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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상으로 세무업무의 문분야의 특성상 문인으로서의 자 심과 외부이미

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세 에 한 심과 시 인 요구에 극 으로 부응하기 해서는 세무

문인으로서의 자 심과 세무행정의 외부이미지 제고를 한 본질 이고 실질 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해 조직 구성원간에 조직 동일시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조직몰입을 

증 시킨다면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자긍심∣외부이미지∣조직 동일시∣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on what effects public tax officers' pride, external image, 

and organization identification as tax specialists have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showed that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gets deeper as their 

satisfaction about pride, external image, and organization identification get greater. In order to meet 

the public interest in taxation and the demand of the time with positive attitudes and facilitate the 

functions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public tax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intensified by increasing their pride as tax specialists, enhancing external images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making substantial and realistic efforts, and letting public tax officers have 

organization identification.

 ■ keyword :∣Pride∣External Image∣Organization Identification∣Organizational Commitment∣

    

Ⅰ. 서 론 

21세기 세무행정의 기본주제가 경제성, 효율성이외

에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극복하기 하여 양  성장추

구에서 질  성장의 추구로 심의 역이 바 었다. 

조직의 질  향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조직의 특

정가치나 문화와 같은 속성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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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 심과 

조직이미지는 미래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요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이끌

어  수 있는 주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서는 

과세징수기 이라는 면에서 국민들과의 이 보다 

직 이고 가시 이어서 외부이미지의 문제는 매우 

요하며 행정기 으로서의 상에 향을 미치며 세

무 문인으로서의 자 심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조직의 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 심과 조직

의 외부이미지 리 그리고 조직 동일시는 조직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을 유발하는 경 리 략으로 고려되

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조직이 처해있는 사회, 문

화  환경과 복잡한 외부 조직 환경은 공 의 압력에 

응해야할 필요성을 증 시키며, 조직이 의도하는 행

와 국민이 조직을 보는 견해간의 차이를 일 수 있

도록 조직이 장기 인 에서 노력해야하는 측면에

서 조직이미지 리는 매우 요하다. 구성원들의 직무

에 해 그리고 조직에 한 태도는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태도를 정 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사의 노력은 구성원들의 직무

성과의 향상과 조직성과를 좌우하는 요한 변수가 된

다는 것을 제로, 직무수행에 따른 자 심과 외부이미

지, 조직 동일시에 따른 조직몰입의 개념을 가지고 

근해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공공부문 조직구성원을 

법한 차에 따라 세법을 집행하고 세무행정의 핵심

을 이루는 세무공무원들의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

고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한다. 세무 문인으로서의 자 심과 이미지 제고를 

한 본질 이고 실질 인 노력,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

하기 해 조직 구성원간에 조직 동일시를 일으키는 것

은 조직몰입을 증 시켜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세무공무원을 상으로 실증 분

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조직 동일시와 련된 이론  선행변수로는 조직이

미지를 들 수 있다. 조직이미지는 조직 내 구성원이 가

지는 이미지를 먼  조직의 략  상으로 보고 그들

로 하여  정 인 이미지를 갖기 한 것으로, 이에 

외부이미지는 조직외부인이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한 조직구성원의 신념으로 조직 동일시와 정

인 련성이 있다[7][14][19]. 한 조직몰입은 조직 

동일시보다 일반 이며 범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직 동일시는 한정된 측면만을 구성한다. 조직 

동일시는 자신이 속해있는 특정 조직에만 국한된 심리

 구성개념 즉, 자신이 속한 조직에만 한정된 구성개

념인 반면, 조직몰입은 보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6][22]. 그리고 Dutton(1994)은 외부이미지가 높을수

록 조직몰입은 강해진다고 외부이미지와 조직몰입의 

련성을 제시하 으며, 조직몰입은 조직 향을 개인

이 행동으로 반 한 결과이므로 조직몰입은 매우 요

하며 공 이 지니는 견해에 한 조직구성원의 신념인 

외부이미지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이 문가로서의 자 심과 조직의 

외부이미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

과 얼마나 동일시하여 몰입되어 있는지를 탐색 으로 

밝 보는 것은 조직의 분 기를 개선하고 효율 인 업

무수행의 지원을 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토 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몰입

