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13年 2月

사학 논문

조직정치 지각  조직 원들  

직무 진에 미치는 향 :

사회적 지원  조절효과

조 대학  경 대학원

경 학 사학 과정

   상   

[UCI]I804:24011-200000263792



조직정치 지각  조직 원들  

직무 진에 미치는 향 :

사회적 지원  조절효과

The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Politics on

Job Burnout: Perceive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2013年  2月   日

조 대학  경 대학원

경 학 사학 과정

   상   



조직정치 지각  조직 원들  

직무 진에 미치는 향 :

사회적 지원  조절효과

지도 수  조    형

 논문  경 학 사학  논문 로 제출함

2012年  10月 26日

조 대학  경 대학원

경 학 사학 과정

   상   



 상  사학  논문  준함

2012年  11月 30日

조 대학  경 대학원



-i-

목 차

표목차 ...............................................................................................................................ⅳ

그림목차 ...........................................................................................................................ⅴ

ABSTRACT...................................................................................................................ⅵ

제 Ⅰ 장 서 론·············································································································1

제 1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연구의 목 ······························································································3

제 Ⅱ 장 이론 배경 ·································································································5

제 1 조직정치지각······························································································5

1)조직정치의 배경·····························································································5

2)조직정치의 개념·····························································································6

3)조직정치의 결과변수·····················································································9

제 2 사회 지원······························································································11

1)상사지원·········································································································13

2)동료지원·········································································································14

제 3 직무 소진··································································································15

1)직무소진의 개념···························································································15

2)직무소진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18

제 Ⅲ 장 연구설계와 연구방법··············································································20

제 1 연구모형과 가설······················································································20

1)연구모형의 설계···························································································20



-ii-

2)연구문제와 가설···························································································21

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24

1)조직정치·········································································································24

2)사회 지원···································································································25

3)직무 소진·······································································································27

제 3 조사방법과 표본구성··············································································28

1)조사방법·········································································································28

2)조사개요와 표본의 구성·············································································29

제 Ⅳ 장 실증분석 결과 ··························································································32

제 1 기술통계,신뢰성과 타당성···································································32

1)변수의 구성타당성·······················································································32

2)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신뢰계수·································································36

3)변수간의 상 계·······················································································37

제 2 연구가설의 검증······················································································39

1)가설검증·········································································································39

2)가설검증 결과요약·······················································································42

제 Ⅴ 장 결론···········································································································43

제 1 연구결과 요약과 의의············································································43

1)연구결과의 요약···························································································43

2)연구의 의의···································································································44

제 2 연구의 한계와 제언················································································46



-iii-

[참고문헌]·····················································································································47

[부록]···························································································································54



-iv-

표 목 차

<표 2-1>합리 모델과 정치 모델의 비교······················································6

<표 2-2>조직정치의 차원························································································8

<표 2-3>기존 연구에서 직무 소진의 정의························································16

<표 3-1>조직정치 설문항목··················································································25

<표 3-2>사회 지원 설문항목············································································26

<표 3-3>직무 소진 설문항목················································································27

<표 3-4>설문의 구성······························································································28

<표 3-5>인구통계분석 결과표··············································································31

<표 4-1>조직정치 요인분석··················································································34

<표 4-2>사회 지원 요인분석············································································35

<표 4-3>직무 소진 요인분석················································································36

<표 4-4>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과 신뢰계수··············································38

<표 4-5>변수들의 상 계 ················································································39

<표 4-6> 조직정치가 정서 고갈에 미치는 향:사회 지원의 조 효과

··················································································································41

<표 4-7>조직정치가 개인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사회 지원의 조

효과 ········································································································42



-v-

그 림 목 차

<그림 3-1>연구모형································································································21



-vi-

ABSTRACT

TheEffectsofPerceivedOrganizationalPoliticson

JobBurnout:PerceivedSocialSupportAsaModerator

by You,SangKook

Advisor:Cho,YoonHyung,Ph.D.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politics, job burnout ,and moder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As

competitiveand unstablework environmentincrease,employeesshould

find ways to increase their perceived value to the organization.If

employeesperceivedpoliticsin organization,itcould engendernegative

reactionsonthebehaviorandattitudeofemployeessuchasdiminished

job satisfaction and lowered organizationalcommitment.Itwould also

bringaboutgraterjobburnoutrates,ifemployeesfeelcontinuousstress

from organizationalpolitics.

Surveymethodsareperformedtotestproposedhypothesis,andtotal

165questionnairesareused foranalysis.Theempiricalresultsareas

follows.

First,organizationalpoliticshavenegativeeffecton reduce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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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When employees perceived organizationalpolitics,specifically,

when they golong togetahead and pay andpromotion policies,the

employeesperceivedjobburnoutonnormalworkenvironments.

Second,socialsupporthaspositiveeffectonreducedjobburnout

withsupervisorsuggestionorganizationalvisionorrole,andcoworker̀s

emotionalsupportsandtoolsonescoulddeclinejobburnout.

Third,thereissignificantmoderateroleofsocialsupportbetween

organizationalpoliticsandjobburnout.

The research results can provide a useful insight into how

perceptionoforganizationalpoliticscanbereduced.Alsosocialsupport̀s

importantimplicationsoftheresearchfindingare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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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기업들은 생산의 효율성과 직장생활의 질(QualityofWorklife)을 동시

에 추구하려는 기업경 의 ‘뉴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실정이지만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의 실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상언․김민용,

2006).

조직 내에는 다양한 이해 계와 생각을 가진 조직구성원들 서로 다른 속성

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의 장(場)이 되고(Burns,1961)있는데

자원,힘 그리고 향력 등을 차지하기 해 조직과 조직,개인과 개인 는 개인

과 조직이 서로 경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향력 있는 지 를 고수하려

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Nord,1978).따라서 자원배분 향력 행사 등 조직 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부 통합 활동을 한 활동기제 조직과 조직

구성원간의 계는 조직정치 수 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조직 내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구성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정을 받는다면 이는 정치 이 아닌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비한 성과를 보이는 구

성원이 업무와 계없는 일련의 정지 행 를 통해 합당하지 못한 보상을 받는다

면 열심히 직무 수행 인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에 해 부정 인 태도

를 가지게 될 것이며,이러한 조직정치의 지각은 조직의 생산성 하 뿐 아니라 스

트 스와 이로 인한 소진을 발생시키게 된다.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내부에서 일

반 정치행 ,이익을 얻기 해 가만히 있는 것,임 승진정책의 불공정성

등을 통해 조직정치를 지각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조직정치지각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정치로 말미암은 경쟁 상황으로부터 과도한 스트 스를 작용하여 직무에 해

부정 태도 형성과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한 무 심,사회 지지 체계에 한

비 등 신체 ,정서 ,정신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조직정치지각의 부정 인 결과들을 감소시키기 한 요한 요소로 상

사와 동료의 사회 지원을 꼽을 수 있다.조직 내 비정상 인 정치행 가 만연한

가운데 상사가 조직 내의 비 을 제시하고 이에 한 역할 모델을 명확히 제시함

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키기 해 노력하고,동료로부터 감정 ,

업무에 한 도구 지원을 받는다면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회 지원을 통해 자신

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높이며 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EII,1984).그러므로 조직정치지각으로 말미암은 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 지원의 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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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조직은 특정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해 상호의존 인 계에서 상호작

용하는 두 사람이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일반 으로 조직에서의 상호

작용은 조직유효성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구성원들 사이에서

긴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이 그 표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조직 환경 즉 조직이 거 해지고 복잡해지고 경쟁 분

기가 확산될수록 조직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특히 조

직구성원들간에 발생하는 조직내의 희소한 자원과 제한된 직 에 한 경쟁,

립,갈등, 상 등의 상황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개인 이익을 보호하

고 확 하기 한 정치행 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의

정치행 한 보편 으로 발생하는 자연 인 상임에 비추어 볼 때,조직

내 정치행 는 소속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조직은 경제 이윤을 얻기 하여 존재하기도

하지만 개인 인 에서 보면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한 정치기

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그간의 조직행동에 한 많은 연구들은 조직

을 기술,경제,합리성만 내세워 조직 의사결정과 련되어진 권력과 조직

의 정치 측면의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그 이유는 조직내 정치행

는 음성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 찰이 힘들기 때문이다.(Hicks

& Gullett,10975).그리고 조직정치가 공정성의 기 이나 조직의 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하지 않아 어떠한 도덕 고려와 상 없이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개인 조직에 미치는 조직정치의 합

법 이고 건설 인 역할만을 지 하고 조직정치가 조직에 미치는 잠재 해

악의 향력에 한 연구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 기 때문이다.

한 조직구조,리더십,의사결정방식 등과 같이 조직연구의 주제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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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하고 조직내 정치행 구성원의 정치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등에는 거의 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Amos,1993).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조직내 정치 상은 조직유효성을 걸정하는 요

한 향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반 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내 정치행 에 한 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

태도와 어떠한 계가 있으며, 한 상사에 한 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구

성원의 직무태도 간의 계를 조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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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 배경

제 1 조직정치지각

1)조직정치의 배경

조직은 그들의 목표달성을 해 다른 조직들과 단기 이든 장기 이든

거래 계를 형성하며 력 계를 도모한다(이규만,2006). 한 개인은 조직

과의 계를 통해 본인들의 목표를 추구하고 개인의 집합으로서 조직내 상

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합리 조직 에 기 하여 조직을 합법 권력을 가진

경 자에 의해 운 되는 합리 이고 목표지향 인 실체로 간주하 지만 이러

한 합리주의 조직모델은 조직이 개방 이고 역동 인 시스템 하에서 진화

해 가는 하나의 실체로서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본질 갈등을 간과하 으며

(Morgan,1986),조직내에 존재하는 정치 상을 규명하고 기존의 합리주의

조직 에서 미비하게 다 진 조직의 요한 특성들을 포착하기 한 다원론

정치모형으로의 시각 환이 요청되었다(Kotter,1985).

