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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출신 인력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고등교육과 경제

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관심은 공공관리와 고등

교육연구에서 인종, 젠더, 나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본 연구는 미국 대학교 교원의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출신이 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

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연구중심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로부

터 얻은 501부의 설문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가 직무만족의 차이로 나타났다.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가 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았다. 둘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과 각각 정의 관계를 

가지며,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신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절차공정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반면에 분

배공정성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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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로 출신은 어떤 지방이나 파벌, 학교, 직업 따위에서 규정되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력관

계를 의미한다.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출신과 미국출신의 의미는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출신에 가깝지만 외국출신과 미국출신을 구분하는 기준은 출생지(birth plac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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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국출신 교원들은 미국 고등교육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Open 

Doors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종사하고 있는 약 150만 교원들 중 115,313명

의 외국출신 교원들이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

다(Open Doors, 2012). 특히 외국출신 교원들은 생명과학, 보건과학, 공학, 농학 등 학문

분과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출신 교원의 약 75%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외국출신 

과학자들은 공학과 수학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National 

Science Board, 2012). 외국출신 교원의 비율 증가가 미국출신 소수 인종 교원의 비율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Twombly, Wolf-Wendel, 2012). 이처럼, 미국 내 외국

출신 연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수의 외국출신 학

생들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후 많은 외국출신 연구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2) 예를 들면, 외국출신 학생들은 공학, 컴퓨터 과학, 경제학 등 분야의 박사학위 수여자

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National Science Board, 2014).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출신이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임시비자 체류자(temporary visa holder)들에게 수여된 

박사학위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4)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심리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공학 분야에 비하여 외국출신 박사학위자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심리학은 7%이며 사회과학은 11%에서 38%에 위치하고 있다는 미

국연구재단의 보고가 있다(National Science Board, 2014). 

외국출신 교원의 중요성은 이처럼 미국 고등교육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숫자에만 국

한된 것은 아니다. 외국출신 교원은 미국 고등교육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Levin & Stephan, 1999; Stephan & Levin, 2003),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캠퍼스에 다양한 관점(viewpoints)을 가져오며, 이러한 시각은 창의력을 요

1) 저자가 2015년 3월 미국의 한 연구중심대학의 공과대학 컴퓨터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들을 조사한 

결과, 100%가 외국출신이었으며 출신 지역은 폴란드, 중국, 한국, 인도 등 다양하였다. 

2) 미국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체류 의사를 나타내는 한국인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송창

용, 진미석, 2009). 이러한 체류 증가는 학문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려워진 국내 취업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출신은 공학과 수학을 포함한 학문 분야 박사학위 과정생들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ational Science Boar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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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무에 매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Tsui, Egan, and O'Reilly, 1992). 둘째, 외국

출신 인재들은 모국과 미국의 학문 공동체 사이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Corley & Sabharwal, 2007). 현대 고등연구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

이 해외 기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셋째, 외국출신 교원들은 캠퍼스 내 문화장벽

을 깨는데 일조할 수 있다(Welch, 1997). 외국출신 교원들은 학문 미래 세대들이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Nerad, 

2010). 넷째, 미국의 인적 자원은 외국출신들에 의해서 축적된다고 할 수 있다. 과학 분

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미국 국적의 과학자들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외국출신이라는 점4)

이 이 점을 웅변해 준다. 마지막으로, 외국출신 교원들은 학교 내 교실, 실험실 등에서 

외국 또는 소수자 출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외국출신 교원과 학생의 

유사한 배경 때문에 외국출신 교원들은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학생들에게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다5)(Corley & Sabharwal, 2007; Mamiseishvili, 2013; 

Webber, 2012).

고등교육 기관에서 외국출신 교원들의 증가와 그들이 가져오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

고, 출신은 나이, 젠더, 인종과 비교할 때 공공관리와 고등교육정책 연구에서 상대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 외국출신 교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Kim, Twombly, & Wolf-Wendel, 2012). 본 연구는 미국 연구 중심 대학

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출신 교원과 외국출신 교원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둔다.6) 외

국출신 교원들이 누구인지, 공정성과 직무만족 등에 관하여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대하

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미국출신 교원과의 차이점은 무엇

인지에 관해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교 교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4) 미국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American Policy)은 물리학, 화학, 의학 분야에서 2000년 이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인 68명 가운데 24명이 이민자 출신이라고 밝혔다. 