의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력의 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자긍심
자 심은 개인의 태도에서 보여 지는 가치성의 평가

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변수이며,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인 평가와 련된 것으로서 자기존

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로서, 집단내의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고, 

능력있는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의 정도에 한 

스스로의 단을 말한다[12][3]. 자 심은 개인의 실제

인 행 와 그 자신이 개인  차원의 지표로서 채택한 

기 사이의 불일치 정도에 해서 정의되는데 이는 자

심이 낮은 사람은 그들 행 가 스스로 규정한 기 에 

미달하는 경우이나, 자 심이 높은 사람은 그들 행 가 

스스로 설정한 기 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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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 심은 개인이 능력 있고, 요하며 성공 이

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으

로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

하고 있느냐하는 개인 인 단을 말한다[5][13]. 세무

조사자들의 불친 과 무성의  업무수행의 미숙 등 종

사자의 서비스 문제개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

자들의 고객서비스에 한 기본 인 마인드를 형성하

고 세무조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

과 이고 성공 인 세무업무의 수행을 해서 자 심

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자들이 직

무에 한 자 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를 통해서 궁극 으로 고객서비스 수 을 향상시

키는 것은 세무행정의 업무향상을 해 선무의 과제

이기도 하다[3]. 

2. 외부이미지
조직이미지는 구성원을 주체로 하여 지각된 조직정

체성과 해석된 외부이미지로 일반 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외부이미지를 연구 상으로 한다. 외부이

미지는 조직 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가장 향력 있는 

요인으로 외부구성원이 자신들의 조직에 한 어떤 이

미지를 갖는 것에 한 조직구성원의 신념이다[7][14]. 

지각된 외부의 명성으로 알려진 외부이미지는 조직의 

외부사람들이 나의 소속 집단으로 인해 나를 어떻게 생

각할 것인가에 한 질문의 답에 한 신념이다. 

한 조직외부사람들에 의해 어떤 집단이 존 을 받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회집단과 동일시 할 것이

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람의 지 를 얻을 수단으로 동

일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의 경우 외

부이미지는 기존의 일반 으로 인식되어온 경험에 따

르면 부정 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따라서 조직몰

입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특히 외부이미지는 

요한 변인이라 단된다. 따라서 외부이미지는 강력

한 거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조직과 구성원의 행

동이 외부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은 조

직몰입에 매우 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조직을 외부사

람들이 독특한 것으로 믿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조직의 

외부이미지는 매력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구성

원의 외부이미지는 조직몰입에 정 으로 련이 있

을 것으로 단된다. 

 

3. 조직 동일시
조직 장에 속해 있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조직이나 

집단과 함께 얽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조직의 장단 ,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함으로

써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명으로 지각하게 된다. 조직 

동일시는 구성원들 간의 실제 인 상호작용 없이도 형

성될 수 있는 인지 , 지각  개념이다. 개인이 자신의 

조직과 동일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은 조직과 

자신이 하나라고 느끼게 되며, 조직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 조직의 명성이 곧 자신

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라고 지각하게 

된다하 다[10]. 조직 동일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조직 동일시는 조직에 한 의미부여, 조직과 자신과의 

련성 설정, 조직의 속성의 추구 등 조직 행동 역

의 반에 걸쳐 향을 주고 있으며 한 개인의 조직행

동의 동인으로 간주되었다[20][6][13]. 즉, 조직 구성원

에게 있어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의 요한 생활의 기

반이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를 정의내릴 수 있는 심리

 기 이 된다. 따라서 조직 동일시는 구성원의 조직

에 한 소속감과 만족감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한 개념으로 조직행동연구자들이 

심을 갖는 흥미로운 분야 으며 본 연구에서도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16][17][6]. 

