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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 과 생   매개로

최경 *, 심**

한라 학  사회복지학과*, 신한 학  사회복지학과**

Effect of self-esteem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t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for Republic of Korea Army officials

Kyung-Il Choi*, Sung-Sim Cho**

Dep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Shinhan University**

  약 본 연 는  간  감  다 화 수용 에 향  미치는지 악하는  목  다. 그리고 러한 

향 계  직 만 과 생활  매개하는지 동시에 악하고  한다.  하여 경 도  강원도에 재한 

  각 1개에 복 하는 580  간  표집하여 사  실시하 다. 수집한 료는 술통계, 상

계  비 하여 식 형  하여 하 다. 그 결과,  간  감  생활 만  매개

하거나 직 만 과 생활  차  매개하여 다 화 수용 에 향  미치는 것  나타났다. 따라   

간  다 화 수용  고하  해 는  간  감, 직 만   생활  동시에 여야 할 것 다.

러한 결과    간  감, 직 만   생활   한 실천  안  시하 다.

주 어 : 감, 다 화 수용 , 직 만 , 생활 , 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self-esteem of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ffect cultural acceptability and at the same time to determin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are mediated by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job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by random sampling of 580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serving in the army unit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cluding statistical and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self-esteem of the militar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ppeared to be mediated only by military life adjustment, or to affect the cultural 

acceptability mediated by the military life and job satisfaction in tur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ultural acceptability of militar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ROK Army should enhance the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nd adaptability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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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

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

리나라의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는 174만 여 명이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에 비해서 4% 정도 증가한 것이다[1].

따라서 사회 각 역이 다문화 사회에 걸맞게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 입

증가 추세로 인하여 병역법 개정을 비롯한 병역 제도

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2]. 표 으로는 2010년에

병역법을 개정하여 모든 군 입 상자를 피부색에

계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도 역 입 이 가능하게 되었다[3]. 이로 인해서

2014년에 만 18세 징병검사 상 약 1천 7백 여 명이

었던 다문화 출신 상자가 2020년에는 3천 6백 명을 넘

어서고, 2030년에 이르면 체 군복무자의 4.6% 이상이

다문화 병사일 것으로 망되고 있다[4]. 한 육군은 다

문화 출신 장병의 범주를 결혼이민자, 외국인귀화자, 북

한이탈주민가정 출신의 자녀, 국외 주권자 등으로 확

분류하여 이들이 역병으로 입 하거나 군 간부로 입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다문화 출신 장병은

요한 병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5]. 따라서 군은 다

문화 출신 병사가 군 생활에 응하여 투력 향상이라

는 군 본래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은 사회의 일반 조직과는 다르게 지배와 복종이라

는 계질서가 공식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하는 지휘

이나 상 자와 상명하복의 계를 맺고 있는 고도의

계층화된 사회이다[6]. 이러한 특성은 군 조직의 상부에

있는 간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이나 업무 수행 방

식 등이 부하들을 지휘 리하는데 반 된다[7]. 그러므

로 군 간부가 갖고 있는 다문화에 한 의식이나 가치

등은 다문화 병사들의 군 생활에 요한 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간부가 군의 다문화 변화를 수용하고 다

문화 병사를 심리 혹은 물리 으로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병사의 군생활 응

에 향을 미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연구들은 비교 최

근에 시작되었고, 그 내용은 간부가 다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선언 이고 당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

[2,8,9,10]. 따라서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한 이론

모형이나 향 변수 등이 제시된 바 없다. 이러한 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데, 군 간부에 련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한계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서 다문화 수

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개인 , 조직 환경

특성의 향력을 악하고자 한다.

개인 특성 에서는 자신은 가치가 있으며 타인에

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자존감이 핵심

인 향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정 인 자존감을 갖

추면 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 그리고 조직 환경 특성 에서는

자신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며 그

에 해 만족하는지와 조직생활에 애착을 갖고 조직원으

로서 충성심을 가지며 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문화수

용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12]. 이를 보면 군간부의 자존

감, 직무만족 군생활 응이 다문화수용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은 자존감에 의해서 수

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13,14], 군 간부의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이 자존감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계를 매

개하는지를 동시에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군 간부의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

는 개인 , 환경 요인을 밝히며, 군간부의 다문화 수용

성 수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실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경

2.1 다 화 에   간  역할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빠른 증가는 다문화 자녀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군 입 자 수 증가에 따라 한국 군

구성원 변화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 병사는

2015년 1,719명이나, 2020년 반 이후 해마다 8,000여명

이상이 징병검사 연령에 해당될 것으로 상되어서 2030

년 이후에는 2만 여 명 이상이 다문화 병사일 것으로

망된다[15]. 따라서 군은 련 규정과 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는 물론 다문화 군 인권 군 기강 확립, 다문화

군 의 문화 형성, 문화 이질감 극복 등 수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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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16].

