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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고성과작

업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이 성과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개인의 태도

와 행동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왔지만, 이와 관련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고성과작업시스템 조직이 구성

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조

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

과로 이어지는 과정과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를 통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직무성과

를 향상하게 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총 247명의 개인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고

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직무만족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

적으로 매개하였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직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특히,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

인과 외재적 요인 모두, 조직지원인식의 높고, 낮은 집단과 상관없이 직

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고성

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직무만족과 직무성

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목적이 명확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인사제도의 설계 및 도입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함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주제어 : 고성과작업시스템,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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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인적자원과 관련된 역량이 조직 유효성을 높여 조직의 긍정적인 성과

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써 부각되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박세호·나인강, 2017; 홍권표·윤동열, 2013).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 동향은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시스

템인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에 대한 구성원

의 지각이 개인성과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Baik, Kim, & Patel, 2019; Escriba-Carda, Balbastre-Benavent,

& Canet-Giner, 2017; Stirpe, Trullen, & Bonache, 2018).

이런 배경에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주로 기업수준에서 연구해왔던 것

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기인한다(권석균·오승희, 2019; 박종욱·손승

연, 2017; Bowen & Ostroff, 2004). 왜냐하면, 기존 기업수준의 연구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실행여부나 강도를 개별 구성원의 반응이 아닌 관리

자나 인사담당자에게 측정토록 하여, 실제 경험하는 인사시스템과 관련

된 성과변수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Drazin, Glynn, &

Kazanjian, 1999; McClean & Collins, 2011).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해 관리자와 구성원

개인이 가지는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리자에게 측

정된 값이 개인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ao, Toya,

& Hong, 2009). 이는 관리자나 인사담당자는 의도된 인사시스템을 대변

하는 반면, 구성원들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인사제도를 측정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박종욱·김성수·박광서, 2016; Wright & Nishii, 2013). 이에

최근에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인 중심의 해석 메커니즘을 개념화하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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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양재완, 2016; Bowen & Ostroff, 2004).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인사시스템이 개인 수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개인 특성 간의 관계는 중

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박종욱·손승연, 2017; Fiske & Taylor,

1991; Wright & Nishii, 2013),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지각과 개인성

과 간의 관계는 개인의 특성과 분리되어 발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

다. 사회인지이론 관점에서는 동일한 사회적 신호를 경험하더라도 구성

원의 가치나 경험에 따라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인식

과정은 구성원 간의 태도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즉, 구성원은 경험과

인지적 관정을 통해 만들어낸 조직적 맥락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

을 형성하기 때문에(Bowen & Ostroff, 2004),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구성

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석균·오승희, 2019; 구정모, 2015; Becker & Huselid, 2006).

더불어 연구자들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성

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변수 간 관계를 결정짓는 프로

세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Becker & Huselid, 2006).

이러한 논의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찾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으로 귀결된다(박종욱·손승연,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

스템과 성과 간의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블랙박스에 대하

여 개인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Cafferkey & Dundon,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개인 수준의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확립하는 동시에 구성

원의 직무성과(job performance)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의 관계

를 규명한다. 그다음, 조직지원을 인식하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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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개인 지각의 결과변수로서 직무성과는 구성

원에게 부여된 직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

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Judge & Bono, 2001), 직무만족은 직무

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로 개인, 조직 간 협업을

통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가치를 더한다(Chandrasekar,

2011). 또한,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정

서적 욕구를 충족한다고 믿는 구성원 개인의 믿음 정도를 말한다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특성활성화이론(trait activation theory)에 의하면, 특성과 관련된 상황

에 대한 인식이 개인 특성과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주요 기제

들로 활용된다. 이에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

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소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한광현·이명호, 2012).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인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깊으며, 이

는 직무성과에 대한 정적 영향이 지속해서 보고되는 긍정적 개인 특성

중 하나인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김윤성, 2003; Kacmar,

Collins, Harris, & Judge,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직무만족과 조직지

원인식을 상황요인으로 고려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개인성과인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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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성과작업시스템

1.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개념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이하 HPWS)은

Barney(1991)가 제시한 자원기반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

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영역의 주요 주제이다. 자원기반이론

(resource based theory)에 따르면, 인적자원이라는 것이 가치 있고, 희

소하며, 모방하기 어렵고,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짐으로 경쟁우위의 근

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Barney, 2001).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경쟁우위 원천으로 인식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역량(ability), 동

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제고를 위해 일관되게 실행되는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박세호·나인강, 2017; Pfeffer, 1998).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기업성과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밝혀지면서

(Huselid, 1995), 많은 연구자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인사시스템을 개념화했다. 국외 연구에서는 고몰입, 혁신적, 고참여 인사

시스템 등의 이름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을 고안해냈다

(Ichniowski, Shaw, & Prennushi, 1997; Guthrie, 2001; Wood &

Albanese, 1995).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고성과와 함께 몰입

적, 유연적, 참여적, 혁신적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호·나인강, 2017; 이주형·이영면, 2010).

비록 효과적인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일괄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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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각의 연구들에서 설명하려

는 고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상 매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들 인사시스템 간에는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인적자원에 주목

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공통점

이 존재하고 있다(박종욱·손승연, 2017; Cook, 2001).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유사 인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용어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정

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

지만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여러 작업 관행을 일종의 묶음으로 보고 내적

으로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라는 정의에는 이견이 없으나(Datta, Guthrie,

& Wright, 2005),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해서는 완전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박지성·안성익, 2017).

구성요소를 개별 관행 중심으로 살펴보면, Huselid(1995)는 조직구조,

구성원의 기능과 기술, 채용 관행 등 13개의 요소로 구성하였고, Delery

& Doty(1996)는 훈련시스템, 성과평가, 참여 및 직무 다양성 등 6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Pfeffer(1998)는 신중한 채용, 고용보장, 광범위한 교

육훈련, 정보의 공유 등 6개의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Collins &

Smith(2006)는 훈련, 채용, 성과평가 등 5개 요소로 구성하였다. 즉, 이러

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선행연구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종업원의 참여와 능력

개발 등을 통하여 종업원 태도와 관련된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각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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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Escriba-Carda et al.,

2017; Hong, Jiang, Liao, & Sturman, 2017; Jyoti & Rani, 2019; Stirpe,

Trullen, & Bonache, 2018). 또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브랜드 인지도 등

의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Fu, Bosak, Flood, & Ma, 2019; Úbeda-García, Claver-Cortés,

Marco-Lajara, Zaragoza-Sáez, & García-Lillo, 2018).

종업원 태도 및 감정(이직의도, 혁신행동 등)과 관련된 비재무적 성과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태도 변수인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멘토링이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Jyoti

& Rani, 2019), 고성과작업시스템과 태도 변수인 혁신적 업무활동 간의

관계를 탐색적 연구가 긍정적으로 매개한다고 보았다(Escriba-Carda et

al., 2017). 또한, 재무적 성과(인당 매출액, 이직률 등)와 관련해서는 고

성과작업시스템이 유연한 업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재무적 성과인

이직률을 낮추고,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통해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인다고 보았다(현정우·권기욱·유효상, 2016;

Stirpe et al., 2018).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 구분과 더불

어, 최근 고성과작업시스템 연구의 두드러진 점은 과거 조직 수준에서의

측정에서 벗어나 팀, 개인 등의 조직 내 수준에서 이를 개념화하고 측정

하려는 것에 있다(박종욱·김성수·박광서, 2016; Han, Liao, Taylor, &

Kim, 2018).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 조직 수준의 연구들이 고성과작업시

스템과 성과 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Wright, Gardner, Moynihan, & Allen, 2005). 이에 일부 연구들은

의도된 인사시스템과 실제 실행된 인사시스템 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밝

혀내고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 수

준의 성과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권

석균·오승희, 2019; 전인·오선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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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주요이론

Heffernan
& Dundon
(2016)

employee well-being organisational justice(매) 정(+)
signalling
theory

Jyoti & Dev
(2016)

employee performance
self-efficacy(조)

learning orientation(매)
정(+)

resource-based
view

또한, 사회인지이론 관점에 따르면(Fiske & Taylor, 1991), 인사시스템

이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인

식과 개인 특성 간의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Wright &

Nishii, 2013). 왜냐하면, 개인이 가진 성향, 성격 등은 실행된 인사시스템

을 지각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동과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원 개인별

로 다양하게 해석 및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욱·손승연, 2017). 이

를 통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인사시스템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고 인지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고성과작업시스템

은 인적자원관리제도 간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시스템을 경험하고 인

지한 구성원들의 직무 및 조직에 대한 몰입수준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Jyoti & Rani, 2019). 다시 말해, 조직

의 의도에 따라 실행된 인사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구성원들이 인

적자원관리를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인지하고 그러한 조직분

위기가 활성화된다면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Bowen &

Ostroff, 2004; Stirpe et al., 2018; van Esch, Wei, & Chiang, 201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개인수준 효

과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의 선행연구



- 8 -

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주요이론

Demirbag,
Tatoglu, &
Wilkinson
(2016)

subsidiary type
(multinational

enterprise: MNE,
emerging-country

MNEs:
EC MNEs)

정(+)
institutional

theory

Melesse
(2016)

firm performance HR attributions(조) 정(+)
attribution
theory

Beltrán‐Martín,
Bou‐Llusar,
Roca‐Puig,

&
Escrig‐Tena

(2017)

proactive behaviour
flexible role orientation(매),

role breadth
self-efficacy(매)

부(+) -

Escribá-Carda
et al. (2017)

innovative work
behaviour

exploratory learning(매) 정(+)
social

exchange
theory

Hong et al.
(2017)

organizational
financial performance

ownership and
management alignment(조)
service performancs(매)

정(+)
agency theory,
resource-based

view

Stirpe &
Zárraga-Ober

ty
(2017)

retention rate
workforce feminization(조)

flexible work
arrangements(조)

정(+)
social

exchange
theory

Han et al.
(2018)

team performance

adaptation orientation(조)
efficiency orientation(조)

transformational
leadership(매)

정(+) -

Stirpe et al.
(2018)

retention outcomes
workforce ageing(매),

provision of flexible work
programmes(매)

정(+)

job
demands-resou
rces(JD-R)

model

Úbeda-Garcí
a et al.
(2018)

performance

organizational
ambidexterity(매),
human resource
flexibility(매)

정(+) -

van Esch et
al.