4.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남아서 기꺼이 노력하고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몰입하는 상  정도이며

[22], 사람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몸담

고 있는 조직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인 인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하 다[19]. 조직몰입도

는 고용조직과 그 구성원간의 제반가치와 목 의 합의

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는 조직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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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구와 향력을 구성원들로 하여  자발 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끊임없는 자기실  노력을 통해 고용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12]. 조직구성원들의 조

직몰입의 정도는 조직 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 인 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을 측할 수 있는 사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행정의 조직 리를 담당하는 조세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는 매우 요한 주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의 요

한 이유가 된다. 최근에는 단순한 직무에 한 태도보

다는 조직 그 자체에 한 애착이나 충성심 등 조직에 

한 몰입이 조직의 성과, 결근율, 이직율 등과 같은 결

과변수에 한 설명력이 높은데 해 심을 모으고 있

다[21][15]. Dutton(1994)은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한 외

부이미지는 조직몰입과 련성이 있으며 조직몰입의 

수 은 조직을 보는 외부사람의 견해를 구성원들이 어

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향을 받는다고 하 다. 따라

서 외부사람이 자신의 조직을 호의 으로 볼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느낌은 자아존 의 증진에 향을 미치게 

되어 구성원들은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 조직몰입은 구

성원들이 조직의 미래 실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조

직의 생존과 련되며, 이러한 련은 인 계에서 

향을 미친다. 강한 몰입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 더욱 

상호 력하게 되고 동료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추

가 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구성원들 사이의 력

에 따라 상호작용의 유형은 조직에 강하게 몰입하는 구

성원은 단지 자신의 이익보다 체조직의 이익에 도움

이 되는 일에 집 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 다[14][9].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가 조직

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자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 세무조사자들의 조직 동일시와 외부이미

지 그리고 자 심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 : 세무조사자로서의 자 심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은 높을 것이다. 

1-2 : 외부이미지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높을 것이다.

1-3 : 조직 동일시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에 한 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자

들의 합리 인 직무조직몰입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직 동일시와 외부이미지, 자 심, 조직몰

입에 해 구성개념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개념간의 변별성을 검증하기로 한다. 한 모든 변수들

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조사한 다음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조직 동일시와 외부이미지 그리고 자 심이 세

무조사자들의 조직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선행변수와 그 결과와의 

계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조직몰입 외부이미지

조직 동일시

 자 심

그림 1. 연구모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2008년 1월 재 부산지역의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상으로 하

다. 실증연구를 한 모집단은 부산국세청과 부산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을 표본으로 할당추출 

하 다. 설문조사는 2008년 1월 7일-22일에 걸쳐 실시

하 으며, 총 배포한 설문지 150부  124부가 회수되

어 82.7%의 회수율을 보 다. 연구 상자의 인구 통계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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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96
28

77.4
22.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3
52
40
29

2.4
41.9
32.3
23.4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이상

3
37
49
34
1

2.4
29.8
39.5
27.4
.8

담당세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제세
기타

6
10
43
8
57

4.8
8.1
34.7
6.5
46.0

세무조사경험 있다
없다

98
26

79.0
21.0

근무연수

5년 미만
5-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35년

15
28
25
23
7
21
5

12.1
22.6
20.2
18.5
5.6
16.9
4.0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2. 연구도구
설정된 가설들을 경험 으로 검정하기 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24개이며 응답형태를 측정하는 평 척도는 Likert type

의 5단계 평정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음=1, 매우 동의

함=5: 최하 1 에서 5 까지 부여함)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은 

Mowday, Steers & Porter(1979)의 조직설문지(OCQ: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에 의해 개

발된 척도를 사용하 으며, 조직 동일시는 Mael & 

Ashforth(1995)의 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 다. 