이에 따라 조직내의 불확실성,불일치성,정보의 빈약함 상황에서의 조직

을 설명하는 정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합리 모델과는 달리 조직

내부의 불일치와 갈등은 일반 인 상이기 때문에 각 집단들은 목표를 결정

하고 의사결정의 합의 을 찾기 해 논쟁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Pfeffer,

1980).합리 모델과 정치 모델의 비교 은 <표2-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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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성 합리 모델 정치 모델

목표와 선호 구성원들간의 합의 다양하며 불일치

권력과 통제 집 화
이해집단들간 분산되어져

있음

의사결정과정 순차 ,논리 ,합리
무질서, 이해집단들간의

고 당김에 의해 결정됨

규칙과 규범 최 화의 규범 자유경쟁,갈등의 법

정보
범 하며 체계 이고

명확함
모호함

인과 계에 한

믿음

알려져 있으며, 측가능

함

원인과 결과에 한 불일

치

의사결정 성과 극 화를 한 선택
이해집단들간 상의 결

과

이데올로기 효과성과 효율성 투쟁,갈등,승자와 패자

<표 2-1>합리 모델과 정치 모델의 비교

자료:Pfeffer,J.(1981),PoweronOrganization,Marshfield,Mass:Pitman,

p.31.

2)조직정치의 개념

조직정치(OrganizationalPolitics)란 조직에서 인정되지 않는 목 을 추구

하거나 혹은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는 향력을 이용하여 목 을

달성하려는 행 로서 조직에 의해 공식 으로 인정․수용되지 않으며 표면

으로는 조직을 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 는 개인이 속해있

는 집단의 이익을 해 계산된 행동이며 결과 으로 갈등을 야기 시키는 행

동을 말한다(Mintzberg,1983).구성원들은 조직정치를 불공정성의 한 형태로

인식하며,사건이 자신에게 이로우면 공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정치 결

정으로 생각한다.불공정함을 지각한 구성원들은 정치 과정을 통하여 자신

들의 이익을 극 화 하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조직정치 상을 지각하는 것을 조직정치 지각(Perception of

OrganizationPolitics)이라 하며,조직정치 지각은 조직구성원의 주 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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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을 두는 것으로Cropanzano,Howes,Grandey,& Toth,1997),일반

정치행 (generalpoliticalbehavior),이익을 얻기 해 가만히 있는 것(go

longtogetahead),임 승진 정책(payandpromotoinpolicies)에 련

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Kacmar& Ferris,1991;Kacmar& Carlson,

1997).

조직정치 지각을 검증한 연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을 정치

으로 인식할 때 조직에 한 반 인 효과성 효율성 감소와 스트 스,

조직몰입,이직의도,직무만족,직무성과 등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실

증하 다(Cropanzanoetal.,1997;Ferris,Russ,& Fandt,1993;Vigoda,2000;

Witt,Andrew & Kacmar,2000).이와 같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의 정

치행 를 지각한다면 조직의 목표와는 무 하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함이라 인식하게 되며 결국 조직에 역기능 작용을 하게 된다.

조직정치는 크게 2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이재원,2006)먼

조직의 목표와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으로써 공식 으로 허가되지

않는 정치 행 로 보는 (Farrell& Petersen,1982)이다.이러한 은

정치 행 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합한 수단이 부족하고(Valle& Ferrewe,

2000),조직 내에서의 정치 행동은 매우 은 하게 이루어지며 더욱이 개인

에 따라 각자의 거 틀에 따라 어떤 특정행 가 정치 는 비정치 이라

는 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Kacmar,Bozeman,Carlson& Anthony,

1999)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다른 하나는 조직정치를 인식의 에서 보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들

은 작업환경의 정치 성격에 한 인식에 의해 직무수행 방식,조직에 한

태도 행 가 다르므로 이를 통해 개인의 행 ,행태 반응을 유용하게

측할 수 있게 된다(이재원,2006).따라서 조직정치 인식은 일반 정치

행 ,이익을 한 동조행 그리고 임 승진 정책으로 구분되며 척도로

서 측정되고 있다(Kacmar& Ferris,1991;Kacmar& Carlson,1997등).

Mayes와 Allen(1977)은 조직정치에 한 이론 근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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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는데 첫째,비정치 행동으로 조직에 의해서 구체화된 직무행 이

며 계층 시스템에서 비정치 부문이다.둘째,약간의 정치 행동은 공식

권 와 과시용으로서 료 이론에 의하여 인식된 정치 활동이 포함된

다.이 부분은 조직의 에서 역기능이다.셋째,잠재 행동은 조직의 합

법 목 을 달성하기 한 정치 행동이 포함된다.리더십 이론에 가장 가

까이 근된다.넷째,완 한 정치 행동은 조직의 규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다.이러한 정치 행동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2>조직정치의 차원(Dimension)

구 분 추 구 목 표

향력 행사의 수단 조직에서 합법화된 역
조직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역

조직에서 합법화된

역

① 비정치 행동

(직무행 )

② 정치 행동

(다소 역기능 행 )

조직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역

③ 잠재 행동

(조직에서 잠재 기능)

④ 정치 행동

(완 히 역기능 행 )

자료:Mayes,B.,and Allen,R.W.(1977),Toward A Definition ofOrganization

Politics,AcademyofManagementReview,2(4),p.672.

조직정치는 개인이 각자가 자신의 이익과 련하여 계산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으며,환경의 변화와 상 의 책략에 따라 능동

으로 응하는 략 인 행 자(strategic actor) 는 자율 인 실체

(autonomy-seekingentity)로 보고 있다(Crozier& Friedberg,1980).이러한

가정은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은 각자 나름 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권력의

정도를 수시로 변하며,부분 으로 갈등을 동반하고,자신의 목 을 해서

필요에 의해 서로 뭉쳐 연합하는 형태로 권력을 키우는 등(이규만,2006)의

비공식 인 향력을 행사 한다는 것이다.

조직에는 정치 상을 발생하게 하는 자연 환경 요인들이 있으며

부분의 조직들이 높은 직 으로 올라갈수록 승진 폭이 좁아지고 동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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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불가피하므로 권력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나 자신감이 없고 능력이 부

족한 사람이 자신의 재 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을 찾게 된다.이때 정

치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직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의 유

효성과 윤리 인 문제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신유근,1992).

조직내에서 정치 행 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 으

로 평가받거나 결과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패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나 결과를 더하거나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해 정보를 억제하거나 혼란시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

로 유리한 정보를 이용하고 불리한 정보를 덮어 버리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

다.따라서 조직정치는 조직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이기 행 와 련된

상(이규만,2006;Ferris,Frink,Gilmore& Kacmar,1994)으로 조직 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목 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는 인정된 것일지라도 허용

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목 을 추구하려는 행 (Mintzberg,1983)이다.

결국 조직정치는 회사의 규정 등 공식 향력 행사가 아니라 비공식 인

향력 행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yes& Allen,1977).

3)조직정치의 결과변수들

사실 조직정치에 해서 부정 측면과 더불어 때로는 정 측면에서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개인이 자신의 이해 계에 있어 목표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상사 등)에 호감을 사려는 우호 조직정치 행 의 경우 실제로 상사나

목표인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으며(Wayne& Ferris,1990), 정 인 성과

평가(Kipnis& Vanderveer,1971),성공 인 경력 리(Judge& Bretz,1994)

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한 조직정치가 승진에 있어서 정 인

향력을 보일 것(김석우․차동옥,2003;Thacker& Wayne,1995)으로 상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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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으로 조직정치는 역기능 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

다(Kacmaretal.,1999).조직에 있어서 정치 행 가 필연 상이기는 하

지만 과도한 만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직의 합리성이 정치에 의해 향을

받고 구성원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거나 소외와 불만이 야기되면 조직유효

성은 크게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유근,1992;Parker,Dipboye&

Jackson,1995).

조직정치는 조직 공동의 목표나 다른 개인들의 이익을 부정(Ferris,Russ

& Fandt,1989)하는데 승진,보상 등 직 인 직무수행 보다는 직무수행에

따라서 기 하는 결과 차에 (Ferris,Frink,Bhawuk & Zhou,

1996a;Vigoda,2000a)을 두고 있다.조직정치 인식은 직무태도에 향을 주

며(Drory,1993),조직정치가 활발한 조직은 조직과 조직구성원들간 신뢰하기

어려운 직무환경(Poon,2003),이직의도(Cropanzanoetal.,1997),스트 스

(Ferris,Frink,Galang,Zhou,Kacmar& Howard,1996b),조직지원 인식

(Hocwarter,Kacmar,Perrewe& Johnson,2003)등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

인 향력을 미치게 된다.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 많은 조직정치 활동이 있

다고 단되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떨어지는 등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김 구,2002;김 구․김 환,2002;이규만,2006;이규만․도

섭,2005;이재원,2006;Cropanzanoetal.,1997;Drory,1993;Ferris&

Kacmar,1992;Parkeretal.,1995). 한 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역

할 외 활동에 있어서도 조직정치 인식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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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회 지원

사회 지원은 EmileDurkheim의 술에서 시작된 개념으로,그는 사람

들이 사회 인 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서 지원,충고,지도,칭찬,서비스

와 물질 인 원조,정보,제공,업무나 활동의 보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로 다차원 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 고,이러한 지원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높이며 생을 통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EII,1984).

