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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유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 련 행동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가져오게 만들며, 조직에 더 

충성하려는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CT 기업들을 상으로 조직문

화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

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제6차 인 자본기업패  자료를 활용하여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가설

의 설정과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조직문화유형  계문화, 합리문화, 신문화, 계문화가 조직구성

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합리문화, 계문화, 신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업의 조직문화유

형  계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높은 향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ICT 기업

의 조직구성들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T 기업의 성과제고를 하

여 조직구성원들간의 정 인 작업환경의 조성과 정보공유를 통한 력이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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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  

산업 명으로 제4차 산업 명으로 규정하면서, 

제4차 산업 명이란 기술간의 융합을 통한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신을 의미하며, 그 심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즉 ICT가 있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제4차 산업 명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ICT 산업에 한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ICT 산업의 성장이 국가경쟁력을 주도

하는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ICT 산업은 1990년  말 한국의 융

기와 2008년 세계 경제 기를 극복하는 견인

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정  외 3인, 2015).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속한 발 에 따른 디지

털 명시 를 맞이하여 지구  시장을 선도하

고 있는 수많은 로벌 기업들이 직ㆍ간 으

로 ICT 기반 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ICT 기술은 이용 측면에서 최근 스마트화 논의

로 변되는 기존 통산업의 기술 신에도 기

여하고 있다. 최근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기

업의 지속 인 성장을 유지하기 한 필수 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신 활동

과 련한 무형 자산의 축 으로서 연구개발 투

자와 조직자본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는데,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는 기술 신의 동인(driver)

으로 요소 투입을 통한 양  성장에서 질  성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정

․나경연, 2013).

이러한 ICT 산업은 무형의 창의  아이디어가 

유형의 제품  서비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서 인 자본의 축 에 한 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황승록 외 2인, 2016). 

따라서 ICT 산업의 생존과 발 을 해서는 

ICT 기업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어진다.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한 요인들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련성

을 다룬 연구들을 다수 볼 수 있다. 조직에서는 

인 자본의 효율 인 리를 하여 고유한 조

직문화를 통한 경쟁우 를 달성하기 한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조직문화는 단순히 그 조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의 직무 련 행동을 통한 직무만족을 가져오게 

만들며 조직에 더 충성하려는 조직몰입을 증가

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문화

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직무나 조직에 한 

정 인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내어 조직의 성

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에 한 일체감을 제공

하며, 조직에 한 몰입을 진시키고, 사회체계

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조직구성원의 행 를 

가이드하고, 조직문화가 조직의 안정  직무에 

한 동일시  행동의 동일성을 증가시켜, 조직

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Smircich, 

1983). 조직문화에 한 부분의 연구는 조직문

화의 유형화에 따른 조직성과와의 련성을 이

룬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조직

문화 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과의 련성에 한 연구도 다양한 업종

과 다양한 상황  요인들을 용시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ICT 기업과 련

된 연구는 부분 ICT 산업에 한 실태분석, 

발 략, 인력수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나, ICT 기업을 상으로 조직문화 유형

에 한 분류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련성에 한 연구는 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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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ICT 기업의 조직문화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문화

부분의 사회가 각자의 규범에 맞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직

들마다 다른 조직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

의 창업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직구성원들에게 기

업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략  

방향성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그들만의 가치

과 신념을 불어넣음으로서 조직의 성과향상을 

한 노력을 경주하게 만든다. 조직문화는 다른 

조직들과는 구별되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의미감의 총체  시스템으로 정의

되거나(Robbins, 2003),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조직내, 조직내 하  부서 단 들내에

서 개발된 공유된 가치 이나 신념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Schermerhorn et al., 1994). 

