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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swhethertheysatisfyornotabouttheirjobthatthemembers
oforganization,mustimportantly have an interestin making an
organizationliving.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a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o influence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opulationcharacteristics,basedonthejobsatisfactionfactorstobe
classifiedbyE.A.LOCKE.
Inordertorevealthefactorswhichweresignificantinaccordance

withthepopulationcharacteristicsANOVA wasadopted,andtotest
whatfactorswerethesignificantfactorstoinfluencejobsatisfaction,
Multipleregressionanalysiswasadopted.
Thesampleconsistedof515employeesengagedinothersecurities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and the random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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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wasadopted.
Theresultsofhypothesistestingsareasfollows:
First, the hypothesis Ⅰ According to the job position, job

satisfaction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ork environment, pay,
promotionandsupervisionaresignificantfactors.
Second,thehypothesisⅡ Accordingtothebyregionalgroups,job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pay, promotion, work
environment,roleconflictsupervisionaresignificantdifference.
Even though thisstudy bringslighton the factorswhich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is study job satisfaction factors are
restrictedtonice.Andthisstudyisnotaresearchaboutthewhole
job satisfaction, it limits only to reveal significant factors in
accorance with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mong the factors
whichisselected.
It shallbe desirable to be made a study on the whole job

satisfactionwithotherfactorsand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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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111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오늘날 공공부문의 경우 세계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의 한 가
운데서 종래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공공부문에서는 경쟁
과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 따라 보다 성과 중심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원감축과 함께 성과에 연동한 차
별적인 보상,개방형 임용제,다면평가제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관리의 변화는 그 동안 연공서열 위주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이
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공공부문의 인사정책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직무만족은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왜냐하면 직무만족은 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재직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직 차원에서 직무만족이 낮으면 직무성과는 줄어
들고 조직의 사기는 저하된다(Mathieu & Hamel,1989;Petty,Mcgee&
Cavender,1984).개인차원에서 직무불만족은 피고용인의 탈진을 유발하고 스트
레스를 높이는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Brayfield&
Crockett,1955;Verbrugge,1982).또한 직무만족은 생산성 향상과 직원만족
이라는 목표달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김대권,2000).조직의 성패는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을 떠난 경영 관리란 있을
수 없다.이것은 경영에 있어서 차지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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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요구되지만 인사관리 활동과 정책이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은 업무능률 향상
과 구성원의 직무만족 없이 조직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
적자원을 선발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업무의 적합성을 고려한 최적의 배합이 이루
어질 때 개인 및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된다.조직의 유효성과 인적자원의 관계는
직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이 설명이 가능하며 직무목적에 부합되는 구성원들
의 행위통제 접근법은 구성원의 욕구동기와 직무요인간의 관계규명,즉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직무만족과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결과행위에서도 조
직에의 호응,노동의욕,충성심,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와 원활한 대인관계,자
기계발,공동체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등과 같은 행위와는 상당한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일한다는 것이 정신적,육체적인 면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때 직무만족은 성과 및 결과행위의 변수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의 중요성은 조직과 개인성과에 대해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결과가 국민에게 호의적인 서비스로 전
달되기 때문에 공공부분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만족뿐
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공공
조직의 경우 직무만족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대부분의 연구는 공공부문의 구성원 보다는 사적부문 구
성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Blackburn & Bruce,1989;Schneider& Vaught,
1993).그 이유는 공공조직은 본질적으로 사기업조직과 다르다고 여김으로써 직
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신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흐름은 기업가적 정부를 요구하고 있
으며 공공부문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의 방식들을 벤치마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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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
며 공공조직 내 성과의 저해요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만족의 체계적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공조직에서는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또한 일반 기업체에 비해 금전적 보상수준이 낮으면서도 사명감을
중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이들 요인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직무만족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
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실증연구를 위해 도시철도공사 5개 도시(서울,인천,
대구,부산,광주)등을 대상으로 500여부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계프

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Ⅰ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연구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Ⅱ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직무만족에 관한 개념을 기술하였으며 직
무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분류하여 검토함으로 써 본 연구의
방향을 기술하였다.
제 Ⅲ장은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Ⅳ장은 실증연구 결과와 가설검증을 기술하였다.
제 Ⅴ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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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222...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중중중요요요성성성

직무만족(jobsatisfaction)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시켜 발생되는 감정적 상
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행동이나 활동이 아니고 가치,신념 및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태도의 결과로 이해된다.따라서 직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
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1940년대 이래 지금까지 종업원의 직무만족 정도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오고 있다.왜 직무만족이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직무만족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신유근 교수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신유근,1983).
첫째,가치 판단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하다.사람들은 깨어 살아가고 있는 시간
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따라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삶의 대부분이 보다 유쾌하고 충족된 것이기를 누구나가 바랄 것이다.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며,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해
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디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폭은 상당히 제
한되어 있다.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직장이 만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들의 대다수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직무만족은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의 한 부분이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이 전이효과(spill-overeffect)를 가져와 그와
관련 있는 다른 부분의 생활도 불만족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다.직장생활에서 불만
족을 느끼는 사람은 가정생활이나,여가생활 심지어는 삶 자체까지도 불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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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직무만족은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일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은
스트레스의 한 형태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 스트레스는 유기체에 큰 부담을 주어
여러 가지 질병을 낳게 만든다.
이상의 가치판단,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의 측면은 조직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부의 입장에서 거론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조직의 입
장에서도 직무만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신유근,1983).
첫째,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영자들 중에서는 꾸준히
직무만족이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믿고 있지 않다.그들
은 행복한 조직구성원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효율적이고,혁신적이고 사려
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외부사회에 대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이는 좋은 의미에서 공중관
계(PublicRelations:P.R)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신입사원의 충원이 원활하게 되고 일반 대중이 그 조직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며,
조직 활동의 합법성과 목적이 고양된다.
셋째,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넷째,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또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한다
는 것은 경영자나 종업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위에서 우리는 직무만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직무만족이 형성되는 과
정을 Yoder(1958)는 다음 <그림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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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형형형성성성모모모델델델

f:직무만족의 영향면 0:의견
자료 :DaleYoder,HandbookofPersonalManagementand

LaborRelation,McGraw-HillCo.Auckland,1958.

인간은 천차만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활동영역을 펼
쳐 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경영자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수준을 이해
하고 직무동기를 파악하여 직무가 어떤 종류의 욕구 충족을 가능케 하였는지를 파
악해야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B.A.Sutermeister는 그의 저서 “인적자원과 생산성”(PeopleandProductivity)
에서 직무만족과 직무동기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나 그 상황에 따라 특유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의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직무만족은 동기부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동기부여의 정
의를 여러 학자들이 내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f1

f2

f3

f4

f5

01

02

03

04

0n

통합 직무만족수준

가치 판단 준거들 태도 전체작업환경

개인의 성격특성

본질적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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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동동동기기기부부부여여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높은 직무만족 높은 동기부여

낮은 직무만족 낮은 동기부여

쿤츠(Koontz)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Weihrich, Management,
1980).즉 동기부여란 모든 유형의 충동(drives),욕망(desires),욕구(needs),
소망(wishes)그리고 유사한 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경영자가 그들의
조직구성원들을 동기부여 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조직구성원들의 욕망이나 충
동을 만족시켜서 계획된 방향으로 조직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유인함을 의미한다.
동기부여를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맥코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Ernest,
J.McCornick& DanielIlgen,1980).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에 관련되며 동기부여는 그 직무에서 발
생하는 행동에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야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있는 데는 다음의 두 가
지 이유가 있다.먼저,직무만족은 태도대상에 대해 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적인 반응인데,개인은 그들이 만족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고 불만족하는 것은 피하
려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다음에,그 가정은 개인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동
기부여 된다는 가정이다.그 결과로서 많은 동기부여 이론이 직무만족의 이론을 적
어도 부분적으로 고려한다.
본질적으로 동기부여 이론을 생각할 때 동기부여를 개인이나 직무만족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
로나 모두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한다며 동기부여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것을 의도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나 동기부여는 뒤따르는 행
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만 직무만족은 행동과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감정
적 태도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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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제제제이이이론론론

222...222...111비비비교교교이이이론론론

비교이론은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직
무만족은 개인의 수준과 현실이 그 개인의 표준에 어느 정도까지 부응하느냐에 대
한 개인의 지각 사이의 어떤 비교에서 경험된 결과의 정도라고 측정한다.
따라서 직무만족의 양은 개인의 표준과 그의 직무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 느껴지는 불일치 크기의 함수이다. 브룸은 이것을 마이너스 이론
(Vroom,1964)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수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그 표준에
대한 견해로는 개인의 욕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개인의 가치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개인의 측정기준을 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며 맥코믹
은 욕구보다는 가치나 측정기분이 표준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222...222...222도도도구구구이이이론론론

도구이론은 직무만족의 측정에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먼저 개인들
이 어떤 결과(예컨대 임금,승진 또는 좋은 작업환경 등)를 얼마나 더 중요시 하
는가 에 대한 일련의 판단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개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각
각의 결과의 지각된 가치와 혹은 매력에 비중을 두며,개인의 수준에서 모든 결과
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은 그의 직무에서 나을 것이라고 느끼는 만족의 가치를 도달
하게 된다.즉,이 이론은 그 직무가 어느 정도까지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정도를 고려함으로써 직무만족을 계산하려는 것이며,이 이론이 도구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직무는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창출해내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
기 때문이다.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도구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로 동기부여
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직무만족에서는 한계가 있다.
첫째,직무만족은 개념정리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및 과거 지향적인데 비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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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미래지향적인데 초점을 둔다.
둘째,도구에 의해서 각각의 결과에 비중을 두는 것은 매우 의미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유인가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의문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도구이론은 그의 미래지향성과 복잡성,유인가의 설명의 난해
등으로 직무만족의 견해로는 널리 인정받지 못한다.