5) Bandura(1986)는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을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beliefs)을 형성하는 

네 가지 정보원 중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기여하는 정보들을 모으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거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리 경험에 보다 민감하게 된다(Pajares, 1996). 같은 맥락에서, 

외국 또는 소수자 인종 출신 학생들이 학교 또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

는 경우, 외국출신 교원들은 역할 모델로서 외국출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외국출신 교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교환 관계의 비교 대상은 모국에서 경험했던 이전의 교환 관

계 또는 모국에서 현재 교원으로 사회적 교환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 집단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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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출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대이론과 사회교

환이론, 그리고 사회정체성이론을 살펴보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 공정성 인식의 직

무 만족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출신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 기대이론과 사회교환이론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은 근무 조건과 환경 요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Daly & Dee, 2006). 이러한 기대와 가치들

이 충족되어질 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일에 만족하며 조직에 대한 몰입을 늘리고 조직

에 충성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만족하지 않거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줄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직에 까지 이르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출신 교원들의 직무만족에 관련해서도 기대이

론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외국출신 교원들에게 

미국 고등 교육기관의 정책과 환경은 낯설 수 있고, 그들이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대하

여 갖고 있는 기대와 가치는 미국출신 교원들의 그것들과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낯선 

환경 속에서 외국출신 교원들이 성공적으로 강의, 연구, 서비스를 수행할 때, 외국출신 

교원들은 자신들의 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게 되고 이러

한 믿음은 성취와 행복감(well-being)을 증가시킬 것이다(Pajares, 1996).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어떻게 사회적 관계들이 조직과 구성원 사

이 혜택의 교환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한다(Blau, 1964).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거래의 장이며, 조직의 구성원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의 노동을 교환하고 이 거래 관계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Ang, Dyne, & Begley (2003)의 연구에 따르면, 

개방형 관계들(open-ended relationships)을 가진 미국출신 근로자들이 승진, 교육, 경

력 개발, 휴가, 의료 보험, 퇴직 연금 등의 혜택에 자격이 있는 반면에, 제한된 고용 관계

(limited duration employment)를 가진 외국출신 근로자들은 승진 자격이 부여되지 않

거나 경력 개발, 휴가, 의료 보험, 퇴직 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등교육기

관에서 교원은 가르치고, 연구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승진기회, 혜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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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기대하며, 학교 조직, 동료, 학과장, 학생 등과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원

은 이러한 교환관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외국출신 교원들

이 차별이나 불공정성을 인식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미국출신 교원들과 비교하여 덜 긍

정적인 사회교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외국출신 교원들의 교환 관계가 미국출신 교원

들의 그것보다 더 제한적(more bounded)이라면, 외국출신 교원들의 사회적 교환 관계

들은 적은 산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회교환이론(Blau, 1964)과 상호호혜성의 원칙

(reciprocity norms) (Gouldner, 1960)은 외국출신 교원은 미국출신 교원에 비하여 고등

교육기관 내에서 덜 긍정적인 교환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 

조직공정성은 조직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대한 그들의 행태적인 반응을 의미한다(Aryee, Budhwar, & Chen, 2002, 

p.269). 조직공정성은 다층적 개념 (Cohen-Charash & Spector, 2001)이며, 크게 분배공

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7) 분배공정성은 보상, 승진, 경력개발, 기회 등 산

출이 노력과 교육 등 투입에 얼마나 비례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Adams, 1965). Folger

와 Konovsky(1989)는 분배공정성을 조직 구성원이 받는 보상에 대한 인지된 공정성이

라고 정의한다.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투입 대 산출 비율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분배공정성을 계산한다(Adams, 1965). 분배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 구성

원이 구성원들 간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공정하다고 인지하면, 봉급, 복지 등 산출도 

공정하다고 여기게 됨을 보여준다(Adam, 1965; Greenberg, 1990). 반대로, 조직 구성원

들 간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지하면, 분배공정성 인식은 감소하게 

된다(Adam, 1965; Daly & Dee, 2006). 분배공정성과 달리, 절차공정성은 배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Cropazano & Ambrose, 2001; Lind & 

Tyler, 1988). 분배공정성이 달성된 결과의 정당성을 다루는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그 결

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수단의 정당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절차공

정성은 조직, 리더, 시스템에 관한 전체적인(global)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분배공