조직문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조직문화를 유

형화하는 과 분류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는데(Harrison, 1972; Ouchi, 1980; Sathia & 

Von Glinow, 1985; Quinn & McGrath, 1985; 

Cameron & Quinn, 1999), 그  Quinn & 

McGrath(1985)의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한 조직문

화의 유형  근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타당

성과 신뢰성이 이미 검증되었고(Erdogan et al., 

2006), 환경변화에 한 인지도와 반응 속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직 내부의 실을 지각

하는 차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형태의 

특성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을 분석하는데 유용

한 도구로 작용한다.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에서 조직

문화를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유형화가 이루어진

다고 하는데(Cameron et al., 2006; Quinn & 

Rohrbaugh, 1983), 구조  차원과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조(structure) 차원은 조직이 

유연성-자율성과 안정성-통제를 강조하는냐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고, (focus) 차원은 조

직이 내부지향 (조직 내부)-외부지향 (고객이

나 공 업자, 외부환경)에 을 두고 있느냐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원에 근거하여 많

은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Desphandé & Farley, 2004; Desphandé 

et al., 1993; Hartnell et al., 2011). 즉, 합리문화, 

신문화, 계문화, 계문화의 유형으로 구분

된다. 

합리문화는 외부지향 이며 통제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이 문화유형은 목표지향  리더십, 과

업수행, 목표달성, 결과 지향성, 경쟁우 , 생산성

과 시장지향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Desphandé 

& Farley, 2004). 신제품개발이 요하게 작용하

며, 시장의 성과가 만족되어야만 성공이 결정되

는 특징을 지닌다. 신문화는 유연한 조직구조

로서 외부지향성을 강조하는 문화이다. 일반 으

로 분권화된 조직구조가 신 인 제품생산과 

련이 있음을 나타낸다(Evanschitzky et al., 

2012). 신문화는 기업가  역동성, 험선호 리

더십, 신, 창의성, 응성, 차 지향 인 문제

해결 그리고 성장을 강조한다(Slater et al., 2011). 

이러한 문화유형은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신을 

강조하고 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고 시장변화

에 빠르게 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문화는 

유연성과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문화유형이다. 

이러한 문화는 멘토링 리더십, 응집성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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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업원몰입, 참여, 웍, 가족  유 감으로 

특징지워진다(Ouchi, 1979). 계문화는 신제품개

발 측면에 있어서 그 성공과 실패를 집단 간의 

공유된 규범이나 신념의 정도에 의해서 단을 

하는 유형이다. 계문화는 강하고 정 인 작

업환경을 조성하는데(Ouchi, 1980), 강하고 정

인 작업환경은 신제품 도입을 한 경제 ㆍ

기술  성공과 강한 상 계가 있음을 보인다

(Belassi et al., 2007). 아울러 계문화는 차의 

효율성과 련깊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와 같

은 력  행동을 유도한다(Thieme et al., 

2003). 계문화는 안정  구조와 내부지향을 강

조하는 문화이다. 조정을 강조하는 리더십, 공식

화, 규칙과 규정, 안정성, 통일성, 통제, 복종, 

측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문화이다(Desphandé & 

Farley, 2004). 신제품개발이라는 과업에 있어서 

상 자의 지시에 의하며, 행동  목표가 뚜렷하

여야 하며 상 자에 의해 검을 받아야 하는 

유형이다. 신제품개발이나 고객만족을 한 모든 

차가 계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Belassi et al., 2007; Lee et al., 

2000).

Desphandé & Farley (2004)는 조직문화유형

과 조직성과와의 련성에 한 연구들을 검토

한 결과 합리문화, 신문화, 계문화, 계문화

의 순으로 조직성과와의 련성이 높음을 지

하 다. 이러한 경향은 합리문화와 신문화가 

생산성 추구, 목표지향  성취, 기업가  지향성

과 같은 외부지향성을 강조하고 조직문화가 그

들의 고객과 외부 환경 요인에 한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 으로 합리

문화가 조직성과와의 련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다양한 조직의 업종이나 성과측정 기

에 따라 우수한 조직문화의 유형을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Hartnell et al., 2011).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직무만족은 개인

