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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의 구성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에게
서 부여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한다. 이러한 기업에게서 받는 대가는 임금 등의 금전적인 보상과 명예, 복리후생 
등의 비금전적인 보상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정성 문제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조직공정성, 기업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매출액증가

Abstract  Members of the private companies have the skills, knowledge, abilities, etc. In return for providing 
the organization from the organization granted a way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From these companies in 
exchange for monetary compensation, such as wages and honors, including non-monetary benefits, and receive a 
reward. Interaction with each other in these companies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always think about 
the fairness issu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fairness affect whether any will be discussed. 
Organizational justice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fluence. But that does not affect 
sales growt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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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

식, 능력 등을 조직에 제공하고 이에 한 가를 조직에

게서 부여받는 방식으로 계를 지속한다. 이처럼 기업

에게서 받는 가는 임  등의 인 보상과 명 , 복

리후생 등의 비 인 보상 등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서

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정성 

문제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직구성원의 경

우 본인이 조직을 해 제공한 가가 과연 보상과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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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는 기타 조직 구성원과 비교하여 합당한 지 등에 

한 지각을 행하게 된다. 

이런 조직공정성에 한 연구는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에서 시작되어 지속 으로 발 되어 오고 있다. 기 연

구에서는 주로 보상결과에 을 둔 연구가 이루어 졌

으며 이후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하여 사용하는 수

단과 련된 분배공정성과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기 하

여 사용되는 수단과 련된 차공정성의 요성과 그 

효과를 입증하는 데 을 두었다[7]. 이후에는 상호작

용 공정성을 심으로 발 되어 왔으며 재 우리나라에

서는 조직공정성 개념을 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는 통일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

하지만 공정성이 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그 효과도 각기 다르게 측정되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비재무  성과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으로, 재무  성과

로 매출액 증가로 설정하여 조직공정성과의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조직에서의 조직구성원

의 조직공정성이 기업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검

토하는 것에 그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조직공정성

2.1.1 조직공정성의 개념

심리학자들은 공정성을 개인의 심리  과정이 능동

으로 개입되어 구성되는 심리  구성체로 보았으며, 이

러한 공정성에 한 개인의 지각과 반응에 기반이 되는 

심리  기제를 밝히고자 하 다. 특히 인간의 어떤 사회

 행동에 향을 주며, 공정성 단의 주제와 기 은 무

엇이며, 불공정을 경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심을 기울 다[13].

이러한 공정성 개념이 l980년  후반에 이르면서 조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조직 내 

업무환경 하에서 구성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공정

성지각의 차원들을 반 하기 해 도입된 개념으로 이는 

사회가 차 조직 내 인사제도냐 의시결정과 련한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에 심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2.1.2 조직공정성의 구성

가. 분배공정성

Price & Muller(1986)는 분배공정성을 보상의 분배결

과에 해 개인이 지각 하는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 다[14]. 

이러한 분배공정성은 Homans(1961)에 의해 ’보상이 

제 3자에 의해 주어질 경우, 보상받는 사람들은 그들 각

각이 희생하는 정도에 따라 부합하는 보상이 분배되기를 

기 하는 것‘이라고 처음 소개되었으며[10], 이후 

Adams(1965)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을 통해 체계

화 되었다[1]. Greenberg(1990)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한 

결과 보다 만족한 상태로 변화시키기 해서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투입과 산출을 실질 , 인지 으로 수

정 하는데 이러한 응의 형태는 행동 (직무성과의 변

경)일수도 있고 심리 (작업결과의 인식)일 수도 있다고 

하 다[8].  Fisek, Norman & Wagner(1986)는 사회  

지 와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지 에 한 보상

과 련해서 일반 사람들이 규범 으로 가지고 있는 믿

음이 비교의 거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개인들 간의 비

교만이 아니라 사회  기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5].