Cobb(1976)은 사회 지원은 개인으로 하여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

다고 믿도록 하며,세 가지 형태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첫째,

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정서 지원이라고 명명하

다.둘째,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존

경 지원이라고 하 으며,셋째,상호 인 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

게 하는 것으로 계망 지원이라고 정의하 다.그의 정의는 인 계에서

제공되는 심리 지원에 을 맞춘 것이었다.사람은 스트 스 상황에 직

면하게 되면 도움을 수 있는 지원자를 찾게 되는데,House(1981)는 애정,

배려,신뢰 등을 제공하는 정서 지원(emotionalsupport),직무수행을 지원이

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직 도와주는 도구 지원 (instrumental

support),개인이나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해 지식

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지원(informationalsupport),스스로 단할

수 있게끔 구체 인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지원(appraisalsupport)의

네 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 생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 고,일반 으로 정 인 사회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망

등의 험이 되는 행동유형을 통해 신체 건강에 나쁜 향을 주게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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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hoits(1982)는 사회 지원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애정

등의 정서 지원,정보 지식 등의 인지 지원, 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 인 도움을 주는 재화 용역 등의 실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Caplan와 Killiea(1976)는 사회 지원을 문제에 한 지침 제공,정서

지원 제공,행 에 한 피드백 제공을 통해 개인의 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체 간 는 개체와 집단 간의 애착으로 정의하 으며,사회 지원은 직무

련 지원과 비 직무 련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직무 련 지원은 직

장 내의 상사,동료,부하로부터 제공된 지원을 의미하고,비 직무 련 지원

은 가족,친구,컨설턴트 등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Beehr,1985).

즉,개인이 업무와 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무력감

는 자기 존 감의 상실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한 차원에서 직장 상사

나 동료,가족으로부터 사회 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상사는 조직의

계상 부하보다 높은 치에 있어 더 강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의 리 인 행동이 부하에게 상 으로 요한 치를 하며,부하의

육체 ·정신 피해를 감소시켜 다.만약 부하가 상사가 자신을 염려하고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사회 ·감정 이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

각하게 되면,이들은 작업환경과 직무에 해서 보다 극 일 것이며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윤하나․탁진국,2006).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 지원을 보는 은 다양하고,지속 으

로 변화하고 있다.사회 지원의 구성 요인을 규명하여 개념 틀을 형성하

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는데,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원의 구성요인으로 조직지원,상사지원,동료지원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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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사지원

조직지원인식과 상사지원인식 둘 다 사회 교환이론에 기 하고 있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상사에 한 신뢰는 사회 교환에 의해서 향을 주

고받으며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형성에 향을 미친다.Kottke 와

Sharafimski(1988)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이 그들의 가치를 요하게 여

기고 있다는 것을 보편 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들의 상사가 하 직원의 공

헌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목 에 해 많은 심을 가지는 정도와 련

된 일반 인 견해를 발 시켰다.Baldwin& Ford(1988)는 상사는 하 직원이

교육훈련실시 후 학습된 내용을 직무에 극 활용하는데 정 인 심을 보

이거나 강화를 제공하는 것,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것,활용계획을 세워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며, 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미리 상해 보게 하고 그에 한 비책을 세우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Greenhaus,Parasuraman& Wormley(1990)은 상사의 지원에 한 인식

은 구성원들이 각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하여 얼마나 많은 심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구 ,정서 도움을 제공

하는 정도를 말한다.하 자들은 목표나 략 등에 한 정보를 얻고 자신들

이 수행한 업무에 해 피드백이나 격려를 받기 해서 상사에게 의존할 뿐

만 아니라 상사가 자신의 조직 내 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

들이 생각한 목 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House,1981).

이와 같은 상사의 지원은 부하의 동기 직무만족 업무성과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만약 상사가 자신들의 복리에 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도구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면 부하들은 직무와 작업 환경에

해 보다 극 인 자세로 임하면서 보다 많을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

이다(Babin& Boles,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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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료지원

동료지원은 사회 교환 이론(Blau,1964)에 이론 기 를 두고 있으며,

조직이 구성원의 공헌을 얼마나 존 해주고 구성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해

얼마나 노력 하냐에 한 조직구성원의 총체 인 신념으로 정의된다.조직이

구성원들의 사회 ,정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노력에 한 보상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향

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조직의 지원을 느끼게 되고,구

성원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보이는 애착의 정도와 상응하는 태도를 갖거나 행

동함으로써 조직과의 교환 계에서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박근수 외,

2005).

동료의 지원은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지식‧기술 등에

해 동료들이 심을 가지고 이를 업무상황에 용하는데 있어서 지지하고 격

려해 주는 정도에 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동료의 지원에는 주 의 동

료가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용하는 것을 격려해 주고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도와주고

새로운 기술을 잘 용 했을 때 인정을 표시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된

다.(Holton,1996).그리고 직무 불만족을 느끼는 조직원에게 동료가 제공하는

심, 화,필요한 정보제공 등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개선하는데 제

공되는 동료의 피드백과 고움이라고 정의 하 다(Withey& Cooperm,1989).

따라서 동료의 지원은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심을 표 하는 피드백의 형태

와 보다 극 으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찾아서 공유하고 문 조언을

제공하는 도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Chiaburu& Harrison(2008)은 동료

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정 ,행동 지원이 상사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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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직무 소진

1)직무소진의 개념

직무 소진(Jobburnout)은 ‘업무와 련하여 인 이 잦은 직무들에

종사하는 직무 담당자가 장시간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됨으로서 겪게 되는

부정 인 심리 상’으로(Maclach& Schaufeli,1993),1970년 반,미

국에서 고객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감정 ,업무로 인한 인 계

스트 스로 인한 부정 경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등장하 다.이후 직

무소진은 고객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체 직무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직무

에 한 만성 인 인 계 스트 스에 한 심리 증상으로 정의하 다

(Maslachetal.,2001).직무 소진에 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2-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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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Freudenberger(1980)

조직구성원이 기 되는 보상을 획득하지 못

하는 원인,생활방식 인간 계 등에 지

나치게 몰입하여 생겨난 피로감 는 좌

감

Maslach&Jackson(1981) 정서 고갈 냉소 반응

Maslach(1982)

인 계를 주로 하는 조직구성원들이 겪는

정서 고갈,비인격화,낮은 자아성취감의

총체 성

Farber(1984)
스트 스가 많은 상황이 원인이 되어 감정

,육체 상이 행동으로 야기되는 것

Maslach&

Schaufeli(1993)

업무와 련되어 인 이 많은 수밖

에 없는 직무들에서 직무담당자가 장시간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됨으로서 겪게 되는

부정 인 심리 경험

Maslach,Schaufeli&

Leiter(2001)

직무에 한 만성 인 인 계의 스트 스

에 한 심리학 증상

<표 2-3>기존 연구에서 직무소진의 정의

자료:김태욱(2011),직무자율성,감정부조화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직무 소진은 크게 차원성과 용이 될 수 있는 직업들에 따라 2가지

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신강 ,2003),먼 직무 소진이 단일 차원의 개

념임을 주장한 연구자들(Pine& Aronson,1988)은 직무 소진이 정서 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 여함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생리 ,정서 ,

정신 소진상태 라고 정의하며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소진으로 분류

한 반면,다차원 에서는 직무 소진을 정서 고갈과 비인격화,개인성

취감 감소의 세 가지 서로 다른 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

다(Maslach& Jackon,1981b;Maslach& Leiter,1997).

먼 정서 고갈(emotionalexhaustion)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도한 심

리 부담과 인 련 업무 수행을 통해 개인의 정서 자원들이 고갈됨을

느끼고 심리 으로 피폐해진 상태를 말한다.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감

정노동(emotionallabor)과 련하여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실제 자신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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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업무를 해 겉으로 표 해야 할 감정의 괴리 사이에서 정서 고갈

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고객,동료,조직

으로부터 심리 으로 이탈되어 부정 ,혹은 냉소 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개인 성취감 감소(reducedpersonalaccomplishment)는 직무와 련

된 성취감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부정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련하여 직무 소진의 세 가지 차원에 한 메타분석에서 정서

고갈과 비인격화 간에는 높은 상 계가 나타나나,개인 성취감 감소와

련해서는 낮은 상 계가 나타났으며(Lee& Ashforth,1996),개인 성취감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은 구성원 개인의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정

서 고갈,비인격화와는 다른 성격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도 존재하며

(Cordes& Dougherty,1993),오늘날의 연구들은 감정고갈과 비인격화만을

다차원 직무소진의 하 항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Lee & Ashforth,

1996;Cordes & Dougherty,1993;Leiter,1993;Bakker,Nachreiner&

Schaufeli,2001).

한 직무 소진의 개념을 용시킬 수 있는 직업들에 한 논의로는 직

무 소진은 간호사,교사,사회사업 등 직 면 이 많은 직업들로 용

범 를 한정 이라는 주장과 함께(Maslach& Jackson,1981b),반 로 직

이 많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직종들에게도 일

반 으로 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는 논의도 있다(Pine& Aronson,1988).