(2018)
firm performance

employees’
competencies(매)

climate for creativity(조)
정(+) -

Fu et al.
(2019)

firm performance
national culture(조)

organizational
coordination(매)

정(+)

coordination
theory,
shared

me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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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영향 주요이론

Baik, Kim, &
Patel
(2019)

employee
service-providing

capability

industry dynamism(조)
industry complexity(조)

정(+)
internal

ecological
perspective

Jyoti & Rani
(2019)

ITL-intention to leave
mentoring(조)
burnout(매)

정(+)

AMO theory.
social

exchange
theory,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Zhou, Fan, &
Son

(2019)

organizational
innovation

corporation governance
participation(조)

direct voice mechanism(조)
정(+) -

박종욱 외
(2016)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목표지향성(조) 정(+)
사회교환이론,
자기결정성이론,
자원배분이론

양재완
(2016)

조직시민행동
고성과 작업시스템

분위기(조)
절차적 공정성(매)

정(+)
사회교환이론
행동주의적

관점

현정우 외
(2016)

기업성과 조직문화(조) 정(+)
자원기반이론
상황적 관점

박종옥·손승연
(2017)

과업성과, 창의성 핵심자기평가(조) 정(+)
사회인지이론,
개인-환경
적합성이론

박세호·나인강
(2017)

이직률, 생산성 정(+) AMO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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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무성과

1. 직무성과의 개념

성과(performance)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또는

작업 등과 같은 행위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

과는 사회과학의 다른 개념들과 같이 다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Clarke, Alshenalf, & Garavan, 2019). 즉, 성과는 조직의 목표나 조직의

성격에 따르거나, 학자 및 연구 경향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에 성과를 무엇이라고 특정 짓기가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측정하는 대

상에 따라 개인성과, 집단성과, 조직성과로 구분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자의 업무 크기에 따라 작업성과, 업무성과, 직무성과로 구분하기도

한다(배종석·사정혜, 2003; 오인수·김광현·황종오·유태용·박영아·박량희,

2007).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

의 노력을 통해 도출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무성과를 통하

여 조직 구성원의 직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가 판단될 수 있다

(Judge & Bono, 2001; 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즉, 직무

성과를 구성원 직무 관련 목표 대비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구

성원이 이루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업무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서영표·이종건, 2019; 박종욱 외, 2016; Rachel,

Wang, & Oh, 2018).

일반적으로 직무성과는 조직에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성취도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재형·임진혁,

2019).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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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성취도와 이직률, 결근율, 업무의 질과 양, 정확성 등이 제시되고 있

다(Fletcher, 1995).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이유는 경쟁기업에서 모

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의 원천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 각자가, 직무에

대해 가지는 이해력과 실행력에 대한 직무역량의 차이에 따라 조직 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Griffin, Neal, & Parker,

2007; Huselid, 1995).

2. 직무성과의 선행연구

Poter & Lawler(1968)는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개인이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능력과 결과물로 정의하고, 개인 수준의 효과성 변수와

관련된 개인성과의 근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직무성과는 누가 측정하는

지에 따라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등으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능력, 태도,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지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지 및 지각 정도를 성과에 반영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Griffin, Neal, & Parker, 2007).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기업마다 상의할 수 있으므로, 자기인지

에 따른 직무성과 측정방법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Babin

& Boles, 1998; De Cuyper, Sulea, Philippaers, Fischmann, Iliescu, &

De Witte, 2014). 자기보고방식이나 상사나 동료에 의한 평가방법 등으

로 분류되는 지각된 직무성과는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는 한계점을 가지나(주희·이형룡, 2014), 최근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평가사용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됐기에, 본 연구에

서도 이러한 자기보고식 평가를 측정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박종욱·손

승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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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고식 평가를 사용한 직무성과 측정방식의 타당성 확보 경향은

<표 2>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상사와 관련되어 윤리적 리더십과, 공유

리더십, 상사에 대한 신뢰가 직무성과에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 수준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직무성과로 측정하였다(서영표·이종건, 2019; 심덕섭·

김형진, 2019; 최우재, 2019). 또한, 국외근무경험, 국외근무의사 등의 개

인적 요인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자아수용, 삶의

목적, 자율성 등과 같은 심리적 웰빙이 직무성과를 높이는 정(+)의 관계

임을 재무적인 직무성과 지표가 아니라, 자기보고식 직무성과 지표로 측

정하였다(이치카와 에미·김영조, 2018; 조영빈·박하진·가제현·최병우, 2018).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열망인 종업원의 가족 동기와 종업원

이 직무성과를 찾는 정도인 인식된 측정 품질 등이 직무성과를 높이는

정(+)의 관계임을 들고 있다(Groen & Wouters, 2017; Melesse, Tussing,

Wihler, & Grant, 2017). 조직적 요인으로는 연공서열이 창의적 직무성과

를 높이는 정(+)의 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Richard, Avery, Luksyte,

Boncocur, & Spitzmueller, 2019). 직무 환경적 요인으로 종업원의 소속

감이 동료와 조직에 의해 충족되는지를 나타내는 직장 외로움과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를 높이는 정(+)의 관계임을 밝혔다(Kensbock &

Boehm, 2016; Ozcelik & Barsade, 2018).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직무성과는 조직

의 관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구성원들의 직무성과는 곧 조직

성과와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성과는 개인적, 조

직적, 직무 환경적 요인과 같이 다양한 측면으로 직무결과 및 업무실적

에 대한 지각적 인식으로 측정되고 있다(최우재, 2019; Tett & Meyer,

1993). 다시 말해, 직무성과에 대한 지각적 인식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는 직무능력으로 이어져 조직

효과성의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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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고

Kensbock &

Boehm

(2016)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performance,

emotional

exhaustion

organization-based

self-esteem(매)

Groen &

Wouters

(2017)

perceived

measurement

quality

job performance

attitude toward

performing well(매)

perceived norms for

performing well(매)

perceived control over

performing well(매)

Melesse et

al.

(2017)

family

motivation

job

performance

intrinsic motivation(조)

energy(매)

stress(매)

Frieder et

al.

(2018)

job-relevant

personality traits

job

performance

perceiv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조)

perceived

meaningfulness at

work(매)

Ozcelik &

Barsade

(2018)

workplace

loneliness
job performance

employee

approachability(매)

employee affec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매)

culture of companionate

love(조)

culture of anger(조)

loneliness of employee’s

coworkers(조)

서 요구하는 업무실적 및 직무결과에 대한 지각된 직무성과가 구성원들

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

의 직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직무성과(job performance)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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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고

Clarke,

Alshenalf,

& Garavan

(2019)

upward influence

tactics

(rationality,

ingratiation,

self- promotion,

exchange, coalition,

upward appeal,

assertiveness)

job performance

ratings

mutual recognition

respect(매)

mutual appraisal

respect(매)

Richard et

al.

(2019)

employee seniority
creative job

performance

creative process

engagement(매)

synergy diversity

climate(조)

김만수·

이형탁

(2017)

직무만족

직무성과

(고객만족도,

직무수행성)

고객지향성(매)

신민선·

김학수

(2018)

내부고용가능성

외부고용가능성
직무성과 LMX(조)

조영빈 외

(2018)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통제위치

서영표·

이종건

(2019)

상사신뢰
직무열의,

직무성과
심리적 주인의식(매)

심덕섭·

김형진

(2019)

윤리적 리더십

직무성과,

내부고발,

비윤리적 행동

개인-조직 적합성(매)

이지영·

정원호

(2019)

감정노동 표면행동

감정노동 내면행동
직무성과 감정노동자의 행복(매)

최우재

(2019)
공유리더십 직무성과 집단주의 성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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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무만족

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으

며, 구성원의 행위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로 인하여, 최

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Alfes, Shantz, & van Baalen, 2016;

Laroche, 2017; Valentine & Fleischman, 2018). 직무만족은 조직차원에

서 이직의도, 조직몰입, 조직성과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차

원에서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과 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최근 선행연구들 역시, 이러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김소희·

소효정, 2018; 김지영·김성혜·조아로, 2019; 박지영·윤동열·장제욱, 2019).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직무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조미희·윤동열, 2016). 즉, 직무만

족은 개인의 가치관, 욕구 신념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환경을 평가하거

나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정적 만족상태를 의미한다(Brackett &

Salovey, 2006; Porter & Steers, 1973). 이렇게 직무만족은 추상적 용어

로 다차원적인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감정 상태는 직접 측

정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추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혁·금현섭, 2018; Milton, 1981).