이 직무와 련하여 갖게 되는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에 따라 경험하는 정 인 감정  상태

(McCormick & Tiffin, 1974), 자신의 직무 는 

직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정 인 정서  상태

(Locke, 1976)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직무만족에 한 연구 근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하나는 직무만족을 직

무에 한 반 인 단일한 감정으로 간주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한 반 인 만족

을 측정하는 반  근방법(global approach)

이다. 다른 하나는 직무 자체나 직무수행에 있어

서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 를 들

면 직무자체의 본질, 임 이나 부가 여, 직무수

행과 련된 상사나 동료와의 계 등을 측정하

는 단면  근방법(facet approach)이 있다

(Spector, 1997).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의 성공을 해 

아주 요한 요인이다. Robbins & Sanghi(2006)

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

무에 하여 가지는 감정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보다 낮은 결근률과 이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다 높은 생산성과 조직몰입의 상승, 그리고 삶

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Lease, 1998). 

따라서 직무만족은 주어지 특정 직무활동에 

하여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직무만족이 도 인 

과업이나 공정한 보상을 포함한 개인의 욕구와 

직 인 련성을 있음을 증명하 다(Sharma 

& Jyoti, 2009). 한 과된 과업부하량,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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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스트 스, 직무 불안정성, 작업시간에 

한 불만족 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불만족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Blanchflower & 

Oswald, 1999). 

Locke & Latham(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

의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보다 높은 조

직몰입도를 보이며,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며, 

동일한 조직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주장

하 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의 

효율성 증가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경제

 성장에 요한 향을 미치며, 다른 경쟁업자

들보다 더 나은 경쟁력 강화를 해 기업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한 노력을 

하게 된다(Pathak & Srivastava, 2017). 직무만

족에 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은 임 , 승진기회, 

직무안정성과 같은 조직의 상황  요인들에 의

해 향을 받게 되는데, 조직 내에서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측면에서 공정하게 우받는다고 

지각한 조직구성원은 그들의 직무에 해서 보

다 더 큰 만족을 가지기 쉽다는 것이다(Witt & 

Nye, 1992; Brown & McIntosh, 1998; 

Siebern-Thomas, 2005). 한 성과에 부합한 임

상승은 자 심의 창출로 이어져 내재  동기

부여가 이루어짐으로서 보다 더 큰 직무만족을 

가져오게 된다(Green & Heywood, 2008). 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한 

자신의 내  감정  상태를 정 으로 자극하

게 되고 이는 결과 으로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Heskett et al., 1994).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경 학이나 조직행동 분야에서 연

구되어진 작업과 련된 태도로 가장 요한 주

제 의 하나이다(Allen & Meyer, 2000). 조직몰

입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한 조직구성원의 

강한 신념이며, 조직을 해 헌신하고자 하는 노

력에 한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을 의미한다(Mowday et al., 1982). 

조직몰입은 직무몰입, 충성도, 조직의 가치에 

한 개인의 신념, 조직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  애착으로 인식되고 있

다(O’Reilly et al., 1991).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

직에 한 종업원의 충성도를 반 하는 태도가 

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반 한다(Northcraft 

& Neale, 1996).

각기 다른 조직 환경과 문화  환경에서 조직몰

입은 다양한 본질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Clugston 

et al., 2000). Allen & Meyer(1991)는 조직몰입설

문지(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통하여 조직몰입의 정서  몰입(욕망), 

지속  몰입(욕구), 규범  몰입(의무감)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정서  몰입은 조직에 

한 조직구성원의 감정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

로 강한 정서  몰입을 가진 조직구성원은 조직

에 하여 감정 으로 애착도를 나타내기 때문

에 조직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지속  몰입은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

용에 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한 지속  

몰입을 가진 조직구성원은 다른 조직으로 떠나

기 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할만한 

안의 부족과 떠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에 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 조직에 계속 남고자 하

