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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융·복합 시 의 업 과 인이 근 자의 직 에 라 어떻게 다 게 나타나는지  연  
해 보고자 하 다. 한 과 인이 개별적으  어  조직 과에 향을 미 는가에 한 많은 연 는 다 게 통
합적으  접근하고자 하 다. 특히나 처 업 과의 인을 변혁적 역동  인과 환적 역동  인으  하
고 그  변혁적 역동  인이 조직몰입과 직 만족에 미 는 향에 한 점으  접근하 다. 변혁적 역동  
인으 는 사   전략, CEO리 십, 리자리 십, 조직 화등 4가지  변인으  하여 하 다. 연 는 Burke  
Litwin(1992)의 조직개 형 이 을  하 다. 근 자  리직과 생산직으  하 다.  9개의 제조업체
에 종사하는 근 자 630 으  자료  취득하여 하 다. Burke  Litwin(1992)이 에 근거한 조직 변인의 평
균은 변혁적 변인은 조직몰입  직 만족에 유의한 것으  나나났다. 상  결과 변혁적 역동  변인이 조직몰
입  직 만족에 향을 미  있어 직 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나타났다.

주제어 : 조직 과, 변혁적 변화, 변혁과 전환, 조직진단, 조직몰입, 융·복합시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tudy the factors appear to SMEs and how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worker ranks at the convergence age. Additionally, numerous studies and results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was to individually different approach to integrated. Especially venture was 
divided by a factor of enterprises and transformational dynamics factors and commutative Dynamics factors and 
approaches in terms of the impact transformative dynamics of which factors ar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 transformational dynamism to the four factors were such as mission and strategy, CEO 
Leadership, Manager,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variables. The study was based on theoretical model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Burke and Litwin (1992). They were classified as managers and production 
workers. By obtaining data from employees 630 people engaged in a total of nine manufacturers were 
analyzed. The average variable based on the organization's Burke and Litwin (1992) theory of transformational 
variables is one that Nana was aware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Correlation 
analysis transformational dynamics variables're having an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osition is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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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연구의 필요성은 다음의세 가지 이유에서 이다. 첫

째 조직변화의 수 결정의 필요성, 둘째 변 환과

거래 환의 구분, 셋째 조직분 기와 조직문화의 인

식차이에 한 개념 구분 필요성이다. 구체 으로 살

펴본다. 첫째 조직변화의 수 을 결정할 필요성은, 조직

의 성과는 개인성과의 합이다. 당연히 조직의 성과를 높

이기 해서는 개인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

의 성과는 그 집단의 향을 받는다. 조직문화의 요성

은 이런 에서매우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실제 이러

한 주장은 Hawthorne의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이

는 조직 구성원의 성과가 효율 , 효과 으로 나타나기

해서는 개인 심의 성과향상을 한 변화 로그램보

다는 조직집단 구성원 체를 상으로 한 집단 심의

성과향상 노력이 더 효과 이다라는 의미이기도하다[2].

이런 이유에서 조직단 의 이념이나 문화, 로세스, 시

스템 그리고 조직원간의 계등 종합 근만이 조직의

실질 인 변화를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변화의 수

즉 일차 변화인 거래 는 환 변화와 이차 변

화인 변 변화를 구분하고 각 변화와 련된 변인들

을 고려하여야 하기 해서이다. 둘째 조직변화에 있어

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변 과 조직의 분 기를 개선

하려는 환을 구분할 필요성 때문이다. 다시말해 변

(transformation)과 환(transaction)을 구분할 필요성을

말한다. 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분 기 환 수

의 처방을 행한 후 안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성장에

치명 험을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조직

문화 근 은 조직 리분야의 주요 심사 다.

이것은 조직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조직문화의 성공

리가 필수 이라는 인식이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범 하게 확산된 데 기인한다. 환경은 항상 변화한다.

기업은 유기체이다. 내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

하여 성장하고 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변화하는 환

경에 조직은 진 는 진 으로 변화해 간다. 이러

한 환경 변화에 한 시 에 한 규모와 속도로

응하는 기업은 성장을 지속해 간다. 반면에 직면하는 환

경에 응하지 못하면 쇠퇴하여 결국시장에서 소멸하고

만다. 뉴노멀시 의 생존, 성장 시 의 생존 략이란

등의 최근 경 이슈들과 함께 사용되는변 과 신이란

말은 이러한 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 한다고 할 것이

다. 본 연구 필요성의세 번째 이유는 조직분 기와조직

문화의 인식차이를 개념 으로 구분할 필요성 때문이다.

회식문화와 개인 친분 는 소통의 자연스러움 등으로

표 할 수 있는 것이 조직분 기 일 것이다. 반면조직문

화란 개인 차원을 넘어기업조직차원에서형성된규율,

의식, 가치체계등의 시스템 차원으로 엄격히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구별되지 못한채 사용되므로서 분

기가 좋으면 문화가 좋은 것으로 확 인식하는 오류

가 있을 수 있다. 조직문화 근이 조직효과성 향상에

강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 다.