직무만족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성

과에 영향을 주어 이직률과 결근율을 낮추고, 그 결과 조직 효율성을 판

단하는 생산성을 높인다(Brooks & Zeitz, 1999). 또한, 동료나 상사 내지

는 조직 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원의 직무만족은 개인, 조직 간 협업

을 통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Chandrasekar, 2011).

직무만족에 대한 구성요소와 관련된 연구로 Smith, Smith, &

Rollo(1974)은 구성원이 느끼는 만족감은 일, 급여, 상사, 동료, 승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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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소를, Locke(1976)은 임금과 승진, 직무 자체와 안정감, 감독과

회사의 경영방침 등의 9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복

잡한 감정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떤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

는지가 규명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Milton, 1981). 이에 직무만

족에 대한 정의나 개념만큼 구성요소와 관련된 연구도 다양하므로, 조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직무만족의 선행연구

직무만족과 관련된 <표 3>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속변수뿐

만 아니라 매개변수로서도 널리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무

만족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조직 내 인간관계, 개인의 성향, 보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

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Schaumberg & Flynn, 2017;

Valentine & Fleischman, 2018).

종속변수로서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리더의 감정규제전략(표면행위,

내면행위), 구성원의 CSR 참여, 초기 진입자가 인식한 조직문화와 조직

특성, 상사 피드백 의도 인식 등이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을

높이는 정(+)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김소희·소효정, 2018; 김지영 외,

2019; 민동화·송민정·정동일, 2019; 전주언·운드라·김희택·김은성, 2019).

매개변수로서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직장 내 따돌림 경험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지된 중요성 간의 관계 및 개별적 근무조건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오혜·

강대석, 2018; Valentine & Fleischman, 2018). 또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부하의 상사지원인식과 일탈행동 관계뿐만 아니라 리더의

행동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직무만족이 각각 매개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김시내·이지영·정원호, 2017; 성낙청·문재승·박계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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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고

Alfes et al.

(2016)

perceived over

qualification
job satisfaction

leader–member

exchange(조)

team cohesiveness(조)

Laroche

(2017)

union members in

workplaces

level of collective

bargaining

job satisfaction

Schaumberg

& Flynn

(2017)

job satisfaction absenteeism

guilt proneness(조)

agreeableness(조)

moral identity(조)

Valentine

&

Fleischman

(2018)

workplace bullying

experiences

perceived

importance

of an ethical

issue

machiavellianism(매)

job satisfaction(매)

이러한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열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기

부여와도 밀접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조영삼, 2017; Huang & Van de

Vliert, 2003).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

아지며 동기부여가 목표지향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동기

부여와 직무만족 간에 사회적 안정성, 개인주의 등의 요인이 조절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성낙청 외, 2016; Huang & Van de Vliert, 2003).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구성원의 직무만

족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한혁·금현섭, 2018; Valentine & Fleischman, 2018). 즉,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거나, 조

직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직 생산성 향상에

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oks & Zeitz, 1999; Huang & Van de

Vliert,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고성과작업시

스템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매개로 개인 성과변수인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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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고

성낙청 외

(2016)
리더의 코칭행동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매)

감성지능(조)

김시내·

이지영·

정원호

(2017)

상사지원인식 일탈행동
직무만족(매)

조직지원인식(조)

조영삼

(2017)

성과지향성,

숙달지향성
직무만족

동기부여(매)

상사지원인식(조)

김소희·

소효정

(2018)

상사의 피드백

의도에 대한

구성원 인식

직무만족 피드백 추구 행동(매)

김지은·

차운아

(2018)

일중독 성향

(과도하게 일하기,

강박적으로

일하기)

직무만족

이직의도
사적 관계손상(매)

서광석·

안종태·

윤현중

(2018)

이중몰입

(조직, 노조)
직무만족 공무원 소속기관(조)

오혜·

강대석

(2018)

개별적 근무조건 혁신행동
직무만족(매)

조직지원인식(매)

한혁·

금현섭

(2018)

인적자원관리

혁신방안
기업 성과 직무만족(매)

김지영 외

(2019)

조직 초기집입자가

인식한 조직문화와

조직특성

직무만족 무형식학습(매)

전주언 외

(2019)

종업원의

CSR 참여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개인적 내부브랜드

동일시(매)

사회적 내부브랜드

동일시(매)

민동화 외

(2019)

리더의

감정규제전략

(표면행위,

내면행위)

부하직원의

직무만족,

부하직원의

조직시민행동

부하직원이 인식한

진정성 리더십(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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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직지원인식

1. 조직지원인식의 개념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이하 POS)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정

서적 요구를 충족한다고 믿는 구성원의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전지영·우

주연·호민·곽원준, 2018;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즉, 조직이 구성원의 이바지한 바를 인정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

이 있는지와 관련된 구성원의 믿음 정도를 말하며, 조직의 지원을 인식

한 구성원은 사회교환이론과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을 위한 반

대급부 차원에서 조직몰입과 조직에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우재·조윤형, 2019).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조직 구성원과 조직 간의 교

환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구성원의 이익 충족 여부에 따라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되므로, 조직지원인식을 구성원들의 조직몰

입과 마찬가지로 조직도 구성원에게 몰입되는 교환과정으로 인식되는 정

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이 조직몰입이라면,

조직이 구성원에게 몰입하는 것을 조직지원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hore & Wayne, 1993).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형성되는 조직에 대한 의인

화, 조직의 자유 재량적 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조직을 의인화함으

로써 조직에 인간적 특성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와 같은 관리자의 행동

을 조직 전체의 행동으로 생각하게 된다(Eisenberger, Stinglhamber,

Vandenberghe, Sucharski, & Rhoades, 2002).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받

는 호의적이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를 곧 조직이 구성원 개인에게

가지는 태도로 인지하게 된다(맹현아·김상수, 2019; Loi, Hang‐Y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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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ey, 2006).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들이 그들이 받는 보상을 외

부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조직의 자유 재량적인 선택으로 인지하였을

때, 더욱더 강해진다. 이에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개인은 조직이 자신의

기여를 조직이 가치 있게 여겨, 그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 및 노력에 대

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최우재·조윤

형, 2019; 맹현아·김상수, 2019).

조직지원인식의 구성요인으로 Guzzo, Noonan, & Elron(1994)은 일반적

지원, 가족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Wayne,

Shore, & Liden(1997)은 승진, 직무개발, 직무경력, 교육훈련 등의 네 가

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관련해서

리더의 관심과 지원, 구성원을 위한 배려와 이해, 구성원 고충에 대한 이

해와 배려를,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

적 지원 등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김효선·차운아, 2009).

2. 조직지원인식의 선행연구

조직지원인식은 최근에 연구주제로 주목받는 요인으로써, 직무만족이

나 조직몰입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연구와 선행

요인과 결과요인을 검증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한수진·강소라,

2019; Singh, Zhang, Wan, & Fouad, 2018).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긍

정적인 감정 상태로 직무에 대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하지만,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된 믿음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orter et

al., 1974). 또한,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직몰

입과 유사하지만,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몰

입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Shore & Tetrick. 1991).

<표 4>에 따른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여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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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직

이 자신에게 충분한 지원과 몰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 때,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조절변수이자 사회적

지원의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조윤형·나윤진,

2013). 이에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관여 간의 관계,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 등과 같이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맹현아·김상수, 2019; 한수진·강소라, 2019).

또한, 여성 엔지니어의 직업적 헌신이 직업의 이직의도의 부정적인 영

향을 감소시키는데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거나, 부하가 조직으로부터 지

원인식을 낮게 느끼고, 상사와 높은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상

사의 이직의도가 부하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이진복·곽원준, 2017; Singh et al., 2018).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셀프리더십과 개인-조직 적합성 간의 관계, 개인-조직 적합성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각각 조절하여, 조직과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다(신대훈·이지영·노명화, 2016).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직

무태도와 생각이 조직지원인식과 같은 조직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우재·조윤형, 2019)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의 내재적 특성인 구성원의 태도 및 감정과 연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맹현아·김상수, 2019; 한수진·강소라, 2019). 대체로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된 주제들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조직 효과성 측

면에서 성과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만수·이형탁,

2017; Wanberg & Banas,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태

도 및 감정 관련된 변수인 직무만족이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라, 조

직 효과성을 나타내는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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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고

Tolentino

et al.

(2017)

intimate

partner

aggression

career outcomes

job performance

outcomes(매)

POS(조)

Singh et

al.