222...222...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영영영향향향이이이론론론

셀란시크와 페퍼(SalancikG.R.& Pfeffer.J,1977)는 직무만족의 비교이
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즉,인간
은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것을 직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
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
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만족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이다.이와 유사
한 주장은 와이스와 쇼우(Weiss.L.& Show,195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
데 그들은 개인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그 자신의 직무수준을 추정
한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은 그 직무가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것인지도 모르고 새로운 직무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 직무에 대해 만족하
는(또는 불만족하는)그들 자신과 유사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그 개인이 그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또는 불만족하는가)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이론은 작업의 사회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오랫동
안 무시되었던 직무만족 결정의 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관심을
받을 만 하며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
로서 앞으로는 이 이론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222...222...444...공공공평평평이이이론론론

공평이론은 아담스(Adams,1963)에 의해 제창된 모티베이션 이론 중의 하나



- 10 -

이다.이 이론은 직무만족에 대해서 개인의 투입과 산출을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
교하는 사회적 요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공평이론은 공정성이론 또는 형평이
론이라고도 일컫는다.공평이론은 만약 각 개인들이 그들이 받은 보수와 노력을 비
교하여 그 차이를 인식 했을 때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데서 각 개인의 동기유발이
된다.아담스는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지를 불일치라 하였다.불일치나 불공평은 개인이 직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산출과
직무에 들이게 되는 투입의 비율이 자기와 관련 있는 타인의 산출과 투입의 비교
와 같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 차이는 주관적 지각이나 혹은 객관적 사실에 근
거를 두어야 한다.즉,개인은 불공평을 느끼면 그 불공평을 해소하려고 하는 모티
베이션이 발생하고 자기의 성과나 투입을 변화시켜 불공평을 해소하려 한다.투입
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예를 들면,연령,성
별,직무연수,교육수준,직무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성과는 개인이 직무에서 받
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보상을 말한다.공평이론은 공평규범이 작용하고 있으며 너
무 많은 보수로 인한 불공평도 존재한다는 것인데,그러나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너무 많은 보수로 인한 불공
평을 경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왜냐하면 그 개인은 곧 그 임금액을 너
무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조정해 버리기 때문이다.위의 두 가
지 이유로 공평이론의 구조가 직무만족의 변인의 중요한 몫을 차지 한다는 데는
회의적이다.

222...222...555...이이이 요요요인인인이이이론론론

허즈버그 등은(Herzberg,B.Mausner& B.Snyerman,1959)직무만족은
직무불만족과는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그는 만족인자는
작업에 관련된 차원이며 인정,자율,책임,작업 그 차제 등이 해당되며 이 만족인
자는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고 직무불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직무만족은 불만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에는 임금,작업조건,감독자나
동료의 인간관계 행동이 해당된다.즉,직무요인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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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이 초래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직무만족요인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허즈버그는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후생
요인이라 하고 작업과 관련되는 차원에서의 요인들을 동기요인 이라 하였고 종업
원이 직무에 불만족을 느낄 때에는 그들이 일하는 직장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으며
반대로 직무에 만족을 느낄 때에는 직무 그 자체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입장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다.즉,불만족 모두가 다 만
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요인 이론은 더 이상 고려의 가치
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이다.앞에서 제시한 5가지 이론 가운데서 비
교이론의 다른 견해보다도 직무만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
러나 사회적 영향이론과 공평이론은 묵과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은 비교이론에 의한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론적으로 직무만족의 측정은 비교이론에 의
하되 비교의 표준은 가치나 준거들로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공평이론이나
사회적 영향이론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22...333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이제까지 살펴본 직무만족이론에서 어떤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며 각각의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영향 요인에 대한 많은 설명이 존재하고 있다.단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까지 연구되어온 이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관련 요인만 제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이 조직 전체 요인,작업환경 요인,직무내용 요
인,개인 요인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222...333...111조조조직직직 전전전체체체 요요요인인인

이것은 한 조직의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변수이며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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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급급급여여여와와와 승승승진진진 기기기회회회

급여라 함은 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와 직접 관련된 요인이다.
Herzberg는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만족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불만족 요인으
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하였으나(F.Herzberg,B.Mausner& B.Snyerman)
벨처(D.W.Belcher)는 Herzberg의 이론을 검토한 결과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D.W.Belcher,1965).금전적 보상은 직
무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이한 역할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그 첫째는 보
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보상관리제도 그 자체에 있어서 불공정(inequality)이 있을
때,그것은 절대적인 불만족요인이 된다.둘째는 금전적 보상이 월등한 성과에 대
한 인정(recognition)으로서 주어질 때,다시 말해서 성취와 그것에 대한 인정과
강화수단(reinforcement)으로서 사용될 때,그것은 만족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윌킨즈가 젊은 남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태도조사에서 급여
는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L.Wilkins,
1954).또한 위버(C.Weaver)의 연구결과에서도 개인적 봉급수준이 높은 사람
이 직무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rlseN.Weaver,1980).이 요
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봉급의 액,공평성,공정성 그리고 봉급의 지급방법이 포함
된다.
대부분의 고용주의 의견과는 달리 임금을 조직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한 직무만
족요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연령,직무수준,교육 등의 요인에 의해
평가는 달리 내려질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급여의 평가 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의 절대액과 상대적 고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것은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승진에 대한 욕구에는 심리적 성장에 대한 욕구와 더 높은 소득에 대
한 욕구,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욕구 등이 포함되며 승진기회,승진근거 등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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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회회사사사정정정책책책과과과 절절절차차차
Herzberg는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중요시하였
다.첫째는 회사조직이나 회사경영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며,둘째는 회사의 경영이
얼마만큼 개인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가이다(한덕웅,1983).이 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회의 장래성과 안정성,종업원에 대한 배려,승진제도의 공정
성,인사정책의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222...333...222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이는 작업집단을 구성하는 변수들로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111)))관관관리리리 감감감독독독
관리 감독적 요인은 주로 의사소통이나 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다.먼저 의
사소통의 부족은 종업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즉 업무수행을 둘러싼 정보
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작업자는 당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것
은 곧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아울러 업무 관련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
되지 않고 왜곡되거나 누락되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또한 직무성과에 대
한 피드백의 경우 그것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작업자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왜냐하면 작업자는 자신의 직무수행 결과를 통해 자
신의 직무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부정확할 때는 효과적인 자기통제가 어렵게 되며,이것이 작업자의 직무태도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성과의 측정이 부정확
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작업자의 태도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효과측정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정확성을 갖
고 있지 않을 때,작업자는 평가 자체를 불신할 것이며,결국 이러한 현상은 작업
자의 직무태도나 직무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끝으로 목표의
불명확성이나 불일치성 역시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작업자의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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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조직구성원간에 목표가 통합되지 않고 불일치되
어 갈등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작업자의 직무태도나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또한 공정하지 않은 통제시스템 역시 종업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222)))동동동료료료 작작작업업업자자자

이 요인에는 일에 대한 능력,동료 간의 협조,친밀성 등이 포함된다.작업자들
은 공식집단 이외에 비공식집단을 형성하며,이렇게 형성된 집단은 많은 문제를 발
생시킨다.그러므로 이러한 집단에서 협동 작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관계의 조직구성원 혹은 이탈 고립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직
무능률 향상을 위한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333)))작작작업업업환환환경경경
이 요인은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 장치,온도,통풍,습도,작업장의 위치 등
을 포함한다.일괄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위험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물리적 환
경을 원하며,적당한 온도,조명 등을 좋아하며 또 그들의 작업 목적의 달성을 용
이하게 해 주는 도구와 장치를 원한다.이와 같은 물리적인 작업 환경은 극히 좋거
나 나쁘지 않은 한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괜찮을 것이라 받아들인다.