이러한 분배의 공정성도 투입과 산출의 에서 보

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 으로는 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보상 공정성은 분

배규칙을 어떤 기 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

다.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균등성에서의 공정성,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게 받는 공정성, 마지막으로 각자

에게 필요한 것에 상응하게 받는 필요성의 기 이 있을 

수 있다. lerner(1977)는 형평원칙만이 유일한 보상분배

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직구성원이 서로 어떤 

계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분배원칙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형평(equity), 균등(equality), 필요

(need)라는 세 가지 분배원칙으로 공정성 동기모형을 제

시하 다. 형평의 원칙은 투입에 비례하도록 분배하는 

원칙이며 균등원칙은 투입은 다를지라도 같이 분배하

는 원칙이며 필요의 원칙은 투입에 계없이 필요에 따

라 분배하는 원칙이다. 기여에 의한 개인별 보상을 통한 

형평의 보상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균등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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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단체정신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lerner(1982)와 leventhal(1976)은 상황에 따라 균등배분

과 균형  배분, 필요에 의한 배분 등, 분배의 규칙을 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분배의 도 

Adams의 공정성 이론은 보상이 주로 경제  이익의 분

배와 련되었지만,  의 보상의 유형을 고려

할 시에는 다양한 분배의 원칙을 혼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나. 차공정성

차공정성은 보상의 결과보다는 보상배분 결정을 

해 활용되는 차나 규칙에 해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

한다[6]. 즉, 보상배분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련된 차나 규칙, 정책 등에 해 지각된 공정성으로,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 는가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공정성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과 련된 반면, 

차공정성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과정과 차와 

련된 것이다. 즉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결정의 차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느끼고 있는

가 하는 인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차공정성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을 맞추고 있다.

차공정성은 결과를 획득하는데 사용된 기 이나 과

정을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며, 차공정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여섯 가지를 제시하 는데, 의

사결정자의 일 성(consistency), 편견으로부터의 독립

을 의미하는 편견배제(bias-suppression),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확성(accuracy), 고충처리 차 등의 

조항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수정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는 수정가능성, 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모든 이해를 

표해야 한다는 표성, 차가 사회의 공유된 윤리기

에 부합해야 한다는 윤리성(ethicality)이다.

Folger & Greenberg(1985)는 의사결정의 차  공정

성은 다음 여섯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 다

[6].

첫째, 의사결정의 기 과 차가 이해 당사자에게 사

에 알려져 있는가. 둘째, 사  정해진 기 과 차가 상

황이나 련 인원들에 계없이 일 성 있고 외 없이 

용되고 있는가. 셋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  되었는가. 넷째, 의사결

정 후에 그 결정배경과 이유를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피드백을 제공 하 는가. 다섯째, 결정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

분히 주어 졌는가. 여섯째, 이 모든 과정들이 공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다. 상호작용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  정책이나 차의 

실행과정에서 권한보유자가 보여주거나 구성원이 지각

하는 인  처우의 공정성에 한 지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지 까지의 차공정성이 보상이나 결과와 

련된 차나 규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차의 실행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이 경험하

는 인  처우의 공정성 한 요한 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Bies & Moag(1986)는 차공정성이 공식 차와 상호

작용의 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3]. 즉 

공식 차란 보상분배 등의 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

도록 하는 공식  차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호

작용은 차가 실제로 시행될 때 발생하는 의사결정자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서의 공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개념화 하 는데, ‘ 차 → 상

호작용 → 결과’라는 공정성의 단계를 도식화 하 다. 즉, 

차공정성을 시한 연구들은 차공정성은 차라는 

고정된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실제로 설정된 차가 시

행되는 과정에서의 개인 간 상호작용의 측면이 간과되었

음을 지 한 것이다. 

즉 상호작용공정성은 의사결정시스템과 같은 차뿐

만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의미로서 조직공정성의 사회  측면을 부각

시키고 있다[9].

2.2 기업성과

2.2.1 기업성과의 개념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조직이 달성해야 할 다양한 목

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 될 수 있다. 

기업성과에 한 연구에서 기업성과는 조직의 목표달

성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한 환경의 개척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  생존능력, 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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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능력, 기

업의 생산성 는 수익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다[4].

기업에서 성과는 생산성, 품질, 시성, 응성,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쟁자에 비해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조직이 성취한 것을 측정

하는 것으로 성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15][2].