(2018)

occupational

commitment

occupational

turnover

intentions

POS(조)

신대훈·

이지영·

노명화

(2016)

셀프 리더십 주관적 안녕

조직지원인식(조)

개인-조직적합성(매)

개인-직무적합성(매)

오혜·

홍운기

(2017)

개별적 근무조건
조직지원인식

이직의도
과업성과 인식(매)

이진복·

곽원준

(2017)

상사의 이직의도 부하의 이직의도
LMX(조)

조직지원인식(조)

전지영 외

(2018)
조직지원인식

업무성과

생활만족도
일-가정 촉진(매)

맹현아·

김상수

(2019)

개인주의

집단주의

조직몰입

직무관여
조직지원인식(조)

최다은·

윤동열·

김성훈

(2019)

경력개발 이직의도
조직몰입(매)

상사지원인식(조)

최우재·

조윤형

(2019)

고용가능성

(내부유연성,

외부이동성)

조직 구성원들의

적응수행

심리적웰빙과

주관적웰빙(매)

조직지원인식(조)

한수진·

강소라

(2019)

고객, 작업환경,

직무 관련

스트레스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
조직지원인식(조)

<표 4>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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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

무성과(job perform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이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직무만족을 통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매개관계는 조직지

원인식(POS)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직무성과를 향

상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독립변수로, 직

무성과를 종속변수,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고 조직지원인식이 조절변

수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고성과작업시스템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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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설정

1.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의 관계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ability-motivation-opportunity(AMO)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한다

(Delery & Shaw, 2001). AMO 이론에 따르면,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의

일하는 역량(ability)을 향상시키며,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motivation)를 제공하고,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참

여할 기회(opportunity)를 증진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킨

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AMO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가 조직 구성

원들의 성과를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AMO 이론의 주장

을 뒷받침하고 있다(박세호·나인강, 2017; Jyoti & Rani, 2019).

먼저, 채용, 교육훈련과 같은 능력향상 인사시스템은 직무 숙련도를 증

가시켜 직무수행에 대한 몰입에 대한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고(Lincoln

& Kalleberg, 1985), 교육훈련과 같은 인적투자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발전가능성, 잠재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부터의 관심

을 향상시킨다(Galunic & Anderson, 2000). 이를 통해 능력향상 인사시

스템이 결과적으로 인적자본 수준 및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박종욱·손승연, 2017).

평가와 보상과 같은 동기향상 인사시스템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성

과보상 및 승진을 실시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키고(Schuler &

Jackson, 1987), 구성원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이 직무수행에 들인 노력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신호를 제공해준다(Kwon, Jeong, & Bae, 2010).

이를 통해 동기향상 인사시스템이 구성원의 직무몰입 수준의 향상을 가

져오고 결과적으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기욱·김

광현·김종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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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도, 정보공유와 같은 기회향상 인사시스템은 직무설계 관점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었

으며(Hackman & Oldham, 1976), 정보공유와 같은 협업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있는지에 따라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높인다

(Osterman, 1994). 이를 통해 기회향상 인사시스템이 구성원의 사기 증

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Subramony, 2009).

또한, 자발적 참여와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임파워

먼트(empowerment)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효과로 직무와 관련

된 재량적 노력이 증가될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조직 안팎에서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직무역

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이다(권석균·오승희, 2019). 이

에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직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조준·윤동열·한승현,

2018; Ahearne, Mathieu, & Rapp, 2005; Seibert, Silver, & Randolph,

2004).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조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노력이 합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교육훈련과 참여기회 확대와

같이 구성원 개인의 조직 소속감을 높인다면 개인은 더욱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즉, 상호호혜성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

은 조직의 행동이나 관심이 유익하다고 인식된다면, 자신의 직무수행에

서의 재량적 노력을 더욱더 고취할 것이다(박종욱·손승연, 2017;

Gouldner, 1960).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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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만족의 관계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미래에 그 도움을 되갚

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 이론이다(Gouldner, 1960). 이러한 사회교환관

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권기욱 외, 2012; Cropanzano & Mitchell, 2005). 즉, 조직의 인

사제도나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의 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Takeuchi, Lepak, Wang, &

Takeuchi, 2007).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인 인적자원에 주목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와 몰입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조직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사시스템이다(박종욱·손승연,

2017; Cook, 2001). 이러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은

구성원의 조직 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조직이 직무수행에 들인 노

력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신호를 제공해준다(Kwon, Jeong, & Bae,

2010). 이에 상호호혜성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행동이나 관심

이 유익하다고 인식된다면, 사회교환의 질이 향상되어 자신의 직무수행

에서의 재량적 노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갖게 될 것이

다(권기욱 외, 2012; Bowen & Ostroff, 2004).

조직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대해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고,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가지게 된다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가성민·윤동열·한승현, 2017). 즉, 성공적인 직무성과는

성취감과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통한 내재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성공

적 직무성과에 따른 성과평가와 승진과 같은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재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박지성·안성익,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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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도록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활용 정도가 증가할수록 구성원

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안정감을 높임으로써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과 웰빙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박지성·안성익, 2015; Wood & De Menezes, 2011). 또한,

조직이 평가와 보상과 같은 동기향상 인사시스템인 고성과작업시스템으

로 구성원의 동기부여 향상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맡은 직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직무만족

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조영삼, 2017).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관계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

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구

성원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개인의 동기

부여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

다(Hackman & Oldham, 1975). 또한,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만족하면, 만족에

대한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

행하게 되며, 이는 곧 직무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Boshoff & All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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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공정성 평가로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

이 직무를 통해 받게 되는 급여나 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하

여 공정성을 비교한 다음, 직무만족을 느끼게 된다(Organ, 1990). 이에 조

직 구성원들은 타인들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본인이 받고 있는 보상이 공

정하다고 느낀다면, 더욱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추가적

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김정식·김현철, 2012). 또한, 서비스

수익 체인(service-profit chain) 이론에 의하면, 만족도가 높은 조직 구성

원들이 더욱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

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 및 기업의 성과가 상승한다고 설명한다(한혁·

금현섭, 2018; Heskett, Jones, Loveman, Sasser, & Schlesinger, 1994).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강한 충

성심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 직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노력 및 행동을 보인다. 즉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조직성과 및 직무성과 향상을 위해 창의적으로 직

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직무 그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직무수

행에 있어서 재량적 노력을 기울인다(Wanberg & Banas, 2000).

따라서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에 더

욱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도 호의적일 것이

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은 구성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는 낮은 이직률

로 이어져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

며, 숙련된 인재의 직무성과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김만수·이형탁, 2017; 김재형·임진혁, 2019). 따라서 이러한 논의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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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같은 조직수준의 인적자원관리가 현장에 적용되

면, 조직 구성원들은 우선 그 관행을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지각은 구성

원의 태도나 반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선행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블랙박스-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

하면서 직무만족, 신뢰, 조직몰입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주장하였다

(Boxall & Macky, 2009; Shen, Benson, & Huang, 2014).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직무만족과 조직신뢰와 같은 구성원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과는 조직의 업무효율화,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전인·오선

희·안성익, 2013). 즉,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직무 관행과 인적자원관리 관

행을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동기경로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다시 매개변수가 되어 조

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적동기관점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흥미, 즐거움을 나타내는 직무만

족은 내적 동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Wernimont, 1966). 이러한 직무만족

은 직무 자체의 특성에 관련된 직무만족에 초점을 두는 내부 초점 직무

만족과 직장 관계에서 동료나 상사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인 외부 초점

직무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Dineen, Noe, Shaw, Duffy, & Wiethoff,

2007). 외부 초점 직무만족은 경력기회, 근무조건 등과 같은 직무의 도구

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직무만족은 성취와 자

격취득의 기회, 조직 내 규칙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는 만족이다(Weiss,

2002). 이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은 훈련과 평가, 보상 등과 같은 하위요소

를 통하여, 직무의 유용성 및 도구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초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의 성과에 기초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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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Chien, Lawler, & Uen, 2010).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조직이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한다면, 구성원 역시, 조직에 보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구성원의 만족

을 위한 조직의 노력은 낮은 이직률로 이어져, 신규채용과 재교육에 따

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향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다(Chi & Gursoy, 2009).

고성과작업시스템은 본인의 경력과 역량개발에 대한 효능감과 참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높임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본인 직무에 스스로 동기 부

여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조직과의 호의적인 분위기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오류 감소 등의 직무성과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오혜·강대석, 2018).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직무만족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긍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5.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조직에 구성원들의 기여를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구성원의 복지에 관

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것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

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될 것이고, 낮을

경우에는 직무만족의 긍정적인 영향이 다소 감소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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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행동분야에서 개인의

성향적 특성과 상황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의 비

중이 확대되고 있다(한광현·이명호, 2012).

조절변수로서의 조직지원인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특성활성화이론

(trait activ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특성활성화이론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이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여 표출 혹은 억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

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개인특성과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조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조직이 구성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며, 배려를 의미하는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의 상황적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Singh et al., 2018; Tolentino, Garcia, Restubog,

Scott, & Aquino,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지영·우주연·호민·곽원

준(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조직지원인식과 직무 관련 성과와의

직접적인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무만족과 조직지

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의 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이 어떻게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Eisenberger et al., 1986).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높은 조직지원을 인식한 구성원은 상호호혜성 차원에서 조직과

동일시하거나 보답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애

착은 구성원들이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수

행함으로써 증가한다(김시내 외, 2017).

많은 선행연구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 내에서 형성하게 되는 조직 구

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맹현아·김상수, 2019; 최다은·윤동열·김성훈, 2019; 한수진·강소라, 2019)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조직이 자신의

복지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신뢰의 감정



- 32 -

을 가지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이러한 조직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통해 구성원은 직무에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자신의 직

무 그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량적 노력을

기울인다(Wanberg & Banas, 2000).

즉,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으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조직의 목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인 직무만족을 높이거나, 반대로 조직의 지원

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구성원들은 상호호혜성 원칙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해가 되는 반생산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진복·곽원준, 2017). 이에 조직으로부터의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 구성원의 경우, 정서적 불안과 긴장감이 감소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성취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 조직행

동으로 유발되어 개인의 성장과 동기부여가 이뤄질 것이다(Greenglass,

Burke, & Konarski, 1997).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조직행동과 감정상태를 직무만족으로 보아, 이

러한 직무만족이 조직의 효과성이란 목적으로 대표되는 직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조직지원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같은 가설이 설정하였다.