최근의 연구 흐름은 차원성 문제에서는 다차원 입장을,그리고 용 범 문

제에서는 인 이 많은 직업을 넘어서 일반직에도 용되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신강 ,2003).

직무소진은 직무 소진은 직무스트 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직

무 스트 스는 환경 조건,직무 긴장 등 직무 스트 스원(jobstressor)에

노출됨으로써 발생되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 ․생리 ․행동 반응이라고

정의되며 이러한 스트 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응을 통해 정상 인 상태로

복귀 할 수 있지만 직무 소진된 구성원들은 소진 의 정상 상태로 복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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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응 시스템이 작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Schaufeli& Enzmann,1998),직무 소진은 조직 구성원들

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등 직업 건강을 측정하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박형인 외,2011).

2)직무소진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직무 특성,역할 갈등,직무 과부하와 역할 모

호성 등 직무 부담(joddemands)과 업무 환경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직무

소진 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변수이며(Lee& Ashforth,1996;VonEmster

& Harrison,1998)특히 직무 과부하와 역할 모호성이 직무 소진의 두 가지

하 구성요서들인 정서 소진과 비인격화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

냄을 밝 내었다.

반면,특정 조직 내에서 개인이 직무상 경험하는 배려의 정도인 사회

지원(Iversonetal.,1998)은 직무 부담과 련된 생리 ,심리 손실을 감소

시켜 주며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직무 소진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나타내며,사회 지원을 통해 업무 련 기술을 사용하고,발 되는

것을 경험한 종업원들은 개인 성취감의 상승을 보 다(Lee & Ashforth,

1996;Leiter,1991).

직무소진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직무 만족와 직무몰입도가 히 떨어지

는 경향을 보이며 이직의도 결근율의 증가와 낮은 직무 열의 등 조직 생

산성의 하와 조직성과에 부정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이나

신추구 등 자발 차원의 역할외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Cordes&

Dougherty,1993;Lee& Ashforth,1996;Schaufeli& Bakker,2004,김

조․한주희,2008;박상언,2006).

아울러 조사 상자의 성별과 나이 등 인구통계 인 변수들 역시 직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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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일정한 련성이 있는데,일반 으로 은 층의 사원들에게 직무 소진

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련하여 남성의 경우 ‘심리 냉소주

의 태도’가,여성의 경우 ‘정서 고갈’의 차원에서 직무 소진에 한 더 높은

측정치가 나타났다(Salanova,Peiro,& Schaufel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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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제 1 연구모형과 가설

1)연구모형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지 까지의 이론연구들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계에서 사회 지원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 때 사회 지원 수 이 높을 경우에는 조직정치로 인한 직

무소진을 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이론연구 부분에

서 제시된 조직정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 는데 이익을 해 가만히 있는 방

임,임 승진으로 구분하 다.종속변수는 직무소진으로 정서 고갈과

개인성취감 감소로 구성하 으며 조 변수는 동료지원과 상사지원을 모두 포

함한 것을 사회 지원으로 보고 조 변수로 설정하 다.

그리고 인구통계 변수인 성별,근속년수,직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諸연구들을 토 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모형설정에 이용된 선행연구들

의 경우 본 연구의 2장 문헌연구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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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 모형

2)연구문제와 가설

기존의 연구들과 이미 제시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차원에

서 가설을 설정하 는데 주효과(main effect)가설과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설이다.먼 주효과 가설은 조직정치 지각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그리고 사회 지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이며 조 효과 가설은

사회 지원이 높은 경우에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부정 향력을

완충시킨다는 것이다.

조직정치는 조직구성원의 주 인 평가에 을 두는 것으로

(Cropanzano etal.,1997),조직정치 지각을 검증한 연구자들(Ferris &

Kacmar,1992;Ferrisetal.,1993;Kacmar& Carlson,1999;Parkeretal.,

1995)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을 정치 으로 인식할 때 조직에 한

반 인 효과성 효율성 감소와 스트 스,조직몰입,이직의도,직무만족,

직무성과 등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실증하 다(Cropanzano 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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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Ferrisetal.,1993;Vigoda,2000;Witt,Andrew & Kacmar,2000).

이러한 연구들인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정치 지각은 직무스트 스를

발생(한진환,2011)시키는 등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따라서 조직정치 지각의 부정 인 효과는 직무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무엇보다 조직정치 지각은 직무소진과 히 련(조철호․김

미선,2010)되어 있다는 을 봤을 때 조직정치 지각은 직무소진을 높일 것

으로 상된다.이러한 논의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조직정치는 직무소진을 높일 것이다.

사회 지원은 조직에 있어서는 상사,동료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지원은 결국 개인에게 생성된 심리 긴장과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리하여 주기 때문에 소진을 경감시켜주는데 한 매우 효과 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한 ,2005).근로자들이 동료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고 상사

와의 우호 인 계를 통해 감정의 탈진이나 비인격화 되는 경우가 낮아진다

고 하고 있다(Belicki& Woolcott,1996).

한 사회 지원은 각종 스트 스와 긴장을 완화,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는데(Belicki& Woolcott,1996;Eastburg etal,

1994)상사의 지원은 일반 인 업무과부하 상황에서 직무담당자를 가장 효과

으로 도와 수 있는 요인으로 직무요구로 인한 소진(Burnout)을 완화 내

지는 경감시켜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박상언 외,2005).이와 같

은 논의와 이론 고찰을 통해 사회 지원이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으

로 것으로 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사회 지원은 직무소진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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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은 조직정치 지각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부

정 인 향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조직정치와 상사지원은

부(-)의 계가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데(Mishra& Morrissey,1990)조직정

치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으로 인식되어 직무 스트 스와 긴장을 증가시

키고 긴장에 처하는 능력을 소진시킴과 동시에(Valle& Pererrwe,2000),

육체 ,심리 으로 모두 일탈을 하고 싶어 하며 성과에 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한 조직정치가 직무에 한 긴장을 지속 으로 가 한다면 구성원은

조직을 떠나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인식 할 수 있다(Cropanzanoet

al.,1997).이 때 만일 조직구성원들이 상사와 동료의 계에서 상 편에

한 진정성,정직성,섬세함, 의 등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직

내 정치 행동 지각 수 을 통해 부정 인 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배성 ․김미선,2009).

완충효과 가설에 있어서도 사회 지원이 직무스트 스 등 부정 인

향력을 미치는데 있어서 완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직정

치 지각이 직무소진을 높이는데 있어서 사회 지원 수 이 높을 경우에는

이러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논의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사회 지원은 조직정치와 직무소진과의 계를 조 할 것이다.

즉,사회 지원수 이 높은 경우에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을 높이

는 향력을 완충하여 직무소진을 일 것이다.



-24-

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1)조직정치

조직정치는 조직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이기 행 와 련된 상(이규

만,2006;Ferris,Frink,Gilmore& Kacmar,1994)으로 조직 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목 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는 인정된 것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목 을 추구하려는 행 (Mintzberg,1983)이다.조직정치를

거시 으로 악하는 에서는 자원배분에 한 갈등,정책 선호에 한

갈등,통제와 향력 등과 련하여 조직정치를 악한다(김미선,2009).

조직정치 인식은 일반 정치 행 ,이익을 한 동조,방임행 그리

고 임 승진으로 구분되며 척도로서 측정되고 있다(Kacmar& Ferris,

1991;Kacmar& Carlson,1997등)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치 행

를 제외하고 이익을 한 동조하는 방임과 임 승진으로 조직정치로 개

념화 하 다.

조직정치의 측정은 Kacmar& Ferris(1991),Kacmar& Carlson(1997),

그리고 이재원(2006)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11개의 설문항목을 활용하 다.

방임 5개 문항,임 승진 6개 문항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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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조직정치 설문항목

항 목

방임

A01.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A02.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평지풍 를 일으키

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A03.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조직시스템을 바꾸려

고 노력하는 것 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쉬운 길이다.

A04.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사실 로 말하는 것 보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A05.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보다

남들이 말하는 로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임 승진

A06.나의 승진 결정은 조직정책에 의하여 일 되게 결정

된 이 없다

A07.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이 임 ,승진

정책과 계없이 이루어진다.

A08.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결정을 할 때

조직의 정책과는 무 하다.

A09.내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은 정치 으로 결정되기 때문

에 많은 가치를 둘 수가 없다.

A10.내가 속한 조직에서 일 한 이래로 임 과 승진이 정치

으로 결정되는 것을 본 경우가 없다(Reverse).

A11.내가 속한 조직에서 단 한사람도 임 인상 는 승진이

규정에 어 나게 결정된 이 없다(Reverse).

2)사회 지원

사회 지원은 상사지원과 동료지원으로 나 었다.상사지원은 조직구성

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가지고 있는 심

의 정도와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가에 해 조직구성원 스스

로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reenhouse,Parasurama& Wormley,1990)

상사는 부하의 특성을 평소에 찰하고,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하의 업

무를 평가하고 부하의 진로를 함께 의논하는 메토 역할을 수행한다(권정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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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 련하여 상사지원의 측정은 Michiganorganizationassessment

package(1975)Module6의 SupervisoryBehavior의 7문항을 활용하 다.동

료지원의 측정은 Ducharme& Marin(2002)의 8문항을 활용하 다.동료지원

의 설문문항은 감정 동료지원 3문항과 도구 동료지원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표 3-2>사회 지원 설문항목

항 목

상사지원

B01.나의 직속상사는 업무와 련된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B02.나의 직속상사는 개인 인 문제 발생 시에도 해결

책을 함께 찾아주기 해 노력한다.

