 규범을 벗어난 일탈행동, 자기 이익적 행동, 조직의 목적을 무시하

는 개인적 행동(Valle & Witt, 2000) 등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4) 조직내 인간이 가지는 자원이 위협받고 상실되게 될 때 또는 투자된 자원의 보상이 기대보다 낮을 

때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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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조직정치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조직

정치행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조직정치의 부정적 측면으로 유발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이들 조직정치

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이 느끼는 조직정치지각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정적 시각에서 본 조직정치행동은 조직내 다른 구성원과 조직의 안녕(well-being)을 고

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비합법적인 행동(Ferris, Zinko et al., 2008)을 통해 특

정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이기적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에 대한 강한 부의 감정적 반

응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애착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부정

적 감정인 조직냉소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Anderson, 1996; Aryee, Chen, & Budhwar, 2004). 

조직냉소주의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로서 조직 전반에 대하

여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Kaifi(2013)에 따르면, 조직냉소주의는 업무중 몽상(daydreaming)

이나 오락 등으로 시간낭비(cyberloafing)와 일하는 체하는 가식적 행동(looking busy) 등을 

하는 심리적 금단현상(psychological withdrawal)과 회의불참(missing meetings), 근무태만

(tardiness) 그리고 결근(absenteeism) 등의 물리적 금단현상(physical withdrawal)을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는 조직냉소주의가 조직 변화노력과 제도에 대한 저항을 높이

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Zatzick & Iverson, 2006). 이러한 냉소주의는 권위적 리더십 및 의사결정 그

리고 조직정치의 결과로 나타난 불공정한 인사정책과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김정태･홍아정, 2013). 이처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정치지각

의 결과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의 영향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 유효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1980년대 이후 조직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amba & 

Choudhary, 2013; Srivastava, 2013; Veličković, Višnjić, et al., 2014).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 예

측, 조직유효성의 예측지표,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예측변인 등을 선행변인으

로 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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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Lamba & Choudhary, 2013)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

려는 자발적 의지(willingness)와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desire)와 관련있다. 

이를 근거로 Angle & Perry(1981)는 조직몰입을 가치몰입5)과 근속몰입6)으로 구분한다.7)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한편,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인 충성도를 넘어서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적 

결속행위를 의미한다(Lamba & Choudhar, 2013; Gebremichael & Rao, 2013; Veličković, 

Višnjić, et al., 2014). 따라서 가치 및 근속몰입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해 강한 신념

과 애착심을 갖고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직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통해 직무긴장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직정치지각은 조

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the individual's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organization)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치몰입의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기능한다. 조직정치행동을 

하는 관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훨씬 넘어서는 지위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상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상관의 부정에 동조하는 등 부정부

패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각주 2번 참조). 이에 반해 정치력이 낮은 관료들은 공정한 경쟁

의 기회조차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위의 강등과 직무 스트레스, 이로 인한 분노 

등으로 사기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Warsi et al., 2009; Ferris 

et al., 2007). 이는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조

직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osen et al., 2006). 

이처럼 조직정치는 다른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통해 직무긴장과 스트레스

를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기 때문에(Valle & Perrewe, 2000; Harris et al., 2009; Ferris 

et al., 2007) 근속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 Des & Shaw(2001)와 Warsi et 

al.(2009)등은 조직 구성원들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비몰입(non-commitment)8)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비몰입과 조직정치를 동일

하게 파악함으로써 위 논거를 지지하고 있다. 실증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연구들도 다

수 있다(Vogoda-Gadot & Meiser, 2010; Rosen et al., 2006). 조직정치지각은 이직과 근속몰입

5) 가치몰입은 O'Reilly & Chatman(1986) 등이 정의한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유사하다.

6) 근속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O'Reilly & Chatman(1986)의 ‘추종’과 유사한 개념이다.

7) Nasab, Bagheri et al,(2014)은 emotional commitment, constant commitment, 그리고 normative commit-
ment로 구분하고 있다.