성과의 측정은 항상 인과 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만족과 하거나 지 한 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거의 반세기동안 학자들과 경 자들 사이에서 주된 

심사 다. 성과기 은 경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

는가를 알기 한 척도이며, 경 목표의 달성도를 표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여 특정 하는 

것은 성과향상의 기본 단계이므로 성과측정은 매우 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2.2.2 기업성과의 구성 

가. 재무  성과

재무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은 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가의 여부

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로는 투자수익

률, 경제  부가가치, 수익성과 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자본회 율  흐름 등이 표 이다.

기업은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하여 재무비율을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측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회계기 에 의해 회계수치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어 하지 못하다. 이에 기업의 자본과 부채

를 합친 총비용을 고려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에 

을 둔 EVA에 의한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11].

재무성과 지표들은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과 련된 성과지표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략들이 얼

마나 향상된 결과를 낳는지 알려 다.

를 들어 소기업은 기에는 자 을 가지고 있으

나 시제품 생산, 량생산 설비 구축, 마  채  구축 

등으로 옮겨갈수록 재무자원에 한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한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 이다. 따라서 재무성과는 소기업이 경쟁우 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하기 한 필수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재무  성과는 지표로서 바로 측정이 가능한 이

이 있지만 직  향 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  성과만의 측정으로 리더십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나. 비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는 아직까지 측정의 애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재무  성과는 일반 으로 조직과 련된 성과

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재까지 조직성과에 한 개념  정의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조직성과의 정의를 다양한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  조직성과의 다양한 개념을 

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첫 번째로 목표의 달성도를 

효과성으로 보는 과 둘째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포함

하여 같이 보는 , 셋째로 능률성, 효과성, 응성, 형

평성의 에서 바라보는 , 마지막으로 능률성과 

효과성, 공정성으로 보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7].

조직성과에 한 주요 요인으로 김상묵은 Brewer & 

Seldon의 연구에 기 하여 조직성과의 향요인을 직무

만족, 조직몰입, 공공서비스동기,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

고 있다(Kim, 2005). 한 조직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

들로는 기업의 규모와 조직의 업력이 있다. 개 조직의 

규모는 매출액과 직원 수로 결정되는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힘들어 보유직원의 수가 

변동 인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자원 인 이 을 감소시

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한 조직의 역사가 오래 

될수록 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조직성과는 조직구성원의 개인

 차원의 변수들로부터 향을 받으며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공공서비스동기, 리더십 등의 

여러 변수를 사용하여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3 관련연구검토

Greenberg(1990)와 Moorman(1991) 등의 연구는 조직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이를 

구체 으로 실증 분석한 Fryxell & Gordon(1989)의 연구

와 Folger & Konovsky(1989)의 연구에서도 임 만족은 

분배공정성, 조직몰입  상사신뢰에 해서는 차공정

성과 한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분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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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 인 결과변수에 향을 주는 

반면에, 차공정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의 결과변수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이러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

업성과를 비재무  성과와 재무  성과로 구분하여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조직공정성은 비재무  성과(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공정성은 비재무 성과(조직몰입)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조직공정성은 재무  성과(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분배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차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상호작용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

칠 것이다.  

2.4 변수의 정의

2.4.1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은 보상배분의 결과에 해 지각된 공정성

을 의미한다. 보상공정성을 구성원이 평가하는 기 은 

자신의 투입과 결과에 한 평가가 가장 우선 인 을 

고려하여 비한다는 을 Price & Muller(1986)의 척도

를 응용하여 업무에 비추어 공정한 보상, 근속년수에 비

추어 공정한 보상, 업무량  책임에 비추어 보상, 업무성

과에 비추어 공정한 보상, 경력에 비추어 공장한 보상, 스

트 스와 긴장에 비추어 공정한 보상 등 6가지 기 에 비

추어 볼 때 공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응답토록 하 으

며,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

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차공정성은 보상을 결정하는 차에 해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한다. Leventhal(1980)의 척도를 응용하여 