222...333...333직직직무무무 내내내용용용 요요요인인인

직무 내용 요인으로는 다음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111)))역역역할할할갈갈갈등등등
역할갈등은 그 분석단위로 보면 사회학적 갈등과 심리학적 갈등의 중간에 위치
하고 있는데 역할을 심리학에서는 가장 큰 분석단위이며 사회학에서는 가장 작은
분석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역할이 양 입장에서 경계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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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역할갈등에 관한 관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알
아보겠다.
Parsons는 역할갈등을 ‘전부 수행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한 서로 상충되고 합당한
역할기대들 사이에 어떤 행위자가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주로 역할 내부의 상
황으로서 설명하려고 하였다(T.Parsons,1951).
케츠(Katz)와 칸(Kahn)(KatzandKahn,1996)은 한 가지에 순응함으로써
다른 것에의 순응이 더 갈등에 처하게 하는 2개 이상의 역할기대가 동시에 발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대상을 중심으로 1명 이상의 역
할 기대자간의 갈등(수여자간 갈등 :Intra-SenderConflict),역할기대와 자
기의 역할에 대한 초점적 개인의 기대간 갈등(개인-역할갈등 :Person -role
Conflict)으로 보았다.
시맨(Seeman)(M.Seeman,1958)은 역할갈등을 ‘양립할 수 없는 기대를 받는
지위에 개인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하고 Sieber와 Turner는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Seeman과 Sieber는 역할갈등의 대상을 역할행위자의 심리내부에서
Turner는 역할행위자 사이에서 파악하고 있다.
로저와 몰나에 의하면 역할갈등은 역할 담당자가 서로 모순되는 기대들 사이에
직면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 종류를 다음의 4가지의 갈등상황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둘이상의 역할전달자(Rolesender)가 역할담당자에게 서로 모순되는 요
구를 해올 때 발생하게 되는 역할전달자 상호간의 갈등(Inter-senderConflict)
둘째,한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가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전달된 기대가 또 다른 역할에 대하여 전달된 기대와 상충되
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역할 간 갈등(Inter-roleConflict)
셋째,개인의 시간,자료,능력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역할행동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역할내부에서의 갈등(Intra-roleConflict)
넷째,역할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와 주어진 역할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는 개인과 역할간의 갈등(Person-roleConflic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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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일즈와 페레올트(RobertH.MilesandWilliam D.perreault,1976)는 다음
4가지 갈등 형태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식으로서 역할갈등을
첫째,개인 역할갈등(Person-roleConflict):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역할 담
당자의 가치나 방침에 부적당한 범위에서
둘째,역할부여자간 갈등(Inter-senderConflict):한명 또는 그 이상의 역할
부여자에 의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역할기대의 범위에서
셋째,부여자 내부의 갈등:한명의 역할 부여자에 의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역할
에 대한 기대가 상호 상반되는 범위 내에서
넷째,과중한 부담 :역할담당자에게 가용자원과 시간 이상으로 부하된 다양한
역할의 기대범위에서로 인식하였다.
리조(J.R.Rizzo,J.R.HouseandS.I.Litzmen,1970)등은 “개인의 욕구와 역
할갈등 욕구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여기서 불일치는 역할행동에 영향
을 주는 기준이나 조건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역할갈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첫째,역할행위자의 내적기준이나 가치와 정의된 역할행동 간의 갈등
둘째,역할행위자의 시간,자원 또는 능력과 정의된 역할 갈등간의 갈등
셋째,한 개인이 각기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또는 각기 다른
상황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복수 역할 간 갈등
넷째,양립 불가능한 정책이나 상호 대립되는 타인의 요구를 양립 불가능한 평가
기준 등과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기대들과 조직적 요구
그들은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려는 연구에서 이와 같이 분
류하였는데 위의 정의 자체로는 역할 갈등의 대상이 어디인가를 판별할 수는 없으
나 이 갈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할행위자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그
들은 갈등상황을 지각한 상태로 역할갈등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칸(Kahn)과 울프(Wolfe)등(R.L.Hahn,D.M.Wolfe,R.P.Quinn andJ.D.

Snoek,1964)은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대상에 관하여 케츠와 칸의 역할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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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을 보면 역할갈등은 전체적인 유형의 역할기대와 역할입력이 고려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하나는 역할수여자에 의해 초점적 개인에게 표
현된 역할압력(또는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 역할갈등(objective role
conflict)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갈등의 양과 초점적 개인(focalperson)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심리적 갈등(psychologicalConflict)이다.

<<<그그그림림림 333>>>역역역할할할갈갈갈등등등과과과 역역역할할할 모모모호호호성성성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된된된 요요요소소소

역할수여자(rolesender)

경험
․역할기대
․초점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각
․평가

반응
․역할입력
․객관적
역할갈등

․객관적 모호

초점적 개인(focalperson)

경험
․심리적 갈등
․경험된 모호성
․역할과 역할수
여자에 대한 지각

반응
․극복노력
․추종
․징후 형성

(((222)))역역역할할할모모모호호호성성성(((RRRooollleeeAAAmmmbbbiiiggguuuiiitttyyy)))

역할모호성은 개인의 행동과 조직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조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역할갈등과 모호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역할갈등
과는 구별된다.
역할모호성에 관한 이론은 많지 않은데 역할이론에 의하면 주어진 지위에 필요
로 하는 유용한 지식의 결여로 정의했다.
칸과 울프 등에 의하면 “특정업무의 소유자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불확실성 곧 역
할 기대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역할 모호성을 정의 했는데(Kahn & Wolf,
1964)개인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초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직무의 목표,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단 등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비롯되는
모호성으로 개인이 완수하도록 기대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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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개인이 맡은 역할수행이 사회 감정적(Social-emotional)측면과 연결된
모호성으로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관심,또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개인의 이해영역을 초과하는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이다.
둘째,재조직을 항상 수반하는 조직의 급격한 성장이다.
셋째,사회구조에 있어 관계되는 변화를 요구하는 빈번한 기술의 변화이다.
넷째,상호의존을 파괴하는 번번한 인사이다.
다섯째,구성원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조직 환경의 변화이다.
여섯째,조직에 투입되는 정보의 제한을 가하는 관리 철학이다.
리조 등은 역할모호성은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요구 또는 기대의 명확성에
대한 반응예상 가능성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Rizzo외 1970).
첫째,구성원은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명료할 때
둘째,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고 그것이 적정한가의 자료를 제공하는 요구가 불
명료할 때 발생된다고 했다.
마일즈와 패올레트는 역할모호성을 역할기대와 역할수행평가에 관한 명확성의
결여로 정의하였다(R.H.MilesandW.D.Perreault,1976).
리온(Lyons)은 정보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정의되
지 않는 경우에 따라 그 지위가 역할을 밝혀주는 정보가 불충분하면 역할모호성은
나타난다고 하였다(T.F.Lyons,1971).
그린(Greene)과 올간(Orga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직무에 대하여 자신감
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역할모호성을 더욱 많이 지각하게 된다.다시 말해서,자기
임무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역할에 의심이 있다든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해명은 요구하고 애매한 점을 명백히 함으로서 역할모호성
을 신속히 제거해 나간다는 것이다(C.Greeneand D.Organ,"RoleAmbiguity
LocusofControl,Role Dynamicand Jod Behavior",Journalof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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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y,1974,pp.101-102.을 이용한 이학종,조직행동,서울 세경사,p164.
을 다시 인용하였다).