다문화 군 에서 군 간부는 투지휘나 첨단 무기

장비를 운용하는 역할 이외 투력의 기본이 되는 다문

화 병사들을 교육 리하고 지휘하는 상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17]. 이런 측면에서 군 간부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병사들을 군 생활에 잘 응시키고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감 를 형성하며 그들의 응집력

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8].

이를 뒷받침하기 해서 다문화 군 련 연구는 군 간

부가 다문화에 해서 개방 이고 수용 인 태도를 갖고

다문화 배경 병력을 효과 으로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군의 다문화 경향이나다문화 병사가 군간부의

지휘 부담을 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보다 실질 이고 개별 으로 다문화주의에 한 올바

른 인식을 심어주는 군 간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 한 군 간부 양성 보수교육 과정에 다문화 련

교육을 우선 반 하고 문교 을 양성하여 이들이 다문

화 감수성 향상 훈련 등을 통해 다문화 병사들을 수용하

고 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이를 종합하면 다문화

군 로의 조기 정착 발 을 해서는 결국 간부의 역

할이 가장 요한데, 이를 해서 간부는 다문화 병사에

게 심리 인 안정감과 자신감 부여를 한 상담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일반 병사와 차별화 되지 않은 리 방

법을 용하며, 일반병사에게는 다문화 장병에 한 인

식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10].

2.2 다 화 수용 에 한 향 

다문화 수용성은 개인이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갖는 사람이나 환경에 해 갖는 감정과 인식의 표 이

므로 개인의 심리 , 환경 특성이 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심리 특성의 표 인 요인에는 자신이 가치가

있으며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인 자

존감이 있다. 그런데 자존감은 자신에 한 인식으로서

개인 인 수 으로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계나 사회

응에까지 향을 미친다[19]. 즉 자존감은 심리 안정

감을 토 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게 하므로, 높은 수

의 자존감을 갖추면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하

지만 그 지 않을 경우에는 감이나 공격성을 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서 고 학생을 비롯하여 학

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존감은 다문화 수

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으로 입증

되고 있다[20,21].

개인은 다문화 수용성을 일반 으로 조직생활에서 발

휘하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조직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인이 속한

조직 환경의 특성에 한 반응인 직무만족과 조직생활에

한 응 정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면 창의 이고 극

으로 행동하면서 더욱 발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조직 내에서 다

른 구성원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직무 차

원으로 그치지 않고 구성원 간 계가 정 으로 변화

하게 되는 의미도 갖는다[22]. 이를 보면 다문화인을 상

하는 조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즐겁게 수행하면서 만족

감을 가지면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다문화를 배

경으로 하는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수월해질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입국 리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12]와 외사경찰을 상으로 한 연구[23]에 따르면

이들의 직무만족도는 다문화 수용성과 정 인 상 계

를 가지면서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조직생활에 한 응은 개인이 조직에 해서 일체

감 혹은 정 인 태도를 갖고 강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생활에 응을 잘 하면 이외에도 심리 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 한 이해심 혹은 포용력을 넓힐 수 있

게 되므로 다른 구성원과 융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얻는

다[12]. 이를 보면 조직생활에 한 응은 다문화 수용

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할 수 있는데, 학생이 속한

조직인 학교생활에 응을 잘 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는 이를 입증한다.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사실을 군간부에게 용한 바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군간부에게 용하여 자존감, 직

무만족 군생활 응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악하고자 한다.

2.3 감  다 화수용 에 미치는 향에 

    한 직 만 과 생활  매개효과

술한 바와 같이 직무만족과 조직생활 응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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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용성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기도 한다. 즉 개

인이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에 한 정성을 기반으로

직무를 정 이고 극 인 태도로 수행하여 만족감을

갖게 된다. 한 자존감은 조직에 한 몰입과 충성심을

자극하여 단체정신을 함양하며 조직생활에 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이에 해서 군 하사 997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군생활 응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13].

