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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조직진단의 실무적 필요성에서 개발된 6-Box 모델을 이용하여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보려는 시도에서 수행

하였다. 또한 건설적 조직문화가 지니는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6-Box 변수와 조직문화 및 직무만족 간의 인과관계 분

석을 시도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주효과 분석에서는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유의적 

관련이 없었지만, 상호작용효과 분석, 즉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조직의 문화를 건설적이라고 지각하는 기관사의 경우 상사

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6-Box의 한 가지 도메인인 상

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 차원이 건설적 조직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연구결과는 건설적 문화의 토대가 없으면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 차원만으로는 기관사집단의 직무만족 수준을 증대

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highlight the causality between 6-Box model developed by the necessity for practical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job satisfaction, and also tried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6-Box variabl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depicting the interaction effect as well which constructive culture h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leadership 

behavior and support program/system itself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in the main effect analysis. However, 

when interaction effect analysis, that is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done, it was found that when drivers perceive their 

organizational culture as constructive and the leadership behavior and support program/system as positive, their job satisfaction 

increases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the dimension of leadership behavior and support program/system as sub-domain of 6-Box ca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constructive organizational cultur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some limitation in growing the level of driver’s job satisfaction only with leadership behavior and support program/system, if 

there is no basis of constructive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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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적으로 경영학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조직의 성과를 여하히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조직진단이라는 실무적 관점의 필요에서 제

시된 모형이 있는데 6-Box 모델이 그것이다. 6-Box 모델은 고위경영자들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조직의 주요 이슈들을 조직목

표, 조직구조, 개인간/부서간 관계, 보상, 리더십 및 지원제도/시스템 등 6개 도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

에서 개발된 보편적 분석틀(generic framework)이다. 6-Box 모델은 주로 OD(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개발) 분야의 기

법과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조직들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1].

본 연구는 실무적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이 같은 6-Box 모델을 우리나라 도시철도를 대표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기관사집단에

게 적용했을 때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6개 도메인에 대한 기관사집단의 지각과 인식이 보편적 조직성과의 지표로 이용되는 직

무만족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사집단이 지각하는 기관사집단의 문화 

유형이 앞의 6개 도메인과 상호작용할 때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도 본 연구의 부수적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진단 모형

지금까지 사회경제 환경과 시대적 추이에 따라 다양한 조직진단 모델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어느 것이 가장 완전한 모델인

지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다. 말하자면 완벽한 모델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된 모델은 

Weisbord의 6-Box 모델(25% 가량의 조직이 이를 활용했음)이었으며, 그 다음이 7S 모델(19%), STAR 모델(10%), 그리고 Nadler 

Tushman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2]. Weisbord의 모델은 실무자들에게 폭넓게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후속연구자들의 확장 

모델 혹은 수정 모델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3].

조직개발과 조직변화를 추구하려는 실무적 관점에서 제시된 여러 조직진단 모델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한 Janicijevic(2010)

은 다양한 모델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4]. 즉 여러 조직진단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제반 조직진단 영역들

은 모델을 제시한 학자나 실무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직목표, 미션, 조직구조, 시스템, 인적자원(역량과 욕구) 등의 영역이 가

장 빈도가 높은 공통적인 영역이었고, 그 외에 환경, 전략, 기술, 과업, 조직문화(가치), 리더십스타일, 대인관계(갈등, 의사소통), 

조직성과, 물리적 조건 등도 조직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Table 1). Janicijevic(2010)의 연구 의도는 아무도 관심

을 지니지 않은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도 조직진단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가 제시한 

조직진단 모델의 비교 접근은 다음의 6-Box 모델이 전체 조직진단 모델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 6-Box 모델

Weisbord(1976)는 조직의 인지 지도(cognitive maps)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툴

(tool) 혹은 모형을 발견하고 이를 여섯 개 상자 모형(six-box model)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경영의 관점에서 조직을 조망할 때 

조직프로세스 이슈를 체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조직프로세스를 조직관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 조직관리 문화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적합관계(fit)로 표현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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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diagnostic models

Leavitt

(1955)

Weisbord

(1978)

Waterman and 

Peters

(1980)

Porras and 

Robertson

(1987)

Burke and 

Litwin

(1992)

Nadler and 

Tushman

(1995)