는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조직몰입에 한 근방법은 태도가 행 를 

형성한다는 태도  측면과 행 가 태도를 결정

한다는 행  측면으로 크게 구분된다. 태도  

측면에서는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 개인과 조직

의 목표가 차 으로 일치해 가는 과정으로 보

고 조직에 한 정서  애착(attachment), 동일

시(identification), 여(involvement)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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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발 인 심리  상태를 요하게 다룬

다. 행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

에 몰입되는 과정을 해명하는데 을 두고 있

으며 조직몰입의 과정을 특정 행동과정에 한 

몰입의 결과로 본다. 즉 한 개인이 조직에 몰입

하게 되는 것은 조직에 한 애착이 아니라 조

직에 오래 머물게 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해 

조직에 해 우호 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

다(최동주, 2008). 

조직몰입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조직구성원

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스

스로에 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조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 조직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

제하며, 심리 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된다(정

윤호ㆍ심원술, 2004). Allen & Meyer(1991)는 조

직몰입 수 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동료와의 

계가 원만하고 창의 이고 신 인 활동을 하

는 특성을 가지고, 조직성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

원들이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여 조직의 가치

를 극 으로 수용하고, 조직에 헌신하고 노력

하며, 조직구성원으로서 남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로서 조직의 성과향상을 가져 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에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태도라 

개념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 행동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

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들로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여, 

조직문화유형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과의 련성을 규명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져 왔다. 이는 조직문화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

식에서 출발하여 결국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에게 정 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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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다. 

조직문화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련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김문  등(2015)의 소기업 종사

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모든 조직문

화유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리문화, 계문화, 

계문화, 신문화의 순으로 높은 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 다. 조직문화유형과 조직몰입과의 

계에서는 모든 조직문화유형은 조직몰입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리문화, 계문화, 신문화, 계문화의 순으

로 높은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윤효실ㆍ송민경(2016)의 비 융서비스업 종사

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신문화, 계

문화, 합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문화가 

가장 높은 향력을 미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계문화는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유형과 조직몰입과의 

계에서는 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문화, 계문

화, 합리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ㆍ허찬 (2013)의 공기업 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에서 계문화, 신문화, 합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계문화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유형과 조직몰입과

의 계에서는 계문화, 신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

문화와 계문화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 (2014)의 연구에서는 계문화, 신문

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문화와 계문화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유

형과 조직몰입과의 계에서는 계문화, 신문

화, 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합리문화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배(2015)의 제조업 종사자를 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조직문화유형  계문

화, 신문화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문화와 계문화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반 으로 계문화, 

신문화, 합리문화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그리고 계문화는 부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문화와 계

문화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개발과 기술 신을 강조하

는 ICT 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문화를 

제외한 다른 문화유형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합리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신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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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계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합리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련성에 한 연구

는 조직행동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주제  하나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간의 계를 밝힌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

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먼  부분의 연구결과

에서 수용하고 있는 입장으로(Mowday et al., 

1982),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을 선행한다는 결과

이다. Harrison & Hubbard(1998)가 직무만족의 

조직몰입에 한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이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 고, 이

와 함께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선행요인  직무

만족의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한 바 있

다. 윤효실ㆍ송민경(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문

화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용탁(2014)의 사회 기업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냈으며, 천덕희ㆍ서정원(2017)의 호텔종사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내었다. 손배원(2009)의 연구 역시 조직몰입에 

해 직무만족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며, 특히 조직문화와 련하여 조직문

화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직무

만족의 수 이 높으면 조직몰입의 수 이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앞선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ICT 기업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 다. 