7) 최근 연구는 조직 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나누고 있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상호간 처우에 대한 인식된 공정성을 의미한다. 상호작

용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들은 정보 정당화(informational justification)와 사회 민감성

(social sensitivity)이다. 정보 정당화는 의사결정에 관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을 의미하며 사회 

민감성은 임금 삭감 또는 실직 등 과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존엄과 존경의 정도를 의미한다(Colquit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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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보다 개인적이고 부분적인(specific) 산출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Martin & 

Bennett, 1996).8)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이 일관

되고, 편견이 없고, 정확하고, 교정가능하며, 염려되는 모든 사항들을 대표하고, 윤리적

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길 때, 절차적 과정은 공정하다고 여긴다(Cropazano & 

Ambrose, 2001). 반대로, 절차적 과정이 인적 또는 고용 지위/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 절차공정성 인식은 낮아지게 된다(Ang, Van Dyne, and Begley, 2003). 

고등교육 교원의 직무만족은 대학의 구성으로서 교원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만족하

는 정도로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Hagedorn(2000)은 Herzberg 

(1966)의 직무만족 요인이론을 이용하여 젠더, 인종, 학문 분야, 환경적 요인이 직무만족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계기요인

(triggers)과 매개요인(mediators)으로 나눌 수 있다. 계기요인은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중요한 사건들로써 결혼, 이혼, 이직, 전직 등을 포함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요인 중의 하나이다. 매개요인은 동기요

인과 위생요인,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9) 많은 실증연구들은 

개인의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근무와 관련한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한 근로자는 낮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보이고

(Dailey & Kirk, 1992; Folger & Konovsky, 1989; Martin & Benett, 1996), 성과를 낮추

며(Earley & Lind, 1987), 낮은 성과는 높은 이직의도를 초래한다(Cohen-Charsh & 

Spector, 2001; Dailey & Kirk, 1992; McFarlin & Sweeney, 1992; Naumann & 

Bennett, 2002). 조직 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와 관련하여, 직무만족은 임금 자체보다 

다른 집단과의 비교 임금, 예를 들면 남녀의 임금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Hagedorn, 

1996). 다시 말하면, 여자 교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같은 집단의 남자 교원들에 비하여 

적다고 인식할 때 불만족함을 느낀다(Hagedorn, 1996). 임금수준에 관한 공정성뿐만 아

니라, 공정성을 식별할 수 있는 조직 내 영역으로는 승진, 채용, 정년보장 심사 등이 있

다. 공정한 보상체계는 교원들의 직무만족과 학교에 대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다

8)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절차공정성은 조직 의사결정자에 대한 태도 (예: 리더에 대한 신뢰) 와 포괄적

인 근무 태도(예: 직무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다(Cropanzano, & Prehar, 2002). 절차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상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예: Brockner & 

Wiesenfeld, 1996). 

9)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Herzberg(1966)의 동기･위생 요인에서 파생되었다. 동기요인은 조직구성원

에게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며, 위생요인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불만족을 초래하지

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더라도 만족을 유발하지 않는 요인이다. 동기요인은 성취, 인정, 직무, 

책임감, 승진 등을 포함하며 위생요인은 회사 정책, 감독, 대인관계,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다.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출신의 조절효과 분석 325

(Neumann & Finaly-Neumann, 1990). 예를 들어, Hagedorn(1996)은 차별이 없는 보상 

정책이 교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유능한 교원들의 이직을 막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고, Daly 와 Dee(2006)는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교원들의 이직을 막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3.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출신의 조절효과 

기대이론과 사회교환이론을 통하여 외국출신의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이 미국출신의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보다 낮을 수 있으며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출신에 따라 달라진다면, 출신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회정체성이

론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personal selves)”을 집단의 특성과 연결하

여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함으로써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다(Tajfel, 1982). Tajfel과 Turner(1985)는 개인의 사회 정체성은 관

계적(relational)이고 상대적(comparative)이라고 제안한다. 사회정체성은 자신을 집단 

내 원형(prototype)으로 동화하고 집단 밖의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Hog & Terry, 2000).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과 다

른 사람들을 인종, 나이, 지위 등에 따라 범주화(categorization)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범주화 과정 속에서 개인은 여러 집단들에 속하게 되고 다양한 “자기 자

신"을 갖게 된다.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을 통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

하며(Turner et al., 1987), 사회정체성과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강화시켜 나간다

(Riordan, 2001). 자신과 유사한 특성들을 지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집단 내 통합

(group integration)과 응집력(cohesiveness)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것은 직무 만족으로 

연결된다(Jackson, 1991; Tsui, et al., 1992). 