환경 Ⅹ Ⅹ Ⅹ

목적, 미션 Ⅹ Ⅹ Ⅹ Ⅹ

전략 Ⅹ Ⅹ Ⅹ

조직구조 Ⅹ Ⅹ Ⅹ Ⅹ Ⅹ Ⅹ

기술 Ⅹ Ⅹ

시스템 Ⅹ Ⅹ Ⅹ Ⅹ Ⅹ

과업 Ⅹ Ⅹ Ⅹ

동기부여 Ⅹ

조직문화(가치) Ⅹ Ⅹ

조직분위기 Ⅹ

리더십스타일 Ⅹ Ⅹ Ⅹ

인적자원 : 역량, 욕구 Ⅹ Ⅹ Ⅹ Ⅹ

인간관계 : 갈등, 의사소통 Ⅹ Ⅹ Ⅹ

물적 조건 Ⅹ

조직성과 Ⅹ Ⅹ Ⅹ

비즈니스 프로세스

1. 조직과 환경 간의 “적합관계(fit))" : 조직의 목적과 구조가 높은 성과를 지원해주고, 외부 환경조건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주는 정도.

2. 조직성원과 조직 간의 “적합관계(fit))" : 조직성원이 조직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구축된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지원하거나 아

니면 파괴하는 정도.

이 같은 적합관계에 대한 기본전제 이외에도 Weisbord가 제시한 6-Box 모델에는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전제

가 있는데, 그것은 공식시스템과 비공식시스템의 존재다. 공식시스템은 조직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방침과 절차인데 반해, 비

공식시스템은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이들 두 시스템 간에 갭(gap)이 클수록 조직의 효과성은 저하된다[6].

Weisboard는 조직진단시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구체적 세부 영역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도메인을 제시하고 있다.

1. 조직목표: 조직의 사명(mission)을 조사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사업(business)"을 왜 수행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 사업

이 현재와 미래의 시장환경에 잘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독해야 한다. 이 때 목표의 명확성(goal clarity)과 수용성(goal 

agreement)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2. 조직구조: 구조의 진단은 다음의 두 측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와 요구에 공식적으로 누가 책

임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둘째, 조직구조와 고객만족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목표와 조

직구조 간의 적합관계(fit) 및 과업의 효율적 분화도 진단의 주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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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정책: 여기서의 보상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종업원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로 이들을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과 조직진단에 참여시키고 그 기여한 바를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 같은 인센티브는 금전적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요인

(motivators)이다.

4. 상호관계: 세 가지 유형의 과업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사람간의 관계(동료간 혹은 상사-부하간) (2) 이질적 과업

을 수행하는 부서간 관계 (3) 사람과 이들이 이용하는 기술간의 관계(가령, 시스템이나 장비 등). 또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밝혀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5. 리더십: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더가 조직의 미션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것이다. 

6. 관리메커니즘: 이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시스템과 필요한 정보기술(IT)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이다[5].

Weisboard의 6-Box 모델은 조직에 내재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핵심 영역에서 약점을 찾아

내기 위한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우수한 도구라 할 수 있다[1].

Fig. 1. The six-box organizational model (source: www.accipio.com/eleadership/mod/wiki/view.php?id=1839)

2.3 조직성과 모델

조직의 환경, 조직의 구조, 조직의 풍토 및 문화, 개인 요인 등의 제반요소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많

은 학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모형에 토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연구들은 조직성과를 조직몰

입 혹은 직무만족으로 설정하고 이 같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패턴을 찾아내려고 시도한 연구들이다. 이 같은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 Steers(1977)는 조직의 구성원 개인이 성과에 영향이 있는 요인들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직풍토가 

종업원 각각의 개인적 특성의 동기와 능력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통합모형을 통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Steers(1977)의 통합모형에 따르면 외부환경, 경영정책, 조직구조, 기술 등의 요인이 조직구성원의 개

인특성과 지각된 조직풍토를 매개로 하여 개인수준의 조직성과인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 한편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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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선행요인에 관한 수많은 관련연구들은 과업자체의 내재적 특성, 임금, 승진, 복리후생, 과업수행, 감독(리더십), 동료관계, 

관리정책, 조직구조, 과업체계명확성, 조직갈등, 건설적(지원적) 조직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8-10].