첫째 개인행동은 사회문화 규범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연히 기업문화인 규범이나 가치를 변화시킬 경

우 그것이 조직원의 행동에 직 , 지속 으로 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과업들은 무 복잡하

여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어 사람들은 과업수행을 해

서는 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셋째 , 조직의성과는시

지(synergy)를 창출한다는 때문이고, 끝으로

French & Bel에 의하면 조직은 사회 상호작용, 지 ,

인정 존경에 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때문이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목 은 벤쳐기업의 조

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의 효율과 효과증 를

한 요인을 생산직 사무직의 에서 찾아보고자 함에

있다. 조직개발은 환경변화를 조직이 포용하고 응해

갈 수 있도록 리하는 것이다. 조직개발은 조직이 환경

변화의 요구에 응하기 해서 자신의 강 과 약 을

진단하고 환경여건을 분석하여 자기변 을 실천하도록

구체 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조직개발의

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태도와

행동, 가치와 신념, 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직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4].

효율 조직개발을 해서는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의 종류와 그 향의 크기에 한 조사가 필

수 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변화를 설

명하기 해 Burke와 Litwin(1992)의 조직개발 모형을

토 로 제조업의 업무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를 찾아 으로써 조직변화의 수 과 그 요소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으며, 구체 으로 구성원을 직종과

직 에 따라 구분하여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 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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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으로 본 연구는 소제조업체는 기업처럼 경 을

섬세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한계 을 인정하고, 기업문

화 혹은 리더십 등의 수없이 많이 제기되는 성과요인을

개별 으로 근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통합 이고 융합

으로 근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필요성도 있다는

에서 시도되었다.

2. 이 적 경

2.1 변혁적 리 십과 거래적 리 십

변 리더십 이론(Transformationnal Leadership

Theory)은 1978년 Burns에 의해 언 되었으며 그 후

Bass(B.M.)가 조직상황에 맞추어 구체화함으로써 활발

하게 채용되고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다른 모든 리더십

이론들을 리더와 하 자간의 교환 계에 기 한 거래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치 하고 있다고 비

하는데서 출발한다[5]. 상 자는 조직이 원하는 결과

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를

달성하 을 경우 하 자가 받는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 거래되게 함으로서 향력을미치는 리더십

으로는 장기 이고 근원 일 수 없다고보는데서 변

리더십의 필요성은 제기되었다.

변 리더십은 리더가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을

두지만, 여 히 리더의 개인 특성과 집단 구성원과의

계에 해서도 심을 가진다. 그 결과 이기심을 넘어

서 집단, 조직, 는 사회에좋은 방향으로조직구성원을

이끌어 감으로써 요한 정 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거래 리더십은 일상 인 거래와 기 을 충

족한 집단 구성원에 한 보상에 더욱 포커스를 둔다

(contingent reinforcement, 유 강화). 버나드배스(bernard

M Bass)의 범 한 연구는 변 인 것과 거래 인 것

의 차이가 범 하고 다양한 조직과문화에서 찰되어

왔다고 지 한다[1]. Bass(1985)는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를토 로반응할당분석(Response allocation

analysis)과요인분석을 통해, 변 리더십은카리스마,

개별 심, 지 자극으로 거래 리더십 성과와 연계

된 보상, 외에 의한 리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변 인 리더란 부하들에게 조직의 발 을

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동

시에, 심층 이며 특별한 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며, 거래 인 리더는 역할과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여 부

하들이 기존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도록 유도하거나 동

기를 부여하는 리더라고 말한다[2].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거래 인 리더십은 정상 인 목표와 공정한

교환 계를 내포한다. 반면에 변 인 리더십은 새로운

수 의 높은 성과로 이끄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는 것

이다. 결국 거래 이라는 말은 변환(transaction)을 변

이란 것은 환(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 Burke - Litwin 과 조직진단

조직진단은 본래 조직발 (organization development)

이나 조직설계(organization design)를 한 여러 하 단

계 에서 첫 번째 단계로 실시된다. 물론 ‘진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확인(problem identification), 조직분석

(organizational analysis) 는 조직평가(organizational

assessment)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개념상으로는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진단모델이란 조직활동을 진단하

기 하여 정립된 조직의 상황 는 환경 로세스를

단순하게 표 하는 개념화된 틀을 말한다. 진단모델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8].

첫째, 조직에 한 자료를 범주화 하는데유용하다. 둘

째, 조직에 한 이해와 문제 의 발견에 유용하다.

셋째, 자료를 해석하는데 체계 인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다. 조직진단 모델로써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은 해리슨의 모델, 와이스버드의 6개

상자모델과 내들러의 합모델, 버크리트 모델, 맥킨지

7S모델을 들수 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모델은버크리

트 모델이다. 리트 (G. Litwin)의 조직 분 기에 한

연구에 바탕을 둔 이 모델은 조직 변수들의 계를 명확

히 하고조직행태와조직변화에서 ‘ 환(transformation)’

과 ‘변환(transaction)’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개발이 되었

다. 즉 조직변화에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환과 조직

의 분 기를 개선하는 변환을 구분하려는 것이다.

Burke-Litwin Model을 구조화 하면 [Fig. 1]와 같다.[33]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기 해서는 매우 다양한 조직 변

수가 사용되는데 이 변수들의 계를 단순히 환과 변

환이라는 이차원 인 구분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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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직진단에서 ‘ 환’에 심이 있다고 하면,

으로 분석되어야 할 변수는 ‘임무, 략, 지도력, 문화, 성

취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환’이 조직진단의 주요 과

제일 경우에는 ‘구조, 체제, 리행태, 분 기, 성취도, 개

인 기술, 개인 욕구 가치 ’ 등이 분석 상이 된

다. ‘변환’을 해서는 업무진단이 한 분석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진단을 수행하기 담당자는 우선 으

로 리자층과의 인터뷰를 통한사 진단을 하여야 한다.