Lind 과 Tyler(1988)는 집단가치모델(group-value model)에서 사람들은 조직에서 경

험하는 절차와 관련된 공정성 인식을 통해 집단 내 자기 자신(selves)과 지위(status)를 

정의하고 자부심(worth)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집단가치모델은 결과의 공정성과 대

비하여 절차의 관계적(relational)측면을 강조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절차공정성에 관

심을 두는 이유는 과정의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지위(status)에 관한 정

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외국출신 교원은 외부(foreign) 출신 그리고 아웃사이더

(outsider)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국

출신 교원과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출신 교원들은 자신들이 절차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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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다루어질 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출신은 사회정체성의 한 범주로써 공정성 인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원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출신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출신에 따라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출신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4. 연구 가설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과 직무만족, 그리고 출신의 영향관계에 있어

서 <표 1>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출신에 따른 사회적 교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1, 가설2, 가설3을 구성하였고, 조직 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4, 가설5를, 출신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6, 가설7을 구성하였다. 

<표 1> 연구가설

구분 가설

출신에 따른 사회적 교환 관계 

가설 1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분배공정성 인식차이에서 나타난다. 외국출신 교원의 분
배공정성 인식이 미국출신 교원의 그것에 비해 낮을 것이다. 

가설 2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절차공정성 인식차이에서 나타난다. 외국출신 교원의 절
차공정성 인식이 미국출신 교원의 그것에 비해 낮을 것이다.

가설 3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직무만족에서 나타날 것이다.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
도가 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을 것이다. 

조직 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

가설 4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가설 5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출신의 조절 효과

가설 6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출신과 미국출신 교원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7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출신과 미국출신 교원은 서로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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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구성된 연구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소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출신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래

의 <그림 1>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출신에 따

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연구모형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조직공정성 

직무만족 

출신 

2. 조사대상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연구중심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50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10)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외국출신과 미국출신 

교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미국출신 교원은 여자의 비

율이 높지만, 외국출신 교원은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미국출신 교원은 백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외국출신 교원은 아시아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출신과 외국

출신 교원은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직위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전공분

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출신 교원은 예술, 인문학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외국출

신 교원은 과학, 공학, 수학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10) 학교 연구 부총장(provost)실에서 교원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여 총 2713명의 교원들에게 이메일

을 발송하였다. 응답한 교원들은 970명으로 응답률은 35.8%이다. 샘플의 성비, 직급, 정년 보장에 

관한 구성 비율은 전체 교원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970명 중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501명의 교원

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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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미국출신 (U.S. born) 외국출신 (Foreign born)

성별
남자
여자

(n1 = 395)
179 (45.3%)
216 (54.7%)

(n2 = 87)
54 (62.1%)
33 (37.9%)

인종
아메리칸 인디언

아시안
아프리칸 어메리칸

하와이언
백인

(n1 = 393)
1(0.3%)
5 (1.3%)
15 (3.8%)
0 (0.0%)

372 (94.7%)

(n2 = 84)
0 (0.0%)

31 (36.9%)
7 (8.3%)
1 (1.2%)

45 (53.6%)

연령
21-30
31-40
41-50
51-60
61-70

70세 이상

(n1= 398)
13 (3.3%)
87 (21.9%)
102 (25.6%)
97 (24.4%)
88 (22.1%)
11 (2.8%)

(n2 = 82)
1 (1.2%)

28 (34.1%)
22 (26.8%)
24 (29.3%)
6 (7.3%)
1 (1.2%)

직위
강사 (박사후 연구원 포함)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n1 = 405)
71 (17.5%)
138 (34.1%)
115 (28.4%)
81 (20.0%)

(n2 = 86)
8 (9.3%)

36 (41.9%)
23 (26.7%)
19 (22.1%)

정년 트랙 여부
정년 보장 (받음)

정년 보장 (받지 못함)
정년 트랙이 아님

(n1 = 400)
161 (40.3%)
 45 (11.3%)
194 (48.5%)

(n2 = 83)
31 (37.3%)
9 (10.8%)
43 (51.8%)

전공분야
비즈니스, 의학, 약학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

STEM

(n1 = 404)
169 (41.8%)
82 (20.3%)
73 (18.1%)
80 (19.8%)