외부이미지는 외부인들이 조직을 인식하는 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Garbett(1988)가 사용한 문항과 Riordan(1997)의 문항

을 변경하여 사용하 다. 자 심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환경 내에서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Pierce(1989)의 

문항을 고려하여 구성하 다. 수집된 자료본 연구의 조

사 상자는 2008년 1월 재 부산지역의 업에 종사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상으로 하 다. 실증연구

를 한 모집단은 부산국세청과 부산지역 세무서에 근

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을 표본으로 할당추출 하 다. 설

문조사는 2008년 1월 7일-22일에 걸쳐 실시하 으며, 

총 배포한 설문지 150부  124부가 회수되어 82.7%의 

회수율을 보 다. 연구 상자의 인구 통계  특성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SPSS/Window Ver 14.0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Ⅴ. 분석결과 및 논의 

1.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 일

성 방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을 통해 설문항목 

간의 내  일 성의 신뢰수 을 나타내 주는 

Cronbach's ⍺값을 용하여 검정하 으며, 

Cronbach's ⍺는 0에서 1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
록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변수를 측정하

고자 구성한 복합문항(composite scale)을 일차 으로 

요인분석을 한 후, 추출된 요인별 구성항목을 심으로 

각각 내  일 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각 변수에 한 Cronbach's ⍺값을 볼 때  
.83～.90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타당성 검증은 요인행렬을 주성분분석법으로 추출

하 으며, 직각회 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 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분석변인에 한 요인분석의 합성 여부를 나

타내는 KMO 표 형성 성 척도는 0.923으로 나타

나 정확한 표본이고, Bartlett의 구상치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구상치가 

1954.003(자유도 276)이며, 유의수  0.000으로 본 연구

의 요인은 사용이 합함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eigenvalue가 1.109 이상으로, 4

개 요인이 체 변량의 64.75%를 설명하고 있다. 각 항

목에 한 공통성 값들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서 자 심, 조직몰입, 외

부이미지, 조직 동일시로 명명하 다. 요인 재치는 최

소 0.380이상으로 각 요인의 4.623% 이상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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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변수문항

연구변수 공
통
성

Cronb
ach α
계수자 심

조직몰
입

외부이
미지

조직동
일시

나는 능력있는사람이다
타인이 나를 의지한다
나는 중요한사람이다
나는 가치있는사람이다
생각을 진지하게받아줌
조직과 나의가치관유사
인간적인믿음얻고있음

.802

.800

.796

.767

.567

.562

.556

.771

.717

.775

.755

.547

.742

.535

.903

일하기좋은 조직이다
선택잘한 조직이다 
어떤업무도 기꺼이맡음
충성심을 느낌
주위에 조직을 자랑함
기대이상 노력함

.744

.718

.628

.572

.510

.490

.645

.706

.598

.610

.656

.622

.877

조직에 좋은이미지가짐
업무에 관심많음
업무수행 우수한조직임
세무업무 마무리잘함
안정적인조직임
지역민만족위해 노력함
시민들에 좋은명성가짐

.713

.686

.651

.643

.598

.476

.467

.634

.563

.606

.637

.564

.380

.463

.831

조직과 나의동질성
조직칭찬하면기분조음
우리조직이라 표현함
공동운명체라 느낌

.829

.791

.756

.676

.795

.765

.712

.741
.880

고유값(eigen value)
설명변량(%)
누적백분율(%)

11.18
46.61
46.61

1.760
7.334
53.94

1.482
6.174
60.11

1.109
4.623
64.75

표 2. 연구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2. 상관관계분석
[표 3]은 측정변수들 간의 상 계수와 각 변수의 평

균과 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간의 상 계는 모두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심에서 조직

몰입은 r=0.522로서 자 심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

은 정의 상 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이미지의 경우에서

도 r=0.665로서 외부이미지가 높을수록 자 심이 높아

지는 정의 상 을 보여주었다. 조직 동일시에서도 자

심에 해 r=0.580으로서 정의 상 을 보여주었으며, 특

히 조직몰입과 조직 동일시는 r=0.684로서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서 외부이미

지는 r=0.434로 나타났고, 조직 동일시에서 외부이미지

는 r=0.547로 나타나 직무수행 시 외부에 한 이미지

가 높을수록 조직 동일시와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직무의 수행과 성과의 향상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자긍심 조직몰입 외부이미지 조직 동일시
 자긍심 1.000
 조직몰입 0.522** 1.000
 외부이미지 0.665** 0.434** 1.000
 조직 동일시 0.580** 0.684** 0.547** 1.000
   평  균 3.2385 3.1801 3.5484 3.6613
  표준편차 0.6660 0.7617 0.5893 0.7491

 p<0.01**

표 3.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3. 분석결과의 해석과 논의
[표 4]는 세무조사자들의 자 심,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회귀방정식의 유용

