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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검토하
였다. 이를 위해 SPSS 21 프로그램과 AMOS 21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직-공중관계성은 외부평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조직-공중관계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직
-공중관계성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외부평판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부평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는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여 실질적인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직-공중관계성, 외부평판, 직무만족, IT, 중소기업 종사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external repu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IT enterprises. The subjects were 
221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IT enterprises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IBM SPSS 21 program and IBM AMOS 21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fluenced positively on external reputation. Second,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influenced not significantly on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IT 
enterprises. Third, External reputa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IT enterprises.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vide implications related to organization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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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조직은공중과의효과적인관계구축을

통해 그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조직과 공

중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에 기초할 때, 비로소 조직은 공중과 호의적

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같은관점은과거 PR이공중에대한설득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중 자체를 상호호혜적인 관계 구축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공중을 효과적으로 관

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상호작

용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점이설득력을얻었기

때문이다[1, 2, 3, 4]. 이에 따라 조직과 공중의 호의적인

관계는조직-공중관계성이라는개념을통해 구체화되는

데, 조직-공중관계성은 조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정으로써 조직-공중관계성의 중

요성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공중과의지속적인커뮤니

케이션을통해상호이해와신뢰등을바탕으로한공중

과의 관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5]. 이미여러연구들을통해조직에대한공중의관

계성 인식이 조직의 경영이나 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이 입증되어 왔다[6].

그 동안 조직에있어서조직-공중관계성이중요한핵

심의제로 부상한 이후로 조직-공중관계성 관련 연구들

은 공중과의 긍정적 관계성 구축을 위한 방안이나 전략

을마련하는데초점을두고, 특정조직에대해공중이인

식하는조직-공중관계성규명에초점을맞춰왔다. 하지

만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중관계성 역시

조직 내 전반적인 경영활동이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있음[6]에도불구하고, 조직 내구성원들이인식

하는 조직-공중관계성을파악하는데 있어서는상대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조직과 공중의 관계는 장기적

인관점에서상호균형적이고양방향적인측면에서평가

되어야한다는점에입각하여보면[7], 현 시점에서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중관계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

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중관계성을 중심으로 평판과 직

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평판은 기업의 전

략적 가치이자 무형의 자산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자부

심과자긍심을통해전반적인조직효과성에중요한영향

[8]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

해기업이발전할수있는중요한가치판단의기준이된

다. 또한 직무만족 역시 지속가능한 경영과 조직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평판과 더불

어 기업의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

한 지표가 된다[9, 10].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들

이 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성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

서 평판과 직무만족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매

우부족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조직내구성원

들이 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성을 살펴보고, 평판과 조

직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접근

은 구성원들의 조직 내 만족과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커뮤니케이션전략을마련하는데있어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중관계성
사회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연구된 조직-

공중관계성은 그 개념에 있어서 여전히 통합된 관점은

없으며, 학자들마다 그 개념과 관련된 견해에 있어서 차

이를 보인다. 조직-공중관계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

직과공중간의상호호혜적관계를유지, 발전시키기위

한 관계관리[11], 공중과 긍정적이면서도 호의적인 관계

를 구축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공중의 전

반적 인식[12], 또는 조직과 공중 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공중이조직에대해인식하는인지적, 감정적, 그리

고행동적관점의산물[3, 13]로 개념화되기도한다. 이러

한 관점에 비추어보면, 조직-공중관계성은 조직이 공중

과의상호호혜적인관계를구축하거나유지하고자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 의해 나타난 공중의 전반적 인식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안조직-공중관계성관련연구들은조직-공중관

계성을구성하는주요구성개념들로신뢰성, 관계만족성,

개방성, 상호이해[14], 신뢰와 공개성, 상호만족, 상호이

해[15], 오픈 커뮤니케이션, 신뢰와 관여, 커뮤니티 투자,

헌신 등[16], 개방성과 신뢰, 상호통제, 헌신, 만족, 상호

관계성 등[17], 상호통제와 헌신, 만족, 신뢰[18], 충성도

와 신뢰성, 커뮤니케이션 소통성, 공동체 기여[12],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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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및커뮤니케이션균형성, 공동체관여[4] 등이 제시되

었다.