(n2 = 87)
40 (46%)
9 (10.3%)
11 (12.6%)
27 (31%)

소득
$41,000이하

$41,000 ~ $60,000
$61,000 ~ $80,000

$80,000 이상

(n1 = 385)
33 (8.6%)
62 (16.1%)
87 (22.6%)
203 (52.7%)

(n2 = 84)
3 (3.6%)

11 (13.1%)
23 (27.4%)
47 (56.0%)

3. 변수의 구성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를 확인하고, 각각의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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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관계 속에서 출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이 조직공정성 하위 요소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별, 결혼, 인종, 혈연관계, STEM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3> 변수의 구성과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독립변수

분배공정성

 책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의 공정성

 노력한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의 공정성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의 공정성

절차공정성

 성과 피드백 의사소통시 절차의 공정성

 성과 평가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공정성

 승진 평가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공정성 

 임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공정성 

종속변수 직무만족  주된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절변수 출신 

통제변수 성별, 결혼, 인종, 혈연관계, STEM

4.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측정

본 논문에서 절차공정성은 McFarlin & Sweeney(1992)가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성과 환류 의사소통, 성과 평가, 승진 평가 시 사용하는 절차

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분배공정성은 Price & Mueller(1986)

가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책임, 노력, 경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의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은 Corley 

& Sabharwal(2007)의 문항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SPSS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도 측정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계층적 

회귀분석 등을 분석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하여 조직 공정성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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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문 문항들을 공통요인을 기준으로 축소한 후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계층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각 연구가설 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차원별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으로 7개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요인

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활

용하여 요인 적재량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요인분석이 가능함

을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86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도 χ² = 2903.3, p =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조직 공정성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재 값

측정 문항
회전된 요인 행렬 

요인 1 (분배공정성) 요인 2 (절차공정성)
노력의 양을 고려할 때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지 .922 .266
책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지 .905 .302
경험을 고려할 때 보상이 얼마나 공정한지 .890 .270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239 .904
성과 피드백을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293 .851
승진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272 .790
임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 0.581 0.541
고유값 (Eigen value) 4.616 1.094
분산비율 (% of variance) 65.936 15.628
누적분산비율(Cumulative %) 65.936 81.564

 주: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4>는 회전(rotation) 후,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을 보여주며, 공통 요인별로 

집적된 문항들은 요인 1은 분배공정성을, 요인 2는 절차공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변

수의 문항 중 요인적재량 값이 낮고, 다른 요인에도 적재되어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저해하는 절차공정성 1개 문항을 삭제한 후, 최종 확정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출신의 조절효과 분석 331

검증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Cronbach's Alpha 값이 0.949, 0.873으로 확인

됨에 따라, 충분히 신뢰도 있는 측정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문항들을 토대로 구성타당도를 재검증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RMSEA=0.052, CFI= 0.995, TLI= 0.986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고 측정문항들

의 CR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11) 평균분산추출값(AVE)은 모두 0.5

이상이며 개념 신뢰도도 0.86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 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오차분산 CR(t값)

평균분산
추출

개념
신뢰도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분배1 0.946 0.121 -

0.855 0.933분배2 0.947 0.125 52.121***

분배3 0.879 0.305 41.921***

절차
공정성

절차1 0.878 0.195 -

0.704 0.886절차2 0.912 0.151 30.949***

절차3 0.713 0.459 23.033***

모형적합도
χ²=28.872(df=8, p=0.000), RMSEA = 0.052, CFI = 0.995, TLI = 0.986, IFI = 

0.995, NFI= 0.993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2.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성

이 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출신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출신과 백인, 혈연관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STEM 과의 상관

관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외국출신일수록 백인이 적고,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으며, 외국출신들이 STEM 관련 학과에 많이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출신은 절차공정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 

그리고 직무만족과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치와 상관관계는 부록의 <표 12>에 제시하였다. 

11) 연구모형은 CFI가 0.95이상, RMSEA가 0.008이하, SRMR이 0.1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

로 인정된다(Williams, Vandenberg, and Edward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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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신에 따른 인식 비교 

다음으로 가설검증에 앞서 사전분석단계로써 직무만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수준

을 출신별로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의 경

우 평균값은 3.79(표준편차 0.86 )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3점)이상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인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평균값은 각각 3.18(표준편차 0.85), 3.03

(표준편차 1.06)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보

면, 직무만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에 대하여 외국출신이 미국출신 교원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그 차이는 절차공정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에 

따른 직무만족도,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평균 비교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출신에 따른 직무만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비교 

변수 전체 교원 외국출신 교원 미국출신 교원
T-test

t-value Sig.

