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598-2033

eISSN 2233-5706

J. Korea Inst. Build. Constr. Vol. 20, No. 4 : 367-373 / Aug, 2020

https://doi.org/10.5345/JKIBC.2020.20.4.367      www.jkibc.org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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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supervision in site is integrated into construction management, the organization's work is expanded, and the

perspective and goals of the work have changed,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onflict situ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will increase. Organization conflict increase a job stress of workers, so it acts as a negative factor in

deriv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 conflict and job stress of construction manager in construction sit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rganization conflict of the construction manager was generally low, and the job stress was also less than that of other

area’s worker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organization conflict and job stress were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to improve the organization structure i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it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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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

공사의 경우 기존 감리업무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로 통합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되었

으며 업무의 추진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1]. 이

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CM을 수행하는 업체(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 이하 CM용역업자)는 대부분 기존 감리

를 하던 업체들이며, CM 업무를 하는 기술자(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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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1), 이하 CM기술자)도 기존 감리업무를 하던 기술자

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분야별 공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2].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조직(이하 CM 현장조직)의 경우 조직관리 측면에

서 볼 때 기존 감리업무보다 조직의 업무가 확대되고, 업무

의 관점 및 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 내 갈등은 구성원

에게 직무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3]. 

1) 일반적으로 건설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라고 하지만,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이라 명명하였기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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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CM 현장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

서 갈등에 관한 연구는 분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조

직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프로젝트 중심이거나[2] 회사 단위

의 연구[4]만 이루어졌다. CM 현장조직의 갈등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된 적은 없으며, 특히 감리제도가 CM으로 변화함

에 따라 CM 현장조직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조

직갈등이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

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의 CM기술자에게 발생

하는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현장 CM기술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대상을 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CM을 수행하고 있는 

CM 현장조직의 구성원인 CM기술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CM기술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 고찰

을 토대로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파악(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

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CM 현장조직의 CM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234부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누락된 답변이 있는 17

부를 제외한 총 21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 남

성의 비율은 94%이며, 평균 연령은 54세, 평균 건설업 경

력은 27년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조직갈등

갈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갈등이

란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서 맞부딪치는 상황을 의

미한다. 조직갈등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로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말한다[5].

조직갈등은 여러 관점에서 갈등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

는데, 갈등의 원인에 따른 구분과 갈등의 주체에 따른 구분

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Table 1)[5].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업무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갈등의 주체에 따라서 개인갈등, 개인-개인갈등, 개인-

조직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7].

Classify Type Explanation

By cause

of conflict

Task conflict
Related to task aims or task

contents

Relationship conflict

Caused by human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Process conflict
Caused by process of task

performance

By locus

of conflict

Intra-individual conflict Within individual

Interpersonal conflict Between person and person

Individual-group conflict Between person and group

Table 1. Type of organization conflict

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다. 

Sun[8]은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에서 중요하거나 과도한 업

무를 맡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

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적성에 맞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심리적 고통이 따를 때,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등 다양한 직무상황에서 경

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현상이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직무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처해있을 때 직무스트레스는 발생한다. 

건설업에서 근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지속적

으로 누적이 되면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건강악화, 가정불화 

등이 나타나게 되고, 조직에서는 이직률 증가, 성과하락 등

이 나타나게 된다[9,10].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건설업에

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

3.1 조직갈등 및 직무스트레스 측정

3.1.1 조직갈등 측정

CM 현장조직의 구성원인 CM기술자의 직무갈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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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

다. 조직갈등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 조직갈등 측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직갈등의 원인을 기준으

로 측정한 연구[2,11]와 조직갈등의 주체를 기준으로 측정

한 연구[12,13], 조직갈등 원인과 주체 모두를 기준으로 측

정한 연구이다[14]. 

CM 현장조직은 기존 감리업무가 확대되면서, 조직의 역

할 및 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직갈등의 원인과 주체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직갈등의 원인, 주체에 따른 유형을 모두 측정하기

로 하였다. 조직갈등의 원인별 유형(업무갈등, 관계갈등, 과

정갈등)은 Park[11]과 Han[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CM 현장조직에 맞게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조직갈등

의 주체별 유형(개인갈등, 개인-개인갈등, 개인-조직갈등)은 

Park[12]과 Kim[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수

정해서 측정하였다. 조직갈등 유형별 문항 수는 Table 2에

서 살펴볼 수 있다. 

3.1.2 직무스트레스 측정

건설현장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건설 분야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건설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다

양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

설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와 시공사의 현장관리자이며, 

이외에 건설회사 사무직 근로자[15], 견적팀원[16], 설계사

무소 직원[17]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한국형 직무스

트레스 측정도구[8]’ 통해서 CM 현장조직의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공단

에서 기존에 사용된 여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토대로 

한국 근로자에게 맞게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건설 분야 직

무스트레스 연구[15-17]도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2가지(기본형(43문항)

과 단축형(24문항))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24문

항)을 가지고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 이유는 단축형이 

문항 수가 적어서 설문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다. 단축형의 24문항은 직무요구, 직무자율, 대인관

계2),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3.1.3 변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CM 현장조직 CM기술자의 조직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

하였으며, 측정은 문항별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따라서, 설문 문항 중 조직갈등 유형별 문항에 대

한 응답자의 답변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한편,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뢰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단축형(24문항)의 경우 기본형(43문항)에서 문항 내적 