(((333)))역역역할할할갈갈갈등등등,,,역역역할할할모모모호호호성성성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개인과 조직의 역기능적인 결과는 조직에 있어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칸과 울프 등은 심화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다음 세 가
지 ①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②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 ③업무에
관한 긴장도가 큰 것 등에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Kahn andwolfe1964,
pp.88-94.).
그리고 리조 등은 역할갈등과 모호성은 약하지만 분명히 조직을 떠나려는 경향
및 갈망과,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역할갈등
과 직무 만족사이에는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우스(house)와 리조(Rizzo)는 그들의 실험적 연구에서 역할모호성은 역할
갈등 보다 조직의 역효과에 더욱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R.J.House&
J.R.Rizzo,1972).
하머(Hammer)와 토시(Tosi)(W.C.Hammer& H.W.Tosi,1974)는 61명의
고급관리자들을 선택하여 역할인식과 그 결과 사이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다.그
결과 낮은 지위 및 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역할모호성보다
역할갈등이 더욱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높은 직위 및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
계보다 높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역할갈등은 직무만
족(r= 0.13)과 조직으로부터의 이직(r= 0.07)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역할모호성
은 직무만족도(r= -0.25,P<0.05)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올간과 그린(Organ and Greene 1974)은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도(r =
-0.30,P<0.01)가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역할갈등과 역할모
호성,및 직무만족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시(Tosi)는 역할갈등은 근심 및 일에 대한 위험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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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아냈다(H.Tosi,1971).
브리프(Brief)와 알다그(Aldag)(A.P.Brief& R.J.Aldag,1976)는 152명의
간호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역할갈등은 조직으로부터 이직경향 (R=0.23,
P<0.05)과 뚜렷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만족도(r=-0.29,P<0.01)와 감독에 대한 만족도(r=-0.29,P<0.01)와는
명확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역할모호성은 조직으
로부터의 이직경향(r=0.025,P<0.05)과 명확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쉴러(R.S.Schuler,1975)는 대규모 제조업회사에서 낮은 지위에서 76명,중간
지위에서157명 ,높은 지위에서 98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그 결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역할갈등(r= -0.43)이 역할모호성(r= -23)보다
더 직무만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역할모호성(r= -43)이 역할갈등(r= -16)보다 더 직무만
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중간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r
= -43)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역할갈등은 ‘초점 인물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역할들이 전달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되며(Schuler외 1977),명령
의 통일성이 결여되어서 서로 다른 요구를 받게 됨으로써 한 개인이 모순된 행동
의 종사로 예상되었을 때 발생한다(Seeman,1953).따라서 역할갈등은 그들의
역할파트너(예,동료,상사,고객)로부터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된 직무요
구나 기대를 종업원이 받게 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역할모호성에 대해 Miles와 Perreault(1976)는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평가에
관한 명확성의 결여’로 정의했다.즉,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
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Churchill,Ford& Walker1976).예로,역
할모호성은 종업원이 가지는 권한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하고,또는 타인
의 직무성과 기대를 종업원이 모를 때 발생한다.즉,역할모호성은 직무상 발생되
는 조직 내의 역할에 대한 방법과 권한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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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역할모호성은 둘 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 간에 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rown & Peterson 1994;Dubinsky& Hartley1986;Michael
외 1987).
직무만족에 대해 Churchill과 Ford,Walker(1974)는 종업원의 보상과 성취,
만족,실망,불만족에서 오는 직무자체의 모든 특징과 작업환경에 대한 영향적,인
식적 기초에서 온다고 개념화했다.곧,직무만족이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한 긍정적이고 만족한 감정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업무상황의 구성을 향한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에 의해 강화된
다.(Smith,Kendall& Hulin 1969)이는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둘로써 주장되었다(예, Behrman &
Perreault1984;Churchill,Ford& Walker1976;Dubinsky& Mattson
1979;Fry외 1986).Siguaw와 동료들(1994)은 영업사원의 직무태도와 고객
지향성 조사에서,회사가 높은 마켓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되었다면 판매력은
높은 고객지향성으로 실행되고 역할스트레스(갈등과 모호성)는 감소되며 또한 높
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역할갈등(p=-.466),역할모호
성(p=-.529)과 직무만족간의 강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Babin과 Boles(1996)는 다수의 훈련과 관련된 주제로 지속되어오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의 두 구성요소를 역할갈등과 모호성으로 보고(Jackson & Schuler
1985),이는 특히 고객접촉 영업 최 일선(boundaryspanning)에서 문제를 일
으킨다(Michaels외 1987)고 하면서 역할스트레스가 성과를 매개하여 직무만족
에 관한 낮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영업직 건강관리사의 직무태도에 대해 조사한 Hoffman과 Ingram(1991)은 역
할모호성이 역할갈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무만족을 더 낮추도록 이끈다고 하면
서,그들의 결과는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
다.(p=-.332)
대부분 발표된 연구에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영업직이든 비영업직이든 직
무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Ma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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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sakoff& Ahearne1998;Behrman& Perreault1984;Dubinsky&
Skinner1984;Kahn외 1964;Rizzo,House& Lirtzman1970;Schul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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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111일일일반반반현현현황황황

한국 최초의 지하철은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 7.8km구간으로서
1971년 4월 12일 착공하여 1974년 8월 15일 개통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 지
하철 개통후 약 110년 만의 일이다.
서울의 지하철도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여 2호
선(1978.3.9～ 1984.5.22),3,4호선(1980.2.9～1985.10.18)이 완
전 개통됨으로써 총연장 118km로 세계 7위의 지하철 보유 도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집중 및 경제성장으로 통행인구 증가,차량의 급증에 따른 교통
기반 시설의 미흡 등 교통요건이 악화함에 따라 1989년 12월 2기 지하철 착공을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장기 지하철 건설계획 지표를 보면 제2기 지하철계획(연장 160km)
의 일환으로 5,6,7,8호선 건설을 1997년 말 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완전 개통하였고,제2기 지하철건설 계획 중 2,3,4호선 연장 구간은 이미 개통
하여 운영 중에 있다.기존 1,2,3,4호선과 제2기 지하철 노선 중 2,3,4호선
연장구간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을 담당하고,1995년 상반기부터 구간별
로 개통된 5,6,7,8호선은 1994년 3월 15일 설립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담당한다.제2기 지하철 노선 중 2,3,4호선 연장구간이 포함되었으며,2
호선 연장 신도림～양천구청 2.7km 구간은 1992년 5월 22일 개통,3호선 연장
양재～수서 7.5km 구간은 1993년 10월 30일 개통,4호선 연장 상계～당고개
1.2km 구간은 1993년 4월 21일 개통,사당～남태령 2.1km 구간은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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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개통되어 현재 지하철 총연장 131.5km가 운영 중에 있다.
부산에서는 지하철건설을 위하여 1981년 1월 지하철 건설 본부를 설립하여
1981년 6월 13일 지하철 1호선을 착공하였고,1985년 7월 19일 1단계 구간(노
포동～범내골 :16.2km)개통에 이어 2,3단계 구간이 개통 운영(총영업 연장
26.1 km,역 28개소)되고 있으며,당시 건설부채 과다로 부산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지하철건설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 1988년 7월
1일 부산교통공단이 창단,1990년 11월 부산시 지하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총 153.9km,6개 노선의 도시철도망을 확정하였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1호선 잔여구간인 4단계 구간(서대신동～신평동 : 6.4

km)을 1990년 7월에 착공하여 1994년 6월에 개통했으며,2호선(호포～장산 :
39.1km)도 1991년 11월 28일 착공하여 2002년 8월 29일 2호선 2단계까지
개통 하였다.또 부산 강서구 서연정과 수영구 수영 및 해운대구 반송을 잇는 3호
선이 1997년에 착공되어 현재는 2호선 3단계와 3호선이 공사 중에 있다.
또한 중기 계획으로 2011년까지 4～6호선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1～6호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약 60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중 ·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6개 노선 총연장 146.3km를 건설
할 계획이며,1991년 1월 3일 대구 지하철 1단계 건설구간(1～3호선 :연장
72.7km)건설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991년 12월 7일 1호선(월배～안심
:27.6km)을 착공,1998년 5월에 전 구간을 개통 하였고,2호선(성서～고산 :
23.6km)도 1996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인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1991년 12월 27일 지하철 노선 선정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 지하철 3개 노선(연
장 82.1km)에 대한 건설기본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여 지하철 1호선은 199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2호선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첫 지하철인 대전 1호선(동구 판암동～유성구 외삼동)이 1996년 착
공되어 2006년에 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2007년까지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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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고,광주에서는 2004년 4월 28일에 1호선 1구간을 개통하고서는 2008년 1
호선 2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 후로 2호선도 계획하는 등 여러 도시에서 지하
철 기본설계를 준비 중에 있다.

〈〈〈표표표 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지지지하하하철철철 건건건설설설 현현현황황황
2005년 6월 현재

자료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http://www.subwayworld.co.kr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http://www.smrt.co.kr
부산교통공단 :http://www.subway.busan.kr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http://www.daegusubway.co.kr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http://www.irtc.co.kr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http://www.gwangjusubway.co.kr

222...444...222서서서울울울특특특별별별시시시 지지지하하하철철철공공공사사사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써 1981년 9월 지방공기업법

도 도 도 도 시시시시 인 인 인 인 구구구구((((만명만명만명만명)))) 규 규 규 규 모모모모 개  개  개  개  통통통통 건 건 건 건 설 설 설 설 중중중중

서울 1,031
325.0Km

(9개 노선)

287.0Km/74년개통

(8개 노선)

38.4Km

(1개 노선)

부산 379
112.2Km

(3개 노선)

54.2Km/89년 개통

(1호선, 2호선일부)

58.0Km/2007년 개통

(2호선 일부, 3호선)

대구 252
58.6Km

(2개 노선)

29.6Km/98년 개통

(1호선)

29.0Km/2005년 개통

(2호선)

인천 253
30.6Km

(1개 노선)

24.6Km/98년 개통

(1호선)

6.0Km

(1호선 연장구간)

광주 136
20.1Km

(1개 노선)

20.1Km/2004년 

개통

(1호선)

20.1Km/2007년 개통

(1개 노선)

대전 183
22.6Km

(1개 노선)