2.4 조직문화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업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 하에 의미있는 문화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가운데 Rousseau와 

Cooke(1988)는 기업문화를 과업과 인간 그리고 안전과 만족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건설형 문화, 수동적 방어형 문화, 적극적 

방어형 문화의 3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성취문화, 자아실현문화, 인본주의문화, 친화적 문화, 동조적 문화, 관료적 문

화, 복종적 문화, 회피문화, 대립적 문화, 권력문화, 경쟁문화, 완벽주의 문화로 분류하였다(Table 2)[11]. 루소의 문화모델을 토대

로 수행된 연구들은 건설적 스타일의 문화가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등 조직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able 2. Culture model of Rousseau and specific variables

건설적 스타일

(Constructive)

수동적/방어적 스타일

(Passive/Defensive)

공격적/방어적 스타일

(Aggressive/Defensive)

성취 문화

(Achievement)

- 목표달성과정,

과업달성의 노력

동조적 문화

(Approval)

- 무난한 인간관계, 

이견회피

대립적 문화

(Oppositional)

- 대결/비판과 이를 

통한 지위유지

자아실현 문화

(Self-Actuality)

- 창의성, 혁신, 질, 

개인의 성장

관료적 문화

(Conventional)

- 규정/절차준수

(혁신억제)

권력 문화

(Power)

- 직원의존, 

상급자요구 중시

인본주의 문화

(Humanistic-

Encouraging)

-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헌신

복종적 문화

(Dependent)

- 상명하복 강조

(자발성 제약)

경쟁 문화

(Competitive)
- 상호경쟁/견제 팽배

친화적 문화

(Affiliative)

- 열린 의사소통, 

원활한 협조와 

대인관계 

회피 문화

(Avoidance)

- 실수에 대한 문책, 

책임전가 

완벽주의 문화

(Perfectionist)

- 세부사항 강요, 

엄격한 처리, 

실수 안하기

Source: Rousseau and Cooke(1988)

3. 연구 설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직진단의 실무적 필요에 의해 개발된 6-Box 모델을 우리나라 도시철도를 대표하는 서

울교통공사의 기관사집단에게 적용했을 때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6개 도메인에 대한 기관사집단의 지각이 전형적 조직성과 

지표의 하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관사집단이 지각한 문화유형과 특성이 이들 6개 도메인

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종속변수에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3.1 6-Box 주요 도메인과 조직문화의 주효과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6-Box의 주요 도메인인 조직목표, 조직구조, 개인간/부서간 관계, 보상, 상사리더십 및 지원제도/시

스템 등 주요 구성개념들은 조직의 효과성 등 조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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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s 조직성과 모델이나 기타 관련 연구들 역시 조직의 과업 및 과업체계, 조직구조, 기술, 전략(경영정책) 등 여러 도메인의 특

성들이 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직문화는 조직 특유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와 행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조직을 하나로 결속

시키는 조직에 대한 기대감, 경험, 철학, 가치체계 등이 포함되며, 조직의 사업이행방식, 종업원 및 고객의 관리방식, 의사결정, 

의사소통, 의견개진, 계층간 권력과 정보의 분산과 분포, 구성원의 목표달성 몰입 등 조직의 모든 측면에 내재되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 제품/서비스 품질 및 안전 지침까지 제시해주는 매우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2].

3.2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앞에서의 논의대로 조직문화는 그 자체로 조직의 양적, 질적 성과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가 상황적 관계(contingency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일정한 조절역할

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들이 이 같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밝혔다[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6개 도메인의 구성개념과 문화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

서 이들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방향을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2와 같다.

Fig. 2. The model of this study

3.3 연구 표본

서울교통공사 현직 기관사를 대상으로 2019년 2~3월 중 배포, 수거된 설문 중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총256부를 통

계처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 251명, 여성 3명, 무응답 2명이었

고, 연령대는 20~29세 집단이 16명, 30~39세가 27명, 40~49세 79명, 50~59세 127명, 60세 이상이 3명, 무응답 4명으로, 전반적

인 인력구조가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급의 경우 3급 28명, 4급 121명, 5급 64명, 6급 14명, 7급 27명, 무응답 

2명으로 상대적으로 중간직급의 응답자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현직무 근속년수를 보면 5년 미만 23명, 5년 이상~10년 미만 18