[Fig. 1] Burke-Litwin Model

사 진단을 통하여 리자들이 원하는 것이 조직의

‘ 환’인지 는 ‘변환’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에 맞추어 조직진단의 변수를 정하고 조사 분석의 세부

인 틀과 진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진

단작업 수행 에 해당기업 최고경 자 혹은임원진을

상으로 한 사 인터뷰를 실시하 다.

2.3 변혁적(Transformational) 역동  인

거래 변화와 변 변화는 리더십의 유형 즉,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의에 따라서 조직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도출되었다.

Burke와 Litwin(1992)는 조직개발 모형을 개발하면서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자 하 다.

이들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크게 변

변인과 거래 변인으로 구분하 다. 구분에 따른 변인

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32].

Dynamic factor define

Transformation

leadership,

management philosophy,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s that affect the

behavior

change of the

member

Transaction

structure, system,

management,

atmosphere, job-fit,

motivation, needs

Factors affecting

the interaction

performed through

a routine

<Table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vs. 

            Transactional Leadership

변 역동성 변인인 경 진의 리더십과 조직의 경

니념 략 그리고 조직문화에 한 버크-리트 모

델의 진단 은 다음과 같다. 외부환경은 정치, 사회정

치, 사회경제 등의 조직의 성취도에 향을 주는 제반환

경을, 미션과 략은 조직원들이 인지하는 조직의 목표

장기간에 걸친 수행 략을, 리더십은 업무가 수행되

도록 하는 리자들의 행태를 문화는 조직의 역사와

례에 의하여 향을 받고 조직행태를 이끄는 명백하거나

암묵 인 규범, 가치. 원칙들에 한 자료 수집을 심

으로 진단을 진행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조직 내 작업집단에 향을 것으

로 가정되는 11가지 변인들을 변 변인 4가지와 거래

변인 7가지로 구분하여 개발된 Burke와 Litwin의 조

직진단 모형 에서 변 역동성 요인 4가지를 기 으

로 했다. 본 연구의 목 은 제조업체의 단 조직 업무성

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조 더 세부 으로는 단 집단을 수직집단인 직 별

로 구분하여 각 직 에서 단 조직 성과에 미치는 향

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2.4 직 만족

조직원의 성과는 기술이나 업무지식에만 연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감정에 향을 받는

다는 인식에서 직무만족에 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

었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태도의 하나로서, 한개인

의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유쾨하고 정

인 정서상태’이다[10]. 직무만족은 ‘조직원이자기가 맡

은 직우메 하여 만족하는 정도나[11], ‘정서 인 태도

[16]로 직업성과와 직무성과와의 한 계가 있다.

McCormick(1974)은 직무만족을 ‘직무를 통하여 얻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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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하게 되는 욕구만족 차원의 함수’라고 한다.[17]

직무만족의 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10]. 첫째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향을 다는 것은실증 인 분

석에 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분의일선 경 자들은

이를인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이직무에 만족할 때외부

환경변화에 해 정 이게 된다. 셋째,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이직율과 결근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생산성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한 측정

기 은 어느 에서서 보느냐에 따라 즉, 연구자들의

가치와 목 , 개념 등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으

로 이용되는 것은 조직 과업달성도와 목표달성도이다.

성과와 목표달성도의 객 인 지표는 수익성, 매출액,

시장 유율, 생산성, 단 당 생산비용등과 리더와 구성원

등에 한 주 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매출, 수익 등객 지표를 이용할 수있으나, 정신 인

것과 심리 성과도 요한 요소인 에서 조직효과성의

측정지표의 다양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조직효과성에

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조직유효성 지표를 30가지 제

시하 다[18]. 학자별 조직효과성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Scholar component

geor gopoulos &

tannenbaum(1957)
performance, ease of tension

bennis(1962) adaptability, sense of unity

cohen & collins(1972) morale, teamwork

capslow(1964) stability, integrity, arbitrariness, accomplishment

katz & kahn(1966) job satisfaction, social value, productivity

mahoney(1976) job performance, cooperation

keeley(1978) job performance of personality

<Table 2>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일반 으로 조직효과성과 조직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을 간 으로 측정할 수있는 구

성요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데 보편 으로 조직구성원

의 주 인식에 기 한 효과성의 간 측정방법이

활용된다[14]. 이와같이 조직유효성은 다수 , 다차원의

개념이지만 크게 경제 .재무 지표차원의 조직효과성

과 심리 .행 지표차원의 조직유효성으로 양분할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진단하기

해 조직특성 조직효율성 요인과 성과요인등 2개의

진단 역과 7개진단요인으로 구성하고조직효과성을측

정하는 구성요소들 에서 개인성과는 조직몰입을 조직

에서는 경쟁사 비 성장률, 비용 감, 재무 이익

증가등의 지표차원에서의 조직효과성 요인을 선정하

다.

2.5 조직몰입

Mowday & Steers(1979)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 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로 조직

몰입을 정의하 다[21]. 직무몰입(Job involvement)와 비

슷하게 혼용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

목표에 해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직에 한 충

성을 의미한다.