8) 조직몰입의 반대개념으로 비몰입 혹은 비조직몰입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 표현은 의미론이 아

니라 구문론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미론적 측면에서 

조직몰입의 반대개념으로 조직이탈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하에서는 조직이탈감으로 표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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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여와 같은 자원의 손실과 연관 있다고 분석한 Podsakoff, LePine & LePine(2007) 및 

Miller et al.(2008)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몰입(가치몰입: 가설 2a, 근속몰입: 가설 2b)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직냉소주의와 조직몰입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해 실망과 좌절감을 갖는 태도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관행과 제

도의 부당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조직냉소주의는 집단 차원에서의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킨다(Macaskill, 2007). 뿐만 아니라 조직냉소주의는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Zatzick & Iverson, 2006)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9) 조직몰입의 발생 기저에는 호혜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

에 구성원들은 조직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각할 경우 조직에 대한 신뢰 감

소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져 조직몰입에 부정적으

로 작용하게 된다(Bedeian, 2007; Chiaburu et al., 2013). 

그리고 조직몰입은 조직냉소주의의 결과변인이면서 동시에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인 조직몰입이 높은 경우 조직환경 내의 정서적 

네트웍이 작동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냉소

주의를 낮출 수 있다. 이는 구성원들의 상호간 참여 및 정보와 가치의 공유와 같은 협력적 

행위가 조직몰입을 높여 조직냉소주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

럼 조직냉소주의와 조직몰입은 역상관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가 심

할수록 가치 및 근속몰입은 낮아진다는 논리는 정당성을 가진다(Wanous et al., 2000). 

Chiaburu et al.(2013)도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의 저하를 초래하며, 그 결과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Dean, Brandes, & Dharwadkar 

(1998) 및 Bedeian(2007) 등도 조직냉소주의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최근에는 이집트 대학병원 인력을 대상으로 실

증 분석을 한 Nafei & Kaifi(2013)의 연구 등도 조직냉소주의가 가치 및 근속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 업무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기대하는 수준이 낮으며, 동시에 직무에 대한 만

9) Dean et al.(1998) 및 Carlson & Wilmot(2006)에 의하면, 조직냉소주의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a 
personality-based predisposition)”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의사결정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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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조직몰입의 정도는 낮아진다(Wanous et al., 2000).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실증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몰입: 가설 3a, 근속몰입: 가설 3b)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

최근 들어 조직냉소주의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Bedeian, 2007; Nafei & Kaifi, 2013)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간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역할에 대한 실증 연구는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강철희･김교성, 2003). 조직정치지

각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의 조직냉소주의 매개효과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간의 

관계,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간 관계, 그리고 조직냉소주의와 조직몰입간 관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10)

권위적 리더십과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정치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정책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 등으로 누적된 불만은 구성원들의 조직정치지각 수준을 높인다. 이는 조직에 대한 구

성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조직냉소주의로 이

어질 수 있다(Anderson, 1996; Aryee et al., 2004). 냉소주의는 개인의 특질이나 정서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직무활동 중 겪은 경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

이다. Ferris, Zinko et al(2008)에 의하면, 조직정치행동은 조직내 다른 구성원과 조직의 이익

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비합법적인 행동이면서 이기적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에 대한 강한 부정적 감정반응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 전반의 정책 및 혁신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감정 혹은 극단적인 불신

을 나타내는 조직냉소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Chiaburu et al., 2013; Zatzick & Iverson, 2006; 

김정태･홍아정, 2013). 이외에도 성과와 연계한 보상 및 가혹하고 즉각적인 해고 등의 요인

이 조직냉소주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Anderson & Bateman, 1997). 