B03.나의 직속상하는 직원들이 요한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B04.나의 직속상사는 잘 된 일에 해서 칭찬을 아끼

지 않는다.

B05.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결정사항에 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의견을 말하기를

권장한다.

B06.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B07.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직장 생활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 다.

동료지원

감정

지원

B08.나의 직장동료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다.

B09.나는 직장동료에게 친 감을 느낀다.

B10.나는 직장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B11.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늘 친 하다.

도구

지원

B12.나의 직장동료는 내가 결근했을 경우 업무상 나의

빈자리를 채워 수 있을 것이다.

B13.나의 직장동료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에게 유용한 도움을 다.

B14.나의 직장동료는 업무 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나를 지원해 다.

B15.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조하고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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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업무에 지쳐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태로,지쳐서

기력이 소진되어 직무에 한 애착이 상실되었으며(Perlman & Hartman,

1982),환경으로 인한 정서 부담에 장기 노출된 구성원이 겪는 생리 ․정

서 ․정신 인 고갈 상태를 말한다(Pines at al., 1988). 직무소진은

Maslach(1982)가 개발한 소진척도에 기 하고 신강 (2003)의 연구에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직무소진은 정서 고갈,비인격화,개인성취감

감소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 고갈과 개인성취감 감소를 직무소

진으로 보았다.총 10문항으로 정서 고갈 4문항,개인성취감 감소 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취감 감소를 측정하기 해 실제

분석에서는 개인성취감 6문항을 모두 역변수 처리하 다.

<표 3-3>직무소진 설문항목

항 목

정서 고갈

C01.내가 맡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 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

C02.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완 히 지쳐 있음을

느낀다.

C03.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할 생각을 하면 긴장된다.

C04.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 히 지쳐있다.

개인성취감

감소

C05.나는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 으로 해결

할 수 있다.

C06.내가 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 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C07.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업무를 잘한다.

C08.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C09.나는 재의 직무에서 가치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다.

C10.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 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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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방법과 표본구성

1)조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 3-4>에 나타나 있다.먼 조직정치가 독립변수,직무소진이 종

속변수,상사지원과 동료지원이 조 변수로 이용되었으며,통제변수는 인구통

계 변수로서 성별,근속년수,학력,직 등을 이용하 다.

<표 3-4>설문의 구성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조직정치
방임 5 A01,A02,A03,A04,A05

임 승진 6 A06,A07,A08,A09,A10,A11

사회

지원

상사지원 7 B01,B02,B03,B04,B05,B06,B07

동료지원
감정 4 B08,B09,B10,B11

도구 4 B12,B13,B14,B15

직무소진
정서 고갈 4 C01,C02,C03,C04

개인성취감 감소 6 C05,C06,C07,C08,C09,C10

인구통계

변수

성별,근속년수,학력,

직 ,담당업무,업종
6 각 1개 문항

설문의 각 항목에 하여는 주로 리커트 5 척도와 명목척도를 이용하

는데 ‘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 다’4 ,‘매우 그

다’에 5 을 주었다.인구통계 변수는 명목척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하여 모형설정에 기본이 되는 기존의 유사연구의 구

성요소를 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는데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

여 구성하 다.다만 설문항목에 있어서 문가의 검증을 통해 설문에 따르

는 오차를 최 한 이려 노력했다.문장이 애매하거나 처음 보는 문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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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하여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질문 등을 수정하 으며,수정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이용하게 되었다.

설문지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코딩(coding)하 으며,자료의 분석은

SPSS19.0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연구과제 검증을 한 통계분석에는 주

로 상 계(correlation)분석,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을 활용하 으며

설문문항의 구성타당성(constructvalidity)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변수측정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하기 해서

Cronbach'sα값을 계산하 다.

연구에서 이용된 여러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피어슨

(Pearson)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상 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계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계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는데 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에서 회 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활용하 다. 한 신뢰성 검증을 하여 상 계 분석 옵션에서 Cronbach's

α값을 계산함으로서 변수들 각각 응답의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을

살펴보았다.

2)조사개요와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라북도 소재한 기업 정부출연단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 다.설문을 한 표본의 설정을 해 임의표본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다.설문지의 수거와 배포는 표본으로 설정된 회사를 직 방문하여

배포하고 수거하 다.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8월 에서 10월 까지 60여

일에 걸쳐 이루어졌다.설문은 총 300부가 배포되었으며,184부를 수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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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율:61.3%).사 에 허락을 받고 직 방문하여 수거하 기 때문에 비교

높은 수거율을 보 다.수거된 설문지 많은 설문문항을 락하 거나

하나의 응답만을 계속 하는 등 무성의하다고 단된 19부(6.3%)를 제외한

165부(55%)를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 다.

설문에 응답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 분포는 <표 3-5>에 제시되어 있

다.먼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60명(36.4%),남성이 105명

(63.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20 가 61명(37.1%),30 가 81명(49.6%),40

이상이 22명(13.3%)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86.7%가 2-30 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2.1세이다.

근속년수별 분포를 살펴보면,1년 이하가 46명(29.7%),2-5년이 71명

(45.8%),6-10년이 22명(14.6%)로 나타났으며 11-15년 10명(6.A%),15년 이

상 6명(3.8%)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5.5%가 근속년수 5년 이하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근속년수는 4.3년이다.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고졸 8명(4.8%), 문 졸 28명(17.0%)로 나타

났으며 졸 88명(53.3%), 학원졸 이상 41명(24.8%)으로 나타났다. 체 응

답자의 78%가 졸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담당업무별 분포를 살펴보면,인사/총무 16명(9.9%),생산/제조 14명

(8.7%), 업/마 33명(20.5%),회계/재무 13명(8.1%),연구․개발직(R &

D)85명(52.8%)로 나타나고 있다.

직 별 분포를 살펴보면,일반사원이 1명(0.6%), 리․일반 연구원 148

명(89.7%)로 나타났는데 체 응답자의 90% 정도가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사원, 리 임을 알 수 있다.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선임연구원․차장․부장

14명(8.5&),임원 2명(1.2%)으로 나타났다.직 의 분류는 본 연구의 설문

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조직정치의 경

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조직구성원들의 지각 상이기 때문에 연구 상의

직 분류로서 하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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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일반제조업 24명(14.6%), 기/ 자/통신 4

명(2.4%),자동차/기계 10명(6.1%),화학/제약 9명(5.5%), 융/증권 31명

(18.9%),도소매 유통/서비스 12명(7.3%),연구․개발직 74명(45.1%)으로 나타

났다.

<표 3-5>인구통계분석 결과표

구 분 빈도 비율(%)

성 별
남성 105 63.6

여성 60 36.4

연 령

20 61 37.1

30 81 49.6

40 이상 22 13.3

근속년수

1년 이하 46 29.7

2~5년 71 45.8

6~10년 22 14.6

11~15년 10 6.1

15년 이상 6 3.8

학 력

고졸 8 4.8

문 졸 28 17.0

졸 88 53.3

학원졸 이상 41 24.8

담당업무

인사/총무 16 9.9

생산/제조 14 8.7

업/마 33 20.5

회계/재무 13 8.1

R&D 85 52.8

직

사원 1 0.6

일반 연구원 ‧ 리 148 89.7

선임 연구원 ‧차장 ‧부장 14 8.5

임원 2 1.2

업 종

일반제조업 24 14.6

기/ 자/통신 4 2.4

자동차/기계 10 6.1

화학/제약 9 5.5

융/증권 31 18.9

도소매유통/서비스 12 7.3

R& D 74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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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기술통계,신뢰성과 타당성

1)변수의 구성타당성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개념 으로 독립 인가(constructvalidity)

의 여부를 검증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표 4-1>

부터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요인분석시 고려해야할 은 ① 공분산행

렬에 의한 분석인가 혹은 상 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② 기요인의 추출 ③

분석결과의 해석(요인 재치,고유값,요인행태행렬,공통성의 크기,요인의

이름)④ 요인값의 활용 ⑤ 신뢰성 검토 등으로 요인의 회 은 요인의 복잡

성(complexity),요인의 양극화(bipolarity)등으로 인하여 요인의 행태행렬이

단순성(simplicity)을 상실했을 때 회 을 고려해야 한다(성삼경․최종후․이

재창,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냄에 있어 정보의 손실을

최 한 이면서 많은 변수를 가능한 은 요인으로 이고,요인구성이 복

잡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 의 해를 명확하게 하기 한

요인의 회 이 있게 되는 바 변수간의 상 계를 0으로 가정하여 직각회

(orthogonalrotation)방법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으며,요인

재치(factorloading)값은 .4이상인 값을 기 으로 하 다.먼 조직정치 요

인분석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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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조직정치 요인분석

구 분
요인1

방임

요인2

임 /승진

A01.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821 .119

A02.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평지풍 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829 .046

A03.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조직시스템을 바꾸

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쉬운

길이다.

