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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수도

권소재(서울) 시큐리티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요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

용된 사례 수는 총 280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90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

문화는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리개발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역량자기결정력, 의미성, 영향력은 증대된다. 또한,

합의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역량자기결정력은 높아지며, 위계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의미성은 증대된다. 둘째, 시큐리티

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위계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지속규범적애착은 증대된다. 또한, 합리개

발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서적애착은 높아진다. 셋째, 시큐리티조직의 임파워먼트는 조직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역

량자기결정력이 부족할수록 지속규범적애착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성 및 영향력을 증대시켜 줄수록 지속규

범적애착도는 높다. 또한, 의미성을 증대시켜 줄수록 정서적애착도는 증가한다. 넷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는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임파워먼트는 조직문화와 조직애착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Relation of Empowerment and Organization Attachment with the

Organization Culture of Securi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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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of empowerment and organization attachment with the

organization culture of security organization. This study is based by setting the security organization employed in security

firms in the capital area(Seoul) in 2012 as the parent population an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o analyze a total

amount of 280 examples. The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n primary factor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methods using SPSSWIN 18.0 were used in analysis.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showed a

Cronbach’s α value of over 0.690. The results are like the following. First, the organization culture of security organization

affect empowerment. Thus, the more a practical development culture is settled, the more the capability of self-determinism,

meaningfulness, and effect is amplified. Moreover, the more a consensual culture is established, the more the capability of

self-determinism is enhanced, and the more a hierarchical culture is established, the more the meaningfulness is enhanced.

Second, the organization culture of security organization affect organization attachment. Thus, the continuous normative

attachment is enhanced when a more hierarchical culture is established. Moreover, emotional attachment is enhanced when

a more practical development culture is established. Third, the empowerment of security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

attachment. Thus, the continuous normative attachment is decreased when one’s capability of self-determinism is more

lacking. However, the continuous normative attachment is higher when the meaningfulness and effect is enhanced.

Moreover, emotional attachment is enhanced when meaningfulness is increased. Fourth, the organization culture of security

organization directly/indirectly affects empowerment and organization attachment. Thus, empowerment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between organiz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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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의 성장을 통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다양한 사

회적 문제점을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연일 발생되고

있는 각종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치안문제는 물질만

능주의와 지나친 이기적 가치관이 사회적 갈등 및 불

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른 민생치안의 안정을 위해 현 정

부에서는 2017년까지 약 2만명에 달하는 공경비(경찰)

증원을 통해 공경비 1인당 국민 400명의 선진국 형 치

안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11].

공경비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연일 증가하고 있는 5대 범죄로부터 시

민들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다소 한계성에 직면

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시큐리티산업이 사

회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큐리티요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경비업무를 실시하면서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이나 단체 활동에 간섭하는 등

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를 수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생

활에 부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이다[8].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산업은 고객의 신변과 재산을 보

호한다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대부분 수직적인 조직문

화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큐리티요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여기서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란 조직구

성원 간에 가치, 신념, 규범 및 관습 등을 공유하는 것

으로 그들의 행동이 조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9]. 즉, 시큐리티요원과 같이 사회 치안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직발전을 위

해 자발적인 노력과 원활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조

직애착도(organizational attachment)를 고취시켜 주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큐리티산업은 짧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아직 타 산업분야에 비해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 업무성

격상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많은 스트레스를 부과 받으면서 조직구성원으로

서 겪어야 하는 상사ㆍ동료 등과의 관계,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저임금과 폐쇄된 승진기회 등으로 사기

는 매우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고객과의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시큐리티요원들에게는 파워의

분배개념인 권한 위임과 더불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

사자의 역량을 키우고, 최대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6].