명, 10년 이상~15년 미만 29명, 15년 이상~20년 미만 24명, 20년 이상 158명 및 무응답 4명으로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급의 분포와 암묵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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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y of the respondents

인구통계요인 범주 빈도 %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251

3

2

98

1.2

0.8

연령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무응답

16

27

79

127

3

4

6.3

10.5

30.9

49.6

1.2

1.5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응답

28

121

64

14

27

2

10.9

47.3

25.0

 5.5

10.5

 0.8

현직무 근속년수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23

18

29

24

158

4

9.0

7.0

11.3

 9.4

61.7

 1.5

3.4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6-Box 도메인 관련 설문은 Weisbord(1976)의 모델[5]을 참고하여 저자들이 직접 개발하였고, 조직

문화는 Rousseau와 Cooke(1988)의 연구[11]를 참고하였으며, 직무만족은 김진호(2019)의 연구[9]를 참고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구성개념(construct)들은 각각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다항목척도(multi-item scales) 혹은 선행연

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설문문항을 활용하되, 해당 항목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 scale)

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항목들의 응답에 대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확인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방식을 따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을 실시하되 공통성 값이 낮은 문항(0.5 미만)을 제외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의 cut rate는 0.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신

뢰도 판별을 위한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였다. 척도순화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s 4~6과 같다. 먼저 6-Box 모델이 제시하는 6개의 도메인에 대해 각 도메인별 5문항의 설문을 제시하였으나 요인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상사의 리더십관련 문항과 조직의 각종 지원제도 및 지원시스템을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

여 이들 두 도메인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축소되면서 1. 조직목표, 2. 구조, 3. 관계, 4. 보상 및 5. 상사리더십과 지원시스템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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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5개의 도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KMO 값이 0.6 이상일 때(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

면 0.7 이상일 때)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정하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는 p값이 유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면 요인분

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누적분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요인의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본 결과에서는 75%가 넘는 설명력을 

보여 매우 양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문항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 이상 ~ 0.7 미만이면 수용가능한 수준, 0.7 이상 ~ 0.8 미만이면 양호한 수준, 

0.8 이상 ~ 0.9 미만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본 분석결과에서는 최저 0.755(조직구조), 최고 0.941(리더십과 지원시스

템)로 분포하고 있어 문항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6-box domain)

요인

(크론바하 ⍺)
문항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 값 누적분산 %

리더십과 

지원시스템

(⍺= .941)

조직 문제점의 효과적 탐색 및 해결안 제시 .851 .795

5.495 27.477

조직목표와 사명을 제도와 프로그램에 반영, 실행 .819 .808

조직과 제도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경주 .802 .786

조직내 갈등의 효과적 조정과 수습 .774 .737

넓은 안목으로 조직 환경과 미션의 통찰 .752 .762

조직의 효과적 통합이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 .690 .714

조직의 효과적 통합에 유익한 제도와 시스템 .666 .687

조직의 통합에 유용한 제도와 시스템 구비 .627 .642

조직목표

(⍺= .878)

조직목표와 사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798 .732

3.690 45.927

소중하고 중요한 조직의 목표와 사명 .781 .692

내 업무가 조직목표달성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 .766 .701

경영계획/전략달성을 위해 잘 정비된 개인업무목표 .731 .728

공식 조직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목표와 사명 .720 .740

관계

(⍺= .889)

우리부서와 타부서간 업무활동 효과적 조정 .830 .863
2.188 56.866

타부서와의 업무협력절차 효과적 .769 .834

보상

(⍺= .887)

업무성과, 난이도, 기여도 대비 적정한 내 임금 .872 .878
2.056 67.144

임금체계 만족 .869 .878

조직구조

(⍺= .755)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 .850 .799

1.758 75.935업무상 기대역할과 성과기준의 명확성 .635 .718

조직목표와 사명의 달성에 적합한 조직구조 .509 .694

KMO: .933,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 

조직문화의 경우는 크게 건설적 문화와 공격방어적 문화의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KMO 값이 0.817, Bartlett 구형성 검

정의 p값이 유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하였고 누적분산(%)의 경우도 60. 943%로 기준값인 60%를 

상회하여 이 또한 수용가능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도 건설적 문화가 0.856, 공격방어적 문화가 0.718로 수