.722 .230

A04.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사실 로 말하는 것

보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724 .422

A05.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보다 남들이 말하는 로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790 .314

A06.나의 승진 결정은 조직정책에 의하여 일 되게

결정된 이 없다
.398 .664

A07.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이 임 ,

승진정책과 계없이 이루어진다.
.122 .850

A08.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결정을

할 때 조직의 정책과는 무 하다.
.086 .792

A09.내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은 정치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둘 수가 없다.
.237 .682

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4.42 49.14 49.14 4.42 49.14 49.14 3.27 36.30 36.30

2 1.44 16.04 65.18 1.44 16.04 65.18 2.60 28.89 65.18

표를 보면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기존 연구에서 조직정치는 방임과 임 승진으로 구분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묶어졌으며 재값 비율(%)역시 65.18

을 보이고 있으며 각 설문항목의 재치 역시 기 정도 .4이상의 값을 보

이고 있다.다만 조직정치의 두 개의 설문항목이 낮은 채치를 보여 삭제하

으며 표는 두 개의 설문항목을 삭제한 이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회 지원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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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사지원,감정 동료지원,도구 동료지원의 세 가지 요인으로 명확하

게 분류되었으며 재값 비율(%)역시 71.59%를 보이고 있으며 각 설문

항목의 재치 역시 기 정도 .4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2>사회 지원 요인분석

구 분

요인1

상사

지원

동료지원

요인2

도구

요인3

감정

B01.나의 직속상사는 업무와 련된 문제가 발생

하 을 경우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798 .176 -.035

B02.나의 직속상사는 개인 인 문제 발생 시에도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기 해 노력한다.
.873 .246 .081

B03.나의 직속상하는 직원들이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844 .205 .182

B04.나의 직속상사는 잘 된 일에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722 .210 .288

B05.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결정사항에

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의견을 말하기

를 권장한다.

.486 .276 .289

B06.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믿을수 있는 사람이다. .659 .241 .381

B07.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직장 생활을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 다.
.694 .253 .202

B08.나의 직장동료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다. .304 .095 .748

B09.나는 직장동료에게 친 감을 느낀다. .118 .135 .921

B10.나는 직장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122 .363 .843

B11.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늘 친 하다. .244 .620 .540

B12.나의 직장동료는 내가 결근했을 경우 업무상

나의 빈자리를 채워 수 있을 것이다.
.066 .776 .303

B13.나의 직장동료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에게 유용한 도움을 다.
.350 .830 .128

B14.나의 직장동료는 업무 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나를 지원해 다.
.404 .821 .050

B15.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조하고 도움을

다.
.368 .71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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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7.50 49.99 49.99 7.50 49.99 49.99 4.39 29.29 29.26

2 1.86 12.56 62.56 1.86 12.56 62.56 3.39 22.60 51.88

3 1.35 9.03 71.56 1.35 9.03 71.56 2.96 19.70 71.59

마지막으로 직무소진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

다.표를 살펴보면 직무소진은 정서 고갈과 개인성취감 감소로 구분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재값 비율(%)도

67.69%를 보이고 있었다.

<표 4-3>직무소진 요인분석

구 분

요인1

성취감

감소

요인2

정서

고갈

C01.내가 맡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 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
.184 .733

C02.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완 히 지쳐 있

음을 느낀다.
.148 .803

C03.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할 생각을 하면 긴장된다. -.092 .820

C04.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 히 지쳐

있다.
-.023 .871

C05.나는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 으로

해결 할 수 있다.
.826 .118

C06.내가 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 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818 .114

C07.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업무를 잘한다. .848 .102

C08.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783 -.009

C09.나는 재의 직무에서 가치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

고 있다.
.757 -.034

C10.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 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831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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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4.14 41.43 41.43 4.14 41.43 41.43 4.01 40.13 4013

2 2.52 25.23 66.65 2.52 25.23 66.65 2.65 26.53 66.65

직무소진 역시 정서 고갈과 성취감 감소의 각 설문항목의 재치가 기

정도 .4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다만 정서 고갈 하나의 설문항목

이 낮은 재치를 보여 삭제하 으며 표는 하나의 설문항목을 삭제한 이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2)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신뢰계수

변수의 구성타당성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 로 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

과 표 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수들의 신뢰성(신뢰도:reliability)을 검증

하기 하여 응답의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α값을 계산하 다.일반 으로 α계수가 .6이상이면 비교 신뢰

도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채서일,1997)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먼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조직정치 체는 2.91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세부 으로 방임(3.13)이 임 승진(2.63)에 한 조직정치 인식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된 조직구성원들은 이익을

얻기 해 가만히 있는 행동을 좀 더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소진 체는 2.62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 으로는 정서

고갈(3.02)이 개인성취감 감소(2.35)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서 고갈의 정도가 성취감 감소에 비해 심각하다는

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회 지원의 경우 사회 지원 체는 3.71정

도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세부 으로는 상사지원(3.51)과 동료의 감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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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3.70)보다 동료의 도구 지원(3.80)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Cronbach'α값을 보면 모든 변수들이 .7이상의 높은 값

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설문항목이 일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과 신뢰계수

구 분 평균 표 편차 Cronbach'α

조직정치 방임 3.132 .926 .871

임 승진 2.630 .866 .787

조직정치 체 2.909 .785 .868

사회 지원 상사지원 3.634 .834 .906

동료지원 감정 3.697 .932 .877

도구 3.800 .859 .897

사회 지원 체 3.707 .725 .924

직무소진 정서 고갈 3.021 .925 .825

개인성취감 감소 2.349 .777 .886

직무소진 체 2.618 .641 .815

3)변수들 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먼 조직정치와 사회 지원,직무소진과의 상 계를 살펴보면 조직정치

체와 직무소진으로 인한 정서 고갈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r=.184,p<.01;r=.264,p<.001;r=.250,p<.001).

임 승진으로 인한 조직정치 지각은 사회 지원과 유의미한 부(-)

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r=-.183,p<.01),동료지원 체,감정 동료지원

과도 유의미한 부(-)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76,p<.01;

r=-.159,p<.01).다음으로 사회 지원은 직무소진감 체와 유의미하나 부

(-)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78,p<.001)직무소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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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정서 고갈보다 개인성취감 감소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r=.695,

p<.001;r=.822,p<.001). 마지막으로 사회 지원 상사지원은 직무소진으

로 인한 개인성취감 감소를 이는데 감정 ,도구 동료지원보다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51p<.001;r=-.364,p<.001;r=-.330,

p<.001).

<표 4-5>변수들의 상 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조직정치

방임

1.000

2.조직정치

임 /승진

.515

**

1.000

3.조직정치

체

.907

**

.828

**

1.000

4.상사지원 -.057 -.183

*

-.127 1.000

5.감정

동료지원

.066 -.159

*

-.034 .441

**

1.000

6.도구

동료지원

.090 -.140 -.010 .617

**

.539

**

1.000

7.사회

지원

.028 -.193 -.076 .875

**

.721

**

.875

**

1.000

8.정서

고갈

.184

*

.264

**

.250

**

-.039 .007 -.132 -.073 1.000

9.성취감

감소

-.111 -.105 -.124 -.451

**

-.364

**

-.330

**

-.462

**

.162

*

1.000

10.직무

소진 체

.026 .076 .054 -.351

**

-.261

**

-.316

**

-.378

**

.695

**

.822

**

주)*: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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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가설의 검증

1)가설검증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주효과 가설과 사회 지원의 조 효과에

한 조 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3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먼

1단계에는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직무소진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2단계에는 본 연구의 연구변수의 주효과

를 살펴보았는데 조직정치,사회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3단계에서는 사회 지원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 조직정치와 사

회 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조 변수 설정에 있

어서 센터링 방식을 활용하 다.상호작용항을 센터링한 이유는 상호작용 변

수를 ‘독립변수×조 변수’로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은 정서 고갈과 성취감 감소로 나 었으며 독립변

수인 조직정치는 세부 으로 이익을 얻기 해 가만히 있는 방임과 임

승진에 한 조직정치로 나 었다.조 변수인 사회 지원은 상사지원과 동

료지원을 포함하여 체 사회 지원으로 구성하 다.분석결과는 <표 4-6>

과 <표 4-7>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화된(standardized)회귀계수를 제시하

다.

먼 정서 고갈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1단계에서 여성과 근속년수가 정서 고갈에 유의미한 향

력을 미치고 있는데 여성과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정서 고갈을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단계 주효과에서 보면 조직정치 임 승진이 정서 고

갈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p<.05).이를 통

해서 보면 조직구성원들이 임 승진에 해 조직정치를 인식하면 정서



-40-

고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3단계의 조 효

과 검증을 해 조직정치와 사회 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

시하 는데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미한 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사회

지원의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조직정치가 정서 고갈에 미치는 향:

사회 지원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소진:정서 고갈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수

성별 -.213* -.211* -.229***

근속연수 .329** .289** .308***

최종학력 -.103 -.099 -.074

담당업무 .093 .129 .137

직 -.017 -.004 -.024

업종 .111 .143 .119

연구변수

조직정치 방임 .055 .037

조직정치 임 /승진 .223* .175

사회 지원 .026 .050

상호작용항

조직정치 방임×사회 지원 .141

조직정치 임 /승진×사회 지원 .033

Fvalue 3.324 3.435 3.133

R
2

.122 .180 .199

∆R
2

.058 .019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

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최종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담당업무:연구직

1연구직 외 0,직 :과장이상 1사원/ 리 0)

다음으로 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표 4-7>에 제

시되어 있다.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두 유의미한 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2단계 주효과에서 보면 조직정치 임 승진이 성취감 감소에 유

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0,p<.05)사회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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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도 나타나고 있었다(beta=-.498,p<.001).이를 통해서 보면 조직구성원