이러한 시큐리티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으로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

쇄적인 조직문화를 능동적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창의적 활동과 역량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파워먼트 행동을 적극 지원해 준다면 조직애착

도는 높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시큐

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는 조직애착도에 의

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시큐리티경영학문의 경험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큐리티조

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에 대한 관

련성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경영학문 연구 영역에서

는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김찬선, 조병해, 이지은[4], 김창호[5], 김효준[7]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

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분석ㆍ규명함으로써

시큐리티경영학문 분야에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고, 이

분야의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여 시큐리티경영학 지식

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

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수도권소재(서울) 시큐리티요원

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judgment s

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서는 시큐리티요원들을 대상으로 300부를 배부하여 29

3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 중 내

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극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
남자 246 87.9

여자 34 12.1

연령

20대 148 52.9

30대 122 43.6

40대 10 3.6

학력
고졸이하 56 20

전문대졸 224 80.0

직급 사원급 280 100

근무형태 시설경비 280 100

근무경력

1년이하 60 21.4

1-3년 129 46.1

3-5년 53 18.9

5-7년 27 9.6

7년이상 11 3.9

월수입

200만원이하 143 51.1

201-250만원 76 27,1

251-300만원 46 16.4

301만원이상 15 5.4

전체 2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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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치를 적용(13부 삭제)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80명이다. 다음 <표 1>은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

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 이다.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특

성 7문항, 조직문화 16문항, 임파워먼트 15문항, 조직

애착도 10문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문

화 설문지는 김찬선, 조병해, 이지은[4]의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지를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합리적 문화(4문항), 개발적 문화(4문항), 합의적 문화

(4문항), 위계적 문화(4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임파

워먼트 설문지는 김경식, 김찬선[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의미성(4

문항), 역량(2문항), 자기결정력(3문항), 영향력(6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애착도 설문지는 이화미[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여 정서적애착(4문항), 지속적애착(4문항), 규범적

애착(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문화, 임파워먼트,

조직애착도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

다.

2.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

는 전문가 집단을 토대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경호안전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체육

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으로 구성된 3인의 전문가 회

의를 통해서 설문지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문항의 적합

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종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조직문화, 임파워먼트, 조직애착도 문항

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

ysis) 및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표 2>는 조직문화, <표 3>은 임파워먼트, <표

4>는 조직애착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문화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합리개발적 문화(요인적재치: .765∼.616),

합의적 문화(요인적재치: .775∼.772), 위계적 문화(요

인적재치: .699) 등 3개의 하위개념으로 각각 명명하였

다. 조직문화에 대한 요인분석시 내용 타당도가 적합

하지 않거나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4개 문항을 제거

한 후 조직문화는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직문화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는 .690이상∼.896

미만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약 67%(67.152)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은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파워먼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역량자기 결정력(요인적재치: .824∼.69

7), 의미성(요인적재치:.832∼.643), 영향력(요인적재치:.

833∼.680) 등 3개의 하위개념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요인 분석시 내용 타당도가 적합하

지 않거나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2개 문항을 제거한

후 직무특성은 13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파워

먼트 신뢰도 분석 결과는 .838이상∼.887미만으로 나타

났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약 71.3%(71.3

31)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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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큐리티조직의 임

파워먼트와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속규

범적애착(β=-.423), 의미성(β=.510), 영향력(β=.234)

은 시큐리티조직의 지속규범적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성(β=.867)은 정서적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

먼트는 조직애착도의 하위 요인인 지속규범적애착 20.

3%, 정서적애착 83.3%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표 7> 시큐리티조직의 임파워먼트와 조직애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지속규범적애착 정서적애착

역량자기결정력 -.423*** .059

의미성 .510*** .867***

영향력 .234*** .016

R² .203 .833

***p <.001

3.4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

<표 8>은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이다.

<표 8>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직애착도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200** .653***

임파워먼트 .465*** --

R² .135 .426

**p <.01 ***p <.001

<표 8>에 의하면 조직문화(β=-.200)와 임파워먼트

(β=.465)는 조직애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의 설명력은 조직애착도 전체 변량의 약 13.