1단계는 2006년

개통 예정

22.6Km/2007년 개통

(1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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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0년 6월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발족된 이후 지하철공채를 발행하여 지하철 1,
2호선을 건설했다.1980년 2월에는 지하철 3·4호선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 위
해 서울지하철건설(주)이 발족되었다.1981년 지하철운영사업소가 발족되어 지하
철 건설 본부에서 분리되고 서울지하철건설(주)이 해산되면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가 설립되었다.
1984년 1월 지하철운영사업소와 지하철 건설 본부의 지하철 공사로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하철 운영사업소가 해체되고 담당업무가 지하철공사에 통합·이관되
었다.1984년 5월에는 지하철 2호선,1985년 10월에는 지하철 3·4호선 전구간
이 개통되었다.1986년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역무자동화를 실시했고,1988년
직제개편으로 고용직·기능직도 일반직으로 통합·편입했다.1990년부터 1996년까
지 2·3·4호선의 연장구간을 개통했고,1997년 2호선 당산철교 교체 공사를 실시
하여 1999년 재개통했다.2005년 현재 4개 노선 134.9㎞의 지하철도와 1,944
량의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구성으로는 사장,부사장(1),본부장(3),감사(1)외에 1원 7실 11처 47
팀 43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총 종업원 수는 약 9,866명에 이르고 이 중 본사 870,현업 8,996명이 종사하
고 있으며 현업에는 역무 :2,412명,승무 :1,940명,차량 :2,432명,기술 :
2,063명이 종사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번지 7호에 있다.

222...444...333서서서울울울특특특별별별시시시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도시 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
사로서 제2기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1994년 1월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되었다.1994년 3월 출범한 이
래 1995년 11월 5호선 강동 구간(왕십리～상일동,14역)개통을 시작으로 1996
년 10월 7호선 강북 구간(장암～건대입구,19역),11월 8호선 성남 구간(잠실～



- 26 -

모란,13역),12월 5호선(51개역,52.3km)전 구간을 완전 개통했다.이후
1999년 7월 8호선(17개역,17.7km)을,2000년 8월 7호선(42개역,46.9km)
을 완전 개통하여 2000년 8월 6호선 석계구간 개통까지 총 구간 길이121.1km,
116개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고,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도 펼치고 있다.
조직구성으로는 사장,부사장(1),본부장(3),감사(1)명 외에 본사에 7실 9처
39팀과 현업에 1원 9사업소 21관리소 28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종업원 수는 6,565명이며 임원 6명,직원 6,559명이 종사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번지 3호에 있다.

222...444...444부부부산산산 교교교통통통공공공단단단
부산 교통권 내의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 편익·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건설교통
부 산하기관이다.1981년 부산광역시 지하철 건설 본부로 출발해 1988년 부산교
통공단법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으로 재출범 하였다.부산 교통권 역내의 대중교통 시
설 건설과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익·복지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주요 사업으로 도시 철도의 건설 및 운영,도시 철
도의 역세권 개발,주차장 건설·운영,기타 공단의 설립목적과 관계되는 개발사업,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 건설 및 운영,자동차 운송사업 가운
데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전개한다.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각종 부대사업 등을 수행한다.
2000년 당시 부산지하철 1호선을 완공하였고,2,3호선의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
으며,하루 7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다.
조직구성으로는 이사장,부이사장(1),이사(2),본부장(1)외에 1원 10처 4실
4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각 하위 조직을 관장한다.산하에 6개의 역무소와 노
포·호포 승무관리소,노포·신평·호포 차량기지창,전기사무소,시설관리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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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종업원 수는 3,143명이며 임원 5명,직원 3,138명이 종사하고 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에 있다

222...444...555인인인천천천광광광역역역시시시 지지지하하하철철철공공공사사사
인천광역시 지하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1991년 인천지하철 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듬해 6월,지하철 건설 본부를 설립해
1993년 7월 지하철 건설공사를 착공한 뒤 1998년 4월,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1999년 10월 인천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였다.목적은 인천광역시 지하철도를 효
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시민 만족과 재정자립,21세기 새로운 교통문화 창출을 통한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경영이념으로,안전·서비스 및 고객 위주의 경영을 사훈으로 삼고 있으며,
1999년 10월 귤현역을 개통함으로써 2005년 현재 본선 24.6㎞(지하 22.8㎞,
지상 1.8㎞)에 정거장 22개소(지상 1개소,지하 21개소)로 늘어났고,귤현 기지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본사 사옥은 연면적 6,998평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이며,귤현 기지사업소는 연면적 18,240평에 종합 관리동,90여 종의 검수설
비와 전동차 24량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주공장,전동차 경정비 검사고,차체세
척고,차륜전삭고,유치선,시운전선,기타 시설을 갖추었다.
조직구성으로는 사장,본부장(2),감사(1)외에 본사에 1단 6처 2실 24팀,현
업에 3사업소 1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종업원 수는 1009명이며 임원 4명,직원 1005명이 종사하고 있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7-2번지,귤현기지사무소는 계양구 귤현동
451번지에 있다.

222...444...666대대대구구구광광광역역역시시시 지지지하하하철철철공공공사사사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운영을 통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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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는 지방 공기업법과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에 의거 1995년 11월 20일에 대구광역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1997년 11월 26일 진천역～중앙로역를 잇는 10.3㎞의 1단
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1998년 5월 진천역～안심역을 잇는 24.9㎞의 구간이 개통
되었다.2002년에는 진천역～대곡역을 잇는 1㎞의 연장구간이 개통되어 2005년
현재 대곡역～안심역까지 총연장 25.9㎞의 30개 역을 운행하고 있다.차량기지로
는 진천동에 월배차량기지와 대림동에 안심차량기지 2개소가 있다.
조직구성으로는 사장,이사(2),감사(1)외에 본사에 2실 6처가 있고 현업에는
2영업소 6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는 1,930명이며 임원 4,직원 1,926명으로 본사 296,현업
1,634명이 종사한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07(상인 1동 150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22...444...777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광주광역시의 도시 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2일에 광주광
역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먼저 1호선의 1구간은 현재 개통되어 상무역～녹동간이역을 잇는 14개 역의
11.96㎞로 운행되고 있으며 상무역～평동역을 잇는 8.14㎞의 2구간은 2007년
개통될 예정이다.동구 용산동에 1개의 차량기지가 있다.이밖에 2호선과 3호선도
건설할 계획이다.
조직구성은 사장,이사(2),감사(1)외에 본사에 2실 5부가 있고 현업에는 1사
업소 3관리역을 운영하고 있다.
총 종업원 수는 약 553명이고 본사에 122명,현업에 431명이 종사하고 있다.
본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7번지(마륵동 15-27)에 위치하고 있다.



- 29 -

222...444...888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의의의식식식 및및및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요즘 들어 공공부문의 경우 세계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의 한
가운데서 종래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공공부문에서는 경
쟁과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 따라 보다 결과 중심적이
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원감축과 함께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개방형 임용제,다면평가제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인사관리의 변화는 그 동안 연공서열
위주의 안정적인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이런 상황은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
니라 공공부문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직무작업 동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몰입에
도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효과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상
황 하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대부분의 연구는 공공부문의 피고용인 보다는 사적
부문 피고용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Blackburn& Bruce,1989;Schneider&
Vaught,1993).그 이유는 공공조직은 본질적으로 기업조직과 다르다고 여김으
로써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신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흐름은 기업가적 정부를 요구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부문의 방식들을 벤
치마킹하고 있다.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기법이 사용되
고 있으며 공공조직 내 성과의 저해요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만족의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공공조직에서는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며 일반 기업체에 비해 금전적 보상수준이 낮으면서도 사명감을 중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결과가 국민에게 호의적인 서비스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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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기 때문에 공공부분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만족뿐
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철도공사 종사원에게 있어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또한 직책(사원,주임,대리,과장,팀장)별,근무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별 특성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도시철도공사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
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인사정책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2...555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국외와 국내로 분류하여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외국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Saunders의 연구 (Saunders.L.E,1981)에서
는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시켜 욕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밝혀내
기 위하여 Herzberg가 분류해 놓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 입각하여 내재적 만족
과 외재적 만족요인으로 구분하여 미네아 폴리스 세인트 폴(Minneapolis St.
Paul)지역에 위치한 7개의 호텔 객실부 영업직 16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는 종사원의 욕구와 직무의 만족도간에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하였다.만족의 척도로서 성
공과 실패라는 개념을 도입해 만족스러운 욕구를 성공으로,불만족스러운 욕구를
실패로 기록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수의 상관관계를 HoppockScale로 측정하
였다.또한 전체적인 만족에 대한 내적인 만족자와 외적인 만족자의 상대적인 기여
도를 평가한 결과 내재적인 만족자가 외재적인 만족자보다 전체적인 만족에 지속
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아냈다.Pizam 과 Chandrasekar(Pizam.A.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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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rasekar.V,1983)는 호텔 종사원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넬
대학교의 계간지 독자 중에 3%에 해당하는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조사대상자의 직장과 직업 및 일반생활 등에 있어서
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여건 중에서 직무
그 자체를 배우고 익히면,성취할 수 있고,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응답자들은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가능한 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요도에 있어서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피잼과 찬드라스카트(Pizam andChandrasekar)의 연구(Pizam.A.
andChandrasekar.V,1983)에서 설문서는 사회적 인구통계자료로서 성별,연
령,교육정도,연봉수준,근무부서,재직기간,결혼여부,거주지역에 대한 내용과
만족요인에 대한 항목으로서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새로운 것을 독창적으
로 할 수 있는 기회,직무 수행 시에 책임이 주어지는지의 여부,동료로부터의 예
우나 존경,승진할 수 있는 기회,직업의 안전도,봉급액수,작업조건,성취감,주
위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데이비스와 와스무스(Davis and
Wasmuth)의 연구(Davis.S.W.and Wasmuth.W.J,1983)에서 데이비스
등은 오늘날 종사원들의 이직은 직무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임을 강
조하면서 미국,캐나다 등의 17개 호텔에서 수집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서별
이직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이직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연구에서는 호텔산업에서는 전
체 실업률이 올라갈 때도 이직율은 여전히 높았으며 실업률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마켓의 경쟁이 심해지면 이직이 많아지는 것이 상례이나 이 분야
에서는 경쟁이 심해져도 이직은 별로 심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에 의한
이직도 고려하였는데 대부분의 종사원이 노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을 채우지도 못한 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에 의한 이직보호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결국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직보
다는 내부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병우(최병우,2004)는 금융기관 종업원 594명