한편, 조직냉소주의는 집단 차원에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를 악

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의

지를 약화시킨다(Macaskill, 2007; Zatzick & Iverson, 2006). Wanous et al.(2000)와 Chiaburu et 

al.(2013) 등도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을 저하시키는 등 조직 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Dean et al.(1998)과 Bedeian(2007) 등도 조직냉소주의

10) 이러한 논리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Evans, Goodman, & Davis, 
2011; Bashir & Nas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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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외에도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만족, 조직헌신, 조직시민행동 등의 선행변수로 기

능하고 있다(강철희･김교성, 2003). Wanous et al.(2000)도 조직냉소주의가 조직구성원의 동

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조직정치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조직냉소주의는 중요한 요

소이고, 두 변인간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이론적 측면

에서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을 더

욱 약화시키기 때문에 조직냉소주의는 두 변인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연구의 선행변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직냉소주의의 매개기능은 다양한 연구에

서도 입증되고 있다. PCC(perceived corporate citizenship)와 조직시민행동간 관계에서 조직냉소

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Evans et al.(2011)을 비롯하여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

반과 노동조합 몰입간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Bashir & Nasir(2013)의 연

구, 인사관리 공정성과 조직몰입간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강철희･
김교성, (2003), 그리고 조직정치지각과 혁신행동간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 연구(김정태･홍아정, 2013) 등은 모두 조직냉소주의의 매개기능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조직냉소주의는 PSS(perceived supervisor support)와 정서적 상관몰입(affective supervisor 

commitment)사이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등(Neves, 2012) 다양한 변인들에서 매개 및 조절기능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실증 연구들은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간 관

계에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이상의 논의와 실증 연구를 근거로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

고, 조직냉소주의는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다

음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몰입(가치몰입: 가설 4a, 근속몰입: 가설 4b)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조사 및 연구 설계

1. 표본

본 연구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가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으로서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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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수의 표본11)으로도 연구결과의 일반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산하 시‧군 및 동 조직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

무원들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행정기관은 지역적 한계인 학연 및 지연 

등의 정실적 요인이 조직 운영의 비공식적 지배 규범으로 작용하는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12) 조직정치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판단된다.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에서 각 

측정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부분 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21부

의 유효한 설문지가 회수되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적절히 분석될 수 있는 표본크기로 

판단된다. 표본의 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총 근속 연수 등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 범주별로 고른 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

이 검증된 측정항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본은 60.9%가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구분별로 고루 분포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학력은 표

본의 74.7% 정도가 2-4년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독립변인 빈도 %

성별
남성 133 60.2
여성    88 39.8

나이

30세 이하 39 17.6
31-40 73 33.0
41-50 67 30.3

51세 이상 42 19.0

학력
고졸이하 46 20.8

대졸(2년제 포함) 이하 136 61.5
대학원졸 이상 39 17.7

근무기간

10년 이하 48 21.7
11-20 74 33.5

21 - 30 62 28.1
31년 이상 37 16.7

11)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표본의 크기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추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주장(Weston & Gore, 2006; Kline, 2005)이 대세를 이루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22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2) 연고주의는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로 평가되는 공동체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보

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역주의, 학벌주의, 가족주의가 보편적이라는 유석

춘 등(2000)의 연구는 물론 공직자들도 공직사회의 연고주의가 보편적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조사결

과가 이를 입증한다(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이 조사에서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공직자의 36.5%가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 때문이라는 높

은 응답비율이 이를 획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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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에 의존한 설문방법의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연구변수들의 과대평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구성과정

에서 각 변수의 측정항목 순서를 상이하게 배열하였다(Podsakoff, MacKenzie et al., 2003). 

2. 변수 설정 및 척도

1) 조직정치지각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측정은 Kacmar & Carlson(1997)이 제시한 설문 항목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동료는 상관의 환심을 사 득세하려 한다”, “동료는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직업무 관련 문제는 담당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해결되

는 경향이 강하다” 등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항상 그렇다”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조직정치의 수준은 

높아진다.