용가능하거나 양호한 값을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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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factor analysis (organizational culture)

요인

(크론바하 ⍺)
문항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 값 누적분산 %

건설적 문화

(⍺= .856)

개인의 성장과 개발에 도움 제공 .804 .646

3.506 38.952

느낌과 사고를 공유 .785 .619

아이디어의 활발한 공유 .775 .637

격려와 지원 .760 .591

타인과의 협동 중시 .732 .549

상대방 말 경청 .721 .549

공격방어적 문화

(⍺= .718)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814 .662

1.979 60.943조직의 통합에 유용한 제도와 시스템 구비 .808 .656

충성을 요구 .754 .575

KMO: .817,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

애초에 조직성과의 측정지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두 가지 구성변인을 설정하여 관련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응답자들은 이들 두 구성개념을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로 통합된 이 단일요인을 직무만족으로 개

념화하였다. 이 경우 KMO 값이 0.906,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p값이 유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하

였고 누적분산(%)의 경우도 60. 955%로 기준값인 60%를 상회하여 이 또한 수용가능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도 0.908로 매우 우수한 값을 보였다(Table 6). 

Table 6. Result of factor analysis (job satisfaction)

요인

(크론바하 ⍺)
문항 요인 적재값 공통성 아이겐 값 누적분산 %

직무만족

(⍺= .908)

우리 회사에 강한 소속감 .822 .675

4.876 60.955

부서 동료 및 상사들과 마음이 맞음 .800 .640

상사가 나의 능력을 인정하므로 열심히 근무 .789 .622

우리 회사에의 입사는 매우 다행한 일 .787 .619

대체로 상사에 만족하고 관계도 원만함 .785 .616

현재의 내 직무에 만족 .774 .599

내 직무는 흥미롭고 성취감을 느낌 .766 .586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를 호의적으로 설명 .720 .519

KMO: .906,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

4.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효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6-Box 모델의 여섯 가지 도메인과 조절변수인 조직문화(건설적 문화와 공격방어적 문화)가 종속변수

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7). 

먼저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으로 축소된 6-Box 도메인의 경우 조직목표(ß=.256**)와 조직구조(ß=.232**) 두 가지 변수만

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리더십과 지원시스템, 개인/부서간 관계 및 보상의 세 변수는 아무런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절변수인 조직문화의 경우는 건설적 문화만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ß=.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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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simple regression

종속변수 독립/조절 변수 SE ß t (P-value) 통계량 

직무만족

리더십과 지원시스템

조직목표

개인/부서간 관계

보상

조직구조

.058

.056

.042

.037

.053

.028

.256

-.020

.070

.232

.386

3.952 (**)

-.333

1.308

3.662 (**)

R2=.517, 

∆R2=.503, 

F=36.708,

Durbin-Watson=1.785
건설적 문화

공격방어적 문화

.060

.040

.303

-.075

4.882 (**)

-1.654

*p<0.05, **p<0.01

4.3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변수간 상호작용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공선성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6-Box 도메인 관련 5개 독립변수와 건설적 문화 변수에 대해 평균중심화 

작업(mean centering; 해당 변수의 측정값 - 평균값)을 수행한 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모형 1에서 5개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 조절변수인 건설적 문화를 투입한 후, 마지막 모형 3에서 상호작용변

수를 투입하였을 때, 모형 3의 수정 R2가 .521로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유의확률 F변화량이 .009로 상호작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선성 효과를 판단하는 지표인 Durbin-Watson 측정치가 1.779로 2에 근접하고 있어 공선성 효과는 없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8).

Table 8. Models of moderation effect analysis

모형 R R2 수정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

WatsonR2변화량 F변화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확률 F변화량

1 .680 .462 .451 .44201 .462 41.601 5 242 .000

1.7792 .715 .512 .499 .42212 .049 24.336 1 241 .000

3 .736 .542 .521 .41300 .031 3.1528 5 236 .009

a. 종속변수: 직무만족 

구체적 통계에서 보듯이 종속변수(직무만족)에 대해 5개의 독립변수, 조절변수(건설적 문화) 및 상호작용항(5개의 독립변수×

건설적 문화)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유의확률이 0.009로 0.0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다음의 통계(Table 9)에서처럼 모형 3