가설 5 : 조직지원인식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조절할 것이다.

6.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근로자의 심리상태, 조직 효과성 등에 대해 조절효과 또는 매개효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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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한 가지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으나,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종속변

수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4의 매개효과와 가설 5의 조절효

과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는 개별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것이므로 두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각 변수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 설명 가능

하므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지

각은 상호호혜적 특성을 가지므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여가 합당한

보상으로서 인정되고 참여 기회 및 교육훈련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 받는다고 느낀다면 구성원 개인은 그렇지 않

다고 느낀 경우보다 더욱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의 경우,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자

신의 직무수행에 만족하면, 만족에 대한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곧 직무성과의 향

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직지원인식 역시, 조직 구성원들의 기여도와 노

력에 대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상호호혜적 관점에 의해 조직에 대해

반대급부로 의무감을 느껴 목표달성에 희생하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질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에 의해 증진된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지는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을 통하여 직무성과에 이

르는 간접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직

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가 조직지원인식에 의해서 강화되므로, 결

국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이르는 전체적인 효과를 증가시킬 것

이다. 반대로 조직지원인식이 낮으면 직무만족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

되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지 못함으로, 지각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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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통하여 직무성과에 이르는 간접

효과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각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을 통해 직

무성과에 이르는 간접효과를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 직무만족을 통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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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

하고 직무만족을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조직지원인식을 조절변

수(moderated variable)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

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를 통해 측정하였다.

1. 고성과작업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을 기업의 인적자본인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보아 자발적 참여 촉진, 공정한 분배와 조직 구성

원과의 상생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크게 직원의 참여, 내부이동, 교육훈련, 채용, 명확한

직무설명, 결과기반의 평가, 고용안정성, 성과보상 등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Sun, Aryee, & Law(2007)와 Patel, Messersmith, &

Lepak(2013)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항은 총 27개 문항으로 직원의 참여 4개 문항, 내부 인사이동 5개

문항, 교육훈련 4개 문항, 채용 4개 문항, 명확한 직무설명 3개 문항, 결

과기반의 평가 3개 문항, 고용안정 2개 문항, 성과보상 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 직무성과는 구성원이 요구되는 직무결과에 대하여 성취하

는 정도 혹은 구성원의 성취도를 의미하며, Farh & Cheng(1997)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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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개발하고, Gong(2009)와 그의 동료가 활용한 4개 문항을 번역하

여 활용하였다. 이에 자기보고식 직무성과 지표로 “나는 우리 부서의 전

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등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3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욕구충족을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와 반응으로

개인이 갖는 직무결과에 대해 갖는 태도이자 정서적 반응이라 정의한다.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종합하여 측정하는 미

네소타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사용

하였다(Weiss, Dawis, England, & Loftquist, 1967). 미네소타만족설문지

의 긴 양식은 100개 문항으로, 짧은 양식은 20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문항은 짧은 양식인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적

(intrinsic) 요인 12문항, 외재적(extrinsic) 요인 6문항, 전반적(general)

요인 2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4.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얼마나 조직 구성원의 공헌과 노력을 가치 있

게 생각하고, 구성원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는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er(1986)가 개발한 SPOS(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17개 설문항목 중 고은혜·윤동열(2017)과 김주하·윤동열·김성

훈(2019)에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총 8개 항목이며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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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회사를 위한 나의 노력(기여)을 높게 평가한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간 근로자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응

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인

을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업무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여성인 경우 0, 남성인 경우 1로 구

분하였다. 연령은 30세 미만은 1, 30세 이상～35세 미만은 2, 35세 이

상～40세 미만은 3, 40세 이상～50세 미만은 4, 50세 이상～60세 미만은

5, 60세 이상은 6으로 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 전문대학 졸업이 2, 대학교 졸업이 3, 대학

원 졸업이 4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이 1, 2년 이상～3년 미

만이 2, 3년 이상～5년 미만이 3, 5년 이상～10년 미만이 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 20년 이상이 6이다.

업무유형의 경우,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기획운영(감사포함)은 지원부서

로 0, 능력개발(숙련포함), 능력평가(NCS포함), 국제인력, 기타 등은 사

업부서로 1로 설정하였다. 직급은 사원/주임이 1, 대리가 2, 과장/연구원

이 3, 차장/선임연구원이 4, 부장/책임연구원이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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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 항 수 출 처 비 고

고성과

작업시스템

참여 4개

Sun et al.(2007)

Patel et al.(2013)
27개

내부이동성 5개

교육훈련 4개

채용 4개

직무설명 3개

평가 3개

고용안정성 2개

보상 2개

직무성과 4개 Gong et al.(2009) 4개

직무만족

내재적 12개

Weiss et al.(1967) 20개외재적 6개

전반적 2개

조직지원인식 8개
Eisenberger et al.(1986)

고은혜·윤동열(2017)
8개

통제변수 6개 6개

합계 65개

6. 설문지 구성

<표 5>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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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도입 운영 중인 A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보름 동안 설문지를 배포하

여 총 27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 응답 25건을 제외한

247부를 통계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47명(59.5%), 여

성 100명(40.5%)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54명(21.5%), 30

세~39세가 124명(50.2%), 40세~49세가 61명(24.7%), 50세~59세가 9명

(3.6%), 60세 이상이 0명으로 분포되어 있어, 30대와 40대 응답이 74%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6명(2.4%), 전문대학교 졸업이 2명(0.8%),

대학교 졸업이 182명(73.7%), 대학원 졸업 이상이 57명(23.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2년 미만이 44명(17.8%),

2~3년 미만이 23명(9.3%), 3년~5년 미만이 54명(21.9%), 5년~10년 미만이

59명(23.9%), 10~20년 미만이 58명(23.5%), 20년 이상이 9명(3.6%)으로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업무유형으로는 기획운영(감사포함)이 64명(25.9%), 능력개발

(숙련포함)이 49명(19.8%), 능력평가(NCS포함)가 86명(34.8%), 국제인력

이 43명(17.4%), 기타가 5명(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직급

을 살펴보면 사원/주임(6급)이 11명(4.5%), 대리(5급)는 77명(31.2%), 과

장/연구원(4급)이 93명(37.7%), 차장/선임연구원(3급)이 59명(23.9%)이 부

장/책임연구원(2급)이 7명(2.8%)으로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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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비율(%)

성별
남성 147 59.5

여성 100 40.5

연령

30세 미만 53 21.5

30~39세 124 50.2

40~49세 61 24.7

50~59세 9 3.6

60세 이상 0 0

학력

고졸 6 2.4

전문대졸 2 0.8

대졸 182 73.7

대학원졸 57 23.1

근속연수

2년 미만 44 17.8

2~3년 미만 23 9.3

3~5년 미만 54 21.9

5~10년 미만 59 23.9

10~20년 미만 58 23.5

20년 이상 9 3.6

업무유형

기획운영(감사포함) 64 25.9

능력개발(숙련포함) 49 19.8

능력평가(NCS포함) 86 34.8

국제인력 43 17.4

기타 5 2.0

직급

사원/주임(6급) 11 4.5

대리(5급) 77 31.2

과장/연구원(4급) 93 37.7

차장/선임연구원(3급) 59 23.9

부장/책임연구원(2급) 7 2.8

<표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앞서

SPSS 22.0와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이 비교적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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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속적인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항목묶음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신뢰도 측정 및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7>과 같이 도출되었다.

별수별 신뢰도 분석 결과, 고성과작업시스템은 0.922, 직무성과는

0.873, 직무만족은 0.918, 조직지원인식은 0.899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을 상회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고성과작업시스템 25 0.922

직무성과 3 0.873

직무만족 18 0.918

조직지원인식 5 0.899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별 적합도를 저해하거나 요인적재치가 낮

은 직무만족의 일반적 만족도 항목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고용 안정성

이 입사 이후로부터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재직특성으로 인하여, 안정적

고용관리와 관련된 적합도가 다소 저해될 수 있기에 고성과작업시스템의

고용안정 항목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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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t AVE CR

고성과

작업시스템

참여 .696 - -

.665 .932

내부이동성 .572 .109 8.329

교육훈련 .770 .121 10.985
채용 .789 .124 11.235

직무설명 .728 .140 10.435
평가 .733 .153 10.508

보상 .578 .144 8.411

직무성과

JP 1 .878 - -

.748 .937JP 2 .902 .065 16.363

JP 4 .723 .064 13.040

직무만족
JSI .809 - -

.615 .761
JSE .889 .091 15.840

조직지원

인식

POS 1 .798 - -

.809 .926

POS 4 .680 .083 11.350

POS 6 .825 .074 14.530
POS 7 .828 .070 14.614

POS 8 .853 .072 15.209

측정모델

적합도

χ2 = 262.287 (df = 113, p < 0.005) , RMSEA = 0.073,

RMR = 0.028, GFI = 0.896, AGFI =0.854, NFI = 0.904,

IFI = 0.943, TLI = 0.931, CFI = 0.943

<표 8>을 살펴본, 최초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262.287 (df =

113, p < 0.005) , RMSEA = 0.073, RMR = 0.028, GFI = 0.896, AGFI

=0.854, NFI = 0.904, IFI = 0.943, TLI = 0.931, CFI = 0.943 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이명주, 2017).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