조직-공중관계성은 공중의 심리적, 또는 행동적 요인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

내 구성원 역시 공중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직

에속해있는공중, 즉조직구성원일수록조직-공중관계

성의 효과와 영향력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8].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중관

계성은소속감을바탕으로자신이속해있는조직에대한

자부심과조직활동에대한몰입, 또는긍정적인조직평

가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8,

19]. 더욱이조직구성원의조직-공중관계성에대한인식

은 조직 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 역시 공중의 일부

이면서 외부 공중들에게 조직 관련 정보나 메시지를 전

달하는매개체적역할[20]을 수행할뿐아니라외부공중

들로부터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나

평판, 이미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는 점

에 근거한다. 여러 연구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 조직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이 특정 목표를 성취

하는데있어긍정적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기도하였다

[21, 22, 23]. 또한 조직이 외부 공중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조직내구성원들이자신

이속한조직에대해자부심을바탕으로한소속감, 책임

감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

다[11, 14].

2.2 외부평판
평판은특정조직에긍정적결과를유발할수있는지

표로써, 기업을 포함한 특정 조직의 전반적 경영성과와

더불어재무가치를높이거나형성시킬수있는요인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판은 투자자나

고객이라고할수있는공중을포함, 조직 내구성원들의

우호적인행동을유발할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보고된

다[23, 24]. 보통 평판은특정조직이나기업에대한개인

또는공중의주관적인평가로신뢰성과진실성에바탕을

두고이루어진다[25]. 여러 연구들은조직의측면에서평

판은 공중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며, 친근감을

바탕으로 조직 활동 전반에 긍정적 평가나 호응도를 향

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26]. 그러므로 공중이

해당 조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조

직 전반의 활동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볼수 있다. 특히, 평판은짧은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됨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연계작용을 통

해형성된다는점에서조직은공중으로부터긍정적평가

를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요구 받는다.

오늘날평판은조직구성원들에게도중요한영향을미

치는 요인으로써 공중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조직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나 자부심, 나아가 직무몰입이나 직무만족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이나 조직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7,

28]. 보통 공중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을 외부평판

이라고도 불리 우는데[29],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나

존경받는 조직에 속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외부평판은 조직구성원들의 조

직효과성뿐아니라조직구성원들의경쟁력을높일수있

는 요소로 보고된다[26, 27].

2.3 직무만족
일반적으로직무만족은어떤조직에속한조직구성원

이자신의근무환경에대해느끼는만족감이나성취감을

의미하는것으로, 조직구성원이자신의직무환경이나직

무경험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감정적 상태로 개념화되기

도한다[10, 30]. 조직구성원들의직무만족결정요인은여

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직무외적 요인에서

는 복리후생, 근무환경과 조건, 임금, 업무, 상사나 동료

와의관계, 조직의정책이나방침등이포함되며, 직무내

적 요인으로는 성취감이나 안정감, 성장가능성 등이 포

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31].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들의자사에대한긍정적태도를높임으로써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쟁요소로써

[10],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을 경우에 업무 생산

성 향상이나 낮은 이직률, 조직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자발적 협력, 화합, 조직의 규칙 준수와 성실한 직무 등

전반적인조직의경영성과향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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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직무만족
의 관계

어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중과의 조화를 통해 해

당조직이유지, 발전할수있다는측면에서내부공중이

라고할수있는조직구성원들의소속조직에대한조직

-공중관계성인식은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 여러연구

들은 조직-공중관계성이평판과조직만족을 효과적으로

설명할수있는예측요인으로보고한다. Shin et al.[23]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중관

계성은직원들의소속조직에대한평판에유의미한영향

을 미쳤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연구들[9, 30]은

조직-공중관계성과 내부 및 외부 공중과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한 평판과직무만족의관계역시여러연구들을통해유

추할 수 있는데, Lee[26]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평

판, 특히 외부평판이 직무만족에 높은 정적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Herrbach et al.[31]은 조직구성

원들에의해지각된평판은직무만족을효과적으로설명

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조직구성원들이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

성은 외부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2. 조직구성원들이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

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연구가설 3.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외부평판은 직

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직무만족

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중소기업종사자들을모집단

으로 선정하고 2017년 2월 현재 서울과 경기권 소재 IT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약 10일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3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데이

터 코딩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는 설

문지 11부를제외한총 221부를분석에활용하였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41명

(63.8%), 여성 80명(36.2%)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5.86세, 근무기간은 5년 미만 28명(12.7%), 5-8년 42명

(19.0%), 8-11년 47명(21.3%), 11-15년 76명(34.4%), 15

년 이상 28명(12.7%)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조직-공중관계성
본 연구에서 조직-공중관계성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외부 공중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한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32],