Hrebiniak & Alutto(1972)에 의하면 조직몰입도란 개

인과 조직 간의거래 장기간에 걸친부수 투자의변

화 결과로써 발생하는 구조 상으로 정의하며[25],

Salanick(1977)는 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의해 제약되고

이러한 행 를 통해 자신의 몰두와 행동을 유지해주는

신념으로 승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30], Hall &

Scheider(1970)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통합되거나 일

치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31]. 한 Buhanan(1974)

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한 감정 몰두 혹은 목 이

나 가치와 련된 역할 수단 가치와는 동떨어진 조

직 그 자체에 한 감정 몰두를 조직몰입으로 정의하

고 있다. 한편 Meyer & Allen(1984)의 연구와 O'Reilly

& Chatman(1986)은 조직몰입은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태도가 아니므로 조직몰입을 다차원으로 볼 것

을 강조하 다. 조직 몰입의 다차원성에 한 이들의 연

구는 조직몰입의 기반이 되는 각기 다른 심리 상태를

규명하 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의 차이가 개인의 조

직에 남아 있게 되는 각기 다른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Angle & Perry(1991)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

직에 남으려는 욕구인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과

조직에 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조직목표를 수용하고 조

직을 해서 노력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인 가치몰입

(Value commitment)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었다.

Meyer & Allen(1991)은 조직몰입을 자신의 가치 이 조

직의 가치 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기를 원하는

정서 몰입(Affective commitment)과, 조직이 주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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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하여 조직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계속 몰입

(Continuous commitment), 그리고 조직에 참여하기 이

는 그이후에개인이경험한것에 의하여 향을 받

아 형성이 되어 있는의무감때문에조직에남아있게 되

는 규범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분하

다. Porter등은 조직몰입을 개인의 특정 조직에 하여

가지는 조직목표 가치에 한 인정과 신뢰, 특히 조직

의 목표와 가치 에 한 강한 신념과 수용, 조직목표 달

성을 해 노력하려는 자발 의사, 조직구성원으로 남

으려는 욕구 등을 조직 몰입이라고 정의하 다[29]. 이와

같이 조직몰입에 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 간에 다소간

에 차이가 있다. 반 으로 조직에 한 구성원 개개인

의 감정이 반 되는 포 인 개념이라 하겠다. 한 조

직몰입이 조직효과성 검증의 요한 척도 의 하나라는

것이 밝 지고 있다(Becker, 1992: Hunt & Morgan,

1994: Shore,Barksdale & Shore, 1995: Wallace, 1995:

Wood & Albanese, 1995). 특히 조직몰입이 조직원의 이

직의도(Mowday et al. 1982), 조직원의 직무성과(Meyer

et al., 1989), 조직시민의식(Shore & wayne,1993)등의 조

직효과성 변수와 높은 상 계를 갖는다는 것 한 검

증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조직몰입은 조직효과성 변인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김상기, 1988: 신유근,

1986: 김 조, 1994: 김원석, 1991: 박상언.김 조, 1995:

서인덕)[29].

본연구에서는회사에 한열정, 회사와의동일시, 회

사에 한자부심, 주인의식, 회사와의동일시, 부서에

한 애착 등의 조직몰입 개념을 설정하여 측정하 다.

3. 실 적 연

3.1 연  계  가 정

본연구는 조직효과성 요인인 경 환경, 사명 략,

CEO리더십, 리자리더십, 조직문화가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 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직 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본다. 이러한 연구목 을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하는

문제를 모형화하면 [Fig. 2]과 같다

[Fig. 2]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조직의 다양

성과 계없이 각각의 변인들은 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방식에서 벗어나 리더십이나 조직문화의 개별 요

소가 아닌 각 변인을 통합 으로 근하고자 하 다. 다

만 변 역동성 요인과 교환 역동성 요인 변

역동성 요인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을 두고 연구되었다. 아울러 각 변인들이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조 효

과가 있을 것이라는 에 착안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근은 조직 재설계 특히 교육계획 수립에 보다 구체

인 시사 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조직 변 역동성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사명 략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CEO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리자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 변 역동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1 : 사명 략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CEO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리자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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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4 :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3-1 : 사명 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 CEO리더십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

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 리자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변 역동성이 조직만족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4-1 : 사명 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CEO리더십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 리자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조사 상자 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에 소재하

고 있는 9개 벤처기업 근로자 630명을 상으로 했다.

이들 설문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단된 13건을

제외하고 617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각 업체별 CEO

임원에 한 사 인터뷰를진행했다. 인터뷰 시간은 1시

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다. 한 근로자들에

한 설문지는 근무시간에 나 어 주고 응답하게 한 뒤 수

거하 다. 응답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다. 조사 상자

가운데 사무직263명, 생산직 근로자는 354명이었다.

사 인터뷰에서는 변 변화와 거래 변화에 한

개념을 설명하고, 어느 쪽에 더많은 심과 필요를 가지

는지에 한 내용과 더불어 성장배경과기업의 내외

환경과 장단 등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CEO가

직 인터뷰에 응한 것은 7개 업체 고, 2개업체는 리

담당 임원과 진행되었다. 사 인터뷰 결과 조직 변수들

의 계를 명확히 하고 조직 행태와 조직 변화에서 ‘

환(transformation)’과 ‘변환(transaction)’을 구분하려는

즉 조직변화에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환과 조직의

분 기를개선하는변환을구분하는 질문에 9개회사 1

개회사를 제외하고 8개회사는 환(transformation)을

원한다고 답하 다.