에서 5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리더십과 지원시스템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able 7의 단순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리더십과 지원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유의한 관계가 없

었지만(ß=.028, p=.386), 건설적 문화와 상호작용을 할 경우 그 상호작용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ß=.229, p=.003)을 미치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애초에 직무만족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던 리더십과 지원시스템이었지만, 건설적 문화가 뒷받침될 경우 이 건설적 

문화가 리더십과 지원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건설적 문

화가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조직의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일조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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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 of moderation effect analysis

모형 독립/조절/상호작용 변수 SE ß t (P-value) 공차 통계량 

3

리더십과 지원시스템

조직목표

개인/부서간 관계

보상

조직구조

.058

.056

.043

.037

.055

.001

.256

.036

.081

.231

.018

3.952 (**)

.576

1.507

3.516 (**)

.351

.464

.508

.677

.448
R2=.542, 

∆R2=.521,

F=25.402, 

p=.009

건설적문화 .060 .293 4.738 (**) .508

리더십과 지원시스템☓건설적문화

조직목표☓건설적문화

개인/부서간 관계☓건설적문화

보상☓건설적문화

조직구조☓건설적문화

.082

.095

.068

.056

.083

.229

-.003

-.104

-.018

.025

3.034 (**)

-.039

-1.574

-.310

.358

.340

.355

.442

.593

.397

a. 종속변수: 직무만족
*p<0.05, **p<0.01

4.4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패턴 분석

이처럼 건설적 문화가 상사의 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해 어떤 패턴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패턴 도표를 산출하였다(Fig. 3). 조직의 건설적 문화를 낮게 지각한 집단(Low 건설적 문화)과 높게 지각한 집단

(High 건설적 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적 문화를 낮게 지각한 집단(Low 건설적 문화)보다 높게 지각한 

집단(High 건설적 문화)의 직무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건설적 문화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한 지각수준의 높고 낮음에 무관하게 직무만족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조직문화를 비관적으로 지각할수록 상사의 리더십과 조직의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해 별다른 관심과 반

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무만족 수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를 건설적이라고 지각한 집단은 상사의 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할수록 직무만족도 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건설적 문

화가 뒷받침할 경우 직무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Fig. 3. 2-way unstandardised interaction pattern



24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4.5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효과 분석에서 6-Box 모델의 5개 요소 중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 요소는 조직목표와 조직구조의 두 차원이었다. 즉 조직의 미션이자 외부환경에의 적응메커니즘을 의미하는 조직의 목표체계

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사의 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에 대한 

지각과 개인/부서간 관계에 대한 지각, 그리고 물리적/정신적 보상에 대한 지각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었다. 

한편, 조절변수인 조직문화 변수에서는 건설적 문화가 직무만족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여준 반면, 부정적 문화유형인 공격

방어적 문화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직무만족에 대해서 지니는 주효과만을 보았을 때는 조직목표, 조직구조 및 건설적 문화가 유

의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적 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6-Box의 5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주효과 분석에서 유의한 변

수였던 조직목표와 조직구조가 제외되고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었던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조직의 문화가 건설적일수록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

성원의 직무만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패턴을 보여주는 Fig. 3이 이 같은 설

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6-Box의 6개 요소들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의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된 사

실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인 현직기관사들은 조직의 각종 지원제도와 시스템의 효과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자신들의 상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를 통해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기관사집단에게 있어서 상사의 리더십, 각종 지원제도와 시스템 및 건설적 조직문화가 서로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상사리더십의 효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름의 의미

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조직진단의 실무적 필요성에서 개발된 6-Box 모델을 이용하여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보려는 시도에서 수

행하였다. 또한 건설적 조직문화가 지니는 상호작용 효과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6-Box 변수와 조직문화 및 직무만족 간의 인

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는 직무만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조직의 문화를 건설적이라

고 지각하는 기관사의 경우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건설적 문화의 토대가 없으면 상사리더십과 지원제도/시스템 차원만으로는 기관사집단의 직무만족 수

준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실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지에 토대한 양적 방법론이 지닌 여러 가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설문과 통계방식에 토대한 만큼 세부적인 인구통계나 기관사집단의 조직부문별 특성이 반

영되지 못하고 종합화 혹은 상쇄라는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일반화했다는 점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

을 부인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인구통계별,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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