직무만족 3.79 3.66 3.80 -1.336 .182

절차공정성 3.18 2.98 3.19 -2.101 .036

분배공정성 3.03 2.93 3.04 -.871 .384

4. 계층적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검증

<표 7>과 <표 8>은 다양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모두 일곱 가지의 최소자승

(OLS) 회귀분석모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델 1 과 2는 직무만족, 공정성 등에

서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였고 모델 3에서 

모델 5까지는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차별성 및 출신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계층적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표 8>). 모든 모델은 

통제변수로써 성별 (1=여자, 0=남자), 출신 (1=외국출생, 0=미국출생), 결혼 (1=기혼, 0=

미혼), STEM (1=STEM, 0=다른 분야) 등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

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하여 평균집중화

(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12) 

12) 분석결과, 분산확대인자(VIF)는 1.055에서 최대 2.630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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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출신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심리적 교환관계

회귀모델 모델 1 모델 2
종속 변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B 베타 B 베타
(상수) 3.114 2.974
성별 -.1 -.047 -.012 -.007
결혼 -.093 -.033 .169 .076

백인(히스패닉 포함하지 않음) .024 .008 .116 .049
STEM -.068 -.026 -.211 -.102*

혈연관계 .123 .083+ .089 .076
출신 -.084 -.031 -.138 -.063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회귀모델 1과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출신과 분배공정성의 계수 값이 -.084로, 출신과 

절차공정성의 계수 값이 -.138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외국출신 교원이 미국출신 교원

에 비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인식이 낮음을 의미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반면, 회귀모델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출신과 직무만족의 계수 값이 -.227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1(출신과 분배공정성의 교환관계)과 가설

2(출신과 절차공정성의 교환관계)는 기각되었으나 가설3(출신과 직무만족의 교환관계)

은 지지되었다. 

<표 8> 직무만족에 대한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회귀모델 모델 3 모델 4 모델 5
종속 변수 직무 만족 직무 만족 직무 만족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3.894 3.911 3.925
성별 -.136 -.079 -.109 -.063 -.108 -.062
결혼 .067 .029 .045 .020 .039 .017

백인(히스패닉 포함하지 않음) -.128 -.053 -.164 -.069 -.180 -.075
STEM -.053 -.025 .028 .014 .050 .024

혈연관계 .143 .119* .088 .073+ .095 .079*
출신 -.227 -.102+ -.162 -.073 -.129 -.058

분배공정성 .280 .345*** .271 .334***
절차공정성 .283 .278*** .236 .232***

출신 * 
분배공정성

-.028 -.017

출신 * 
절차공정성

.337 .141*

R2 /수정된 R2 .03/.019 .34/.33 .36/.34
R2 변화 .03* .3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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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회귀모델 4는 회귀모델 3에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투입하였을 경우

의 모델로써 직무만족 분산량의 약 34%를 설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점진적인 R2 변화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델 5는 회귀모델 4에 출신과 분배공정성, 출

신과 절차공정성의 상호작용변수들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모델로써 직무만족도 분산량

의 약 36%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점진적인 R2 변화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델 4를 보면 직무만족에 대하여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모두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로써 가설 4와 가설 5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신이 대학 교원들의 공정성 

인식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지(가설6, 가설7)를 검증하기 위해 출신과 공정성 

인식의 상호작용변수들을 회귀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모델5). 그 결과, 출신*절차

공정성의 상호 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만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 관계가 출신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며 가설 7이 지

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출신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절차공정성 수준이 낮을 때는 미국출신의 직무만족 정도는 외국출신의 직무

만족 정도보다 높았으나, 절차공정성 수준이 높을 때는 외국출신의 직무만족 정도가 미

국출신의 직무만족 정도보다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출신이 분배공정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6이 기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출신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분배공정성의 수준과 관계없이 미국출신의 직무만족 정도가 외국출신의 직무

만족 정도보다 높았다. 