그런데 자존감의 향을 받는 직무만족은 조직생활

응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은 창의 이고 극 인 태도로 자신의 성과향상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구체 으로

이직률과 결근율의 감소로 이어져서 조직생활에 몰입하

는 등 조직생활에 원활하게 응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

게 한다[1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자존감은 직무만족과 조직생

활 응을 각각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

거나, 직무만족과 조직생활 응을 차례 로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실 역시 군간부에게 용한 것이 아닐뿐

더러 산발 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총합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간부의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이

자존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향을 어떻게 매개하

는지 보다 체계 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3. 연

3.1 연 상  료수집

본 연구는 육군본부의 연구 설문 승인 차를 거쳐

연구자에게 설문목 과 방법을 달받은 군 간부가 설문

지를 배포하 다. 응답자가 다른 것에 향받지 않고 편

히 집 할 수 있은 공간과 시간에서 개별 으로 실시하

으며, 립성을 해서 배포자는 설문에 참여하지 않

았다. 연구의 상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치한 육

군부 에서 복무하는 장교, 사 부사 등의 간부

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각 1개 부 에서 복무하는 간부

에서 연구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수 에서 임의표집

하 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소재 모 부 에서 238명, 강원도

소재 모 부 에서 342명을 추출하여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 다. 57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565부의 설문

지를 분석에 활용하 다.

3.2 사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 자아존 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10문항을 사용하 으며, 합계 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

는 cronbach’s α=.784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사

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한 척도[23]

를 군 특성에 맞게 수정한 13문항을 사용하 다. 합계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한 수용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다.

군생활 응은 군생활 응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

한 내용을 군 간부에게 맞게 수정한 16문항[24]을 사용하

다. 합계 수가 높을수록 군생활에 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2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군 장교를 상으로 개발한 도구[25]를 군 간부에게 용

할 수 있도록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 다. 합계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

뢰도는 .842 다.

3.3 료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군 간부의 자

아존 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와 직무

만족과 군생활 응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서 구조

방정식의 경로분석을 활용하 다. 이를 해서 SPSS

20.0 version과 AMOS 18.0 version을 이용하 다.

4. 연 결과

4.1 연  상   특

본 연구에 참여한 군 간부의 일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 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각각 205명

(44.9%)과 307명(55.1%)이 참여하 다. 종교를 갖고 있

는 간부는 175명으로 31.5%에 달하 으며, 계 은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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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명(49.4%)과 장교 286명(50.6%)가 거의 비슷하

다. 병과는 투가 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

어서 기술, 행정 특수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부는 179명(31.7%)이었다.

cate-

gory
item

n

(%)

cate-

gory
item

n

(%)

region

Gyeonggi
205

(44.9)
rank

Non-

commissioned

279

(49.4)

Gangwon
307

(55.1)
Commissioned

286

(50.6)

religion

have
175

(31.5)

branch

Combat
399

(71.5)

not-have
381

(68.5)
Technical

95

(17.0)

education

Yes
179

(31.7)
Administrative

49

(8.8)

No
386

(68.3)
Special

15

(2.7)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4.2  간  감  다 화 수용 에 향

미치는 경 검

4.2.1 측 형 

본 연구에서 측정한 군 간부의 자존감, 직무만족, 군생

활 응 다문화 수용성은 잠재변수로서 다 지표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측정모형이 합한지를 확인 요

인분석을 통해서 검토하 다. 그 결과로서 반 인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5541.151이고 자유도는

1121, p=.000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가설을 채

택하지 못하 다. 그러나 χ2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게

향을 받으므로 다른 합도 지수를 추가 으로 살펴본

결과, CFI는 .902, TLI는 .908, RMSEA는 .081로 양호한

합도를 보여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 자료에

부합하 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요인 재

량이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군 간

부의 자존감, 직무만족, 군생활 응 다문화 수용성에

한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반 하고 있으며 타당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형 

앞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 해서 이 모형이 경험

자료를 잘 반 하는지 알기 해서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χ2 값은 5908.506, 자유도는

1301, p=.000이었으나, 일반 으로 활용되는 다른 합도

지수인 CFI는 .925, TLI는 .909, RMSEA는 .088로서 비교

양호한 합도를 보여 기구조모형은 반 으로 자

료에 합치하는 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 로 완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나타난 개별 모수치와

경로계수를 [Fig. 1]과 <Table 2>에 제시하 다.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djustment to 
military lif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4.738(.215)*** .155(.020)

2.932(.080)** 3.982(.517)***

1.341(.055)