가설 3: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ICT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

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제6차 인 자본기

업패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ICT 산업

의 분류는 그 정의와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ICT 산업으로 포

함된 산업들을 한국표 산업분류(9차) 기 에 의

해 HCCP에서 추출된 자료를 활용하 으며, 세

부 인 업종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은 제6차 HCCP의 근

로자용 응답  ICT 산업에 속한 49개 기업에 

종사하는 리자, 장  원이다. 연구에 

합하지 않은 응답을 한 표본을 제외하고 총 875

명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ICT 기

업에 있어서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통계패키지 SPSS 24.0과 Amos 18.0을 활용하

여 신뢰도분석, 확인  요인분석, 상 분석,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157

<표 1> ICT 기업 분류

표 산업분류(9차)*

명 칭
분류 분류

C. 제조업 26 컴퓨터,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J.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8 출 업(소 트웨어 개발  공 업)

59 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 업

60 방송업

61 ( 기)통신업

62 컴퓨터 로그래 , 시스템 통합  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제6차 HCCP자료는 2015년 설계, 조사된 자료임. 한국표 산업분류는 재 10차 개정되어 있으나 HCCP의 조사기간과 일치시

키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9차 개정의 업종에 따라 표본을 추출함.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상자들의 인구통계

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

선 조사자료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8명(74.1%), 여성이 227명(25.9%)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의 3배 정도 많은 비 을 나타내었

다. 학력에 있어서는 졸이 가장 많은 비 을 

나타내었고, 졸 이하가 가장 은 비 을 보

다. 연령에 있어서는 3～40 가 80%의 비 을 

나타내었다.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근로자 비 이 가장 높았고, 1년 미

만과 20년 이상의 비 이 소수 비 을 나타내었

다. 직 에 있어서는 사원 이 가장 높은 비 을 

보 으며, 임원 이 가장 낮은 비 을 보 다. 

변수 항목 빈도(명) 비 (%) 변수 항목 빈도(명) 비 (%)

성별
남 648 74.1

근속

년수

1년 미만 73 8.3

여 227 25.9 1년 이상～5년 미만 313 35.8

학력

졸 이하 6 0.7 5년 이상～10년 미만 228 26.1

고졸 148 16.9 10년 이상～20년 미만 218 24.9

문 졸 159 18.2 20년 이상 43 4.9

졸 468 53.5

직

무응답 2 0.2

석사 이상 94 10.7 사원 249 28.5

연령

20 100 11.4 주임/계장/반장/ 리 196 22.4

30 356 40.7 과장 175 20.0

40 343 39.2 차장 126 14.4

50  이상 70 8.0 부장 114 13.0

무응답 6 0.7 임원 13 1.5

<표 2>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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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  가설의 검

증 이 에,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항목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먼 , 잠재 요인별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크론

바하 알  계수를 통한 측정 항목들의 내  일

성을 조사하 다. 조직문화 4유형  직무만족

은 각 3문항, 조직몰입은 4문항이 분석에 활용되

었는데, 계문화와 합리문화, 그리고 조직몰입

에 있어서 크론바하 알 값이 낮은 1문항씩 제

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분석에 활용되었다. 측

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지지하고 요인구조가 타

당한지를 분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반 인 모형 합도를 평가

한 결과, Χ2=370.683(p<0.001), GFI=0.949, AGFI= 

0.922, NFI=0.936, RMSEA=0.060로 기 치를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항목들의 집

타당성을 살펴보기 해 평균 분산 추출 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합성 신

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의 

값을 계산하 다. AVE는 표 화 요인 재량의 

크기  통계  유의성, 측정 변수와 잠재 요인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 화 요인 

재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0.5 이

상일 때를 기 으로 한다. CCR은 표 화 요인 

재량과 오차 분산의 값을 의미하고 일반 으

로 0.5 이상일 때를 기 으로 한다(Hair et al, 

2009). 표 화 요인 재량이 부분 0.6이상으로 

분석되었고, AVE 값이 0.708-0.823, CCR 값은 

0.609-0.856으로 모두 기 치를 상회하여 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

다.

<표 3>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변수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표 화

요인부하량
C.R.

