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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인지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신뢰의 조절효과

안 관 영*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직무 스트레스는 1960년대 들어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

자들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되어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직장내 스

트레스 요인들이라고 정의하였고,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원의 신체적, 심리적 및 행동

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직무 불만족, 삶에 대

한 불만, 자신감 상실, 우울증, 불안장애, 두통, 호흡곤란, 복통, 불면증, 피부질환, 심장

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이 직무스트레스에 의해서 야기

되거나 혹은 더 악화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편, 최근 직무 스트레스 연구자들

은 직무 스트레스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 하였고, 최적 수준의

스트레스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조직체와 조직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부정적이어서 조직

체와 조직원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강동묵 등, 2005; 김완일·안관영, 2013).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되고 있으며, 기업측으로서도 직무스트레스

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주요한 영향 요인의 하나로서 조직공정성을 들고 있다(Judge & Colquitt, 2004; 김

성희, 2001; 박정도·허찬영, 2012).

국내 기업체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의 기업규모 확대에서 경

쟁력 강화를 통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은 팀제나 연봉제, 발탁인사제 등과 같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경쟁적으로 도

입·운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및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능력

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얼마

나 유지되는 가에 대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것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게 되며, 결과적으

로 구성원들은 조직이나 상사에 대해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결

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조직공정성 인지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신뢰의 조절효과 안 관 영                                                                                        

78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

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며, 조직공정성과 직무스

트레스의 관계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상사신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

정성 관리와 신뢰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들이나 특정인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지나쳐

당사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내지 신체적 긴장감을

의미한다.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인자는 과업 및 삶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들 요인이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 산업안전 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지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

산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는 산업혁명 이후 생산방식이 전문화를

기반으로 기계화·자동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량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에

지나친 전문화와 자동화로 생산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의 질은 점차

저하되었다.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는 작업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지나친 전문화와 기계화는 매우 단편적이고 표준화된 작업을 지속

적으로 반복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작업수행에 따른 권태감을 초래하고, 대인관계 단절

에 따른 소외감 초래, 인간 노동의 기계에의 예속화 문제 들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높

은 작업할당량, 대인관계 단절, 많은 근로자들 간의 경쟁 등의 상황은 작업자들의 업

무 수행에 따른 부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은 근로자들의 급성반응을 통해 나타난다. 일차

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급성반응은 심리적, 생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며,

행동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심리적 반응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 낮은 직무만족

도,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 된다. 생리적 반응으로는 급성반응으로 나타나는 건강

이상 증상, 즉 고혈압, 심계항진, 두통, 수면장애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행동적 반응은

흡연, 음주, 약물남용, 대인관계 장애, 파괴적 행위 등이 포함된다.

2.2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아담스의 사회적 비교이론에 기반한 공정성 이론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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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공정

한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공정성 이론은 인간행동에 대한 기본

적인 가정이며 인간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평가하며, 타인들과 비교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박성국, 2011).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인지하

는 공정성은 그가 조직을 위해 투자한 투입(노력, 학력, 직무경험, 자격증 등)에 비해

그가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으로서의 산출(금전적 보상, 승진, 인정, 업무적

성취나 보람감 등)의 정도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입과 산출의

정도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참고인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 정도를 인지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투입 정도에 비해 조직으로부터 보상받는 산출의 분배정도에 대한

공정성을 분배공정성이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배공정성 이외에 분배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추후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Karambayya & Brett(1989)은 MBA 수강생들을 세 개 집단으로 나누어 두 명의 분쟁

중인 종업원에 대한 분쟁조정자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분쟁 조

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조정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 조정자들이

위협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분규 당사자들 모두 조정절차와 조정결과의 타협안도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분배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래 들어 Greenberg(1996)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외에 상호작용공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공식절차를 이행하거나 그러한 절차

를 해명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인지하는 공정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절차공정성이 공정한 절차의 존재여부라 한다면 상호작용공정성은 그러한 절차의

공정한 적용에 관한 것이다(정무관, 2009; Niehoff & Moorman, 1993; 안관영, 2012).

조직공정성이 기업 관리자나 연구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성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나 직무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조직으로부터 절대적 기준으로

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업원에 비해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

든가 보상기준 설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든가, 상대적으로 동료에 비해 저평가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하게 된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이 주어진다하더라도 그 보상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 보상에 따른 만족감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만족감 수준은 미래상황에 대한 노

력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에 대한 불공정성은 직무 스트레

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23개 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술과 삼자기술에

기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낮아지는 경우

직장-가정갈등을 초래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Judge & Colquitt,

2004). 공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은 공정성이 직무만족이나 이직, 결근 및 스트레스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Ceylan & Sulu, 2010). 특히 공정성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구성원이 조

직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으로서 승진이나 임금 등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거나,



조직공정성 인지도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신뢰의 조절효과 안 관 영                                                                                        

80

또는 그러한 보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무기력감

(powerlessness)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의 소외는 미래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그

러한 스트레스 원천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Zellars et al., 2004).