15.066(.895)***

<control: region, rank, branch, education>

[Fig. 1] Initial Structural Model Analysis

path

non-gen

eralized

factor

generali

zed

factor

S.E t

self-esteem→acceptability .030 .055 .022 1.341

self-esteem→satisfaction .108 .215 .023 4.738***

self-esteem→adjustment .035 .080 .012 2.932**

satisfaction→acceptability .022 .020 .139 .155

satisfaction→adjustment .793 .895 .053 15.066***

adjustment→acceptability .632 .517 .159 3.982***

* p＜.05 ** p＜.01 *** p＜.001

<Table 2> Initial Structural Model Analysis

그 결과를 보면, 자존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군생활 응

을 단독으로 매개하거나,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을 차

례 로 매개하여 간 으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군 간부가 정 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군생

활에 응하는데 도움이 되며(.080), 군생활 응은 다시

다문화 수용성에 정 인 향(.517)을 끼치는 첫 번째

간 인 향 경로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군 간부가

정 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직무에 해서

만족하는 정도에 정 인 향을 끼치고(.215), 직무에

만족하는 수 이 높으면 군생활에 응하는데 정 인

향을 끼쳐서(.895), 최종 으로 군생활 응이 다문화

수용성 수 에 향을 끼친다는 간 인 경로도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는 군 간부의 자존감 수 은 다문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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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 에 비록 직 으로 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정 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직무에 만족하고 군생활에

잘 응하며 최종 으로는 높은 수 의 다문화 수용성을

갖는데 간 으로 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구조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를 통해

서 최 의 모형을 찾고자 [Fig. 2]와 <Table 3>과 같이

모형 수정을 실시하 다. 모형 수정은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기모형과 비교하여 모형 합도가 유의미한 수 으로 감

소하는가를 카이제곱통계량 차이로 악하는 것이다.

self-esteem

job satisfaction

adjustment to 
military lif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4.734(.214)***

3.031(.082)** 10.764(.551***

15.067(.895)***

<control: region, rank, branch, education>

[Fig. 2] Revised Structural Model Analysis

path

non-gene

ralized

factor

general

ized

factor

S.E t

self-esteem→satisfaction .107 .214 .023 4.734***

self-esteem→adjustment .037 .082 .012 3.031**

satisfaction→adjustment .792 .895 .053 15.067***

adjustment→acceptability .674 .551 .063 10.764***

* p＜.05 ** p＜.01 *** p＜.001

<Table 3> Revised Structural Model Analysis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장 간명한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χ2 값은 5910.295, 자유도는 1303,

p=.000이었으나, 일반 으로 활용되는 다른 합도 지수

인 CFI는 .926, TLI는 9299, RMSEA는 .089로 비교 좋

은 합도로 나타나서 반 으로 자료에 합치되는 모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기모형과 비교해 볼 때,

카이제곱통계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도 합도

지수가 유지되어서 기모형보다 수정모형이 간명한 것

을 알 수 있다.

4.2.3 효과  해

최종모형을 통해서 군 간부의 자존감이 다문화 수용

성에 향을 끼치는 경로효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군 간부의자존감은 직무만족(.214)과군생활 응(.895)

을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551)에 간 인 향(.105)을

끼치는 경로와 자존감이 군생활 응(.082)을 통하여 다

문화 수용성에 간 인 향(.045)을 끼치는 경로를 갖

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를 종합하면 군 간부의 자존감은

군생활 응과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간

으로 향을끼친다는것을알수있다(.105+.045=.150).

effect self-esteem satisfaction adjustment

satisfa

ction

direct

indirect

total

.214

-

.214

-

-

-

-

-

-

adjust

ment

direct

indirect

total

.082

.192

.274

.895

-

.895

-

-

-

accept

ability

direct

indirect

total

-

.150

.150

-

.493

.493

.551

-

.551

<Table 4> Final Effect

5. 결   언

본 연구는 군 간부의 자존감이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을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악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군 간부의 다문화 수용성

향 경로를 설명하는데 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를 토 로 밝 진 변수 간 경로를 보면 첫째, 군 간

부의 자존감과 직무만족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는 군 조직과 업무 특성 상 개인

의 자존감과 같은 감정을 앞세우거나 표출하는 것이 억

제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일선의 간부는

군 의 다문화 경향을 아직까지는 큰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군 간부의 자존감은 직무만족과 군생활 응을

차례 로 매개하거나 군생활 응만을 매개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군

간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이들이 군생활

에 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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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은 일반 병사의 군생활 응에만 심을 가졌