들이 임 승진에 해 조직정치를 인식하면 성취감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 지원은 성취감 감소를 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조직정치가 개인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

사회 지원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소진:개인성취감 감소

1단계 2단계 3단계

통제변수

성별 -.097 -.023 -.069

근속연수 -.029 -.069 -.049

최종학력 -.059 -.024 .006

담당업무 .014 .008 -.033

직 .040 .035 .004

업종 .073 -.013 -.013

연구변수

조직정치 방임 .044 .042

조직정치 임 /승진 .230* .156

사회 지원 -.498*** -.491***

상호작용항

조직정치 방임×사회 지원 .159

조직정치 임 /승진×사회 지원 -.240**

Fvalue .534 5.483 5.460

R
2

.022 .259 .302

∆R
2

.237 .043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

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최종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담당업무:연구직

1연구직 외 0,직 :과장이상 1사원/ 리 0)

마지막으로 3단계의 조 효과 검증을 해 조직정치와 사회 지원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사회 지원의 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조직정치 임 승진이 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사회 지원이 성취감 감소를 여주는 완충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ta=-.240,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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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검증 결과요약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효과 가설과 조 효과 가설로 구분된다.주효과

가설은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사회 지원이 직무소진에 미

치는 향력에 한 가설이다.조 효과 가설은 사회 지원이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한다는 것에

한 가설이다.이를 토 로 하여 주효과 가설인 가설 1은 조직정치가 직무소

진을 높일 것으로 측하 고,가설 2는 사회 지원이 직무소진을 낮출 것

으로 측하 다.조 효과 가설인 가설 3은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사회 지원이 이들 계를 조 할 것으로 측하 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설 1에 있어서 조직정치 지각

이 직무소진에 일부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

승진의 향력만 나타나고 있었다.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

을 알 수 있다.가설 2에 있어서 사회 지원은 성취감 감소를 낮추고 있는

반면에 정서 고갈에는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지 못하 다.따라서 가설 2

는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 있어서 조직정치가 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사회 지원의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사회 지원 수 이 높

을 수록 즉,상사와 동료의 지원이 높으면 임 승진의 조직정치 지각이

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개인성취감 감소를 완충하여 감소를

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제Ⅴ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과 의의

1)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정치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소

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 으로 하고 있다.이때 사회

지원이 이들 사이의 향력에 있어서 조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 다.즉,

조직정치가 직무소진을 요한 선행요소이며 이때 조직 내에서의 사회 지

원이 직무소진을 완충하여 조직정치의 부정 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정치는 직무소진에 일부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조직정치 지각은 방임과 임 승진으로 구분하 는데 방임의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 승진의 조직정치 지각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직무소진의 하 요소인 정서 고

갈상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성취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사회 지원은 직무소진에 일부 직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 고갈에 미치는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취감 감소는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사회 지원의 조 효과에 있어서 일부 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

다.조직정치 임 승진이 개인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사

회 지원의 완충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 지원 수 이 높을 수록 임

승진의 조직정치 지각이 개인들의 성취감 감소를 완충하여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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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정치 지각 임 승진이

직무소진을 결정하는 요한 선행요소라는 과 더불어 사회 지원 역시 직

으로 직무소진을 여주는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조직

정치를 지각하더라도 사회 지원 즉,상사와 동료의 지원 수 이 높은 경우

에는 직무소진을 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연구의 의의

조직정치는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직정치에 한 여러

부정 결과 그리고 조직정치를 지각하게 되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은 조직정치의 지각이 조직구성원들의 정서 고갈상태,성취

감 감소 등 직무소진을 높이는 요한 선행요소라는 것을 제시하 다는 에

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 조직 내에서 상사,동료의 지원이 직무소진을

낮추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 으며 더불어 조직정치 지각의 부

정 향력을 완충하는 역할도 있다는 을 제시하 다는 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토 로 봤을 때 비록 조직정치가 조직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도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해서 임 승진에 있어

서는 공정한 기 , 차 등을 통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자신에게 돌아올 임 ,승진의 문제가 조직구성원들에게는 무척 요한

일이므로 조직 내에서의 정치 행 로 결정되는 일이 조직에서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 상사 나 동료들이 서로 서로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로도 직무소진

을 일 수 있으므로 서로 지원을 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의 마련

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방안의 마련은 결국 직무소진 자체의 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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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을 알 수 있다. 한 임 승진의 조직

정치 지각이 직무소진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사회 지원수 이 높을 경우

에는 이를 여 수 있다는 결과의 제시를 통해서도 결국 사회 지원수

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한 조직정치 지각의 부정

향력을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론 으로 사회 지원의 경우는 그 자체로 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충효과 즉,특정 변수가 스트 스를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이

를 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는 사회 지원의 직

효과 뿐만 아니라 완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따라서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제시하는 이론 토 를 실증 으로 규명하 다는 에

서 의미가 있다.무엇보다 조직정치 지각이라는 변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을 밝힘으로서 본 연구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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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며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

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이 있다.첫째,본 연구의 표본으로 연구기 ,기업

이 은 계로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단된

다.더불어 은 수의 표본으로 인한 분석결과는 결과해석에 있어 표본에 의

한 편향(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연구기 과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차이

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특히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 의 수가

부족한 편이어서 추후에는 장 ,임원 의 숫자를 폭 으로 늘려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는 실험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설문지법에 의한 가설 검증

의 한계가 있는데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동일방법 편의

를 해결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리하

는 것인데(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자기보고와 동료보고의 병

행 등 응답의 원천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을 극복하고 연구의 일

반화와 더불어 설문항목의 조정 정교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외부 인터뷰 등 질 인 측면에서 연

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고 본다.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문제 과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발 된 분석을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

다.



-47-

참고문헌

1.국내문헌

김 구(2002),“지방행정기 에 있어서 조직정치의 지각이 직무성과 요인에 미치는

향에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13(2),65-87.

김 구․김 환(2002),“지방정부에 있어서 조직정치의 지각이 직무태도와 직무성과

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지방정부연구,6(1),77-96.

김석우․차동옥(2003),“임원승진 후보자의 조직정치와 권력이 승진에 미치는

향,“인사 리연구,27(4),113-145.

김 조․한주희(2008),서비스 직원의 감정노동 수행과 직무소진의 계에

한 연구,인사 리연구,32(3):95-128.

김윤성(2003).조직지원인식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한 연구:매개효과의

검증을 심으로.인사 리 연구,27(1):189-214.

박경환(2009),직무요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 효과와 직무소진을 매개

로 하는 부정 효과에 한 연구,조직과 인사 리연구,한국인사

리학회,33(4):35-63.

박상언․김민용(2006),직무요구와 직무소진 그리고 조직공정성 요인간의

계에 한 연구.경 학연구,한국경 학회,35(2):367-388.

박형인․남숙경․양은주(2011),직무소진과 직무태도 이직의도와의 계:

메타분석 문헌 고찰,한국심리학회지: 산업 조직,24(3):

457-491.

신강 (2003),일반직 종사자를 한 직무 소진 척도(MBI-GS)에 한 타당

화 연구,한국심리학회지:산업 조직,16(3),1-17.

신유근(1992),한국의 경 :그 상과 망,서울:박 사.

윤하나․탁진국(2006).“주 경력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성별차이의 조 효과 심으로”,한국심리학회,제19권,제3호,pp.



-48-

325-347.

이규만(2006),조직구성원의 정치지각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기업경 연구,13(1):97-110.

이규만․도 섭(2005),“조직정치지각과 직무태도간의 계:상사에 한 신뢰의 조

효과,”산학경 연구,18(2),61-81.

이재원(2006),조직정치 인식과 조직원 반응 사이에서의 조직기반 자 심의

조 효과에 한 연구,인사․조직연구,한국인사․조직학회,14(1):

89-116.

임창희(2011),직장에서의 신뢰와 응집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조직과

인사 리연구,한국인사 리학회,35(2):131-156.

최선 (2004),조직정치지각이 직무스트 스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이

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국외문헌

Babin,B.J.,& Boles,J.S.(1996),TheEffectsofPerceivedCo-Worker

Involvementand Supervisory Supporton Service providerRole

Stress,Performenceand Job Satisfaction :JournalofRetailing,

72(1):57-75.

Baldwin,T.T.& Ford,J.K.(1988),Transferoftraining:A review and

directionsforfuturereserch.PersonnelPsychology,41:63-105.

Beehr,T.A.(1985).Theroleofsocialsupportincopingwithorganizational

stress,BehaviorandHumanDecisionProcess,63:223-246.

Caplan,G & Killiea,M.(1976),Supportsystem and mutualhelp.NY:

GruneandStratton.

Chiaburu,D.S.& Harrison,D.A.(2008),Do peers make the place?

conceptualsynthesis and meta analysis ofcoworkereffects on



-49-

perception,attitudes,OCBs,andperformance.JournalofApplied

Psychology,93:1082-1103.

Cobb,S.(1976),Socialsupportasmoderatoroflifestress.Psychosomatic

Medicine,38:300-314.

Cordes,C.L.,& Dougherty,T.W.(1993),A review andanintergrationof

researchonjobburnout,AcademyofManagementReview,18(4):

621-658

Cropanzano,R.,Howes,J.C.,Grandey,A.A.,&Toth,P.(1997),Therelationship

oforganizationalpoliticsandsupporttoworkbehaviors,attitudes,and

stress,"JournalofOrganizationalBehavior,18(2):159-180.