성을 검정하기 한 분산분석의 결과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의 각 회귀계수들도 표에

서 보는바와 같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한 다 공선성 검사에서도 모

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의 값이 자 심은 1.022, 

외부이미지는 1.241, 조직 동일시는 1.081로 나타나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명된다.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는 자 심(B=.341, p=0.000), 외부이미지(B=.472, 

p=0.000) 그리고 조직 동일시(B=.317, p=0.000)로 나타

났으며,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의 측

정변수 모두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변

수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의 정도인 설명력( )

은 83.44%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회귀방정

식에서 F값은 91.675이고 유의도가 0.000으로 모형의 

합도가 통계 으로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향의 정도는 회귀계수를 표 화한 Beta

값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Beta 값의 치가 클

수록 상  요도가 높다. Beta값에 의한 회귀방정식

은 외부이미지(β=.365)와 조직 동일시(β=.312) 그리고 



세무조사자들의 자긍심, 외부이미지,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221

자 심(β=.298)의 변수의 순서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분석결과로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의 회귀계수는 B의 부호가 양(+)이므로 조직몰

입에 해 정(+)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세무공무

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직업에 한 자 심과 세무공

무원에 한 외부의 이미지 그리고 조직과의 동일시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에 한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

고 조직 동일시를 고취시키는 과정을 통해 조직몰입의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

과는 Smidts(2001)의 외부이미지는 조직 동일시에 

향을 미치는 가장 향력 있는 요인이며, 

Bandura(1978)의 세무조사자들이 고객서비스에 한 

기본 인 마인드를 형성하고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도

록 효과 이고 성공 인 세무업무의 수행을 해서는 

자 심과 조직몰입이 필수 이라고 강조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측정변수
조직몰입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자긍심 0.341 0.298 4.153 0.000***
외부이미지 0.472 0.365 5.223 0.000***
조직 동일시 0.317 0.312 4.864 0.000***

F값 91.675
유의수준     0.000***

설명력(R²)  0.834
Dubin-Watson

통계량  1.989

p<0.01*** 

표 4. 측정변수와 조직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Ⅵ. 결  론

세무공무원들을 상으로 문 인 분야인 세무업무

의 특성상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로서의 자 심과 외부

에 한 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분석결과, 자 심과 외부이미지 그리고 조직 동

일시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이 

지각하는 세무행정의 이미지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

고 있으며 나아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과 얼마나 동

일시하며 몰입되어 있는지를 탐색 으로 밝 내고자 

하는 것은 조직분 기를 개선하고 효율 인 세무업무

수행을 해 필요하다. Meyer(1993)이 세무공무원들의 

행정조직결과를 고취시키기 해서는 자 심을 높이고 

외부이미지의 개선  조직 동일시와 조직몰입을 강조

한 것을 뒷받침한다.  조직몰입도가 높은 행정조직은 

 다른 리  도 , 즉 문화다양성의 증 와 고객기

의 충족에 처하게 되며, 행정조직에서의 동기부여

는 개인의 기 감의 안정에 좌우되고 그러한 안정 속에

서 조직의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명에 몰입하게 된

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세무행정업무는 짧은 시간

에도 불구하고 양 으로나 질 으로 많은 발 을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세 에 

한 심과 시 인 요구에 극 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직무에 

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에 한 의사결정의 참여를 확 하여 조

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조직

에 해 구성원들이 근무에 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바 하고 있는 직무의 성과를 효

율 으로 높이고 조직구성원들이 자 심을 갖고 각자 

맡은 일을 자율 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 가는 

분 기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자 심과 세무

행정에 한 외부의 이미지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조

직 동일시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

증 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세무공무원을 상으로 실

증 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설문조사 시에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인 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한

된 과 자료의 수집을 부산지역의 특정 공무원들만을 

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졌다는 에서 분석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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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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