- 32 -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녀의 차이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인 요소 즉 성별,결혼여부,연령,학력,전공
여부,직위,재직기간,소득 그리고 직무부서와 관련하여 직무만족의 정도는 차이
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성별에 있어서는 임금,성장성,성취도 의사소통 등의 요인
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결혼여부에서는 성장성,성취감,의
사소통 요인은 기혼이 미혼보다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수준에서는 근
무환경과 임금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위에 있어서는 임금,성
취감,의사소통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융희(원융희,1992)는 호텔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서비스제공수준 및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지역 특1급 호텔의 접객 종사원 490명을 대상으로 Herzberg
의 2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Holt와 Sounders가 재구성한 20개의 변수를 동
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성혁․원융희(김성혁․원융희,1992)는 서울지역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직
무만족과 서비스 제공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Saunders,Herberg,Holt,Martin
의 기존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서비스 제공수준을 각각의 영역에서만 연구한 결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호텔의 인적자원관리 차원과 실증적 차원에서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요인을 한 영역 내에서 관련지어 재
시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연구결과 인구통계별 직무만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
면 학력과 관련하여 고학력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만족도 부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나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근무부서에 있어서
미숙련공과 비전문직 보다는 숙련공과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론
이 적용되지 않았다.이것은 기업 내의 원인도 있겠으나 아직도 직업관이나 윤리의
식이 부족한데서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인구통계별 요인에 있어서는
직위,결혼여부,임금,연령 등에서 유의적인 요인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것이 이들
요인에 대하여 비중이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배 등(김정배․윤세환․홍경옥,1998)은 국외여행업 종사자 중 여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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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되어 여행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TourConductor의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 및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들이 직무에 대한 보람과 만족을 갖고 의욕적으로 업무
에 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행사가 합리적인 인력관리
및 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직무환경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금,여행객과
의 관계,직무안정성 등의 직무환경요인이 직무만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특히 여
행객과의 관계가 좋고 직무안정성이 보장될 때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가,기혼
자보다는 미혼자가,근속연수 1-2년,일반사원의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T/C업무와 관련된 특성에 따른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팁과 방문 국가 수에 따라 직무만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찬복(우찬복,1994)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
적 요인 중에서 근무부서별 종사원의 직무만족도 차이와 직무만족 영향 요인 중
내재적 직무요인과 외재적 직무요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무부서가 다른 호텔 종사원의 직무만
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각 부서별 만족도 평균값에서 주방근무 종사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관련이 높은 공공부분 분야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경우 제갈돈(제갈돈,2004)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서
직무만족의 결정적 요인으로 조직만족,동료관계,외적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 면에서는 외적보상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외적보상이 직무
만족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옥원호․김석용(옥원호․김석용,2001)은 공공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공무
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어떤 요인이 직무만
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조직몰입을 저해하는 지를 규명하고,또한 사회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직무만족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공부분 종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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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무만족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역할 모호와 역할
과다가 완충작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직무만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조직몰입과의 검정결과는 역할과다와 대인관계만이 직
무만족을 통해 조직몰입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김구(김구,2002)는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였는데 분석결과로는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연령과 담당업무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분류 확인 하였으며 직무성과의 경우는 담
당업무와 근무처 그리고 결혼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확인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결과가 국
민에게 호의적인 서비스로 전달되기 때문에 공공부분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만족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안전에 직결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분 그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만족요인과 지역별,직책별 직무만족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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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요요요인인인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333...111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및및및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종사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요인을 설명하
기 위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도시철도공사 종사자들
의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
다.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무만족요인으로 임금,승진,작업환경,관리감독,역할
갈등 등을 선정하여 도시철도공사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
역별(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직급별(사원,주임,대리,과장,팀장)로 직
무만족요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33...111...111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도시철도공사 종사원에게 있어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또한 직책(사원,
주임,대리,과장,팀장)별,근무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별 특성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종사자의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은은은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직직직책책책(((사사사원원원,,,주주주임임임,,,대대대리리리,,,
과과과장장장,,,팀팀팀장장장)))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은은은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근근근무무무지지지(((서서서울울울,,,부부부산산산,,,인인인천천천,,,
대대대구구구,,,광광광주주주)))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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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표 2>와 같이 정리하
였다.

<<<표표표 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변수 명 조작적 정의

임 금
현재의 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액에 대한 만족도,생활유지정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투자한 노력에 비해 받고 있는 임금의 공정성 정도를 의미
한다.

승 진 직장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상승에 관한 측면으로 승진
의 속도,기회의 형평성,일관된 원칙성 정도를 의미한다.

작업환경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근무시간,
사무설비에 대한 만족의 정도,복리후생시설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관리감독
직장 상사에 대한 측면으로 상사에 대한 존경심,직무수행
시 건의나 불만을 성의 있게 받아주는 정도,업무에 대한 상
사의 배려정도,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 정도를 의미한다.

역할갈등
대상인물의 내적기준이나 불일치한 정책,평가기준,또는 다
수역할로 인해 작업자의 욕구와 부여된 직무의 책임이 모순
된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만족

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
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가 직무에서 기대했던 것을 실제
로 충족한 정도로서 기대수준을 초과하여 충족한 경우는 만
족의 상태,그리고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
의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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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33...222...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조조조사사사기기기간간간
조사대상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이었으며,5개
지역에 총 5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배포한 설문지중 5개 지역에서 526부가
회수되었으며,통계처리가 불가능한 11부를 제외한 515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333...222...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변수들을 측
정하였다.설문지의 구성은 <표 3>와 같다.설문지는 직무만족요인의 총 16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표표표 333>>>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변수 명 설문 항목 문항 수
임 금 1.2.6 3
승 진 3.4.5 3
작업환경 7.8.9.10 4
관리감독 11.12 2
역할갈등 13.14.15.16 4

333...222...333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표본은 SPSS/PC(＋)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분석
방법은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항목간의 신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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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검증인 Cronbachs'alpha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분산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좀더
자세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turkey-test)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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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444...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광주를 비롯하여,서울․ 인천․ 대구․ 부산지역에 소재
한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표표 444>>>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성별 남성

여성
503
12

96.7
2.3 근속연수

3년 이하
3년-9년
10년-20년
20년 이상

134
187
151
42

26.1
36.0
29.0
8.1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9
323
127
16

9.2
62.1
24.0
3.1

근무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98
97
97
96
132

18.5
18.7
18.7
17.9
25.2

직책

사원
주임
대리
과장
팀장

328
69
87
27
4

64.4
12.8
16.3
5.2
0.8

전 체 515 100.0 전 체 515 100.0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남자가 96.7%,여자가 2.3%로 나타났으며,연령별
로 보면 20대가 9.2%,30대가 62.1%,40대가 24.0%,50대가 3.1%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에서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직책은 64.4%가 사원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주임은 12.8%,대리는 16.3%,과장은 5.2% 팀장은 0.8인 것
으로 나타났다.또한 근무연수는 36%가 3년-9년 미만이며,26.1%는 3년 이하,10
년-20년 미만은 2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1%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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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근무지별로 보면 서울이 18.5%,부산이 18.7%,대구지역이 18.7%,인
천이 17.9%,그리고 가장 많은 광주가 2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5>에서와 같이 연령,지역 및 경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20대 층의 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
로 19명이 응답을 하였으며,다음으로 대구가 16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표표 555>>>연연연령령령,,,지지지역역역 및및및 경경경력력력과과과의의의 다다다중중중교교교차차차분분분석석석