보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련자료 수집여부, 

구성원에게 보상에 한 이의제기 기회제공여부, 의견수

렴 여부 등 3가지에 해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  

그 지 않다’를 l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

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상호작용공정성은 보상과 

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보유자가 보여주는 인

 처우, 정책이나 차의 실행과정에서 구성원이 지각

하는 인  처우의 공정성에 한 지각으로서 

Moorman(1991)의 척도를 응용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개인의 의견을 존 해주는지, 개

인 인 편견을 배제하고 하는지, 사려 깊고 친 한지, 

권리를 존 하는지, 솔직하게 하는지, 의사결정사항에 

한 설명을 해주는지 등 6가지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 ‘  그 지 않다’를 l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

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2.4.2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한 는 정 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도구는 Skalli, Theodossiou and Vasileiou(2008) 

등의 연구에서 이용한 6개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재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한 만족, 수입 의 만족, 직무

안정성의 에서의 만족, 업무형태의 에서의 만족, 

시간 의 만족, 근무조건 의 만족을 토 로 하여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직무만족에 

하여 질문하 다.

2.4.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자발 이거나 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나 성과를 기 로 조직에 해 애착심을 가

지고 있는 교환 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

직몰입은 Deborah and Meyer(2004)의 연구에서 이용한 

7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 고, 세부설문 문항은 이 회

사에서 일하는 것이 다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지, 이 회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 개인 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효익 비 비용, 무엇인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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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 있는 지,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것인지, 다른 회사

보다 이 회사가 낫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해 응답하도

록 하 다. ‘  그 지 않다’를 l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2.4.4 매출액증가

매출액과 련된 질문에서는 매출액 향상, 주문량 향

상, 샘 요구 증 , 매량 증 를 토 로 하 고,  각각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3. 실증분석

3.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과 기업성과간의 향 계

를 살펴보기 하여 설문지조사를 활용하 다. 조사 지

역  상은 경남지역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방법은 면 조사를 토 로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총 180부의 설문지  미회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6부의 설문지를 상으

로 실증분석을 행하 다. 이를 토 로 한 표본의 기  통

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tem person %

Compani

es form

Private company 27 16.3

Corporation 139 83.7

Years of 

establish

ment

5 year below 17 10.2

6 - 10 year 15 9

11 - 15 year 19 11.4

16 - 20 year 22 13.3

20 year more than 93 56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3 1.8

10,000,001-20,000,000 3 1.8

20,000,001,-30,000,000 9 5.4

30,000,001,-50,000,000 6 3.6

50,000,001,-100,000,000 9 5.4

100,000,001-200,000,000 5 3

200,000,001-300,000,000 10 6

300,000,001-500,000,000 9 5.4

500,000,001 more than 112 67.5

Employe

es

50 below 39 23.5

51 -100 24 14.5

101 - 200 9 5.4

201 - 300 7 4.2

301 more than 87 52.4

<Table 1> Frequency Analysis

3.2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들

을 측정하기 해 다 항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하여 내 일 성 기 에 따라 

Cronbach's 𝛼 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

학에서는 Cronbach's 𝛼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타당성분석의 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이 

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겐 값

(Eigen value) 1 이상을 기 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

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해서 직

각회 (Varimax Rotation) 방식을 취하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variables 1 2 3 Cronbach's 𝛼

interaction3 .895

.901

interaction6 .893

interaction5 .873

interaction1 .861

interaction4 .853

interaction2 .844

distribution1 .884

.933

distribution2 .881

distribution3 .839

distribution4 .801

distribution5 .791

distribution6 .701

process2 .802

.840process1 .718

process3 .687

Eigen 5.390 4.505 2.169

% 53.934 30.036 14.462

<Table 2>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 justice

분석결과 신뢰성은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차

공정성이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요인도 3가

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인

인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차공정성 모두 신뢰

성, 타당성 분석 결과 양호하다고 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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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Cronbach's 𝛼
job satisfaction4 .874

.929

job satisfaction2 .866

job satisfaction3 .864

job satisfaction5 .867

job satisfaction6 .853

job satisfaction1 .846

Eigen 4.439

% 73.991

<Table 3> Factor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분석결과 신뢰성은 .929로서 매우 양호한 결과로 나타