<그림 2>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에 대한 출신의 조절효과 

Low 절차공정성 High 절차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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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에 대한 출신의 조절효과

High 분배공정성Low 분배공정성

<표 9> 외국출신 교원 (n1 = 80)에 대한 회귀분석 

회귀모델 모델 6 모델 7

B 베타 B 베타

(상수) 3.124 3.362

성별 .185 .089 .177 .085

결혼 .585 .205+ .390 .137

백인(히스패닉 포함하지 않음) -.255 -.125 -.344 -.169*

STEM -.041 -.019 .208 .096

혈연관계 .298 .151 .361 .183*

분배공정성 .207 .241*

절차공정성 .632 .516***

R2/수정된 R2 .08/.02 .57/.53

R2 변화 .08 .49***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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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국출신 교원 (n2 = 354)에 대한 회귀분석

회귀모델  모델 8 모델 9

B 베타 B 베타

(상수) 3.878 3.909

성별 -.205 -.125* -.174 -.106*

결혼 -.038 -.018 -.039 -.018

백인(히스패닉 포함하지 않음) .031 .009 -.034 -.010

STEM -.070 -.034 .002 .001

혈연관계 .133 .120* .074 .067

분배공정성 .266 .335***

절차공정성 .241 .248***

R2/수정된 R2 .030/.016 .300/.286

R2 변화 .030+ .270***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표 9> 와 <표 10>은 가설 6 과 가설 7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출신별(외국출신 교원과 미국출신 교원)로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회귀모델 6과 7은 외국출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이며 모델 7은 

모델 6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모델로써 직무만족 분산량의 

약 57%를 설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점진적인 R2 변화는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결혼과 혈연관계의 존재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백인은 직무만족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절차공정성의 영향력 크기가 가장 컸다. <표 10>의 회귀모델 8과 9는 미

국출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회귀모델이며 모델 9는 모델 8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모델로써 직무만족 분산량의 약 30%를 설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점진적인 R2 변화는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이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혈연관계의 존재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배공정성의 영향력 크기

가 가장 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출신 교원의 경우는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

성보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크기가 더 큰 반면에, 미국출신교원의 경우는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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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주제 번호 내용 검증결과

출신에 따른 사회적 교환관계

1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분배공정성 인식차
이에서 나타난다. 외국출신 교원의 분배공정성 인식
이 미국출신 교원의 그것에 비해 낮을 것이다. 

기각

2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절차공정성 인식차
이에서 나타난다. 외국출신 교원의 절차공정성 인식
이 미국출신 교원의 그것보다 낮을 것이다. 

기각

3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는 직무만족에서 나타
날 것이다.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가 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을 것이다. 

지지

조직 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4 분배공정성과 직무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지지

5 절차공정성과 직무 만족도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지지

출신의 조절효과

6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출신
과 미국출신 교원은 서로 다를 것이다. 

기각

7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출신
과 미국출신 교원은 서로 다를 것이다. 

지지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정리와 함의 

본 연구는 다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가 직무만

족의 차이로 나타났다.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가 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았다. 하지만, 출신에 따른 심리적 교환관계가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의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절차공정성과 직무만족

은 각각 정의 관계를 가지며,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절차공정

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공

정성은 급여나 승진의 보상에 대한 개인수준의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인 반면에 절차공

정성은 조직 몰입, 리더에 대한 신뢰 등 조직수준의 평가를 측정하는 척도라는 기존의 

연구결과(Folger & Konovsky, 1989; Tang & Sarsfield-Baldwin, 1996)와 일치한다. 셋

째, 출신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절차공정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반면에 분배공정성의 효

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외국출

신 교원과 미국출신 교원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능한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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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는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보다 일과 조직에 관하여 더 강한 감정적인 반응

을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Hassan, 2013). 특히, 외국출신 교원들은 문화적 기대와 이

민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공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

이 강하다(Foote et al., 2008). 앞선 연구들은 외국출신 교원은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편견을 경험하거나(Mamiseishvili, 2010; Seagren and Wang, 1994; Skachkova, 2007), 

동료 네트워크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Skachkova, 2007; Seagre and Wang, 1994)도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출신 교원들은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집단가치모델에 따르면, 불공정한 대우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자

신들의 조직 내 지위가 미미함을 지각하게 한다(Smith et al., 1998). 특히, Tyler 와 

Blader(2003)는 절차공정성이 정체성 보안(identity security)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절차공정성은 외국출신 교원들에게 정체성의 중요한 근원(prototype)을 제