2) 조직냉소주의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측정은 Dean et al.,(1998)이 개발한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직 구성원들은 매우 불만스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조직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조직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

다’, ‘조직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등의 항목을 이용하

였으며,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항상 그렇

다”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냉소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은 기존

의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강철희․김교성, 2003).

3)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은 Mowday, Porter, ＆ Steers(1979)이 개발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는 조직

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 ‘나는 나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가치몰입 요인과 ‘나는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의욕을 느낀다’ ‘나는 자주 이직하

려는 생각이 든다’ 등의 근속몰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Cronbach's α 

값이 .82에서 .87사이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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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분석

실증분석에 앞서 설문 문항들의 신뢰도(reliability)13)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법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여 복합지수로 구성된 변수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들은 <표 3>과 같이 모두 신뢰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계된 설문지의 문항들은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

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인간 상관이 너무 높은 변수(r>.85)는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

려가 있다. 이들 문제 및 측정된 개념간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는 총합 척도를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들간 상관관계

측정변인 M SD 1 2 3 4 5 6 7

조직정치지각 3.24 1.06 (.86)

조직냉소주의 3.19 1.03 .45** (.82)

가치몰입 2.45 .92 -.62** -.52** (.84)

근속몰입 2.63 1.11 -.54** -.66** .53** (.87)

성별 1.43 .44 .07 .06 -.10 .02  

연령 36.6 .58 .06 .10 -.11 -.05 .08  

재직기간 16.4 .52 -.14 -.11 .15 .09 -.07 -.05  

교육 2.11 .33 -.00 .05 .02 .11 -.25 .16 .22

 * p< .05, ** p< .01
참고 1: 괄호 안의 숫자는 Cronbach's a 계수를 나타냄. 
참고 2: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실제 나이, 재직기간: 실제 재직기간, 학력: 고졸=1, 대졸=2, 대학원졸=3

상관관계분석 결과 4개의 잠재변수들간 모든 관계가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제시한 개념들 

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62, or r≧.53, P < .01), 상관관계도 Kerlinger 

& Lee(2000) 등이 제시한 변인들간 관계의 유의성 판단 기준치(r value of ≥ .20 or ≤-.20)

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13)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는 재조사법(test-retest method), 반문법(split-half method), 복수양식법

(multiple-forms method), 그리고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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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타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론적 논의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석 변인들간에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

정 가설들은 논리적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은 동일 응답자에게 자기보고방식(self report)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로 변수들 간 연

관성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et al., 2003). 이들 문제를 평가하기 위

해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

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제약모형(자유모형)과 제약모형간의 χ2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 비제약모형의 

경우 χ2=212.3, df=89이며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의 공분산을 제약한 제약모형의 경

우 χ2=313.6, df=90으로 두 모형간 Δχ2=101.3으로 유의한 차이(Δχ2=3.84/df=1,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변인들

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방법 

편의에 의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들은 연구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성(r >0.2, P< .05)이 없기 때문에 

분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타당성 분석

측정항목들이 다른 항목들과 중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복 항목들을 탐색하여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잠재 내･외생변인과 측정변인에 대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을 추출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평가기준으로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0.5이

상, 총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50%이상으로 하였다(Bagozzi & Yi, 1988).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각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고유치는 1 이상이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은 

충족되었으며, 각 변수의 분산비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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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별 고유치 및 분산 비율

측정 변인(Factors) 고유치(Eigen Value)
설명된 분산 

비율(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누적 설명 
분산비율(cumulative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조직정치지각 2.683 22.357 22.357

조직냉소주의 2.372 19.771 42.128

가치몰입 1.806 15.051 57.179

근속몰입  1.800 15.002 72.181

* 추출 방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 방법: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3) 구조모형평가(Structural model assessment)

구조모형분석의 목적은 변인들간의 이론적 연관성이 실제 경험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가를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에(Diamantopoulos & Siguaw, 2000) 구조모형의 정확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간 적합도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자료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고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모수의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 MI) 가운데, MI지수가 4이상인 값14) 중에서 허용되는 오차간 공분산을 

