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무한한 로벌 환경에서 기업환경은 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하기 한 요인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변화에 한 조직

체의 민첩한 응이 경쟁우 확보에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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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과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간의 계에서 통제소

재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하 문화 신지향문화를 살펴보았으며, 조 효과를 한 통제소재는 내

재론자와 외재론자로 나 어 살펴보았다. SAS 9.4와 PLS 3.0을 통해 기술통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몽골기

업의 여러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분석하 다. 총 283부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 사이에

서 통제소재 에서도 내재론자가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조직문화, 통제소재)을 이해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리하기 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시사 과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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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The study examined adhocracy culture among organizational cultures and 

divided into internals and externals for moder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The data analysis was used to SAS 

Ver 9.4 and PLS Ver 3.0. The test was conducted by 283 employees working at large, small-medium company and 

public enterprise in Mongoli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ositive adhocracy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upported. And this study found that internals moder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ocracy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study presente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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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많은 조직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 확보를

한 안으로 인 자원의 요성을 인식하고이러한 인

자원을 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에 조직문화가 차

지하는 비 이 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장기

인 성장과 발 에 있어 주요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는 1980년 반 이후, 변하는경 환경에

서 기업의 경쟁력을 한 안으로 등장하 고, 조직문

화에 한 심은 조직문화가 조직 내의 다양한 상을

설명하고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요 요인으로 인식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1].

몽골은 구소련의 원조가 단되고 시장경제 체제로

진화되면서 안정되지 못한 경제 환경과 심한 빈부 격차,

실업률증가로 인한경제 장애에 부딪치게되었고, 1차

산업에 의해 경제성장이 크게 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국제 융기구의 지원 하에 민

화 추진과 외국인 투자 시행 등과 련된 일련의 경제

개 정책이 차 성과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세로 최근

많은 선진국과의 교류로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자본주의

시장으로 확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몽골은 건축과 자동차, 소기업 등의 확

를통해 몽골 조직의 다양성 증가뿐 만아니라 신을

살펴볼 수 있다. 시장이 로벌화 되면서 조직의 변화와

신이 가속화 될수록 기업의 조직문화가더욱 부각되고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몽골은

조직을 경 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 리시스템에

한 경험 는지식 략을확 하기 한경제 체제를 시

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마다 합한 인사

리 방안,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을모색할 필요

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조직문화는 조직행동과 경

성과간의 계뿐만 아니라, 조직행동의 미시 부분과

거시 분석을 개념 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므로, 구

성원들이 조직을 생각하는 방법, 행동패턴 등 구성원들

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

다[2].

지 처럼 신 인 상황을 추구하는 시 에 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발 방향을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과 이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에 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수행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다[1, 3].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

기 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조직문화에 한 상황 변

수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 으며, 임 워먼트,

리더십, 조직몰입 등을 검증한 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하나인 통제소재의 조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 다.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란 개인의 성격이나 조직

의 특성이 개인의 성과에 일방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그 조직의 특성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계이다. 이러한 에서 조직구

성원의 개인특성과 그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의 특성은

구성원 자신의 성격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그 조직문화 속에서 업무를 이행할 때 그 지 않은 조직

문화에서 업무를 이행 할 때보다 조직유효성이 더 높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환경과 일치하는 구성

원들은 그 지 않은 구성원보다 조직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다[4].

지 까지 국내에서 구성원의 개인특성에 한 연구는

꾸 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몽골기업을 상으로 개인특

성 요인 하나인 통제소재에 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

자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향 계를 검증해보고

자 한다. 독립변수인 조직문화에 직무만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특성인 통제소재가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계에 미치는 향에 한 조 효과를 규명해보고자 한

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의 주제는 조직문화가 조직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었으며, 통제소재에 따른 조직

문화와 직무만족의 조 효과에 한 결과를 살펴본 연구

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그 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

한 면인 조직문화와 통제소재, 직무만족의 상 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증을 통해 조직문화가 조직에

올바론 행동 기능을 할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발

과 개선방안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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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  논

2.1 직 화  직 만

조직문화는 조직이 나아가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형성된 그 기업만의 고유한 문화 특성이

라 볼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조직구성원들의 습, 가

치 , 규범, 신념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5].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의개념은 ‘여러 조직

문화의 형태 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행동해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비공식 인 지침으로 내부구성원들의 생각

과 행동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6]. 조직문화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조직문화들을 연구자의 가치와 에따라 분류

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많은데, 그 에서도 본

연구는 Quinn과 McGrath(1985)가 제시했던 경쟁가치모

형(Competing Value Model)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 유형은 총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계지향문화, 신지향문화, 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이다.

