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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직특성이 조직의 효과성 내지는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

에 따르면, 조직특성이 정부 혁신과정의 적합성과

성과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

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혹은 특정기

관의 조직특성 및 조직문화의 구분을 통해 조직의

성과나 효과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직무태도, 삶의 질 등과의 연계성을 찾아보

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문화의 유형이나 강도에 따

라 조직 효과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조직 변동을 위해 조직특성이 어

떻게 변해야 하며, 변화된 조직특성에 적합한 조

직 및 인사관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혁신

이나 개혁 등과 맞물려 조직을 단기간에 변화시키

고자 한다면 조직 문화의 확산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가치와 규

범에 대한 소통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소속된 기

관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신뢰 요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강

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조직

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공공조

직 내에서 신뢰관계가 높게 형성되면 조직 구성원

은 위험 부담이나 의심 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성과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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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조직특성이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신뢰가 이들 관계를 강화시키는 매개효과를 발휘

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정연구원에서 2009년 조사하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해 2013년 공개한 설문조

사의 원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설문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0과

IBM SPSS Amo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 등

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태도: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조직세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2]. 직무만족

에 대한 개념은 크게 개인의 감성이나 정서적 심

리상태로 보는 관점과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로 보

는 관점, 개인의 감정 및 태도의 종합적 측면으로

보는 관점, 동기부여나 보상 측면으로 보는 관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무만족의 개념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감성이나 느낌, 정서적 심리상태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

와 관련된 요소로서, ‘조직과 개인의 동일시

(identification)’ 혹은 조직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

여(involvement)의 강도’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소속

감 유지(staying or maintain)의 개념으로 정의하

는 관점,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고자 하

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Meyer & Allen(1997)

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정서적 몰입, 지속

적 몰입, 규범적 몰입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

였다. 조직몰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체

로 조직 구성원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직무와 관

련하여 인식하는 정도, 조직구조적 특성, 외부환경

적 특성 등의 요인을 조직몰입의 공통적 영향요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1].

2.2 조직의 특성

정부 조직은 조직문화의 하위 요소이자,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나 신념체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

양한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조직 내에

서도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는 상호 배

타적이고,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조직의 특성에 집중하는 것도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조직의 특성은 조직 고

유의 성격과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조직의 가

치이자 조직 시스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직문화를

형성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능률성이나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이와 함께 민주성과 형평성 등의

가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3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조직의 특성을 민주성, 효율성, 융통성, 일관성 등

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2.3 신뢰

신뢰는 ‘대상에 대한 믿음에 의해 그들의 행동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대를 감수하

는 호혜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신뢰의 이러한

특징은 작고 잘 짜인 공동체일수록 친밀함에 기반

을 둔 ‘두터운 신뢰’로 발현되며, 집단에 관여하거

나 참여하는 것이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 연대나

결속의 핵심가치가 되는 사회자본으로서 신뢰가

핵심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4].

신뢰의 주체와 대상 간 관계를 기준으로 ‘사적

신뢰’와 ‘공적신뢰’로 신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

는데, 사적신뢰는 직접적, 반복적 대인관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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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 사적신뢰

• 공적신뢰

조직특성

• 민주성

• 효율성

• 융통성

• 일관성

직무태도

• 직무만족

• 조직몰입

독립변수 종속변수매개변수

사신뢰, 동료신뢰, 부하신뢰, 타부서직원신뢰 등으

로 구분되는 반면 공적신뢰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나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 및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형평성, 공정성 등의 개념을 포함

하는 신뢰를 뜻한다.

3. 연구설계

3.1 분석틀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직의 특성이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신

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자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구성하

였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4. 분석결과

4.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9년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2013년 공개,

제공한 ‘정부 조직이미지에 관한 조사’의 원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0과 IBM SPSS Amos 2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2 정부 조직특성과 직무태도 간 경로

분석

4.2.1. 경로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직문화와 공무원 직무태

도 간 관계에 신뢰가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IBM SPSS Amos 20 프로그램을 이용

3)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오시영·조태준(2009)의 「정부의 조직이미지

에 관한 조사, 2009」. 연구수행기관: 한국행

정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

료원. 자료공개년도: 2013년. 자료번호:

A1-2009-0157.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는 정부 조

직문화의 하위요인인 ‘민주성’, ‘효율성’, ‘융통성’,

‘일관성’ 등 4개의 독립변수와 직무태도의 하위요

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2개의 종속변수,

신뢰의 하위요인인 ‘사적신뢰’와 ‘공적신뢰’ 등 2개

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다. 경로모형은 등간척도

자료의 분석에 유리하고 척도불편이라는 장점을

가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

정되었다.