CCR

(AVE)
Cronbach’ α

신문화

신문화1 1.000 0.766 fixed
0.761

(0.791)
0.817신문화2 1.126 0.817 23.271

신문화3 0.958 0.740 21.200

계문화
계문화1 1.000 0.739 fixed

0.755

(0.822)
0.843계문화2 1.056 0.860 24.183

계문화3 .987 0.818 23.223

계문화
계문화1 1.000 0.871 fixed 0.609

(0.708)
0.681

계문화2 .748 0.596 4.868

합리문화
합리문화1 1.000 0.786 fixed 0.680

(0.823)
0.761

합리문화2 1.061 0.782 19.910

직무만족

직무만족1 1.000 0.739 fixed
0.736

(0.717)
0.678직무만족2 1.045 0.609 15.324

직무만족3 .838 0.643 16.046

조직몰입

조직몰입1 1.000 0.542 fixed
0.856

(0.802)
0.711조직몰입2 1.528 0.705 13.393

조직몰입3 1.622 0.789 13.671

  =370.683(p<0.001), df=89, /df=4.165, GFI=0.949, AGFI=0.922

NFI=0.936, CFI=0.950, RMSEA=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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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타당성은 잠재 요인의 AVE 값과 요인들 

간의 상 계 제곱 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 계 제곱 값보다 크면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 가능하다(Hair et al, 2009). 본 연구

에서 별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AVE 값과 

상 계 제곱한 값을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잠재 요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AVE 값은 

0.708인데 상 계 제곱한 값이 0.000-0.418로 

나타났으므로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표 4> 별타당도 분석결과

구 분 신문화 계문화 계문화 합리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1. 신문화 .791 .4183) .003 .341 .299 .164

2. 계문화 .647** .822 .016 .315 .317 .187

3. 계문화 .062 .127** .7081) .023 .002 .000

4. 합리문화 .584** .561** .153** .823 .213 .151

5. 직무만족 .547** .563** .044 .462** .717 .381

6. 조직몰입 .406** .432** .015 .389** .465**2) .802 

 *p<0.05, **p<0.01, 1) 가장 작은 AVE 값, 2) 상 계수, 3) 상 계수 제곱 값

3. 가설 검증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 , ICT 기업의 조직문화유형을 살펴보면, 

합리문화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 다음으로 

계문화, 계문화, 그리고 신문화의 순으로 평균

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각 구성개념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부분이 유의한(p<0.01)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구의 가

설과 방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상 분석을 통해 요인들간의 상 성만을 알 

수 있어, 추가 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

증을 실시하여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하 다.

<표 5> 기술통계  상 계

구 분 평균 표 편차 신문화 계문화 계문화 합리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1. 신문화 3.35 .719 1

2. 계문화 3.57 .691 .647** 1

3. 계문화 3.49 .606 .062 .127** 1

4. 합리문화 3.58 .639 .584** .561** .153** 1

5. 직무만족 3.59 .628 .547** .563** .044 .462** 1

6. 조직몰입 3.29 .658 .406** .432** .015 .389**  .465** 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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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최종 수정모형 검증결과 Χ2= 370.683 

(p<0.001), df=89, CMIN/df=4.165, GFI=0.949, 

AGFI=0.922, NFI=0.936, RMR=0.027로 나타났으

며, 지표의 값은 모두 허용 기 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가설검증 결과, 조직문화유형  합리문화, 

계문화, 신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향력의 기 으로 보면 계문화, 

합리문화, 신문화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문화는 직무만

족에 부(-)가 아닌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1-3의 기각으로 가설1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합리문화, 계

문화, 신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향력

의 기 으로 보면 계문화, 신문화, 합리문화

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 으로 ICT 기업의 조직문화 유형  합

리문화, 계문화, 신문화가 높을수록 조직구

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계문화의 경우에는 조직구성원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상하 지만, 직무만족에는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ICT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