추출(AVE) 값이 각각의 결과가 0.7과 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대표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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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9>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6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

된 4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업무유형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0.276,

P<0.001), 근속연수(0.222, P<0.001), 직급(0.267, P<0.001)과는 약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유형(-0.218, P<0.01)과는 약

한 부(-)의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0.485, P<0.001)와는 보통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지원인식(0.706, P<0.001), 직무

만족(0.711, P<0.001)과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조직지원인식(0.488, P<0.001), 직무만족

(0.576, P<0.001) 모두 보통의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의 변수인 조직지원인식과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0,153, P<0.05)과 업무유형(-0.193, P<0.01)에서 약한 부(-)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변수인 직무만족과 통제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

령(0.190, P<0.01), 근속연수(0.175, P<0.01), 직급(0.142, P<0.05)에서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유형(-0.188, P<0.01)과

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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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0.40 0.49 1 　 　 　 　 　 　 　 　 　

2. 연령 2.10 0.77 -.283*** 1 　 　 　 　 　 　 　 　

3. 학력 3.17 0.55 -0.051 .317*** 1 　 　 　 　 　 　 　 　 　

4. 근속연수 3.36 1.47 -0.005 .659*** .125* 1 　 　 　 　 　 　 　 　

5. 업무유형 0.74 0.43 0.111 -0.075 0.036 -0.065 1 　 　 　 　 　 　 　

6. 직급 2.89 0.91 -.167** .723*** .406*** .718*** -0.068 1 　 　 　 　 　 　

7. 고성과작업시스템 3.46 0.51 -0.079 0.076 -0.104 0.010 -.220** 0.036 1 　 　 　 　 　

8. 직무성과 3.49 0.67 -0.100 .276*** 0.118 .222*** -.218** .267*** .485*** 1 　 　 　 　

9. 조직지원인식 3.32 0.64 -.153* 0.092 -0.045 -0.034 -.193** 0.041 .706*** .488*** 1 　 　 　

10. 직무만족 3.50 0.53 -0.072 .190** -0.034 .175** -.188** .142* .711*** .576*** .774*** 1 　 　

11. 내재적요인 3.64 0.49 -0.007 .168** 0.015 .164** -.157* .131* .621*** .585*** .660*** .905*** 1 　

12. 외재적요인 3.36 0.64 -0.112 .183** -0.068 .162* -.188** .133* .690*** .496*** .764*** .946*** .720*** 1

주1) N=247,
*
P<0.05,

**
P<0.01, ***p<0.001(양측)

주2) 1. 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연령대 : 30세 미만(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세 이상(5), 3. 학력 : 고졸(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근속연수 : 2년 미만(1), 2∼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업무유형 : 더미변수 지원부서(0), 사업부서(1), 6. 직급 :

사원급(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2), 부장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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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 주효과 가설

과 매개효과 가설 검증이며, 둘째, 조절효과 가설과 조절된 매개효과 가

설 검증이다.

1.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가설 1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HWPS)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는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3은 직무만족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가설 4에서는 고성과작

업시스템(HPWS)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족이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1, 2, 3, 4의 검증결과는 <표

10>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가설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쳐야 한다. 그리고 가설 2

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3과 가설 4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

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최우재·조윤형, 2019).

1단계에서 주효과 확인을 위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투입하였다. 1단계

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

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

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

는 1단계의 경우, F는 69.940, p<0.001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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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

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1단계에서 살펴보면 32.3%(수

정된 계수 30.3%)로 나타났다. 1단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성과작업

시스템(β=0.463, p<0.0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

성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단계에서 직무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보는 2단계의 경우, F는 236.550, p<0.001

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1.777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2단계에서 살펴보면 53.8%(수정된 계수 52.3%)로 나타났다. 2단계

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성과작업시스템(β=0.704, p<0.001)은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만족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단계에서는 직무성과를 종속변인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만족을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통계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30.239,

p<0.001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1.949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가 투입됨에 따라 R2 값

은 39.9%(수정된 계수 37.9%)로 1단계에 비해 3단계의 설명력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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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알 수 있다. 3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만족(β=0.406,

p<0.0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1단계보

다 절대값이 작아지는지와 t값이 유의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

다. 이에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의 β값이 .463(p<0.001)에서

.177(P<0.05)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직무만족

또한 .406(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직무만족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10>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Variable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직무만족)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성별 -.009 -.153 -.005 -.112 -.007 -.122

연령 .086 .999 .055 .771 .064 .783

학력 .100 1.609 .023 .450 .090 1.544

근속연수 .086 .988 .167 2.320* .018 .219

업무유형 -.101 -1.839 -.022 -.490 -.092 -1.773

직급 .078 .826 -.054 -.696 .100 1.122

HPWS .463 8.363*** .704 15.380*** .177 2.403*

직무만족 .406 5.499***

R2/R2
adj .323 / .303 .538 / .523 .399 / .379

△R2 .198 .459 .076

F 통계량 69.940*** 236.550*** 30.239***

Durbin-Watson 1.942 1.777 1.949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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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직무만족의 하위변인(내재적

요인)과의 관계

고성과작업시스템(HPWS)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

족의 하위변인인 내재적(Intrinsic) 요인인 간에 관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11>은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종속변

수인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족(내재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회

귀모형이다.

앞선 검증방식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주효과 확인을 위해, 고성과작

업시스템을 투입하였다. 1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1단계의 경우, F는 69.940, p<0.001

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1.942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1단계에서 살펴보면 32.3%(수정된 계수 30.3%)로 나타났다. 1단계

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성과작업시스템(β=0.463, p<0.001)은 직무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계의 회귀모형

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

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

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보는 2단

계의 경우, F 통계량은 148.582, p<0.001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

은 1.990으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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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2단계에서 살펴보면

41.8%(수정된 계수 40.1%)로 나타났다. 2단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

성과작업시스템(β=0.625, p<0.001)은 내재적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고성과작업시스

템과 내재적 요인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직무성과를 종속변인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내재적 요

인을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통계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41.519,

p<0.001에서 유의하고, Dubin-Waton 값은 1.951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를 투입함

에 따라 1단계보다 3단계의 설명력이 10.1%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적 요인(β=0.416, p<0.001)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

인된 내재적 요인과 직무성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1단계보

다 절대값이 작아지는지와 t값이 유의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

다. 이에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의 β값이 .463(p<0.001)에서

.203(p<0.001)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내재적

요인 또한 .416(p<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유의하게 나타남

에 따라 내재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부분 매

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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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직무만족 하위변인(내재적 요인)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Variable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내재적 요인)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성별 -.009 -.153 .052 .968 -.031 -.568

연령 .086 .999 .053 .665 .064 .802

학력 .100 1.609 .074 1.296 .069 1.196

근속연수 .086 .988 .162 2.006* .019 .231

업무유형 -.101 -1.839 -.018 -.360 -.093 -1.838

직급 .078 .826 -.069 -.785 .107 1.219

HPWS .463 8.363*** .625 12.189*** .203 3.113***

내재적 요인 .416 6.444***

R2/R2
adj .323 / .303 .418 / .401 .423 / .404

△R2 .198 .362 .101

F 통계량 69.940*** 148.582*** 41.519***

Durbin-Watson 1.942 1.990 1.951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주2) 내재적 요인 : 직무만족의 내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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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외재적

요인)과의 관계

고성과작업시스템(HPWS)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

족의 하위변인인 외재적(Extrinsic) 요인인 간에 관계에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12>는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종속변

수인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족(외재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회

귀모형이다.

앞선 검증방식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주효과 확인을 위해 고성과작

업시스템을 투입하였다. 1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1단계의 경우, F는 69.940, p<0.001

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1.942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1단계에서 살펴보면 32.3%(수정된 계수 30.3%)로 나타났다. 1단계

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성과작업시스템(β=0.463, p<0.001)은 직무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외재적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계의 회귀모형

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

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

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보는 2단

계의 경우, F 통계량은 204.468, p<0.001로 나타났으며, Dubin-Waton

값은 1.706으로 2에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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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2단계에서 살펴보면

50.6%(수정된 계수 49.1%)로 나타났다. 2단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

성과작업시스템(β=0.676, p<0.001)은 외재적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고성과작업시스

템과 외재적 요인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직무성과를 종속변인으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외재적 요

인을 함께 투입하였다. 3단계의 회귀모형을 해석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 통계량과 Dubin-Waton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 통계량은 유의수준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Dubin-Waton 값은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하여야 한다.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통계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11.388,

p<0.01에서 유의하고, Dubin-Waton 값은 1.956으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를 투입함에 따

라 1단계보다 3단계의 설명력이 3.1%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단계

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재적 요인(β=0.250 p<0.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외

재적 요인과 직무성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1단계보

다 절대값이 작아지는지와 t값이 유의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

다. 이에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의 β값이 .463(p<0.001)에서

.294(p<0.001)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외재적

요인 또한, .250(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외재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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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직무만족 하위변인(외재적 요인)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Variable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외재적 요인)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성별 -.009 -.153 -.849 -.977
.003 .057

연령 .086 .999 1.426 .672
.073 .873

학력 .100 1.609 -1.743 -.357
.104 1.721

근속연수 .086 .988 .619 2.018*
.048 .564

업무유형 -.101 -1.839 -2.586 -.479
-.095 -1.773

직급 .078 .826 .142 -.454
.087 .943

HPWS .463 8.363***
.676 14.299*** .294 3.980***

외재적 요인
.250 3.375**

R2/R2
adj .323 / .303 .506 / .491 .354 / .332

△R2 .198 .423 .031

F 통계량 69.940*** 204.468*** 11.388**

Durbin-Watson 1.942 1.706 1.956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주2) 외재적 요인 : 직무만족의 외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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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가설 5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에 조직지원인식이 조

절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3>의 Model 3과 Model 4는

매개변수인 직무만족과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

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는 회귀모형이다.