이용한다. 그리고 수정지수와 모수의 변화(par change)를 근거로 모형 비교표를 작성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정지수와 모수의 변화

수정모형 Covariance M.I. Par Change

모형 1 e6 ↔ e5 5.999 .123

모형 2 e2 ↔ e1 6.952 .106

모형 3 e3 ↔ e1 7.111 .107

위 표에 의하면, 수정모형 1의 covariance e6 ↔ e5는 수정지수가 5.999, 모수변화는 .123

으로 모형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RMSEA(0.67)가 기준치를 벗어나 e2 ↔ e1와 e3 ↔ 

e1의 공분산을 차례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의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나(표 6 참조) 이

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 모형은 Hair, Hult et al.(2013)이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 분

석의 기준치에 적합하며, 동시에 연구모형 보다 적합도 지수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

14) Bentler & Bonett(1980)은 기존의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카이제곱 차이는 df=1 일 때 χ2의 유의한 

변화량은 3.841(p<.05)이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수정지수가 4 이상일 때 수정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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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모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표 6> 연구모형과 최종모형과의 모형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X2 X2/ df GFI NFI CFI TLI RMSEA

기준값 1.00 - 5.00 > 0.8 > 0.9 > 0.9 0.00-1.00 < 0.06

연구모형 109.867 2.242 .931 .896 .938 .917 .071

수정모형 1 101.058 2.105 .935 .904 .946 .926 .067

수정모형 2 93.546 1.990 .939 .911 .953 .934 .063

수정모형 3 (최종모형) 82.352 1.790 .945 .922 .945 .947 .056

참고1: χ2 = Chi-Square, GFI= Goodness-of-fit,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fit-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2. 가설 검정과 논의

1) 가설검정

분석모형에 나타난 독립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계수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1) 직접효과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Estimate)를 이용하며, 기각 한계비(C,R., P<0.05)는 ±1.96

을 기준으로 가설의 수용여부를 검증하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간 관계의 경로계수

경 로 경로계수 S.E. C.R p-값 수용여부

조직정치지각 → 조직냉소주의 .716 .127 5.661 .000 수용

조직정치지각→ 가치몰입 -.318 .080 -3.986 .000 수용

조직정치지각→ 근속몰입 -.798 .147 -5.435 .000 수용

조직냉소주의 → 가치몰입 -.589 .078 -7.563 .000 수용

조직냉소주의 → 근속몰입 -.462 .105 -4.388 .000 수용
 

 * p< 0.05, ** p< 0.01, *** p< 0.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조직몰

입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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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경로계수= .716, C.R 계수= 5.661, p< .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정치지각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조직냉소주

의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설 1은 수용된다. 둘째, 조직정치지각은 가치몰입

(경로계수=-.318, C.R 계수=-3.986, p< .001)과 근속몰입(경로계수= -.798, C.R 계수=-5.435, p< 

.0001)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조직정치를 지각하는 

구성원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소진(burnout) 등을 경험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일체

감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몰입(가치 및 근속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a와 2b 모두 수용된다. 셋째, 조직냉소주의는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에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조직냉소주의는 가치몰입에 대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589, C.R 계수=-7.563, p< .001). 이

는 조직냉소주의가 만연한 경우 구성원들은 조직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약화되

기 때문에 가치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a는 수용된다. 

마찬가지로 조직냉소주의는 근속몰입에도 유의한 부의 영향(경로계수=-.462, C.R 계수

=-4.388,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냉소주의가 조직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이직 및 퇴직 의도를 높이기 때문에 근속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b도 수용된다. 