가설(경로)
표 화 

회귀계수
t-value p-value

채택

여부

H 1-1 신문화 → 직무만족 .691 12.208 .000 *** 채택

H 1-2 계문화 → 직무만족 .707  12.337 .000 *** 채택

H 1-3 계문화 → 직무만족 .091 1.996 .046 * 기각

H 1-4 합리문화 → 직무만족 .627 11.268 .000 *** 채택

H 2-1 신문화 → 조직몰입 .516 9.049 .000 *** 채택

H 2-2 계문화 → 조직몰입 .530 9.214 .000 *** 채택

H 2-3 계문화 → 조직몰입 .044 1.003 .316 기각

H 2-4 합리문화 → 조직몰입 .509 8.818 .000 *** 채택

H 3 직무만족 → 조직몰입 .629 9.678 .000 *** 채택

 =370.683(p<0.001), df=89, /df=4.165, GFI=0.949, AGFI=0.922

NFI=0.936, CFI=0.950, RMR=0.027

 *p<0.05, **p<0.01, ***p<0.001

Ⅴ. 결  론

격한 환경변화에 한 응을 하여 기업

은 보유한 인 자본의 효율 인 리를 통해 자

신들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로 경쟁우 를 달성하

기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 고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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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 련 행동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가져오게 만들며 조직에 더 충성하

려는 조직몰입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 4차 산업 명 시 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 기업들을 상으로 조직문화유형에 

한 연구나 조직문화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련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ICT 

기업의 조직문화유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의 제 6차 인 자본기업패  자료를 활용하여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ICT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조직문화유형  계문화, 합리문화, 신문화

의 순으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문화가 직무만족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

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ICT 기

업의 조직문화유형 모두에 있어서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내의 소수 선행연구들

(김문  외, 2015)에 있어 계문화가 직무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조직문화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합리문화, 

계문화, 신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문화

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향

력의 기 으로 보면 계문화, 신문화, 합리문

화의 순으로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조

 다른 연구결과들을 산출되는 경향을 보이지

만 체 으로 계문화와 합리문화가 조직구성

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경향을 반 한다고 볼 수 있어, 구성원들

의 신뢰, 참여, 통합 등이 강조되는 계문화와 

과업수행의 강조, 목표달성, 결과 지향성, 경쟁우

, 생산성과 시장지향성을 강조하는 합리문화에 

한 요성이 ICT 기업들에 있어서도 요하다

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각 기업의 특수성에 

합한 조직문화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

들이 합리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한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는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경 자의 

과 조직구성원 으로 분류하며 살펴보면, 먼

, 조직을 리하는 경 자의 에서 ICT 기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기술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도입, 용해야 하는 

신 인 문화를 수용하여야 하겠지만, 그 과정

에서 조직구성원들간의 력과 정보공유를 한 

분 기 조성에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에서 보면 개

별 구성원의 기술개발이 요구되어지는 ICT 기업

이지만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한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력  문화가 요함

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

하면, 연구 상이 인 자본기업패 조사에서 

추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용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지니며,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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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료 자체의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한 측

정문항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에 한 

한계 을 제시할 수 있으나, ICT 기업의 조직구

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에 한 요성을 제시함으로서 

ICT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한 기 자료로서 활

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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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ICT Enterprises

Lee, Yoeng-Taak
*

The purpose of this study puts stress on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ICT enterprises. This study utilized 

the 6th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HCCP) data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ICT enterprise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amples are managers, supervisor, and employees 

in ICT industries who replied thorough the 6th HCCP. Answers from 875 people, except 

inappropriate answers, were used to test a hypothesis. In order to do that,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tilizing the SPSS 24.0 & Amos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ICT enterprises.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organizational cultures in ICT enterprises have differe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group culture, development culture, rational 

culture and hierarchy culture have a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the group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have a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hierarchy culture have no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job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four cultures of ICT enterprises, the importance of group culture should be stres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group culture has the most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development culture might be the one. So far, the 

group culture, which emphasizes organizational flexibility, integration, trust, teamwork, high 

participation, royalty and morale, have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employees the most.

Key Words: ICT Enterprise, Organizational Cultur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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