조직문화는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유효성 간에 상

계와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조직마다 합한 조직문화의 유형이 다르기때문에 재

에도 꾸 한 연구가 되고 있다[1, 7-9]. 즉조직문화의 유

형마다 모든 조직에 다 응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재 부딪친 상황에 따라 알맞은 조직문화를 갖추어야 된

다는 것이다[10].

특히 신지향문화(adhocracy culture)란 외부 환경에

의 변화와 신축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다. 변하는

환경에 조직이 응하기 해 조직의 변화와 신을

요시하며, 창의성, 모험성, 도 정신등의가치를존 한다.

재 몽골기업은 로벌 시 에 따라가기 하여 조

직의 변화와 신 인 시 에 합한조직문화를 구축하

기 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지향문

화와 직무만족간의 인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구성원 자신의 직무에

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총화이고 이러한 감정의 균

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로써 자신의 직무 혹

은 직무 경험에 한 평가를 통해 느끼게 되는 행복하고

정 인 감정 상태이다[11].

즉 직무만족은 개인의 행동,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

과 긴 한 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 요소들의 충족정도

는 근로 의욕과 작업 동기부여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12].

조직문화에서 발 되는 공유된 가치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력을 진시키기 때문에 직

무만족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문화가 매우 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hneider(1990)에 따르면 조직이

추구하는 문화에 따라 조직 내 인 자원의 리방식도

함께 변하는데, 이는 조직풍토의 변화를 유발하고, 다시

변화된조직풍토는구성원의인지 ·정서 상태에 향을

미쳐서동기부여나 직무만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하 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력이 강한 신지향 인 문화와 목표지향 인 문화

가 경직성이 높은 계지향 인 문화보다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정 인 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13, 14].

한 박재산(2005)은 2개 병원조직의 555명을 상으

로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고, 과업지향문화, 신지향문화,

계지향문화가 결과변인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계

지향문화가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입증하 다[15].

더불어 도운섭(2006)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유형과

조직효과성에 한 연구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과업지향

문화와 계지향문화로 인식하는 경우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정(+)의 향을, 신지향문화에서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계지향문화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결

과를 도출하 다[16].

이처럼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기본 인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향을주는 매우 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특히 외부 환경이 계속 으로 변화하는 시기의 조직문화

는 구성원에 한일체감과조직의안정성을증진시키고,

구성원의 조직에 한 바람직한 행 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조직의 안정, 직무에 한 동일시 행동의

동일성을 증가시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 화  직 만 에 대한 통 재  역할

조직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한 디지털 책학회논 지 16  9호102

며, 이들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내외부의 환

경 요인으로부터 향을 받으며 발 해 나가고 있다.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어 왔다. 그

러나 구성원마다 특정 상황을 지각하는 수 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구성원의 행동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17].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는 삶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나 결과가 자신의 내부의 힘이나 다른 외부 인 요소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일반 인 기 감으로 정의된다

[18]. 이는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등을 측하는

강력한 변수이며[19], 개인의 심리 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황의 원인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변

수로 최근 련 연구와 심이 커지고 있다.

통제소재에 한개념은 Rotter(1966)의 사회학습이론

을 토 로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가치 , 기 심리에 기

반하여 행동을 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8, 20].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내 통제소재는 미래 결과물

의 통제가 주로 자신 내면에 있어 자발 이고 주도 인

특성이 있는 반면에 외 통제소재는 통제가 자신 권한

밖이나 운 는 우연, 힘 있는 사람의 통제권에 있다는

기 로 나타낸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믿는 내 통제소재와 자신의 주도권과 삶

은 외부의 환경 요인이나 운명에 의해 통제되는 외

통제소재로 구분했다[21].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내 통제소재와 외 통제소

재의 성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 태도, 인지 반응, 사고

등에 차이 을 보이고, 내 통제소재를 지닌 구성원은

외 통제소재를 가진 구성원보다 기능 인방식에서 다

양한 상황이나 환경을 받아들이고[22], 직무에서 성과가

보다 더 뛰어나 많은 동기를 가지며 직무에 만족하는 특

성을 보인다[11, 23].

통제소재가 요한 이유는 조직구성원이 어떤 통제소

재를 가지느냐에 따라 조직 내의 인 계, 근무태도, 직

무만족, 조직성과 등에 여러 결과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직 내의 일터에서고려해야 할 요

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조직에서 내재론자나 외재론자 가 더 나은 성과

를 산출한다고 나타내긴 어렵지만 내재론자는 외재론자

에 비해 주도 이고 신을필요로하는 업무를 더잘 수

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재론자는 일상화된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해내는 경향이 있다[24, 25].