3.3 정도   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은 Burke와 Litwin(1992)의 모

형을 사용하 다. 모형에서 사용된 11개 요인에 한 설

문문항 가운데 일부 문항을 선정한 뒤 이를 이해가기 쉽

게 번안하여 사용하 으며, 변인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3.1 사   전략

종업원이 회사와 경 자의 경 이념과 경 방침 그리

고 장기 인 비 과 목표에 한 공유도 이를 달성하

기 한 개인과 회사 목표 간의 일치성을 측정하는 변인

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를 사용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경 이념에 해 잘 이해함

을 나타내도록 수화 하 다. 이 변인의 alpha계수는

0.903이었다. 문항 를 들어보면 명확한 비 을 제시하

는가?, 경 략과 부서목표가 연계되어 있는가? 등이

있다.

3.3.2 CEO 리 십:

CEO가 회사의 방향성 제시,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 기 조성을 통한 동기 부여정도, 변화주도등의 회사

를 경 하는 CEO의 리더십 역량을 측정하기 한 변인

으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를 사용

하 고 측정 수가 높을수록 경 이념에 해 잘 알고

이해함을 나타내도록 수화 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된다.

alpha 계수는 0.897이었다. 문항의 로서 “우리 회사의

임원 CEO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등이 있다.

3.3.3 리자리 십

회사 내 간 리자 이상의 리더십 능력을 측정하기

한 즉, 간 리자들의 효과 인 업무계획 수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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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진척도 리, 부서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한

피드백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악하는 변인으로 총 5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alpha 계수는 0.911이었다. “우리 부서는 업무수행

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부서원들과 충분하게 이야기

한다“나 우리 부서장은 고충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등

의 문항에 해서 수가 높을수록 리자의 리더십 역

량이 높은 것으로 수화 되었다.

3.3.4 조직 화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회사의 목표달성을 하여

일하는 방식, 동기부여 핵심가치의 제시 등에 한

황을 악하는 즉, 회사가 얼마나 종업원의 창의 인 아

이디어를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려고하느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alpha 계수

는 0.914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강한 것으

로 의미하도록 수화 하 다. 문항 항목은 변화가 강조

되는가?, 아이디어 수용정도, 행동방식 제시, 효과 업

무방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등이다.

3.3.5 조직몰입:

회사에 한 자부심, 주인의식, 회사에 한 열정등 회

사에 한 충성심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5 척도 5개문

항으로 구성하 다. 변인의 alpha 계수는 0.913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조직원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은것을 의미

하도록 수화 하 다. 주요문항은 “회사에 한 자부심”

“ 부서에 한애착” “ 회사와의동일시” “ 주인의식” “회

사에 한 열정” 등이다

3.3.6 직 만족

지난 1년간 회사의 직무 성과,. 서비스의 개선, 비용

감, 직원들의 엄부 스킬과 지식향상, 성장등 직원들이

느끼는 조직효과성을 진단하는 변인으로 5 척도 5개항

목으로 구성하 다. 수가 높을수록 조직원들이 생각하

는 조직효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수화 하 다,

변인의 alpha 계수는 0.769이었다.

주요 문항을 보면 “ 지난 1년간 우리 회사는 재무

성과에서 이익이 증가되었다” “ 지난 1년간 우리 회사는

과거에 비해 비용 감이 많이 되었다.”

3.4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업무성과와, 직 별 업무성과에

한 유의성과 변인을 분석하기 하여 련 변인간의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직 별 차

이를 분석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4. 자료의   해

4.1 정도 의 신뢰 과 타당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최

종 으로 얻은 신뢰성 계수는 <Table 3>에 나타나 있고

일반 으로 신뢰성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Nounally(1978)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척도는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Variables Factors Questions
Cronbach's

alpha

Transformational

Dynamic

Mission & Strategic

CEO` Leadership

Manager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5

5

5

5

.903

.897

.911

.914

Organizational Commitment 5 .913

Job Satisfaction 5 .769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타당성은 측정도구의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

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각 변수들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의 설명력과 독립성을 높이는 직교

회 (Varimax)을 이용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요인의 각종 변수의 정보

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아이겐 값

(Eigen Value)도 함께 제시하 다. 아이겐 값 0.4를 기

으로이에미치지못하는 조직문화 4번문항은 차후분석

에서 제거하 다.