(2)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효과는 다양한 방법(Bootstrapping, Sobel test, Hierarchical regression)으로 분석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존재15)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Baron & Kenny(199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법(mediat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하며, Sobel test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보완한다.16) 매개효과는 3단계 매개회귀분

석에서 1단계의 통제변수만을 영향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

략하고 2단계와 3단계 분석만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15) 조직정치지각과 가치몰입간 냉소주의의 값은 -.422, 근속몰입간 냉소주의의 값은 -.331로 나타남. 

16) 이외에도 Aroian test equation :z-value = a*b/SQRT(b2*sa2 + a2*sb2 + sa2*sb2)와 Goodman test equa-
tion: z-value = a*b/SQRT(b2*sa2 + a2*sb2 - sa2*sb2) 등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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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Hierarchical regression을 이용한 조직냉소주의의 매개효과 분석

가치몰입 근속몰입 조직냉소주의

1, 2단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재직기간

조직정치지각

F

R2

 0.09 
 0.10 
-0.08
 0.11   
-0.36**

11.35**

 0.31

0.09
-0.12 
0.11 
0.12  

-0.34**

10.81** 
0.28

 0.08
-0.09
 0.10

  -0.08  
   0.38**

  13.32**

 0.32

3단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재직기간

조직정치지각

조직냉소주의

F

R2

 0.09 
 0.10 
 -0.06 
0.11  

 -0.27**

 -0.19*  
15.8**

0.35

0.08 
-0.13 
0.10 
0.09 

- 0.25*

- 0.27** 
14.6** 
0.32

Sobel-Z 값 -2.017(p< .05) 2.00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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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정치지각과 가치 및 근속몰입간 관계에

서 구성 요소별로 차이는 있으나 변인별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조직정치지각과 가치몰입과의 관계에서 조직냉소주의가 투입되기 전과 후에 미약하

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R2= 0.31 ⟶ R2= 0.35)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

직정치지각의 β=-0.36, p< .01 ⟶ β= -0.27 p< .05, 조직냉소주의의 β= -0.19 p< .05). Sobel 

Z값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Sobel-Z값 =-2.017, p< .05). 이는 조직냉소주의는 리더와 구성

원간 정서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악화시켜 구성원들의 가치몰입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가설 4a는 부분 수용된다. 둘째, 조직정치지각과 근속몰입과의 관계에서도 조

직냉소주의는 투입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R2= 0.28 ⟶ R2= 0.32) 매개효과가 있

다는 것이 입증된다(조직정치지각의 β=-0.34, p< .01 ⟶ β=-0.25, p< .05, 조직냉소주의의 

β=-0.27, p< .01; Sobel Z값=-2.003, p< .01). 이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

정책과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불만 등으로 초래된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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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악화시켜 근속몰입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b도 

수용된다. 

2) 논의

분석결과,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는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으로서

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냉소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물론 이를 자극하여 조직몰입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정치지각은 조직 전반의 변화 및 혁신활동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조

직냉소주의의 영향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정치행위가 리더와 구성원간 

정서적 일체감을 저해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감 저하, 구성원들 간의 상호비방과 갈등 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정치행동이 조직 구성

원들 자신의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의 보호 및 방어에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직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한 Hochwarter & Thompson(2010)의 연구와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불신을 초래하여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석한 Mcnamara 

(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조직정치지각은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에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조직정치지각이 조직내에서 리더와 구성원간 상호 존중과 신뢰는 물론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치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정치지각은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의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규명한 Warsi et al.(2009)의 연구와 높은 수준의 

조직정치지각은 인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여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헌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 Kapoutsis et al.(2011)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조직

정치지각은 직무불안 및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근속몰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정치지각은 직무불안(job tension), 육체적 긴장(somatic tension), 피로

감(general fatigue) 등 개인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개인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어 이직의도를 높이는 등 근속몰입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Podsakoff et al., 2007). 이는 메타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정치지각은 

직무만족은 물론 조직몰입을 약화시켜 직무 스트레스나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실증 분석한 Miller et al.(2008)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셋째, 조직냉소주의는 가치몰입뿐만 아니라 근속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냉소주의가 심화되면,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실망과 좌절,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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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환멸감까지 느끼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Wanous et al., 2000)는 물론 최