연 령 지 역 3년 이하 3-9년 10-20년 20년 이상

20대

서울 2(100%)
부산 5(71.4%) 2(28.5)%
대구 16(100%)
인천 2(50%) 2(50%)
광주 19(100%)

30대

서울 7(10.0%) 37(52.8%) 26(37.1%)
부산 3(7.3%) 28(68.2%) 10(24.3%)
대구 18(32.1%) 30(53.5%) 8(14.2%)
인천 2(3.3%) 52(86.6%) 6(10.0%)
광주 62(64.5%) 21(21.8%) 13(13.5%)

40대

서울 2(11.1%) 13(72.2%) 3(16.6%)
부산 3(6.8%) 38(86.3%) 3(6.8%)
대구 5(23.8%) 10(47.6%) 6(28.5%)
인천 4(13.7%) 14(48.2%) 11(37.9%)
광주 9(69.2%) 4(30.7%)

50대

서울 6(100%)
부산 2(40%) 3(60%)
대구 3(100%)
광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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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30대층의 응답률이 가장 많았는데,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지
역으로 나타났다.30대의 근무경력은 3년에서 9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력자가 가장 많았다.40대 층의 응답률이 가
장 많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근무경력이 대략 10-20년 경력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20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가장 많이 한 지역으로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
으며,50대 층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서울이 많았다.

444...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과과과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항
목 간에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먼저 측정 개념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방식을 사용하였으며,회
전방식은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요인분석결과 고유치 값이 1이상인 요인만
을 선택하였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항목들 간에 상관관계가 적은 항목들을 사전
에 제거시킨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이때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요인분석결과 선택된 항목을 가지고 신뢰도 검증을 하였
다.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6>와 같다.
직무만족요인은 16개 항목 중 임금,승진,작업환경,역할갈등에서 각각 1개씩
의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이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요인 1은 작업환경,요
인 2는 역할갈등,요인 3은 승진,요인 4는 임금,요인 5는 관리감독을 나타내고
있다.신뢰도 분석은 cronbachalpha값으로 검증되었다.임금,승진에 대한 항
목들 간의 신뢰성분석 결과 신뢰계수 값은 0.7173,0.7352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작업환경과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계수 값은 0.6746,0.6095인 것으로 나타
났다.역할갈등에 대한 신뢰성분석 결과는 0.63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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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타타타당당당성성성과과과 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설문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8 0.77 0.77 0.77 0.77 -0.12 0.16 0.13 0.15 

9 0.74 0.74 0.74 0.74 0.20 0.12 -0.01 0.06 

7 0.68 0.68 0.68 0.68 0.20 0.10 0.30 0.19 

13 0.28 0.82 0.82 0.82 0.82 -0.02 0.04 -0.05 

14 0.02 0.72 0.72 0.72 0.72 0.13 0.03 0.37 

15 -0.05 0.62 0.62 0.62 0.62 0.17 0.35 0.08 

3 0.20 0.04 0.85 0.85 0.85 0.85 0.08 0.08 

4 0.11 0.14 0.83 0.83 0.83 0.83 0.20 0.16 

1 0.24 0.10 0.03 0.83 0.83 0.83 0.83 0.05 

2 0.05 0.14 0.25 0.82 0.82 0.82 0.82 0.14 

12 0.18 0.09 0.03 0.12 0.86 0.86 0.86 0.86 

11 0.19 0.16 0.39 0.09 0.66 0.66 0.66 0.66 

Eigen-Value 1.860 1.746 1.710 1.665 1.449 

Pct of Var 15.502 14.554 14.253 13.878 12.078 

Cum Pct  15.502 30.056 44.308 58.187 70.265 

Cronbachs'

Alpha
.6746 .6390 .7352 .7173 .6095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묶여진 항목들 간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로 각 요인
에 따른 신뢰 계수값은 모두 0.60이상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정도의 α값이면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Nunnally,1978.p.245).따라서 요
인분석결과 채택된 설문항목과 제외된 설문항목을 보면 <표 7>에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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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채채채택택택된된된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변수 명 채택된 항목 삭제된 항목

임 금 1.2.6 6

승 진 3.4.5 5

작업환경 7.8.9.10 10

관리감독 11.12 -

역할갈등 13.14.15.16 16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
이며,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연구 단위들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연구 단위들을 추후 분석하여 사용하는데 무
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무만족도와 종업원의 직무만족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그 중 가장 관계가 높은
직무만족요인으로 관리감독요인이 직무만족도와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r=,719).이는 관리감독인 상사에 대한 존경심,직무수행 시 건의나 불
만을 성의 있게 받아주는 정도,업무에 대한 상사의 배려정도,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 정도가 높을 때 종업원들의 직무만족도 또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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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888>>>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환 경 역할갈등 승 진 임 금 관리감독

환 경 1.00

역할갈등 .288** 1.00

승 진 .367** .279** 1.00

임 금 .357** .337** .358** 1.00

관리감독 .410** .369** .414** .316** 1.00

*p<.05**p<.01***p<.001

444...333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444...333...111가가가설설설 ⅠⅠⅠ의의의 검검검증증증

<<<가가가설설설 ⅠⅠⅠ>>>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은은은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직직직책책책(((사사사원원원,,,주주주임임임,,,대대대리리리,,,
과과과장장장,,,팀팀팀장장장)))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에서와 같다.직책은 사원,주임,대리,과장,
팀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 <표 9>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요인 중 작업환경,승진,

임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갈등과 관리감독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직무만족요인은
도시철도공사 구성원의 직책(사원,주임,대리,과장,팀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부분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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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직직직책책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간간간의의의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직무만족
요인 직급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작업환경

사원 329 2.78 0.67

10.149 0.000***

주임 68 2.76 0.71
대리 87 3.04 0.65
과장 27 3.44 0.54
팀장 4 3.75 0.57
합계 515 2.86 0.69

역할갈등

사원 329 3.27 0.58

1.533 0.191(n/s)

주임 68 3.34 0.56
대리 87 3.16 0.49
과장 27 3.33 0.36
팀장 4 3.58 0.32
합계 515 3.26 0.55

승 진

사원 328 2.33 0.69

4.269 0.002**

주임 68 2.35 0.75
대리 87 2.13 0.70
과장 27 2.67 0.64
팀장 4 3.00 0.82
합계 515 2.32 0.71

임 금

사원 328 2.66 0.68

3.602 0.007**

주임 68 2.78 0.78
대리 87 2.75 0.75
과장 27 3.19 0.85
팀장 4 2.88 0.48
합계 515 2.72 0.72

관리감독

사원 328 3.04 0.64

1.930 0.104(n/s)

주임 68 3.09 0.58
대리 87 3.07 0.72
과장 27 3.35 0.63
팀장 4 3.50 0.58
합계 515 3.07 0.65

주 :*<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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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의 경우 직책이 높아질수록(사원 :2.78,대리 :3.04,팀장 :3.75)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승진에 대해서도 작업환경과 마찬
가지로 직책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는 비교적 높은
직책에 근무하는 근속자가 고용상의 안정과 보수의 증가 및 승진기회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직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임금에 관해서는 과장
급이 3.19로 나타나 임금에 관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원급이 2.66으로 나
타나 임금에 관해서는 사원급의 직무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처럼 대부분의
요인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특히 사원급 들은 임금요인,승진,작업환경 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 111000>>>직직직책책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체체체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주 :*<0.05 **<0.01 ***<0.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10>에서와 같이 직급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실시한 결과 위의 <표 9>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비교적 직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직 급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사 원 328 2.98 0.42

5.554 0.000***

주 임 68 2.99 0.39
대 리 87 3.01 0.40
과 장 27 3.28 0.33
팀 장 4 3.59 0.40
합 계 515 3.01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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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직직직책책책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체체체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사사사후후후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I)직책 (J)직책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 원

주임 -0.01 0.055 1.000
대리 -0.03 0.050 0.984
과장 -0.30 0.081 0.002**
팀장 -0.61 0.204 0.025*

주 임

사원 0.01 0.055 1.000
대리 -0.02 0.067 0.998
과장 -0.30 0.093 0.014*
팀장 -0.60 0.209 0.033*

대 리

사원 0.03 0.050 0.984
주임 0.02 0.067 0.998
과장 -0.27 0.090 0.019*
팀장 -0.58 0.207 0.042*

과 장

사원 0.30 0.081 0.002*
주임 0.30 0.093 0.014*
대리 0.27 0.090 0.019*
팀장 -0.31 0.217 0.621