국내 연구의 경우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김성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역할갈등, 공정하지 못한 보상, 구성원들 간의 약한 응

집력 등은 직무스트레스나 이직의도에 긍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도·허찬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대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자 한다.

가설 1: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가설 1-1: 분배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절차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신뢰의 개념 및 효과

신뢰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조직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많은 분쟁이 표출되었지만 공식적인 내규나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식적 관계보다 상하 간 또는 동료들

간의 신뢰관계나 조직에 대한 신뢰가 분쟁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처럼 조직관리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리더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직 내의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신뢰에 대한 정의를 내린 Lewis & Weigert(1985)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체

계 내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 기초한 집단적 특성의 하나로 관계 당사자들 간의 사회

적 결속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서 상대방에 대한 호혜적 믿음이며, 합리적 계산의 복잡

성을 단순화시켜주는 핵심적 매커니즘”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신뢰는 조직 속에서 상

사와 부하 간에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관계인 것이다.

신뢰에 관한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였다. 따라서 신

뢰의 유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 중 McAllister(1995)는 신뢰를 변

수로 하여 여러 형태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 간의 신뢰는 정서

적 신뢰와 인지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신뢰의 유형은 신뢰대상에 대

한 강한 긍정적 감정(정서적 신뢰)과 신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합리적 이유(인지적 신

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적 신뢰란 “개인간의 감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한 것으

로, 파트너의 복지를 위하여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고, 이러한 관



2013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81

계의 내재적인 가치를 믿으며, 이러한 생각들이 상호 교환된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였

고, 인지적 신뢰란 “어떤 상황 아래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선택

하거나, 사람들이 신뢰의 증거를 구성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초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Mishar & Mishar(1994)는 신뢰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기업과 구성원 간의

신뢰, 경영자와 구성원 간의 신뢰, 그리고 기업과 고객 및 공급업자 간의 신뢰로 구분

하였으며, 고객관계 관리나 구조조정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당사자

들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Lewicki & Bunker(1996)는 신뢰의

유형을 제재기반 신뢰, 지식기반 신뢰, 그리고 동일시 기반 신뢰로 구분하였다. 제재

기반 신뢰는 신뢰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따르는 제재(처벌)의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신

뢰이며, 지식기반 신뢰는 피신뢰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 신뢰이다. 동일시기반 신뢰는 상호간의 동일시와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신뢰는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Mishar &

Mishar, 1994). 병원기관에 대한 신뢰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위해 5만 여명을 대

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Ahnquist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용수 등(2012)의 연구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직무스트레스와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신뢰가 스트레스와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은

신뢰는 조직과 개인, 또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신뢰가 이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주고, 개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구성원들 간의 협동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리고 상사와의 업무적 지휘관계에서도 상사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는 경우 무리한 업무수행 지시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Konovsky & Pugh, 1994). 이

처럼 신뢰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을 줄이

고 협동적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

가설 2-1: 조직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2: 상사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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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설계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업체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187부

중 누락이 심하거나 반복응답이 심한 11부를 제외한 176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설문의 배부와 회수는 2011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지역은 강원 영서지

역의 업체에 소속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38명

(21.6%), 남성이 138명(78.4%)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48명(27.3%), 전문대졸 60

명(34.1%), 대학졸 이상이 68명(38.6%)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를 나타내는 종업원수 면

에서는 1-5인 업체가 31개(17.6%), 6-10인 기업이 43개(24.4%), 11-20인 기업이 49개

(27.8%), 21인 이상 기업이 53개(30.1%)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종업원가 157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종업원수는 21.56명이며 표준편차는 25.252로 나타

났다. 이처럼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지역적으로 강원 영서지역이 전국 평

균에 비해 산업 집적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가설1과 공정성과 직

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신뢰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2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Cohen & Cohen, 1983).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즉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이처

럼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Fisher의 z'계수법이나 이원분산분석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조절변수나 독립변수를 명목척도로 측정하는데 따른 정보손

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3.2 변수의 측정

설문지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공정성에 대해서는 Greenberg(1996)

와 Niehoff & Moorman(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도구를 응용하였다. 분배공

정성에 대해서는 업무적 책임정도, 노력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수준,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상응하는 보상 수준의 공정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절차공정성은 승진이나 보

상에 대한 규정의 준수정도, 의사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의사결정시 관

련 자료의 참조정도 등을 설문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의 참여가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 규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정도, 개인적

친분을 고려하지 않음 등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

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귀찮은 정도, 의욕, 지루함, 자신감, 숙면정도

등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강동묵 등, 2005). 그리고 조직과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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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경우 McAllister(1995)가 검증하여 제시한 정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

을 구성하였다. 상사신뢰의 경우는 부하에 대해 동일한 잣대 적용, 업무적 지시의 합

리성 정도, 업무적 지시의 일관성 정도, 부하 평가에 있어서의 일관성 정도를 설문하

였으며, 조직신뢰는 보상기준의 적용시 일관성 정도, 업적평가에서의 일관성 정도, 업

무 분배에서의 일관성 정도, 조직목표와 부서 및 개인목표의 일관성 정도에 대해 설문

하였다.