근의 Egypt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Nafei & Kaifi(2013)의 연구와 터키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Özgan, Külekçi, & Özkan(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정치지각과 가치몰입 및 근속몰입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정치가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냉소주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직몰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욱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조직정치행동과 이의 영향을 받는 냉소적인 태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가치몰입)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류하고자 하는 욕구(근속몰입)에 대해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공직사회에서 조직정치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인사상의 이익을 위한 불법 관권 개입 선거 등은 

그 중의 하나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인사상 이익을 위해 현 단체장의 선거를 돕

다 선거 불법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71명(1.5%)에서 136명(3.0%)

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17) 공직자의 정치행위는 보복성 인

사 등 인사의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의 정치행위는 학연, 지연 등의 파

벌주의와 결탁할 경우 실증법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승진이나 영전 등의 보상을 미끼로 불

법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18) 2014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인사혁신처에 바

란다’라는 여론조사에서도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리그 형성’(34.0%), 지연･학연 등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관리(29.8%), 공무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풍토 및 공정(투명)하게 인사처

리(34.6%)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는 비율은 13.4%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료들은 

조직정치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해 조직냉소주의가 심화되어 조직몰입은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정치행동과 이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냉소적인 반응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조직자원 및 지위 등의 한정으로 

조직정치행동은 어떤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이에 

17) 연합뉴스, 2014 12월 5일. 

18)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ㅁ시 공직자가 '총력을 다해 2000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

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다'란 내용의 이메일을 당시 시장에게 보냈다가 동년 3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사건, 진주시 관료들이 "우리 동에서 몰표가 나와야 내 어깨에 힘이 

실린다"며 당시 재직중이던 시장을 홍보한 혐의로 입건 된 사례 등은 공직자의 정치행위가 불법으

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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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연성(flexibility)19)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직에 대해 구성

원의 유연한 태도는 사회적 교환관계(social exchange)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리더와의 긴밀한 의견교환 및 성과관련 피드백 증가 등으로 

구성원의 가치몰입과 근속몰입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Harris et al., 2009; Schermerhorn, 

Hunt, & Osborn, 2011). 또한, 유연성이 높은 구성원은 자신의 개인적 행동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해 적응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협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복력을 보이기 때

문에(Kapoutsis et al., 2011) 조직정치행동에 대한 지각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 냉소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시사점 및 한계

1. 요약

본 연구는 조직내에서 가치와 목표가 다른 구성원간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직정치와 이로 인한 

조직냉소주의 확산이 관료들의 가치몰입 및 근속몰입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조직정치지각

은 조직냉소주의와 가치몰입 및 근속몰입의 선행변인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조직냉소주의도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에 대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

다. 뿐만 아니라 조직냉소주의는 구성원들의 조직과 직위에 대한 신뢰감 저하 및 구성원들

간 상호비방과 갈등을 초래하는 조직정치지각의 영향을 받아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기능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직정치와 이로 인한 조직냉소주의 확산은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헌

신 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 및 참여의식을 약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혁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 비관

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혁신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Wanous et al., 2000; Carlson & Willmot, 

2006). 따라서 이들 부정적 영향요인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직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강한 신념과 애착심을 갖고 조직 구성원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할 수 있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자극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상관과의 유기적인 

19) 유연성은 1920년대 초기부터 경제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Slack(2005)에 

따르면, 유연성을 갖춘 조직일수록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압력도 극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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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 관료들의 자기개발 지원,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 등도 부정적 조직

정치지각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조직정치 및 조직냉소주의 등 조직의 부정적 감정요인들이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성을 갖는다. 

첫째,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지위 등의 제한으로 조직 정치행위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구성원들의 조직 냉소적 태도를 자극하여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료 축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또한, 조직정치행동은 가용 자원이 한정되

어 있는 조직내에서 가치와 목표가 다른 구성원간 갈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시사성이 인정된다. 