Hon과 Grunig[17]의 조직-공중관계성 구성요소에 기초

하여 Woo[33]가 활용한 조직-공중관계성 척도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중점적으로연구되는조직-공중관계성구성요인으

로 상호통제(3문항), 신뢰(3문항), 헌신(3문항), 만족(3문

항)을 설정하고, 총 12문항을통해측정하였다. 각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주요문항

은 상호통제의 경우에 ‘우리 회사는 공중의 의견을 존중

하고경청(문항1)’, ‘우리회사는공중이전달하는정보나

의견에주의나관심을가짐(문항2)’, ‘우리회사는의사결

정을 내릴 때, 공중의의견을 고려(문항3)’으로 이루어졌

으며, 신뢰는 ‘우리회사는정당하지않거나거짓된행동

을 하지 않음(문항4)’, ‘우리 회사는 공중과의 약속을 잘

지킴(문항5)’, ‘공중은우리회사의기술과경영능력을믿

을것임(문항6)’으로이루어졌다. 헌신은 ‘우리회사는공

중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문항7)’, ‘우리회사는발전을

위해공중과의관계에큰가치를두고있다고생각(문항

8)’, ‘우리회사는공중과그때그때의필요한관계만을생

각하지않음(문항9)’이며, 만족은 ‘나는이회사에서일하

는 게 행복함(문항10)’, ‘회사와 공중과의 관계는 서로에

게이득이됨(문항11)’, ‘우리회사직원들은공중와의관

계에 대해 만족하는 편(문항12)’으로 구성하였다.

3.2.2 외부평판
본연구에서외부평판은조직구성원들이소속된조직

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외부 공중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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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한조직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대한전

반적지각으로조작적정의를내리고[34, 35, 36], Lee[26]

가 선행연구[34]에 기초하여 구성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척도는 7문항의단일요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그렇다’로측정하였다. 주요문항은 ‘우리회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문항1)’, ‘우리 회사는 지

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기업(문항2)’, ‘우리 회사는 지역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업(문항3)’, ‘우리 회사는 지역사

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문항4)’, ‘우리 회사는 지역주민

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문항5)’, ‘우리 회사는 지역주민

들로부터 신뢰를 받음(문항6)’,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을

지역주민이 잘 알아주고 있음(문항7)’으로 구성하였다.

3.2.3 직무만족
본연구에서직무만족은조직구성원들이자신의직무

를통해얻어지는경험에대한정서적평가로조작적정

의를내리고[30], Yoon과 Ryu[10]가 사용한척도를이용

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의단일요인으로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반영하여 1점: 전혀 그

렇지않다’에서 ‘5점: 매우그렇다’로측정하였다. 주요문

항은 ‘나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상

당히 만족함(문항1)’, ‘나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

는 일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낌(문항2)’, ‘나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늘 열정적임(문항3)’, ‘나

는현재우리회사에서하고있는일을매우좋아함(문항

4)’, ‘나는 현재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함(문항5)’으로 구성하였다.

3.3 타당도 검증
주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수행하였다. 조직구성원들이지각하는조직-공

중관계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같다. 우선탐색적요인분석의적정성을살

펴보기 위하여 Kaiser Meyer Olkin(KMO)값을 살펴본

결과, KMO=.77, p<.001로 나타나해당문항이탐색적요

인분석에적합한것으로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조직-

공중관계성은 헌신(33.30%), 상호통제(17.83%), 신뢰

(9.49%)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60.63%로 나타

났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조직-공중관계성은만족요

인이제거된총 3요인(헌신 3문항, 신뢰 3문항, 그리고상

호통제성 2문항) 8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commitment
control
mutuality

trust

commitment09 .81 .13 .06
commitment07 .72 .16 .07
commitment08 .72 .21 .18

control mutuality02 .08 .81 .02
control mutuality01 .22 .75 .21

trust06 .14 .03 .83
trust05 .06 .06 .81
trust04 .23 .06 .78
eigenvalue 3.66 1.96 1.04
variance(%) 33.30 17.83 9.49
cumulative(%) 33.30 51.13 60.63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이상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다. 적합도는 RMR, GFI, NFI, IFI, CFI를 통해살펴

보았으며, 적합기준은 RMR은 .06 이하, GFI와 NFI, IFI,

CFI는 .9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조직-공중관계성

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RMR=.06, GFI=.95,

NFI=.90, IFI=.93, CFI=.93으로 나타나 적합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서보는바와같이, 잠재변수가해당관측변

수에 미치는 효과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추출된조직-공중관계성요인에대해내적일치

도(Cronbach’s α)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헌신은 .72, 상호통

제 .70, 신뢰 .76으로 나타나 해당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β S.E. t

commitment08←public relationships
commitment07←public relationships
commitment09←public relationships

.70

.68

.64

-
.14
.13

-
7.19***

7.16***

control mutuality01←public relationships
control mutuality02←public relationships

.88

.61
-
.15

-
4.58***

trust04←public relationships
trust05←relationships
trust06←public relationships

.71

.65

.78

-
.10
.12

-
7.60***

7.73***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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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외부평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우선 KMO=.85, p<.001로

나타나 해당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에 적정한 것

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평판의 전체 설명량은

57.56%로 확인되었다.