4.2.2. 경로모형의 적합도 분석

분석 결과, 애초에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일부가 유의미한 범위를 벗어나 분석에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수인 직무

분석과 조직몰입 요인을 분리하여 수정모형을 구

축, 모형의 적합도가 조금 더 향상된 새로운 모형

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모형은

종속변수 중 직무만족이 제외되어 조직몰입 1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애초에 설정한

경로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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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a)

독립변수

사적신뢰 .537

민주성 .384*** .000 .384***

효율성 .167** .000 .167**

융통성 .068 .000 .068

일관성 .191*** .000 .191***

공적신뢰 .436

민주성 .283*** .000 .283***

적합도 지수
χ2

(df, α)
Q GFI AGFI RMR RMSEA

적정모형 추정치 α>0.05 ≤3.0 ≥0.9 ≥0.9 ≤0.05 ≤0.05

경로모형(종속 :직무만족, 조직몰입)
185.435

(2, .000)
92.718 .936 -.145 .060 .391

수정모형(종속:조직몰입)
13.259

(1, .000)
13.259 .994 .926 .015 .143

<표 1>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정 결과

4.2.3. 수정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수정모형은 정부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 것이다. 경로분석 결과, 조직문화를 구성하

는 민주성(.384), 효율성(.167), 일관성(.191) 요인이

사적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동시에

공적신뢰에도 민주성(.283), 효율성(.219), 일관성

(.312) 요인이 99% 신뢰구간 내에서 정(+)의 방향

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변수로 투입된 신뢰요인 중에는 공적신뢰만

이 99% 신뢰구간에서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

로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공무원

들의 조직몰입에는 상사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닌

정부 자체의 신뢰만이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각

변수들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

을 위해 90%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랩 분석

(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

의 민주성과 효율성, 일관성 등의 요인이 99% 신

뢰구간 내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에 대한 직․간접효과

와 총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에 비해 조직의 일관성은 99% 신뢰구간에서

.079의 간접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총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신뢰를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조직의 융통성은 신뢰나 조직몰입 전 요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도

못하였으며,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

는 조직문화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일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감이 공무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수정된 경로모형의 유의

미한 경로만을 새로이 추정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수정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N=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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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a)

독립변수

효율성 .219*** .000 .219***

융통성 -.092 .000 -.092

일관성 .312*** .000 .312***

조직몰입 .311

민주성 .150** .078*** .228***

효율성 .273*** .056*** .329***

융통성 -.072 -.019 -.091

일관성 .019 .079*** .098

사적신뢰 .032 .000 .032

공적신뢰 .232*** .000 .232***

주1: a)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다중상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R2과 비슷한 수치임(김계수, 2011)

주2: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2> 정부 조직문화, 신뢰, 직무태도에 대한 경로계수 추정

민주성

효율성

융통성

일관성

사적신뢰

공적신뢰

e1

e2

조직몰입 e3

.384***

.384***

.291***

.232***
.283***

.312***
.191***

.167**

.329***

5. 결론

5.1 주요발견 및 요약

연구 결과,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 일관성 등

의 요인은 사적신뢰와 공적신뢰에 모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조직몰입에는 민주성과

효율성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하지만 경로분석의 적합도 평가를 통해 수

정모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직무만족과 관련 가

설은 분석이 의미 없게 되어 검증에서 제외되었

다.

한편 공적신뢰의 수준은 공무원들의 조직몰입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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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더욱 조직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정부 조직특성과 공무원들의 직

무태도 간 관계에 신뢰 요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결과,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 요인이 공적신뢰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조직몰입에 대한 총효과를 강

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조직이 민주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록 공무원들이 조직에 몰

입하는 수준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

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상사에 대한

사적신뢰 제고에는 조직의 민주성, 효율성, 일관성

등의 특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조직

몰입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5.2 연구의 함의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직의 다른 특성들보

다는 민주성이 공무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인사관리에 있어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제

고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며, 특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공적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의 긍정적 역할에 대

한 향후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실증분석 사례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조직특성들의 채택근거가 명확

하지 않으며, 이들 요인과 조직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보다 정교한 이론구축

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치밀

한 설문구성 및 종단분석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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