둘째, 현대 조직 이론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조직냉소주의의 역할(매개효과 및 

몰입에 대한 직접 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성이 있다. 조직정치지각은 

조직불신을 초래하여 조직냉소주의로 이어지며(Mcnamara, 2005), 이는 다시 조직몰입 등 조

직 유효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고양하기 위

해서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냉소적 의식과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시사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요인 분석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요인도 중

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직몰입에 대한 부정적 관련 변수들을 탐색함으로써 조직운영 실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데 기여한다는 점도 시사성이 있다. 또한 조직몰입의 영향

변인에 대한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성이 있다. 조직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직몰입은 긍정적 요인은 물론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조직정치와 조직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의 탐색은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조직혁신 등의 중요 영향변인인 관료들의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을 고양하

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간 관계는 물론 구성원들의 조직정치행위에 대한 지각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 동시에 조직에 대한 냉소적 인식과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은 실무

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학연 및 지연 등 비공식적 요인이 조직 운

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층제 조직에서 조직정치지각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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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정치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조직환경의 조성이 중요하

다는 것을 제시한 점은 실무적으로 시사성이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내 팽배해 있는 조직정치행동 및 이

로 인한 구성원들의 냉소적 태도를 포함한 조직변화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

야 한다. 조직정치행동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관리 및 인사상 공정성이 결여되고, 성과평과

가 명확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의사결정이 불투명한 조직 분위기에서 발현된다. 따라서 조

직 및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조직정치행동은 상관

의 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리더는 자신의 리

더십을 점검하여 구성원들이 정치적 행동과 같은 업무 외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위적 지배가 아니라 권한의 공유와 위임을 강조하는 임파워링 리

더십과 사회적･정서적 연결망 형성에 중점을 두는 LMX의 질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으로의 

전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정된 자료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경험적 연구가 갖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먼저,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편의상 조직정치를 개인적 수준의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

였기 때문에 조직정치의 집단 및 조직차원의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정치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및 조직 차원의 거시적 조직정치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요구

된다. 

둘째, 분석 자료의 지역적 편중성 및 횡단면적 연구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물론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

구 대상 지역의 확대 및 종단적 연구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셋째, 조직정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외국의 문헌을 주로 이용하는 데, 일반적으

로 조직정치지각은 나라마다 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직정치

지각에 대한 측정 도구를 이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자료수집은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존함으로써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들 한계는 대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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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연구가 갖는 한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만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의 방

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영향변인 및 매개변인과 결과변인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매개회귀분석

과 Sobel test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Sobel test는 Baron & Kenny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 방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매개효과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Sobel test의 

Z값이 임계치 부근에 존재할 경우 매개효과 판단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

다.20)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최근에 개발된 부츠트래핑(bootstrapping)21) 기법이 개발되었으

나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기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정치지각과 조직냉소주의는 관료들의 가치몰입과 근속몰

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리더 구성원간 정서적 유대관계 및 사회

교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몰입을 통한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

직정치지각 및 조직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 영향 요인을 배제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이는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조직몰입의 부정적 영향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직몰입의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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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Organizational Cynicism as a Mediator: Exploring the 

Negative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Dae-won Kim

Despite voluminous studies on the positiv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C), little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understand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 construct.The research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POP) and OC with organizational cynicism 
(OCYN) as a mediator by studying 221 public sector employees in South Kyungsang 
Province in Korea. PO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CYN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C. More importantly, OCYN was proved to partly mediate 
between POP and OC. Not only are these findings important to the literature, but they 
also contribute to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public sector,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public personnel will tend to react to the workplace with negligent behavior when 
adopting POP and OCYN in the workplace. Sever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nquiry into POP and OCYN in enhancing employee OC in the public sector 
are noted.

【Keyword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rganizational cynicism, Valu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Mediating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