조절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곱한 경우, 다

중공선성(VIF)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Variable

직무성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5 -.227 -.007 -.130 .002 .037 .013 .229

연령 .149 1.535 .069 .840 .064 .778 .060 .745

학력 .028 .396 .074 1.254 .078 1.335 .082 1.419

근속연수 .026 .263 -.014 -.172 .020 .234 .004 .046

업무유형 -.196 -3.216** -.108 -2.067* -.102 -1.955 -.111 -2.155*

직급 .114 1.063 .114 1.265 .102 1.140 .109 1.222

직무만족 .531 10.047*** .426 5.014***
.440

5.218***

POS .133 1.570
.094

1.095

직무만족 x POS
.124

2.369*

R2/R2
adj .125 / .103 .385 / .367 .391 / .370 .405 / .382

△R2 .125 .260 .006 .014

F 통계량 5.697*** 100.947*** 2.466*** 5.610***

Durbin-Watson 1.908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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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5.610(p<0.001)

으로 유의하고, Dubin-Waton 값은 1.908로 나타나 모형이 타당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

을 Model 4에서 살펴보면 40.5%(수정된 계수 38.2%)로 나타났다.

Model 4를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

로 유의(β=0.124,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직무성

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가설 5는 채

택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직무만

족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도 직무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지원인식의 높고, 낮은 집단과 상관없이 직무

만족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

은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더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직무만족-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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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만족 하위변인(내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직무만족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간에 조직지원인식이 조

절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4>의 Model 3과 Model 4는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과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는 회귀모형이다.

조절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곱한 경우 다

중공선성(VIF)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평균중

심화(mean centering)한 후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 내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Variable

직무성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5 -.227 -.039 -.707 -.019 -.339 -.012 -.230

연령 .149 1.535 .074 .919 .062 .778 .060 .751

학력 .028 .396 .040 .693 .056 .975 .058 1.014

근속연수 .026 .263 -.018 -.216 .028 .342 .015 .177

업무유형 -.196 -3.216* -.117 -2.283* -.103 -2.019* -.112 -2.210*

직급 .114 1.063 .125 1.405 .107 1.215 .112 1.287

내재적 요인 .540 10.471*** .418 6.072*** .432 6.289***

POS .183 2.630** .151 2.139*

내재적요인x POS
.106 2.079

*

R2/R2
adj .125 / .103 .400 / .382 .417 / .397 .427 / .406

△R2 .125 .382 .017 .010

F 통계량 5.697*** 109.643*** 6.917** 4.320*

Durbin-Watson 1.904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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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4.320(p<0.05)으

로 유의하고, Dubin-Waton 값은 1.904로 나타나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Model 4에서 살펴보면 42.7%(수정된 계수 40.6%)로 나타났다.

Model 4를 살펴보면, 내재적 요인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이 통계

적으로 유의(β=0.106,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내재적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

의 경우도 내재적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도 함께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지원인식의 높고, 낮은 집단과 상관없

이 내재적 요인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내재적 요인-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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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하위변인(외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직무만족 하위변인인 외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간에 조직지원인식이 조

절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5>의 Model 3과 Model 4는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외재적 요인과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하는 회귀모형이다.

조절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곱한 경우 다

중공선성(VIF)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평균중

심화(mean centering)한 후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 외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Variable

직무성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5 -.227 .011 .185 .022 .380 .036 .622

연령 .149 1.535 .085 .983 .071 .834 .067 .798

학력 .028 .396 .083 1.341 .085 1.405 .092 1.522

근속연수 .026 .263 -.002 -.025 .071 .808 .053 .607

업무유형 -.196 -3.216* -.123 -2.245* -.108 -2.007* -.117 -2.186*

직급 .114 1.063 .107 1.122 .085 .913 .092 .996

외재적 요인 .451 8.032*** .220 2.568* .242 2.842**

POS .299 3.513** .251 2.909**

외재적요인x POS
.136 2.507

*

R2/R2
adj .125 / .103 .311 / .291 .345 / .323 .362 / .337

△R2 .125 .186 .034 .017

F 통계량 5.697*** 64.520*** 12.341** 6.286*

Durbin-Watson 1.894

주1) N=247,
*
p<0.05,

**
p<0.01,

***
p<0.001(양측), VIF는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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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6.286(p<0.05)으

로 유의하고, Dubin-Waton 값은 1.894로 나타나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Model 4에서 살펴보면 36.2%(수정된 계수 33.7%)로 나타났다.

Model 4를 살펴보면, 외재적 요인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이 통계

적으로 유의(β=0.136,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재적 요인과

직무성과 사이에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외재적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

의 경우도 외재적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도 함께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외재적 요인-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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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가설 6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

만족과 조직지원인식이 조절된 매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에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검증하였

다면, 이후의 분석은 SPSS Process를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16>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를 알아보았다.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 내 하한값 (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표 16> HPWS, 직무성과, 직무만족, POS의 조절된 매개효과

POS
직무성과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426) .3279 .1106 .1042 .5434

M .4139 .0982 .2202 .6064

+1 SD(0.6426) .5000 .0984 .3095 .6914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 POS)
Index SE(Boot)

Boot LLCI Boot ULCI

HPWS → 직무만족

→ 직무성과
.1339 .0564 .0278 .2533

주1)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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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단 모두가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러므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

(M+1SD)과 낮은 집단(M-1SD) 모두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

(M+1SD : .5000, M-1SD : .3279)을 높여 직무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고성과작업시스템과 내재적 요인,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적 요인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내재적 요인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과 내재

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17>를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단 모두가 하한값

(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직지원인식이 두 집단 모두에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내재적 요인(M+1SD : .4196, M-1SD : .2860)을 높여 직무

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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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HPWS, 직무성과, 내재적 요인, POS의 조절된 매개효과

POS
직무성과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426) .2860 .0765 .1361 .4352

M .3528 .0695 .2238 .4932

+1 SD(0.6426) .4196 .0763 .2774 .5753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 POS)
Index SE(Boot)

Boot LLCI Boot ULCI

HPWS → 내재적 요인

→ 직무성과
.1039 .0493 .0160 .2090

주1)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2)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외재적 요인,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재적 요인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외재적 요인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과 내재

적 요인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18>을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단의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하

지만, M-1 SD인 집단의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

이에는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지

원인식이 높은 집단(M+1SD)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외재적 요인을

높여 직무성과를 높이는 결과(.3084)를 보이지만,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M-1SD)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외재적 요인을 높여 직무성과

를 높이는 것(.1153)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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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HPWS, 직무성과, 외재적 요인, POS의 조절된 매개효과

POS
직무성과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426) .1153 .1009 -.0976 .3030

M .2119 .0916 .0234 .3831

+1 SD(0.6426) .3084 .0982 .1088 .4902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 POS)
Index SE(Boot)

Boot LLCI Boot ULCI

HPWS → 외재적 요인

→ 직무성과
.1502 .0607 .0382 .2772

주1)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ue, bootstrap sample size=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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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 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직무만족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조직지원인식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6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 직무만족을

통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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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A 공

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

지 보름동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272부 중 247부를 분석에 할용하

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5.0와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PSS Proces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박종욱 외, 2016; Jyoti & Dev, 2016), 구성원

의 역량(Ability),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제고를 위해 일관

되게 실행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직무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

한 선행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고성과작업시스템

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은 구성원의 조직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조직이 직무 수행에 들인 노력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는 신호를 제공

해준다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박지성·

안성익, 2015; Wood & De Menezes, 2011).

셋째,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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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만수·이형탁, 2017; Boshoff & Allen,

2000). 또한, 심리적 웰빙, 직무 관련 성격적 특성과 같은 비재무적인 조

직 구성원 태도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연구 역시, 이러한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조영빈 외,

2018; Frieder et al., 2018).

넷째, 직무만족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직무성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영향력

으로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웰빙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

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Huang et al., 2016).

다섯째, 조직지원인식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

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

지원인식이 높은 집단보다는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이에 직무만족이 잘 갖춰진 환경일수록 낮은 조직지원인식

을 가진 구성원들이 직무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직지원인식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인 사회적 기술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Hochwarter et al., 2006).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지원인식은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 직무성과로 이어지게 한다. 반면,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직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도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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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직무만족 하위변인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관게가 나타났고, 영향력의 크기는 내재적 요인이 외재적 요

인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

에 직무만족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모두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영향력의 크기가 내재적 요인이 외재적

요인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앞선 관계와는 달

리 외재적 요인이 내재적 요인보다 영향력의 크기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와 관련해서 내재적 요인은 조직지원인식이 높

은 집단이거나 낮은 집단 모두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내재적 요인을

높여 직무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재

적 요인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

나,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이들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

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과작업시스

템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개인 직무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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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

과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점차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기존 연구

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에서 직

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간의 연구

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으나(박종욱·손승연, 2017; 박지성·안성익, 2015;

Gouldner, 1960; Kw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직무

에 대한 태도 및 감정과 그에 따른 성과를 구분하여 고성과작업시스템,

직무만족, 직무성과 간의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규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감정적 특성의 역할을 고려한 점, 그리고 이것이 구성

원의 성과에 대한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효과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에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프로세스 모형에

서 사회인지이론을 들어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각이 구성원의 대응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하

였다(Wright & Nishii,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프로세

스 중 하나인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에 개인의 직무만

족이라는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김철

수·전순영, 2015).