4.2 변수들 간의 상 계 

변수간의 상 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간의 상 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 배경에

서 도출한 가설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단하 다. 한

독립변수간의 상 계수가 높게 나와 다 공선성을 의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Transformational Dynamics of Venture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t the Convergence age - Moderating Effect of the Position Typ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27

Factor

Independent Variable

Factor Lading Factor Lading Factor Lading Factor Lading Eigen-value
Percentage of

variance

Mission & Strategic 1 .708

3.740 18.700

Mission & Strategic 2 .728

Mission & Strategic 3 .699

Mission & Strategic 4 .735

Mission & Strategic 5 .694

CEO` Leadership 1 .615

3.055 15.275

CEO` Leadership 2 .741

CEO` Leadership 3 .633

CEO` Leadership 4 .774

CEO` Leadership 5 .515

Manager Leadership 1 .724

3.895 19.473

Manager Leadership 2 .752

Manager Leadership 3 .770

Manager Leadership 4 .725

Manager Leadership 5 .742

Organizational Culture 1 .771

4.022 20.108

Organizational Culture 2 .736

Organizational Culture 3 .819

Organizational Culture 3 .825

Organizational Culture 5 .721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1 2 3 4 5 6

Mission & Strategic 3.1459 .74790 1 　 　 　 　 　

CEO` Leadership 2.9506 .82128 .748
**

1 　 　 　 　

Manager Leadership 3.1822 .81794 .746
**

.701
**

1 　 　 　

Organizational Culture 3.0414 .78157 .609** .714** .595** 1 　 　

Organizational

Commitment
3.2850 .86614 .610

**
.674

**
.622

**
.609

**
1 　

Job Satisfaction 3.1879 .62920 .540
**

.608
**

.534
**

.520
**

.551
**

1

**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할 수있으나, VIF값을통해 확인한 결과, 3.827이하로나

타나 다 공선성은 의심할 수 이 아닌것으로 단하

다.

4.3 연 가 의 검

4.3.1 가  1의 검 결과

첫 번째, 가설 1의 변 역동성과 조직몰입의 회귀

분석결과, 체회귀모델 합도의 F값이 170.412로 유의

수 0.001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R2는 0.522로 나

타나 분석결과로서 얻어진 회귀식이 체 회귀모델의

5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한 세부가설

검증결과 변 역동성의 모든 항목이 조직몰입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3.2 가  2의 검 결과

두 번째, 가설 2의 변 역동성과 직무만족의 회귀

분석결과, 체 회귀모델 합도의 F값이 105.939로 유의

수 0.001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R2는 0.405로 나

타나 분석결과로서 얻어진 회귀식이 체 회귀모델의

4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한 세부가설 검

증결과 변 역동성의 모든 항목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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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Degree of

freedome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4 100.489 25.122 105.939 .000 .405

Residual 623 147.739 .237

Amount 627 248.228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β

Constant

Mission & Strategic

CEO` Leadership

Manager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1.485

.081

.260

.112

.106

.091

.045

.042

.038

.036

.096

.339

.146

.132

16.237

1.921

6.175

2.955

2.929

<.001

<.05*

<.001***

<.01**

<.01**

Accepted

Accepted

Accepted

Accepted

　　P<0.001 : *** P<0.01 : ** P<0.05 :　*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Hypothesis 2

Factor
Degree of

freedome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4 245.762 61.441 170.412 .000 .522

Residual 623 224.617 .361

Amount 627 470.379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β

Constant

Mission & Strategic

CEO` Leadership

Manager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570

.113

.321

.227

.227

.113

.055

.052

.047

.045

0.98

.304

.214

.205

5.056

2.061

6.187

4.836

5.066

<.001

<.001***

<.01**

<.001***

<.001***

Accepted

Accepted

Accepted

Accepted

　　P<0.001 : *** P<0.01 : ** P<0.05 :　*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Hypothesis 1

4.3.3 가  3의 검

가설 3은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에미치는 향이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변 역동성의 세부 변수의 평균을 기

으로 두집단으로 나 고, 직 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검증하 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o

yee

Mission

&

Strategic

Low 213 2.7953 .83721

119.518 .000High 236 3.5864 .69490

Total 449 3.2111 .06064

Manag

er

Mission

&

Strategic

Low 71 3.0028 .89154

43.825 .000High 108 3.7778 .67163

Total 179 3.4704 .85339

<Table 8> Anova analysis : Hypothesis 3-1

[Fig. 3] Anova analysis : Hypothesis 3-1

가설 3-1의 검증결과, 직 과 미션 략에 따른 조

직 몰입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

게 인식하나, 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2의 검증결과, 직 과 CEO리더십에따른 조직

몰입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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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그 차이는 몰입도가 높은 집단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CEO의 리더십에 따른 조직몰입도

는 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CEO`

Leader

ship

Low 205 2.7541 .89970

138.991 .000High 244 3.5951 .60258

Total 449 3.2111 .86104

Mana

ger

CEO`

Leader

ship

Low 62 2.8000 .79176

86.727 .000High 117 3.8256 .64836

Total 197 3.4704 .85339

<Table 9> Anova analysis : Hypothesis 3-2

[Fig. 4] Anova analysis : Hypothesis 3-2

가설 3-3의 검증결과, 직 과 리자 리더십에 따른

조직 몰입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인식하나, 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Manag

er

Leader

ship

Low 216 2.7824 .84670

133.781 .000High 233 3.6086 .66145

Total 449 3.2111 .86104

Mana

ger

Manag

er

Leader

ship

Low 69 2.9275 .81093

60.663 .000High 110 3.8107 .68955

Total 179 3.4704 .85339

<Table 10> Anova analysis : Hypothesis 3-3

[Fig. 5] Anova analysis : Hypothesis 3-3

가설 3-4의 검증결과, 직 과 조직문화에 따른 조직

몰입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인식하나, 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Organi

zationa

l

Culture

Low 220 2.7855 .80488

137.565 .000High 229 3.6201 .70121

Total 449 3.2111 .86104

Mana

ger

Organi

zationa

l

Culture

Low 85 3.0471 .86830

51.024 .000High 94 3.8532 .63325

Total 179 3.4704 .85339

<Table 11> Anova analysis : Hypothesis 3-4

[Fig. 6] Anova analysis : Hypothesi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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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가  4의 검

가설 4는 변 역동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

직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변 역동성의 세부 변수를 평균을 기

으로 두집단으로 나 고, 직 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검증하 다.