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2 .83
reputation03 .82
reputation05 .78
reputation07 .77
reputation06 .73
reputation01 .72
reputation04 .61
eigenvalue 4.03
variance(%) 57.56
cumulative(%) 57.56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ternal reputation)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RMR=.06, GFI=.90, NFI=.88, IFI=.90, CFI=.90으로

나타나 NFI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를 활용하여 여러 문항에 걸쳐 높은 수정지수를 보이는

문항 04를 제거하고 재분석한 결과, RMR=.05, GFI=.93,

NFI=.92, IFI=.93, CFI=.93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의 <Table 4>에서보는바

와 같이 잠재변수가 해당 문항인 관측변수에 미치는 효

과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알아보기위하여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평판은 .87로 나타나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β S.E. t

reputation01←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6←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7←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5←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3←external reputation
reputation02←external reputation

.69

.68

.72

.69

.80

.82

-
.10
.11
.09
.10
.10

-
8.90***

9.55***

9.15***

10.63***

11.11***

***p<.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ternal Reputation)

직무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KMO=.81,

p<.001로 나타나 해당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정성이확인되었으며, 전체설명력은59.26%로나타났다.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02 .85
job satisfaction04 .80
job satisfaction03 .75
job satisfaction05 .75
job satisfaction01 .65
eigenvalue 2.96
variance(%) 59.26
cumulative(%) 59.26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b satisfaction)

이상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직무만족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합도는 RMR=.03, GFI=.98,

NFI=.97, IFI=.98, CFI=.98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

합기준을충족하였다. <Table 6>에서보는것처럼, 잠재

변수의관측변수에대한효과성도모두통계적으로유의

하였고,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역시 .82로 나타나해

당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β S.E. t

satisfaction01←job satisfaction
satisfaction05←job satisfaction
satisfaction03←job satisfaction
satisfaction04←job satisfaction
satisfaction02←job satisfaction

.52

.66

.66

.76

.86

-
.19
.17
.20
.20

-
6.87***

6.92***

7.35***

7.43***

***p<.001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b satisfaction)

3.4 자료처리
본 연구는 IBM SPSS 21 프로그램과 IBM AMOS 21

프로그램을 활용,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측정도

구의타당도검증을위하여탐색적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 회전기법

(varimax rotation method)을 이용하였고, 확인적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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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는적합지수(RMR, GFI, NFI, IFI, CFI)에 기반한

적합도 검증을 통해 주요 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조직-공중

관계성과 평판,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하여구조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이외에 주요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그리고 조직만족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공중관계

성 구성요인인 헌신은 외부평판(r=.46, p<.01), 직무만족

(r=.53, p<.01)과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통제 역

시 외부평판(r=.45, p<.01), 만족(r=.40, p<.01)과 각각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외부평판

(r=.24, p<.01), 직무만족(r=.34, p<.01)과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외부평판은 직무만족(r=.67, p<.01)과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mmitment
control
mutuality

trust
external
reputation

job
satisfaction

1 1

2 .41** 1

3 .25** .14* 1

4 .46** .45** .24** 1

5 .53** .40** .34** .67** 1
*p<.05 **p<.01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4.2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조직만족
의 관계

조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조직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기위하여구조모형분석을수행하였으며, 주요결

과는다음의 <Table 8>에서보는바와같다. 우선본연

구에서 설정한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RMR=.63,

GFI=.90, NFI=.90, IFI=.91, CFI=.91로 나타나 모든 적합

지수가적합기준을충족하였다. 조직-공중관계성과외부

평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직-공중관계성은 외부평

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Estimate=.76, t=4.44, p<.001). 다음으로 조직-공