났으며 요인분석도 하다고 단되어진다. 따라서 직

무만족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결과는 양호하다고 단

되어 진다. 

variables 1 Cronbach's 𝛼
commitment4 .874

.897

commitment5 .848

commitment3 .815

commitment2 .782

commitment7 .770

commitment1 .742

commitment6 .665

Eigen 4.344

% 62.062

<Table 4>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 
commitment

분석결과 신뢰성은 .897로서 매우 양호한 결과로 나타

났으며 요인분석도 하다고 단되어진다. 따라서 조

직몰입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결과는 양호하다고 단

되어 진다. 

variables 1 Cronbach's 𝛼
sales2 .758

.918
sales1 .751

sales4 .734

sales3 .692

Eigen 2.361

% 80.426

<Table 5> Factor analysis of sales

분석결과 신뢰성은 .918로서 매우 양호한 결과로 나타

났으며 요인분석도 하다고 단되어진다. 따라서 매

출액증가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결과는 양호하다고 

단되어 진다. 

3.3 가설검증

3.3.1 가설1의 검증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는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488 2.377 .019

distribution .276 .255 3.237 .001***

process .167 .162 2.147 .033*

interaction .441 .395 4.932 .000***

R²=0.516, F=57.643(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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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R²값이 0.516이

고, F값이 57.6436(p<0.00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체 분산  51.6%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1-1은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3.237(p=0.001)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즉 가

설 1-1의 검증결과는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2는 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t값은 2.147(p=0.033)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즉 

가설 1-2의 검증결과는 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3은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

칠 것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4.932(p=0.000)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즉 가설 1-3의 검증결과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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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가설2의 검증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가설 2를 검증하기 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는데, 이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795 3.326 .001

distribution .683 .592 6.874 .000***

process .222 .202 2.450 .015**

interaction -.153 -.129 -1.467 .144

R²=0.516, F=57.643(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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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R²값이 0.420이

고, F값이 39.183(p<0.00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체 분산  42.0%를 설

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매우 유의 이어서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2-1은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

이다.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6.874(p=0.001)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즉 가

설 2-1의 검증결과는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2는 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것

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t값은 2.450(p=0.015)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즉 

가설 2-2의 검증결과는 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직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3은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향을 미

칠것 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값은 -1.467(p=0.144)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즉 가설 2-3의 검증결과는 상

호작용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직  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3.3 가설3의 검증 

조직공정성이 매출액증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에 한 가설 3을 검증하기 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

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는데, 이에 한 분석 결과

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3.209 12.027 .000

distribution -.076 -.077 -.683 .495

process .003 .003 .029 .977

interaction .104 .103 .898 .371

R²=0.006, F=.324(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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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R²값이 0.006이

고, F값이 0.324(p<0.00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 연

구의 회귀식 즉, 연구모형이 체 분산  0.6%를 설명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수 은 p<0.001수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조직공정성이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가설 3-1은 분배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t값은 -0.693(p=0.495)이므로 유의수  p<0.01 

수 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3-2는 차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0.029(p=0.977)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기각되었다.

가설 3-3은 상호작용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향을 

미칠것 이다. 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값은 0.899(p=0.371)이므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에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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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분배의 공정성, 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체 조직에서 조직구

성원은 조직에 한 기여에 한 공정한 보상, 혜택 등에 

하여 만족 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기업

체 조직에서 보상과 련된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차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직무

만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상

호작용공정성에서는 상 자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효과 

즉 의견존 , 친 , 심 등의 구성원에 한 지속  노력

과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곧 직무만족과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기업체 조직에서 조직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의 검증에서는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배공정성, 차공정성은 

통계 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체 조직

에서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한 기여에 한 공정한 보

상, 혜택 등에 하여 만족 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기업체 조직에서 보상과 련된 여러 가지 결

정과정에서 차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조직몰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상호작용공정성에서는 상 자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효과 즉 의견존 , 친 , 심 등의 구성원에 한 지속  

노력과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더라도 조직몰입에

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셋째, 가설 3의 검증에서 조직공정성은 매출액증가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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