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조직문화(β=.653)는 임파워먼

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설명력

은 임파워먼트 전체 변량의 약 42.6%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 [그림 1]은 [표 8]의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민간경비원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시큐리티요원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큐리티요원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

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요원의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합리개발적문화는 역량자기결정력,

의미성, 영향력 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큐리티요원들에

게 합리적이며, 미래를 위한 개발적 문화가 형성될 경

우 조직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를 위한

도전,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행

동 즉, 임파워먼트는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능력과 의욕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번에 두 가지 요소를 증대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큐리티조직의 조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큐리티요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독립성과 재량권을 부분적

으로 인정해 주고 현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준다면 합리개발적문화는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 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혁래, 김윤아[12]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합리적문화가 형성

될수록 자기결정성, 의미성, 영향력에 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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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또한 시큐리티조직의 조

직문화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한 김찬선, 조병

해, 이지은[4]의 연구에서는 개발적 문화는 직무스트레

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시큐리

티조직에서 능동적 조직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적문화는 역량자기결정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큐리티요원 개개인의 자

기개발을 중요시하고 조직은 상호협조적인 방법을 적

용한다면 어려운 업무도 성공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즉, 역량자기결정력은 증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뿐만 아니라 역량자기결정력 증대를 위한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은 향 후 시큐리티요원들이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계적문화는 의미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업무 수행시 지나친 규칙과 규율을 강조

한다면 시큐리티요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애착 즉, 의미성은 감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업무수행 중 안정성과 조직 구성원간에 작용할

수 있는 일관성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의

미성을 높게 인식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외식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혁래,

김윤아[12]의 연구와 공항특수경비원의 위계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김찬선, 조병해, 이

지은[4]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애착도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 합리개발적문화는 정서적애착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큐리티요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문화를 정착ㆍ

활성화 시켜준다면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심은 높게

고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

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한 김찬선 외[4], 리조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영진, 윤지환, 안갑수[13] 등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박영진, 윤지환, 안갑수[13]의

연구는 합리적문화와 개발적문화는 정서적몰입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 본 연구 합

리개발적문화가 정서적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위계적문화는 지속규범적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경비조직에서 업무

수행시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 체계적

인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면 지속규범적애착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업무의 공정성을 바

탕으로 일관성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면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시큐리티조직에 대한 애착심은 높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위계적

문화가 정서적, 근속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한 김찬선, 조병해, 이지은[4]의 연구에서 뒷

받침 해주고 있다.

셋째, 시큐리티조직의 임파워먼트와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량자기결정력은 지속규범적애착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큐리

티요원들에게 장기간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재량을 부

여하지 않을 경우 위급상황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 감

소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시큐리티요원들에게

위기관리 능력 부재현상은 상사부하 또는 조직에서 갈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속규범적애착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의미성은 지속규

범적애착, 정서적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시큐리티요원들이 현재

자신의 업무가 조직에서 중요한 분야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준다면 조직애착도는 높게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민간경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김평수[6]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는데, 시큐리티요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

이 높을수록 조직성과 즉, 조직몰입 정도는 높은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영향력은 지속규범적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큐리티요원들

에게 업무수행 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부분적인

재량을 부여해 준다면 조직에 대한 지속규범적애착은

증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시큐리티요

원들에게 조직애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욕

을 동시에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능동적 조직문화를 형

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문화와 임파워먼트 및 조직애착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조직애착도에 직접적

으로는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임파워먼트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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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애착도의 관계를 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큐리티조직

과 같이 수직적 리더십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

는 조직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다[1].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경식, 김찬

선[1], 김찬선, 박영만, 안황권[14], 김평수[6] 등의 연구

에서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시큐리티요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

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는 임파워먼트에 영

향을 미친다. 즉, 합리개발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역량자기결정력, 의미성, 영향력은 증대된다. 또한, 합

의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역량자기결정력은 높아지

며, 위계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의미성은 증대된다.

둘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애착도에 영

향을 미친다. 즉, 위계적문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지속

규범적애착은 증대된다. 또한, 합리개발적문화가 잘 이

루어질수록 정서적애착은 높아진다.

셋째, 시큐리티조직의 임파워먼트는 조직애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역량자기결정력이 부족할수록 지속

규범적애착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

성 및 영향력을 증대시켜 줄수록 지속규범적애착도는

높다. 또한, 의미성을 증대시켜 줄수록 정서적애착도는

증가한다.

넷째, 시큐리티조직의 조직문화는 임파워먼트 및 조

직애착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임파워먼

트는 조직문화와 조직애착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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