중관계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

직-공중관계성은 직무만족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10, t=.56,

p>.05). 외부평판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

과, 외부평판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75, t=3.14,

p<.01). 또한 조직-공중관계성과조직만족에서외부평판

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부평판의 간접효과는 .08

로 나타나 조직-공중관계성에 의해 외부평판을 높게 지

각할수록 직무만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S.E. t
effects

total direct indirect

ER←OPR
JS←OPR
JS←ER

.76

.10

.75

.32

.21

.51

4.44***

.56
3.14**

.76

.10

.84

.76

.10

.75

-
-
.08

주) OPR: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ER: external reputation, JS:
job satisfaction
**p<.01 ***p<.001

<Table 8>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5. 논의 및 결론
본연구는 IT 관련 중소기업종사자들을대상으로조

직-공중관계성과 외부평판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 중소기업종사자들이지각하는자사의조직-

공중관계성이 외부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공중관계성은외부평판에 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결과는 IT 중소기업 종사자들

이자신의조직(기업)이 공중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

고, 회사 발전에 있어 공중과의 관계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있다는것과관련된헌신, 공중의의견을경청하고,

공중이전달하는정보나의견에주의나관심을가진다는

상호통제, 그리고 정당하지 않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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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공중과의약속을잘지키고, 공중이자신이속한

회사의기술과경영능력을믿는다는것과관련된신뢰를

높게지각할수록자신의속한조직이지역사회나지역주

민들로부터존경과신뢰받는기업이라는평판에대해긍

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 결국, 자신이속한

조직이 외부 공중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외부평판을 결

정하는중요한요소임을시사한다. 여러연구들[21, 23]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공중관계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속조직에대한평판도높아진다고보고하여본연구의

결과와일치한다. 특히, 외부평판은조직구성원들의자신

이속한조직에대한자부심이나소속감, 책임감등과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관계성이 외부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

구성원들이자신이속한조직이외부공중과긍정적인관

계를구축하기위한전반적노력이결과적으로조직구성

원들의긍정적인평판을이끌어냄으로써자신이속한조

직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이

는 조직이 특정 목표를 성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22]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IT 중소기업종사자들이 지각하는조직-공중관

계성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 조직-공

중관계성(헌신, 상호통제, 신뢰)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공중관계성이 직무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있음을보고한여러선행연구들과는다른결과이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중이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 대해 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성에 초점을 두었

거나 대기업 종사자들[23, 26]을 대상으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IT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하였다는점이본연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지각하는

조직-공중관계성 구성요인 중 상호통제성이나 신뢰, 헌

신이직무만족의하위요인인동료관계나업무감독, 급여

/승진등과개별적차원에서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한

것[26]으로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반영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비추어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지각하는조직-공중관계성과 직무만족의관계를지속적

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기업 종사자와 중

소기업 종사자의 조직-공중관계성과 직무만족의 차이

및 관계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IT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각하는 외부평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부평판은 직

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를 받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평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

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과 행복, 열정 등과 관련

된 직무만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평판, 그 중에서도 내부평판보다는 외부평판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효과적인 예측변인

이라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한다[26,

31]. 직무만족은기업의중요한무형자산중하나이자무

형자산을 강화시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10].

특히, 기업을 구성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만족도를

높일수있는동기적요소의강화가매우중요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외부평판이조직구성원들의직무만족을

높이는데효과적이라는본연구의결과에기초하여보면,

평판이하나의동기적요소로작용하여조직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그에 따라 소속감이나 책임감 등과 관

련된 조직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시사한다[27, 28]. 특히, 사람들은자신이속한조

직이나기업이사회적으로신뢰나존경받는조직으로인

정받기 원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평판은 조

직구성원들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중요한요소이기도

하다[26, 35]. 이는 조직-공중관계성과 직무만족에 있어

서 외부평판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 차원에서 조

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중으로부

터긍정적인평판을구축, 유지시켜나갈수있도록하는

한편, 이를 통해조직구성원들이자부심이나자긍심, 소

속감등을가질수있도록하는내부마케팅차원의커뮤

니케이션전략을수립, 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예컨대, 조직구성원들의외부평판을높이기위해서는외

부평판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사회공헌사업을적극추

진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조직

구성원들이봉사와같은사회공헌사업에직접참여할수

있는환경을조성해줄필요가있을것이다. 본 연구의주

요한계점을제시하면, 우선본연구는 IT 중소기업종사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External Repu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IT Enterpri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으며, 그에따라본연구의결과

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직-공중관계성 구성요인의 경우에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한국형공중관계성구성

요인을 적용하여 조직-공중관계성과 평판 및 조직만족

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으며, 그과정에서대기업종

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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