가설 4-1의 검증결과, 직 과 미션 략에 따른 직

무만족도의 차이는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생산직이,

높은 집단에서는 리자가 높게 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직 에 따라 미션 략에따른 직무만족도는

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바이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Mission

&

Strategic

Low 213 2.9127 .60476

78.886 .000High 236 3.4000 .55781

Total 449 3.1688 .62899

Mana

ger

Mission

&

Strategic

Low 71 2.8169 .58627

73.426 .000High 408 3.5111 .49015

Total 179 3.2358 .62894

<Table 12> Anova analysis : Hypothesis 4-1

[Fig. 7] Anova analysis : Hypothesis 4-1

가설 4-2의 검증결과, 직 과 CEO의 리더십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리자가,

낮은 집단에서는 생산직이 보다 높은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EO 리더십에 따른 만족도의 차

이는 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CEO`

Leader

ship

Low 205 2.8410 .65130

132.584 .000High 244 3.4443 .45434

Total 449 3.1688 .62899

Mana

ger

CEO`

Leader

ship

Low 62 2.7677 .61904

74.090 .000High 117 3.4838 .47579

Total 179 3.2358 .62894

<Table 13> Anova analysis : Hypothesis 4-2

[Fig. 8] Anova analysis : Hypothesis 4-2

가설 4-3의 검증결과, 리자 리더십에 따른직무만족

도는 직 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생산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생산직에 비해

리자 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Anova analysis : Hypothesi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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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Manager

Leadership

Low 216 2.9222 .62941

74.470 .000High 233 3.3974 .53643

Total 449 3.1688 .62899

Mana

ger

Manager

Leadership

Low 69 2.7942 .55304

79.859 .000High 110 3.5127 .50431

Total 179 3.2358 .62894

<Table 14> Anova analysis : Hypothesis 4-3

가설 4-4의 검증결과, 직 과 조직문화에따른 직무만

족도의 차이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

서 그 차이가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 하는 바이다.

Moderate Dependant N Mean S.D. F p

Posit

ion

Empl

oyee

Organiz

ational

Culture

Low 220 2.8845 .57365

109.43

4
.000High 229 3.4419 .55535

Total 449 3.1688 .62899

Mana

ger

Organiz

ational

Culture

Low 85 2.9153 .56263

54.698 .000High 94 3.5255 .54080

Total 179 3.2358 .62894

<Table 15> Anova analysis : Hypothesis 4-4

[Fig. 10] Anova analysis : Hypothesis 4-4

5. 결

5.1 연 결과의 약

최근기업의 경 환경은 성장, 수익, 리로 요

약되는 뉴노멀시 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지속성장 가능성 향상이라는 근본 과제를해결해야 하

는 실정이다. 이에 R&D,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넘는

M&A와 창의 융합, 로벌 마 략 등의 최신 경

이슈와 경 기법을 다양하게 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

운데 특히 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융합이다. 기술간의

융합뿐아니라 인문과 기술의 융합, 업종간 융합등으로

그 확장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미 개발되어진 기술

과 아이템간의 컨버젼스가 곧 창조라고 해도 무리가 아

닐 정도로 경계 허물기와 경계연결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주목해 볼 것은 벤쳐기업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

역동성 요인과 거래 요인을 찾으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이다. 한가지 심분야는 직 체

계의 단순화 혹은 단계 축소 상이다. 리직과 생산직

으로 구분되어 진 직 은 기업문화 형성 직무만족 향

상 연구에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실제 기업문화를

정 으로 형성하기 한 조직활성화 교육 등 노력은 이

러한 직 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되

어 왔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에 있어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와 직 이 이들간의 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

효과를 하는지 실증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설

문지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은 경

북 구미시 칠곡군에소재하고있는벤처기업 9개에 근

무하는 근로자 630을 표본으로 하 다. 총 630부의 설문

지를 활용하여 SPSS 18.0을 통해 변수의 기술통계량, 상

계분석, 신뢰성분석, 계층 회기분석등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Burk와 Litwin(1992)이 개발한 모형을 사용

하 다. 각 변수의 구성요인으로써 변 역동성 요인

으로는 사명 략, CEO리더십, 리자리더십, 조직문

화를 보았고 종속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으로 구

분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있어 변 역동성은 조직몰입에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경

에 있어 구체화 되거나 측정되지 않는 요소라는 특성상

간과하기 쉬운 CEO나 리자 리더십, 사명이나 략과

기업문화가 조직몰입에 직간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번쳐기업에 있어 변 역동성은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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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명과

략 개별요인, .CEO리더십, 리자 리더십, 기업문화 요인

각각의 경우에도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다고

채택되었다. 특히 벤처기업이 가지는 애로 조직원이

경험을 쌓게되면 기업등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상을

지 한다. 이러한 이직율을 낮추기 한 방안에서 임

이나 승진등의 거래 요소외에도 직무만족을 제고하기l

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변 역동성 요인도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다.