기존의통제소재에따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재론자

는 외재론자에 비해 상 으로 직무만족의 정도가 높고

보다 극 이고 참여 인 행동을 보이며 외재론자는 비

교 불안감을 많이 느껴 감정 이고 구조화된 직무환경

과지식 리더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하 다[26, 27].

한 지강용(1996)의 연구에서 Rotter(1966)의 통제소

재와 Harrison(1972)의 조직문화간의 합성 검증에서

외재론자는 계 지향 문화, 내재론자는 신 지향

문화가 각각 합하고 신이나 과업 지향 문화에서

내재론자는 직무만족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내재론자가 외재론자보다 직무로 인한

긴장감을 덜 느끼며 직무만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Heisler(1974)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14, 18, 28].

더불어 표건표(2009)는 내재론자의 성향 일수록 직무

만족, 조직몰입, 직무 여 정도가 높고 결근율, 직무긴장

은 낮은 반면 외재론 인 구성원일수록 경력불만족과 함

께 스스로가 직무에 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도출하 다[29].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사이에서 통제소재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연구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1: 내재론자는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에 미

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가설 2-2: 외재론자는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에 미

치는 향을 조 할 것이다.

3. 연 형

이론 논의를바탕으로 아래의 Fig. 1 과같은연구모

형을 설정하 다.

Fig. 1.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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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표본  기술통계

본 연구의 표본은 몽골에 있는 기업을 상으로 수집

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10여개의 기업

을 상으로 2016년 4월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달여정

도 조사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고 359부

를 회수하여 89%의 회수율을 보 다. 불성실한 응답한

설문 분석에 부 합하다고 단된 설문 76부를 제외

하고 총 283부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인구 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168명으로 체

응답자의 60.22%를 차지하고 있고, 20-30 가 체 응답

자의 54.38%, 교육수 은 졸이 체 응답자의 62.72%,

직 은 일반사원이 체의 38.99%와 리 이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변수     신뢰  

본 연구에서의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

첫째, 신지향문화는외부 환경과 유연성을강조하며

창의 업무수행과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한 응을

통해 조직의 성공을 제공하는 문화로 정의하 다[30].

Cameron과 Quinn(199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신지향문화의 Cronbach's α는 0.83이었다[31].

둘째, 직무만족은 구성원의 직무와 직무경험에 한

평가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즐겁고 정 인감정 상태이

며[32], David J, Weiss, Rene V.(1967)가 개발한 20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 다. Cronbach's α는 0.93이었다[33].

셋째, 통제소재는 개인이 어떤 일의 결과에 한 자신

의 태도 방식이나 행동이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믿

는 특성으로 정의하 다[18]. Rotter(1966)가 내-외재론

자로 구분하여 개발한 26개의 척도를 Michelle과

Mitra(1998)가 수정한 16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내재론자의 Cronbach's α는 0.79, 외재론자의

Cronbach's α는 0.79이었다[34].

4. 실

4.1 변수 간 상 계

변수들 간의 련성 분석을 하여 SAS 9.4 통계 로

그램을 통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변수들의 상 계가 각각 유의

수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별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Variables M S.D 1 2 3 4

1. Adhocracy
culture

3.41 0.80 1

2. Internals 4.03 0.68 0.35** 1

3. Externals 2.65 0.92 0.18* -0.12** 1

4. Job
satisfaction

3.54 0.63 0.65** 0.38** 0.11* 1

Note: **p<0.01, *p<0.05, N=283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4.2 가 검

PLS 3.0을 활용하여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PLS(Partial Least Squares)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이용하여 조 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기법이다[35].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과의 계에서 통제소재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 와 Table 3 에 나타나 있다.

조 변수 검증을 해 3개의 회귀모델을 순차 으로 검

증하 으며,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 모델2에서는 독립변

수와 조 변수의 향을 확인하고, 모델3에서는 독립변

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al terms)을 넣어

서 살펴보았다. 즉 변수의 조 역할을 추정하기 한 모

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측

정하기 해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곱셈 형태인 상호작

용항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회귀식에 투입한다. 본 연구

에서는 신지향문화와 내재론자, 외재론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조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먼 Table 2를 살펴보면 회귀에 의한 합도를 나타

내는 통계량으로 독립변수인 신지향문화와 종속변수

인 직무만족간의 결정계수는 0.54로 이 모델의 체 변동

약 54%가 회귀선에 의해설명되고있음을알 수있다.