셋째, Bagozzi(1992)는 태도이론을 통하여, 개인의 직무환경에 대한 인

지적 평가가 감정 및 행동에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이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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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직무성과에까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agozzi(1992)의 태도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웰빙이라

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직무몰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Huang et al.,

2016).

넷째,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선행변수로

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지는 사회교환이론에 기반을

둔 Blau(1964)의 주장과 일관되고,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Messersmith et al., 2011). 또한,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조직에 유익할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Organ & Ryan, 1995).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모두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Kesselman, Wood, &

Hagen, 1974),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족의 하위변

인인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무성과

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서 직무만족의 하위변인과의 관계

를 분석하여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까지 확인하였다는 것은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첫째, 고성과작업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직무설명과 목적이 명확하고 직무

와 관련성이 높은 인사제도의 설계 및 도입이 필요하다. 조직 내 인적자

원관리에 대한 역량증진, 기회, 동기부여 등을 조직의 더 많은 효과성으



- 70 -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인적자본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들에 관

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귀결된다(박종욱·손승연, 2017; Jyoti

& Rani, 2019). 이에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제도의 활용뿐

만 아니라, 직무만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성과보상, 자율적

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성과 사이에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내

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매개하는 영향력에 따라 고성과작업시스템의

활용 측면에 주는 실무적 함의가 상이할 것이다. 이에 조직은 성과를 높

이기 위하여 외재적 요인(감독 및 상사와의 관계, 승진, 급여 등)보다 영

향력이 높은 내재적 요인 중심(직무자율성,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등)

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직무 자체를 점검하여 이에 적합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도 역량 위주의

편중된 운영이 아닌 구성원의 직무자율성을 높이고 기술의 다양성을 실

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Zhou, Fan, & Son,

2019).

셋째,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의 선행변수이라는 본 연구의 검증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별도의 노력을 추가로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조직들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여, 구성

원 스스로 재량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내부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

다(Messersmith et al., 2011). 또한, 이를 통해 직무만족이 직무성과로,

직무성과가 다시 구성원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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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직무 자체인 내재적 요

인보다는 급여, 감독 및 상사와의 관계와 연계된 외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직무자

율성과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승진과 급여 등과 같은 요인을 합

리적으로 제공하고, 조직이 자신의 복지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야 함을 내포한다(Tolentino et al., 2017).

다섯째,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의 관계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게 조직이 지원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원부서의 구성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사

업을 수행하는 부서들보다 조직, 보수, 인사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원부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조직이 어떻게 구

성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더 많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원부서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 본인들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를 적용받은 사업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홍보 및 정책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지성·안성익, 2017).

마지막으로,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평가

와 보상과 같은 외재적 요인을 높여 직무성과를 높이지 않아, 조절된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이

받고 있는 보상과 혜택 등이 타 구성원들에 비해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들의 이러한 불공정성 지각은 자신의 직무

에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이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하여, 결국 직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할 것이다(Singh et al., 2018). 이에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직무를 통해 받게 되는 급여나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지속적

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조직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구정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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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먼저 연구대상을 구성원 개인 수준이 아닌 조직 수준으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구

성원이 지각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는 일반적으로 제도가 구축되고 활용되는 정도에 따라 조직 구성

원의 지각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에서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은 누가 응답하느냐에 따라 측정하는 개념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또는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응답자

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 공공기관 구성원을 단일대상으로 검증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조직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때, 구성원의 고용

안정성과 부여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갖는 구성원의 마음가짐에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손종배·윤동열·장준원,

2018). 향후에는 다양한 기업군, 조직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의

설문항목을 측정하여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Harman(1967)은 단일요인 검증방법을 통해 동일방법편의

의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이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동일방법편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변수별로 측정대

상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개인 수준으로 인지된 주관적인 측정값 외에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값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

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하나의 시점에 조사대상자를 측정한 횡단적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고성과작업시스템을 통해 변화하는 직무환경에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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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오염효과가 현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 변수 간 관계와 관

련하여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후속 연구들에서는 연결된 항목의 사용이나 변수 간의 시간차가 존재하

는 종단면적 자료의 사용 등을 통해 더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종업원의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른 시각이 존재하므로

(Godard, 2001), 고성과작업시스템이 부정적인 감정(예 : 직무소진,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발생과 관련된 논의가 향후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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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Job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 :

Role of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Yo-Han, Seong

Abstract

Looking at the recent research trends related to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we can see that the interests of members o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have started to affect the

performance variables. Several researchers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individual attitudes and behaviors can systematically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and performance, but the empirical studies involved

is considered to b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organization on

the employee's job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the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considering the process and situation leading to job performance were

verified. Through this process, the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was intended to verify the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through which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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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results of 247 individual level data in public

institutions showed that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an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moderate between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 particular,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ch are subordinate to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affect job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high and low group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As such,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has

empirically identified the medial effects of job satisfaction in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and job performance that have

not been studied systematically in previous studie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in

relation to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aexist in that the design and introduction of a

personnel system with clear objectives and high relevance to job

have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HPWS).

Keywords :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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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

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

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지

2019년 8월

연구자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성 요 한 연구원

윤 동 열 교 수

연락처 : 010-7444-7250

E-mail : john@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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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원들이 일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 임원들은 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위 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의 직원들은 이 조직에서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사에서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조직의 경력경로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회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회사에는 신입사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회사에는 직원들의 승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사는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페이지에 질문이 계속 됩니다.

Ⅰ.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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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회사는 장기 근속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회사는 인력에 대한 채용 및 배치 프로세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8. 회사는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회사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 최신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회사의 직무기술서는 개별 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회사의 성과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회사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회사의 직원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와 그룹기반 
성과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회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회사는 조직의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회사는 개인 및 그룹 성과와 연계 또는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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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된 업무를 
완료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회사를 위한 나의 노력(기여)을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나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나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특별한 개인적인 부탁이 있을 때, 조직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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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부여된 업무량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때때로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무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직무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의 의사결정 능력은 탁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페이지에 질문이 계속 됩니다.

Ⅳ.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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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우리 회사의 조직운영 방식은 실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급여수준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는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직장 동료 간에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근무환경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업무수행능력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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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업무 유형
① 기획운영(감사포함)   ②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③ 능력평가(NCS포함)   ④ 국제인력         ⑤ 기 타 

6. 직  위
① 사원/주임(6급)      ② 대리(5급)      ③ 과장/연구원(4급)      

④ 차장/선임연구원(3급)          ⑤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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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설 문 항 목

참여

1.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2. 나는 내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직원들이 일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기회가 있다.

4. 회사 임원들은 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한다.

내부

이동성

5. 나는 상위 직책으로 올라 갈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 회사의 직원들은 이 조직에서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7. 회사에서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거한다.

8. 나는 우리 조직의 경력경로가 명확하다고 생각 한다.

9. 회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교육훈련

10.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1.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2. 회사에는 신입사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기술을 가르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이 있다.

13. 회사에는 직원들의 승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다.

채용

14. 회사는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 회사는 장기 근속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6. 회사는 인력에 대한 채용 및 배치 프로세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한다.

17. 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직무설명

18. 회사는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19. 회사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 최신화되어 있다.

20. 회사의 직무기술서는 개별 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평가

21. 회사의 성과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다.

22. 회사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23. 회사의 직원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와 그룹기반 성과를 강조한다.

고용안정
24. 회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25.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보상
26. 회사는 조직의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27. 회사는 개인 및 그룹 성과와 연계 또는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변수별 측정 설문항목

<표 20> 고성과작업시스템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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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설 문 항 목

직무성과

1. 나는 우리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나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된 업무를 완료한다.

4.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하위변인 설 문 항 목

내재적

요인

1. 나에게 부여된 업무량은 적당하다.

2.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나는 때때로 반복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기회를 가진다.

4. 나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

5. 나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일할 수 있다.

6. 나의 직무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7. 나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8. 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9.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0. 나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11. 나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2. 나는 직무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외재적

요인

13.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친절하게 대한다.

14. 나의 상사의 의사결정 능력은 탁월하다.

15. 우리 회사의 조직운영 방식은 실용적이다.

16. 나의 급여수준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7. 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는 합리적이다.

일반적

요인

18. 나는 직장 동료 간에 관계가 좋다.

19. 우리 회사의 근무환경은 좋다.

외재적

요인
20. 나의 업무수행능력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표 21> 직무성과의 측정 설문항목

<표 22> 직무만족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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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설 문 항 목

조직

지원인식

1. 우리 조직은 회사를 위한 나의 노력(기여)을 높게 평가한다.

2. 우리 조직은 나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

3. 나에게 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 조직은 나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5. 내가 특별한 개인적인 부탁이 있을 때, 조직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6. 우리 조직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7. 우리 조직은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8. 우리 조직은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23> 조직지원인식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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