을 뿐 간부의 응은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데 군 간부가 군 생활에 응을 잘해야만다문화 수용성

이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문화 병사의 군

생활 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결성이 본 연

구에서 실증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부가 군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는 그들의 자존감과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 군은 본질

특성 상 간부나 병사가 자신의 심리사회 욕구를 표

출하게 하거나 이를 군 조직 내에서 충족시켜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 게 하는 것이 군 목 을 달

성하는데 방해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 간부는 물론이고 병사도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변하는 사회와 동떨어진

이러한 군 문화에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군에서 그동안 불문율로 여겨졌던 상명하복이나

복종의 일방 이고 규율 심의 문화에 회의감을 갖고 이

러한 조직에 속한 자신에 해서 무기력하게 느끼는 경

우가 많다. 그 다고 성과 심의 승진제도가 명확한 것

도 아니어서 이러한 감정을 보상할 유인책도 부족하다.

더욱이 가족이 있는 간부는 가족원이 폐쇄 이고 수

직 인 군 문화에 응하지 못하여 부 내 사에서 동

거하지 못하고 소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

고 군 생활에서 겪는 애로나 고충에 해서 가족원으로

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개

인 , 가족·환경 조직 특성에서 오는 다양한 원인

은 간부의 자존감과 직무에 한 만족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군은 병 생활 문상

담 배치와 같은 각종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

도 자체가 일반 사병을 으로 하고 있을 뿐더러 간부

가 상담을 받으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

라는 인식 탓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문제의 핵

심 인 원인은 사회와 동떨어지고 군인이라도 극 으

로 수용하기 어려운 군 문화나 제도 등에 있는데, 간부

개인의 심리변화와 상황 응에만 치 해서 자존감이

나 직무 만족감을 높이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앞으로는 재와 같은 미시 인 근이 간부에

게도 용되도록 하는 것과 범 수 이상의 해결

책을 병행해야 한다. 군이 아무리 수직 인 계질서를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군을 이루

는 조직원이 상호 유기 인 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소

기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군도 인간 조직이므로

구성원 간 친 감은 직무에 한 흥미와 능률을 높이고

조직생활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부와 간부 간, 간부와 사병 간 사병과 사

병 간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정훈교육처럼

단 강의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부 의 소규모 단

별로 워크샵 형태로 운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둘째, 간부가 가족으로부터 군인으로서의 특성을 이해

받고 존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를 해서

생활공간이 내 사든 외 자가이든 계없이 모든

가족원을 상으로 가족 응집력 향상을 한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가족원으로서 더욱 견고한 애착이

생기면 군 간부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이는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인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군 간부의 계 에 따라서 가족의 계 까지 결

정된다는 속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계 별, 가족원의

연령 별, 동거형태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

인 내용으로 운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의 정훈장교가 수행할 수 있지만, 이도 역시 군인이어서

계질서의 문화에 종속되어서 제 로 된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그런 에서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

면서 개인의 심리정서 인 특성은 물론이고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동료,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주변 환경체

계의 변화도 일으킬 문 능력을 갖춘 군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 련 민간 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것이다[26].

셋째, 간부가 군생활에서 자존감과 직무에 한 만족

감을 높임으로써 군생활에 응하도록 돕기 해서는 업

무 수행과정을 개선하고 결과에 따르는 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의 간부는 재 부 내 업무를 수행

할 때 수직 이고 계 인 문화 때문에 역을 하여 일

반 직장에서 생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에

한 주요 원인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을 갖지 못한

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책임감도 낮아지고 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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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 간부부터 개방 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 간부가 일선에서 재량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여나 연 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연 개

이 최근 이슈여서 단기간에 쉽게 개선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보다는 군 간부 자신과 가족이 동거하는데 필요한 주

거환경이나 자녀 교육 혹은 의료 환경 등과 같은 기본

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 인 안으로 제안

한다. 이를 해서는 국방 산 에서 경상유지비를

실 인 수 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연구는 몇가지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군 간

부의 다문화 수용성에 련한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타 분야에서 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요

인을 활용하 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발 으로 여긴다

면 이러한한계는 충분히 수용될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

구의 상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각 1개 부 에서

근무하는 간부를 상으로 하 다는 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는 보다

장기 이고 체계 인 비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서 특정한 시 에

서 하나의 상황을 악하 다. 그러나 인간 발달 특성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면 보다 다양

하고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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