공하기 때문에, 외국출신 교원이 미국출신 교원보다 절차공정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절차공정성이 외국출신 교원들로 하여금 자신들

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데에 분배공정성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분배공정성은 외국출신 교원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앞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분배공정성 또한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분배공정성은 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며, 절차공정성은 외국출신 교원의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캠퍼스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Philipsen, 2014), 

다양성 관리 측면에서 외국출신 교원에 대한 관심은 인종, 젠더,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출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의 부족은 외국출신 교

원들은 이름 그대로 외부(foreign) 출신이며 아웃사이더(outsider)임을 보여준다. 외국출

신 교원들은 학과, 학교의 사회적 ･ 전문적 ･ 학술적 문제들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Kim, Wolf-Wendel, & Twombly, 2013).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팀에서는 외국출신 교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외국출

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와 프로그램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

드는 지원 전략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에서 주로 살펴본 미시적 인적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고등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외국출신 교원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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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brain gain)이며, 이러한 고급인력의 확보는 글로벌 경쟁사회의 국가인적자원정책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유능한 지식 근로자들을 채용

하고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고등교육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

들이 자국의 연구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출신 인적자원을 경쟁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유능한 외국출신 인재들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연

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자국출신 우수 교원이나 연구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brain drain)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고등교육정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재를 채용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인재들을 유치하는 등 출신에 관계없이 교원의 

기술, 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향후 연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연

구는 미국 연구중심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다른 학교와 연구기관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13) 특히, 

연구의 결과를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출생 지역(birth 

place)을 사용하여 외국출신과 미국출신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

민을 온 외국출신 교원들과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학업을 수행한 외국출신 교원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Kim, Twombly, & Wolf-Wendel(2012)은 모국에서 학부를 마친 외국

출신 교원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출신 교원과는 다른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하였

고 이러한 경험은 고등교육 내에서 교원으로서의 생활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

국에서 학부를 마쳤는지 여부로 외국출신과 미국출신을 구분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시민권 등 비자 발급 여부로 외국출신과 미국출신을 구분하자고 주장하

였다(Kim, Wolf-Wendel, & Twombly, 2013).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외국출신들을 과

소하게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출신 교원들이 미국에 와서 오랜 

시간 강의와 연구를 수행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시민권 유무로 외국출신

과 미국출신을 구분하는 방식은 외국출신 시민권자와 미국출신 시민권자를 구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서베이에 참여한 교원들은 무작위 확률 표본을 통해 선발되지 

13) 미국 동남부의 연구중심대학교를 전수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대학의 사례에 불과

하여 외적 타당성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학의 특성적 요인이 조직공정성과 직무

만족, 그리고 출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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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출신 교원

의 비율이 본 연구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체 교원들 중 외국출신 

교원의 비율과 근접하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원의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들

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금, 임금에 대한 만족도 등 조직공정성과 직무만

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향후 연구에서 함께 살펴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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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결혼 백인 
혈연
관계 

STEM 출신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직무
만족

성별 .50 .50 1

결혼 .82 .38 -.204** 1

백인 .85 .36 -.004 .004 1

혈연관계 .36 .48 .030 .031 .136** 1

STEM .22 .41 -.092 .080 -.039 -.058 1

출신 .18 .39 -.109 .031 -.504** -.197** .125** 1

분배공정성 3.03 1.06 -.028 -.023 .0328 .055 -.034 -.051 1

절차공정성 3.18 .85 -.006 .073 .095* .058 -.107* -.112* .630** 1

직무 만족 3.79 .86 -.071 .050 .014 .122* -.028 -.091 .528** .504** 1

 주:*** p<0.001에서 유의함 ** p<0.01에서 유의함 * p<0.05에서 유의함 + p<0.1 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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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among Faculty: 
The Moderating Effect of Birthplace

Jaehee Park

Foreign birth status has been relatively under-studied in the public management and higher 

education literatures in comparison with studies of age, gender, and race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workforce and their potential benefits. Given this 

real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among both 

foreign-born and domestically-born faculty in a US public research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justice that impact faculty job satisfaction by status of 

birth. In achieving this aim,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 plays a bigger part in how 

foreign-born faculty evaluate their job satisfaction than it does for domestically-born faculty. 

On the contrary, distributive justice has a stronger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of 

domestically-born faculty than on foreign-born faculty’s job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areas of future opportunities are discussed. 

【Keywords: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job satisfaction, highe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