팀 장

사원 0.61 0.204 0.025*
주임 0.60 0.209 0.033*
대리 0.58 0.207 0.042*
과장 0.31 0.22 0.621

주 :*<0.05 **<0.01 ***<0.001

직급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 11>에서와 같이
turkey-test를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원,주임 및 대리는 과장 및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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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비교적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났다.반면 비교적 직급이 높은 과장,팀장은 사
원,주임,대리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 직책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표 10>의 분석결과를 사후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444...333...222가가가설설설 ⅡⅡⅡ의의의 검검검증증증

<<<가가가설설설 ⅡⅡⅡ>>>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은은은 도도도시시시철철철도도도공공공사사사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근근근무무무지지지(((서서서울울울,,,부부부산산산,,,인인인천천천,,,
대대대구구구,,,광광광주주주)))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2>에서와 같다.근무지는 서울,부산,인천,대
구,광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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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지지지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요요요인인인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간간간의의의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주 :*<0.05 **<0.01 ***<0.001

직무만족요인 지 역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작업환경

서 울 97 2.45 0.70

20.593 0.000***

부 산 97 3.26 0.59
대 구 96 2.97 0.63
인 천 93 2.77 0.66
광 주 132 2.87 0.63
합 계 515 2.87 0.69

역할갈등

서 울 97 3.40 0.49

2.564 0.038*

부 산 97 3.21 0.56
대 구 97 3.30 0.60
인 천 93 3.25 0.50
광 주 131 3.18 0.59
합 계 515 3.26 0.56

승 진

서 울 97 2.22 0.63

7.197 0.000***

부 산 96 2.27 0.72
대 구 97 2.44 0.80
인 천 93 2.08 0.68
광 주 132 2.53 0.63
합 계 515 2.33 0.71

임 금

서 울 97 2.82 0.68

13.390 0.000***

부 산 97 3.01 0.74
대 구 96 2.86 0.68
인 천 93 2.60 0.72
광 주 132 2.41 0.63
합 계 515 2.72 0.72

관리감독

서 울 97 3.00 0.55

2.989 0.019*

부 산 96 3.23 0.57
대 구 97 3.14 0.70
인 천 93 3.06 0.73
광 주 132 2.96 0.67
합 계 515 3.07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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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Ⅱ>을 검증한 결과인 <표 12>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요인 중 작업환경,역
할갈등 승진,임금,관리감독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따라서 ‘직무만족요인은 도시철도공사 구성원의 근무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Ⅱ은 채택되었다.
작업환경의 경우 종업원이 느끼는 직무만족도는 서울지역이 2.45로 따른 타 지
역(인천,대구,부산,광주)에 비해 작업환경에 관해 느끼는 직무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작업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산지역이 3.26으로 작업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와 부산지역 도시철도공사의 작업환경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지역별 역할
갈등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지역의 역할갈등 수준이 3.40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내의 불일치한 정책이나 평가기준,또는 다수역할
로 인해 작업자의 욕구와 부여된 직무의 책임이 모순 된 정도로 인해 종업원이 느
끼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승진의 경우 광주지역이 2.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이 2.08로 타 지역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이 2.41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관리감독의 경우 부산지역이 3.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이 2.96로 업무에 대한 상사의 배려정도,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 정도에
서 오는 관리감독에 관해 가장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역
별 직무만족요인을 종합해 보면 부산지역이 작업환경,임금,관리감독요인에서 직
무만족이 가장 높게 나왔다.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지역(서울,부산,인
천,대구,광주)중 부산지역의 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
여 진다.이는 <표 14>의 전반적인 지역별 만족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하고도 일
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직무만족에 관한 세부적인 차이를 보기 위해 <표 13>에서와 같이 사후
검증인 turkey-test를 실시하였다. 특히 직무만족요인 중 작업환경부문에 관해 분
석한 결과 서울지역은 다른 타 도시(부산,인천,대구,광주)와 비교해 볼 때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타 지역(서울,인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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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비해 작업환경요인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사후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표표표 111333>>>지지지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체체체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사사사후후후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종속변수 (I)근무지 (J)근무지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환경

서울

부산 -0.81 0.09 0.000***
대구 -0.52 0.09 0.000***
인천 -0.32 0.09 0.006***
광주 -0.42 0.09 0.000***

부산

서울 0.81 0.09 0.000***
대구 0.29 0.09 0.014*
인천 0.49 0.09 0.000***
광주 0.40 0.09 0.000***

대구

서울 0.52 0.09 0.000***
부산 -0.29 0.09 0.014*
인천 0.20 0.09 0.196
광주 0.10 0.09 0.743

인천

서울 0.32 0.09 0.006*
부산 -0.49 0.09 0.000***
대구 -0.20 0.09 0.196
광주 -0.10 0.09 0.798

광주

서울 0.42 0.09 0.000***
부산 -0.40 0.09 0.000***
대구 -0.10 0.09 0.743
인천 0.10 0.09 0.798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 14>에서와 같이 지역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실시한 결과 위의 <표 12>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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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와 유사하게 부산지역의 근로자가 타 지역(서울,인천,대구,광주)에 비해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표표표 111444>>>지지지역역역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전전전체체체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차차차이이이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지 역 응답자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수준
서 울 97 2.97 0.382

6.207 0.000***

부 산 96 3.13 0.404
대 구 96 3.11 0.488
인 천 93 2.92 0.342
광 주 132 2.93 0.394
합 계 515 3.01 0.412

주 :*<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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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555...111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직무만족이 고객만족과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직무만족 요
인들 중에서 5개의 직무만족요인을 중심으로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책과 근무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각 요인들
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의 수준을 검증하였다.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직무만족요인 중 작업환경,승진,임금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갈등과 관리감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결과 작업환경 및 승진에서 직책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직책에 근무하는 근속자가 고용상의 안
정과 보수의 증가 및 승진기회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직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반면 사원급에서는 임금요인,승진,작업환경 요인
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비교적 직급이 낮은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직무만족은 근무지에 따라 작업환경,역할갈등,승진,임금,관리감독 모
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의 경우 서울지역이 다른 타 지역(인천,대구,부산,광주)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작업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도가 가장 높게 나와 부산지역 도시철도공사의 작업환경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역할갈등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역할갈등 수준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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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내의 불일치한 정책이나 평가기준 또는 다수역할로 인해 작
업자의 욕구와 부여된 직무의 책임이 모순된 정도로 인해 종업원이 느끼는 갈등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승진의 경우 광주지역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임금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이,관리감독의 경우에도 부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지역별 직무만족요인을 종합해 보면
부산지역이 작업환경,임금,관리감독요인에서 직무만족이 가장 높게 나왔다.또한
지역별 차이분석과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도시철도공
사 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타 지역(서울,인천,대구,광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문의 경우 세계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의 한 가운데서 종래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이러한 환경변화의 여건 하에서 기업자원의 효율적인 이
용과 관리,아울러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사정책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결과가 국민에게 수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부문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개인
의 직무만족 뿐 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전략적 경영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석과 더불어 기업전체가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행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행동의 주체
인 전 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에 대한 가치부여와 만족여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결국 앞으로의
환경변화 하에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직원개개인이 철저
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기업
의 차원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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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본 연구는 표본추출방법에 있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연구결과가 보다 설득력
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직종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가설 검증에 사용한 연구방법이 면접조사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
행하지 않고 설문에 의한 조사만을 이용함으로써 설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응답
자의 태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셋째,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 요인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분석이 되지 못하였다.왜냐하면 실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주 많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의 이러한 한계들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을 가하게 되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범위의 대상의 확대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
사방법을 통해 모든 가능 변수를 통합한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종업원의 직무
만족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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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아아아래래래 질질질문문문 중중중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현재 봉급에 만족하십니까?

2.귀사의 임금 결정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승진의 기회는 대체로 많은
편입니까?

4.승진의 원칙은 타당하고
공정합니까?

5.회사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잘
알려줍니까?

6.회사의 휴가제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7.귀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8.귀사의 작업조건(조명,온도,
습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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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귀하의 업무에 대해 많은
피로를 느끼십니까?

10.업무 중 휴식시간은
충분합니까?

11.귀하의 상사는 귀하의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12.귀하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귀하의 상사는 귀하의
직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14.귀하는 과다한 업무를 요구
받으십니까?

15.귀하에게 상사 2-3명이
모순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6.귀하의 업무의 한계는
분명하며,일의 목표도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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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참참참고고고로로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1.성 별 :① 남( ) ② 여( )

2.연 령 :① 20대( ) ② 3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3.근무지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4.경 력 :① 3년이하( ) ② 3～9년( )
③ 10～20년( ) ④ 20년이상( )

5.직 책 :① 사원( ) ② 주임( ) ③ 대리( )
④ 과장( ) ⑤ 팀장( ) ⑥ 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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