셋째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이 직

에 따라 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한 검증

결과, 미션 략은 조직몰입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더 높게 인식하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CEO리더십에 따른 조직 몰입도의 차이

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인식하고, 그 차

이는 몰입도가 높은 집단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CEO리더십에 따른 조직 몰입도는 직 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시사한다. 변 역동성요인 리자

리더십에 따른 조직 몰입도의 차이는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인식하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직 과 조직문화에 따른 조직 몰입

도의 차이는 생산직보다 사무직 종사자가 더 높게 인식

하나 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있

어 직 에 따른 조 효과가 미미한 것은 리직과 생산

직이 기업정보나 외부환경에 한 지각수 의차이와 업

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벤쳐기업의 특성상 리자

의 리더십이 인간 친 정도로 지각되는경우 벤처기업

은 생산직의 잦은 교체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

럼 외부 환경요인이나 간 요인에 향등 본 연구에

서 제외된 거래 변인에 향을 받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변 역동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 직

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션 략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만족도

가 낮은 집단에서는 생산직이, 높은 집단에서는 리자

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과 CEO리더십

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리자가, 낮은 집단에서는 생산직이 보다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역동성 요인

리자 리더십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생산

직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

단은 생산직에 비해 리자 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 고려요소인 직 과 조직문화에 따른 직무만족

도의 차이는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나났다.

5.2 연 의 시사점  한계점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 배경에 한 검토를 통

해서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과 직 의 조 효과를 실증.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는 아이템과 CEO의 역량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벤쳐기

업의 지속 성장과 조직효과성 증 를 해서는 변

역동성 요인인 조직의 미션과 략, CEO와 리자 리더

십, 기업문화에 한 체계 이고 차별 인 개발과 교육

등의 경 행 가 필요하다는 을 밝혔다는 에서 학술

,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 , 학술 인 측면에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기

존의 조직효과성에 한 연구가 변 리더십의 에

서 다루어져 왔다면 본 연구는 변 역동성요인을 리

더십 이 아닌 기업경 행 에서 바라본 시도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변 역동성을 직 에

따른 조 효과로 고려하고 그 향을 검증하 다. 그동

안 변 리더십 에서의 연구는자칫 CEO나 리자

의 역량 에서 제한 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한계

성을 가졌다면 본 연구는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검증을 통해 향후

변 역동성 요인을 사 이고 시스템 인 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일조 하 다. 아

울러 변 역동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의 계에

있어서 직 별 조 향에 한 검증은 향후 직 에 따

른 차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에서도 일조하 다.

다음 실무 인 측면에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의 특성상 아이템 심, 기술 심, CEO리더

십 심의 운 방식에서 기업의 미션과 략과 리자

리더십이나 기업문화등의 변 역동성 요인으로의

환 비 증 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실증 으

로 검증하 다는 이다.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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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시스템 성장의 갭을 지칭하는 성장통(Growing

Pains)에 한 근원 인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는 이다.

성장일변도의 경 행 에서 체계 인 략과 미션과

간 리자의 리더십 개발 기업문화는 요성에 한

인식만큼 실질 으로 요하게 다 지지 못했다는 에

서 그 다. 둘째 직원 직무역량 리자 리더십 향상

등의 교육시 차별 , 선별 근에 한 필요성을 제시

했다는 이다. 교육등 직무역량을 한 교육의 기회와

산, 시간등의 제약을 가진 벤쳐기업의 여건상 교육을

통합 으로 근하는 경우가 많다. 리직과 생산직의

직 은 변 역동성 요인이 직무만족과조직몰입에

해 조 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된 본 연구 결과는 직원

들의 지각수 과 인식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섬세한 차

원에서의 교육과 직무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을 시사

한다. 셋째본 연구는 기업주 혹은 경 진을 상으로 사

인터뷰를 실시하 다. ‘ 환(transformation)’과 ‘변환

(transaction)’을 구분하려는 즉 조직변화에서 조직의 문

화를 바꾸는 환과 조직의 분 기를 개선하는 변환을

구분하려 질문에 8개회사가 환을 원한다고 답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 책임자의 의지가실천되기 해서

는 리직과 생산직까지 경 행 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이다. 변 역동성이 모든

가설에 있어서 유의하고 직 에 따라조 효과도 있었지

만 그 차이가 리직과 생산직에 따라 크지 않다는 에

서 그 다. 이러한 결과는 경 성과 회사비젼의 공유

와 고통분담등에 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에서 시사

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버크리트 이 제시한 근본

모델인 변 요인과 거래 요인을통합 으로 고려하

여 그 정도를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이다. 둘째 표본

기업을 벤처기업이라는 범주로만 분석함으로서 표본기

업의 특성과 환경을 보다 세부 으로반 하지 못함으로

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다. 향후업종 혹은 규

모별로 구분하여 검증하므로써 집단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지역에 편 된 기업집단을 연

구 상으로 함으로서 지역 문화와 정서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못하므로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직과 생산직이라

는 포지션을 조 변수로 사용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십 성격유형이나 행동유형, 성장통 지수, 직책등의

조 변수를 더 포함하여 효과로 연구한다면 직무만족이

나 조직몰입 향상을 한 요인을 보다 실효 이고 정확

하게 제시할 수 있는 실용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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