가설의검증결과가Table 2 에 나타나있으며 첫 번째

모델(가설1)에서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estimate=0.54, t=13.50). 두 번째 모델

에서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estimate=0.49, t=11.60)

에 정(+)의 향을 미치고 내재론자는 직무만족

(estimate=0.15, t=2.69)에 정(+)의 향을 나타냈다. 세

번째 모델(가설2-1)에서 신지향문화와 내재론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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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직무만족과의 계에서 유의

도에서는 유의하게 않게 나타났으나, 조 효과를 검증할

때 상호작용항 자체의 유의성이 낮거나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호작용항의 설명력 증분(Δ )은 에

의해 유의미 인 의미를 가지므로[36], 조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재론자는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과의

계에서 조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재론자 성향이

높을수록, 신지향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 커

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가설1과 2-1이 채택되

었다.

Variables Model1 Mode2 Mode3

Independent
variable

Adhocracy culture

Dependent
variable
→js

0.54**
(13.50)

0.49**
(11.60)

0.31*
(1.38)

Moderator
variable
Internals

→js
0.15**
(2.69)

0.01*
(0.06)

Interaction term
Adhocracy culture

* Internals
→js

0.04
(0.77)

 



0.465
-

0.472
7.246

0.473
0.580

Note: **p<0.05, *p<0.1, two-tailed test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다음은 신지향문화와 외재론자의 상호작용항을 만

들어 조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가설의 검증결과가 Table 3 에 나타나 있으며첫 번째

모델(가설1)에서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다.(estimate=0.54, t=13.50). 두 번째 모델

에서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estimate=0.53, t=13.37)

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외재론자는 직무만족

(estimate=0.05, t=1.20)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번째 모델(가설2-2)에서 신지향문화와 외재론

자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직무만족과의 계에

서 유의도에서는 유의하게 않게 나타나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유의미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재론자와 신지향문화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한 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외재론자는 신지향

문화에서 직무만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2-2는 기각되

었다.

Variables Model1 Mode2 Mode3

Independent
variable

Adhocracy culture

Dependent
variable
→js

0.54**
(13.50)

0.53**
(13.37)

069**
(4.49)

Moderator
variable
Internals

→js
0.05
(1.20)

0.26
(1.28)

Interaction term
Adhocracy culture

* Internals
→js

-0.05
(-1.05)

 



0.456
-

0.459
1.44

0.462
1.13

Note: **p<0.05, *p<0.1, two-tailed test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5. 결론

5.1 연 약  시사

본 연구는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 진화되면서 많은

국가 교류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

이 생겨나면서 조직문화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바

탕을 두고 있으며, 조직을 경 하는 과정에서 몽골 조직

의 신지향문화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한 실증

인 분석과 더불어 개인특성인 통제소재의 조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연구가설을

실증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실증분석을 하기

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고, SAS와

PLS 통계 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에 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지향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신지향 문화는

구성원이 직무에 도 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지원을 받으며 조직과의 일체감도 형성하기 때문

에 조직의 변화와 신 인 활동에 한 자율 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37], 자율 인 업무수행은 직무에

한 정 인 정서를 가지기 때문에 강한 직무만족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지향문화와 직무만족의 사이에서 통제소재

의 조 효과에 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 는데 그 결과

외재론자의 조 효과는 기각되고, 내재론자의 조 효과

가 지지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몽골이 개 개

방정책을 극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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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변화에 잘 응하기 하여 조직의 변화와

신을 요시하고 있지만 외재론자의 특성상 반복 이고

일상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직무를만족하는 지각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지향 인문화와 더불어 구성원의내재론자

성향이 강하다면 맡은 업무를 이행하는데있어 주도 이

고 자발 이며, 신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단된다[24].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

을 수 있다.

조직문화 에서도 신지향문화에 보다 실 으로

근하기 해 조직구성원의 개인특성 에서도 통제소

재를 조 변수로 사용하여 그 향을연구함으로써 신

지향문화와 직무만족의 계를 규명하 다는 에서 이

론 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실무 시사 은 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선행변인인 신지향문화의 특성을 확인하고

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 통제소재를

살펴본 것으로 신지향문화를 지향하는 조직은 구성원

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하여 구성원들의개인 특성

을 악하여 자신의 능력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자신감과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과업을 수행

하는 구성원들로 하여 직무로 인한 긴장을 덜 느끼며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이 향상되어 조직유

효성을 증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2 연  한계

본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

몽골기업 구성원 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일부 기업을

상으로 설문을 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엔 한계 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추후 연구

에서는 국내 기업의 구성원들도 조사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자료는 횡단 분석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변수들 사이의 인과 계를 추론하는데 한계를지니고 있

으며, 정확한 시 상황의 반 을 해서는 종단연구의

설계가 이 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연구 설계를

다양화하여 조직문화와 개인성격특성이 조직 내에서 차

지하는 향력을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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