각 변수의 구성과 타당성, 신뢰도에 대한 검토는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는 문항만을 대상으로 확정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요인분석은 직각교차법을 이용함으로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선정은 선행연구(Price & Mueller,

198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것만을 채택하였으며, 신뢰도

는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직무정체성에 관련된

문항은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문항의 선택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구

체적으로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문항의 경우 2개의 최고 요인적재

치 간의 차이가 0.2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Van Dyne, Graham & Dienesch, 1994).

4. 조사결과의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직무스트

레스의 관계를 분석하고,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신뢰수준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분배공정성, 절차공

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며, 응답자의

특성으로서 성별과 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인 신뢰

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신뢰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1>에서 모형-1

과 같다. 모형-1에서 1단계는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며, 통제변수인 성별, 재직

기간, 그리고 독립변수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개 통제변수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R2)은 0.282로 나타났다(p<.01). 1단계

의 분석결과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중 분배공정성(β=-.291, p<.01)

과 상호작용공정성(β=-.256, p<.01)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분배공정성과 상호

작용공정성의 경우에는 채택되었으며, 절차공정성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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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조절변수

예측변수

단계

(모형-1)

조직신뢰(m1)

(모형-2)

상사신뢰(m2)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성별a) .076 .089
*

.084
*

.096
*

.081
*

.063

재직기간 .053 .060 .053 .053 .055 .049

분배공정성 -.291
**

-.222
**

.270 -.291
**

-.264
*

-.239

절차공정성 -.076 .054 .208 -.076 -.041 .033

상호작용공정성 -.256
**

-.233
**

-.436 -.256
**

-.127
*

.336

조절변수(mi) -.275** -.090 -.297** .138

분배공정성*mi -.675 .112

절차공정성*mi -.262 -.050

상호작용공정성*mi -.885
*

-1.084
**

R2 .012** .010* .016** .020**

△R
2

.282
**

.294
**

.304
**

.282
**

.298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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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성별: 1=남, 2=여

다음으로 2단계는 2개 통제변수와 3개 독립변수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

성, 그리고 조절변수인 조직신뢰를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들

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R2)은 0.294(p<.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절변수인 조직신

뢰에 의한 직무스트레스의 설명력 증가분(△R2)은 0.012(p<.01)로 나타났다. 3단계는 조직

신뢰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2단계에서 투입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조직신뢰)에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

어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분배공정성*조직신뢰, 절차공정성*조

직신뢰, 상호작용공정성*조직신뢰)의 표준화회귀계수가 유의적인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

는 것이다(Cohen & Cohen, 1983).

3단계의 분석결과 설명력 증가분(△R2)은 0.010(p<.05)으로 나타났으며, 분배공정성*조직신뢰,

절차공정성*조직신뢰, 상호작용공정성*조직신뢰의 3개 상호작용항 중 상호작용공정성*조직신뢰

(β=-.885, p<.05) 항만 유의적이며, 나머지 상호작용항은 유의적이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모형-2와 같다. 1단계의 분석결과는 모형-1과 같으며, 2단계의 분석결과 상사신

뢰도 조직신뢰와 동일하게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7, p<.01). 그리고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분배

공정성*상사신뢰, 절차공정성*상사신뢰, 상호작용공정성*상사신뢰)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조직신뢰에서와 동일하게 상호작용공정성*상사신뢰(β=-1.084, p<.01) 항의 경우

만 직무스트레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수준이 높을수

록 조직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2

는 상호작용공정성의 경우에만 가설이 채택되었고,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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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기업 현장에서의 직무스트레스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부작용을 나타나게 하며, 직

접적으로는 이직이나 결근, 지각과 같은 일탈행동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는 작업의

질 저하나 생산 제품의 품질 저하, 만족도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

업들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으로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

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와 신뢰(조직신뢰,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공정성 중에서 정차공정성을 제외한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스트레

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결과에서는 상호작용공정

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분배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들이 인지하는 보상수준이 기업을 위해 노

력하는 정도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체들의 임금수준에 비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쟁기

업에 비해 적절한 수준이라거나, 기업체의 재정형편에 비해 비교적 적절한 수준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

을 공정하게 대하도록 교육시킨다든가, 인사고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과평가의 오류

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는 그 자체로도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상호작용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신

뢰나 상사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조직신뢰와 상사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조직

신뢰와 상사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도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함으로서

최고경영층, 중간관리층, 현장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서와 부서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상호간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주로 강원 영서지역의 제조업체 종업원들을 상대로 설문조

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지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증분석의 자료는 전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

에 근거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의

장점은 일정기간 내에서 다수에 대한 정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응답

자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의식의 변화와 같은 동태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