Crozier,M.,& Friedberg,E.(1980),Actors and systems:The politics of

collectiveaction,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Drory,A.(1993),Perceived politicalclimate and job attitudes,Organization

Studies,14(1):59-71.

Eisenberger,R.,Huntington,R.,Hutchison,S.& Sowa,D.(1986),Perceived

organizationalsupport,JournalofAppliedPsychology,71:500-507.

Ell.K.(1984),Socialnetworks,socialsupportand health status.Social

ServiceReview,68(1):133-149.

Ferris,G.R.,Russ,G.S.,& Fandt,P.M.(1989),“PoliticsinOrganizations,”In

R.A.Giacalone& P.Rosenfeld(Eds.),ImpressionManagementinthe

Organization,143-170,Hillsdale,NJ:LawrenceErlbaum.

Ferris,G.R.,Frink,D.D.,Bhawuk,D.P.S.,& Zhou,J.(1996a),Reactionsof

diversegroupstopoliticsin theworkplace,JournalofManagement,

22(1):23-44.

Ferris,G.R.,Frink,D.D.,Galang,M.C.,Zhou,J.,Kacmar,K.M.,& Howard,

J.L.(1996b),Perceptions oforganizationalpolitics:Prediction,stress

relatedimplicationandoutcomes,HumanRelations,49(2):233-266.



-50-

Greenhaus,J.,S.Parasuranman& WormleyW.M.(1990).Effectsofrace

on organizationalexperiences,job performance evaluations and

careeroutcomes.AcademyofManagementJournal,33(1):64-86.

Hochwarter,W.A.,Witt,L.A.,& Kacmar,K.M.(2000),Perceptions of

organizationalpolitic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entiousnessandjobperformance,JournalofAppliedPsychology,

85(3):472-478.

Holton,E.F.(1996).The flawed four levelevaluation model.Human

ResourcesDevelopmentQuarterly,7:5-21.

House,J.S.(1981).Work stress and socialsupport,deading,NY:

Addison-Wesley,

Iverson, R. D., Olekalns, M., & Erwin, P. J.(1998), Affectivity,

organizationalstressors,and absenteeism:A causalmodelof

burnoutand its consequences,JournalofVocationalBehavior,

52(1):1-23.

Judge,T.A.,& Bretz,R.D.(1994),Politicalinfluencebehaviorand career

success,JournalofManagement,20(1):43-65.

Kacmar,K.M.,& Ferris,G.R.(1991),Perceptionsoforganizationalpolitics

scale(POPS),developmentand constructvalidation,Educationaland

PsychologicalMeasurement,51(1):193-205.

Kacmar,K.M.,& Carlson,D.S.(1997),Furthervalidationoftheperceptionsof

political scale(POPS), a multiple sample investigation, Journal of

Management,23(5):627-658.

Kacmar,K.M.,Bozeman,D.P.,Carlson,D.S.,& Anthony,W.P.(1999),An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model:

Replicationandextension,HumanRelations,52(3):383-415.

Kipnis,D.,& Vanderveer,R.(1971),Ingratiationandtheuseofpower,Journal



-51-

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17(3):280-286.

Kottke,J.L.& Sharafinski,C.E.(1988),Measuringperceivedsupervisory

and organizational suppor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48:1075-1079.

Lee,R.T.,& Ashforth,B.E.(1996),A mata-analysisexaminationofthe

correlates ofthe three dimensions ofjob burnout,Journalof

AppliedPsychology,81:123-133.

Leiter.M,P.(1991),Copingpatternsaspredictorsofburnout:Thefunction

ofcontrolandescapistcopingpetterns,JournalofOrganizational

Behavior,12:123-144.

Maslach,C.& Jackon,S,E.(1981b),Themeasurementofexperienced

burnout,JournalofOccupationalBehavior,2:99-113.

Maslach,C & Leiter,M.P.(1997),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causepersonalstressandwhattodoaboutit.San

Francisco,CA.Jossey-Bass/pfeiffer.

Mayes,B.,& Allen,R.W.(1977),Towardadefinitionoforganizationpolitics,

AcademyofManagementReview,2(4):672-678.

Mintzberg,H.(1983),PowerinandaroundOrganization,EnglewoodCliffs,NJ:

Prentice-Hall.

Parker,C.P.,Dipboye,R.L.,& Jackson,S.L.(1995),Perceptions of

organizationalpolitics:Aninvestigationofantecedentsandconsequences,

JournalofManagement,21(5):891-912.

Parrell, D., & Petersen, J. C.(1982), Patterns of political behavior in

organizations,AcademyofManagementReview,7(3):403-412.

Pine,A.M.,& Aronson,E.(1988),Careerburnout:Causesandcures,New

york:FreePress.

Poon,J.M.L.(2003),Situationalantecedentsand outcomesoforganizational



-52-

politicsperceptions,JournalofManagerialPsychology,18(2):138-155.

Salanova,M.,Peiro,J.M.,& Schaufeli,W.B.(2002),Self-efficacy

specificityandburnoutamonginformationtechnologyworkers:An

extensionofjobdemand-controlmodel,EuropeanJournalofWork

andOrganizationalPsychology,11(1):1-25.

Schaufeli,W.B.,& Enzmann(1998),Theburnoutcompaniontostudyand

practice:Acriticalanalysis,Taylor& Francis.

Thacker,R.A.,& Wayne,S.J.(1995),An examination oftherelationship

between upward influence tactics and assessments ofpromotability,

JournalofManagement,21(4):739-756.

Thoits,P.A.(1982),Conceptualmethodological,andtheoreticalproblem in

studyingsocialsupportasabufferagainstlifestress.Journalof

HealthandSocialBehavior,23:145-159.

Valle,M.,& Perrewe,P.L.(2000),Dopoliticsperceptionsrelatedtopolitical

behaviors?Testsofanimplicitassumptionandexpandedmodel,Human

Relations,53(3):359-386.

Vigoda,E.(2000a),Organizationalpoliticsandjobattitudes,andworkoutcomes:

Explorationandimplicationsforthepublicsector,JournalofVocational

Behavior,57(3):326-347.

Vigoda,E.(2000b),Internalpolitics in public administration systems,Public

PersonnelManagement,29(2):185-210.

VonEmster,G.R.,& Harrison,A.A.(1998),Roleambiguity,spheresof

control, burnout, and work-related attitudes of teleservice

professionals,JournalofSocialBehaviorand Personality,13(2):

375-385.

Wayne,S.J.,& Ferris,G.R.(1990),Influencetactics,affect,and exchange

qualityinsupervisor-subordinateinteractions:A laboratoryexperiment



-53-

andfieldstudy,JournalofAppliedPsychology,75(5):487-499.

Withey,M.J.& Cooperm W.H.(1989),Predictingexit,voice,loyaltyand

neglect.AdministrativeScienceQuarterly,34:521-539.



-54-

[부록]설문지

설 문 조 사 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직정치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력 그리

고 상사,동료 지원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 작성되었습니다.귀하의 응

답은 본 연구의 귀 한 자료로 활용되고, 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

다. 한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학문 목 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 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8.

조선 학교 경 학원

지 도 교 수 : 조 윤 형

연 구 원 : 유 상 국

sk2216@nate.com

연 락 처 : 우)501-759

주 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 학교 경상 7115호

TEL:062)230-7396(Office)

010-3595-1670(Cell)



-55-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 그 다

1 2 3 4 5

A01.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A02.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평지풍 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상이다.

A03.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조직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가만히 있는 것

이 더 쉬운 길이다.

A04.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때때로 사실 로 말하

는 것 보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A05.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보다 남들이 말하는 로 하는 것이 더

안 하다.

A06.나의 승진 결정은 조직정책에 의하여 일

되게 결정된 이 없다

A07.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이

임 ,승진정책과 계없이 이루어진다.

A08.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임 인상과 승진결정

을 할 때 조직의 정책과는 무 하다.

A09.내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은 정치 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둘 수가 없다.

A10.내가 속한 조직에서 일 한 이래로 임 과

승진이 정치 으로 결정되는 것을 본 경우가

없다.

A11.내가 속한 조직에서 단 한사람도 임 인상

는 승진이 규정에 어 나게 결정된 이

없다.

B01.나의 직속상사는 업무와 련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B02.나의 직속상사는 개인 인 문제 발생 시에도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기 해 노력한다.

B03.나의 직속상하는 직원들이 요한 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B04.나의 직속상사는 잘 된 일에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B05.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결정사항에

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의견을

말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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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 그 다

1 2 3 4 5

B06.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다.

B07.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직장 생활을 더 수월

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 다.

B08.나의 직장동료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다.

B09.나는 직장동료에게 친 감을 느낀다.

B10.나는 직장동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B11.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늘 친 하다.

B12.나의 직장동료는 내가 결근했을 경우 업무상

나의 빈자리를 채워 수 있을 것이다.

B13.나의 직장동료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에게 유용한 도움을 다.

B14.나의 직장동료는 업무 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나를 지원해 다.

B15.나의 직장동료는 나에게 조하고 도움을

다.

C01.내가 맡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 으로

지쳐 있음을 느낀다.

C02.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완 히

지쳐 있음을 느낀다.

C03.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할 생각을 하면 긴장

된다.

C04.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 히

지쳐있다.

C05.나는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

C06.내가 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 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C07.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업무를 잘한다.

C08.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

을 느낀다.

C09.나는 재의 직무에서 가치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다.

C10.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 으로 처리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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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설문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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