일치도, 문항판별 타당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

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8] 신뢰도 검증이 이미 되어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

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을 기준으로 검증하였

다[18].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개인갈등을 제외한 나머

지 5개 유형에서는 모두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

어서 설문 문항을 제외하지 않았다. 개인갈등의 경우 6개 

문항을 모두 포함할 경우 0.314로 낮게 나타나 일부 문항

을 제외하여 신뢰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Type
No. of
original

questions

No. of
final

questions

Chronbach's α

Task conflict 4 4 0.872

Relationship conflict 4 4 0.857

Process conflict 4 4 0.888

Intra-individual conflict 6 4 0.516

Interpersonal conflict 6 6 0.792

Individual-group conflict 6 6 0.827

Table 2.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2)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는 ‘대인관계’를 ‘관계갈등’이라

고 명명하고 있으나, 조직갈등의 ‘관계갈등’과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직무스트레스 진단평

가[8]’에서 “관계갈등이란 회사 내에서 상사 및 동료 간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대인

관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혼동도 줄

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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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양한 조합으로도 0.6 이상 최적화되지 않아 최

종적으로 2개 문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비록 

Cronbach's α 계수가 0.516으로 0.6보다는 낮지만, 개인

갈등의 특성상 충분히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2 조직갈등 분석

CM 현장조직의 CM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직갈등을 측정

하고 분석하였다. 3.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조직갈등을 갈등 원인에 따라서 업무갈등, 관계갈등, 과정

갈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갈등 주체에 따라서 개인

갈등, 개인-개인갈등, 개인-조직갈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고 분석하였다. 

Table 3의 조직갈등 측정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등 원인에 따라서는 업무갈등이 5점 만점에서 2.8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갈등 주체에 따라서는 개인갈등이 3.2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CM 현장

조직의 CM기술자는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업무를 하는 과정 및 관계에서 발생

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CM기술자는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역할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개인갈등

을 가장 크게 느끼며, 조직 내에서 개인 간의 갈등 및 개인-

조직의 갈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여기는 것

을 알 수 있다. 

Classify Type
Organization conflict

Mean (standard deviation)

By cause
of conflict

Task conflict 2.82 (0.85)

Relationship conflict 2.74 (0.73)

Process conflict 2.70 (0.79)

By locus
of conflict

Intra-individual conflict 3.22 (0.58)

Interpersonal conflict 2.46 (0.54)

Individual-group conflict 2.48 (0.59)

Table 3. Results of organization conflict

3.3 직무스트레스 분석

CM 현장조직의 CM기술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직무스트

레스 측정도구” 단축형(24문항)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 식(1)

에 의해서 7개 항목별로 점수화하였다[8]. 

(sum of score-number of question)
× 100 --- (1)

(highest score-number of question)

CM 현장조직의 남성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한국

인 남성 직무스트레스 평균[8]과 An[19]이 연구한 건축공

사 남성 현장관리자 평균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Table 4).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CM기술자의 94%가 남성이므

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여도 큰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시행하였다. 실제로 남성 CM기술자의 직무스트

레스 평균은 43.3이며, 전체 평균은 43.24로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났다.

Table 4에서 남성 CM기술자와 한국 남성 평균을 비교

한 결과(C-A) 남성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가 한국 남성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공사 남성 현장관리

자와 비교한 결과(C-B)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

무자율의 경우, CM기술자는 한국 남성평균 및 건축공사 남

성 현장관리자와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CM기

술자의 업무 특성상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직장문화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CM 현

장조직의 직장 분위기가 다른 산업(조직)의 직장 분위기와 

비교해 합리적이고 비권위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Job stress

Korean
standard
(man)[8]
(A)

Field
manager
(man)[19]
(B)

Construction
manager
(man)
(C)

C-A C-B

Job demand 52.40 59.07 52.30 -0.10 -6.77

Job control 53.70 46.23 39.25 -14.45 -6.98

Interpersonal
relationship

41.20 37.69 38.24 -2.96 0.55

Job instability 50.13 44.37 46.75 -3.38 2.38

Organizational
system

52.78 43.92 43.05 -9.73 -0.87

Inappropriate
compensation

52.11 48.57 48.90 -3.21 0.33

Organizational
climate

40.95 39.81 34.62 -6.33 -5.19

Average 49.03 45.66 43.30 -5.73 -2.36

Table 4. Comparison with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3.4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석

건설현장 CM기술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갈등 6개 유형과 직무스트레

스 7개 항목을 변수로 SPS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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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y cause of conflict By locus of conflict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Process

conflict

Intra-individual

conflict

Interpersonal

conflict

Individual-group

conflict

By cause of

conflict

Task conflict 1 　 　 　 　 　

Relationship conflict .704
**

1 　 　 　 　

Process conflict .724
**

.806
**

1 　 　 　

By locus of
conflict

Intra-individual conflict .226** .195** .255** 1 　 　

Interpersonal conflict .277** .293** .285** -.167* 1 　

Individual-group conflict .341
**

.412
**

.376
**

.161
*

.310
**

1

Job stress

Job demand .179
**

.187
**

.228
**

.319
**

-0.066 0.072

Job control 0.092 0.020 0.053 -.275
**

.312
**

.197
**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03 0.130 0.093 0.000 .415
**

.334
**

Job instability .267** .256** .267** .259** .192** .281**

Organizational system 0.126 .146* .195** .139* .163* .304**

Inappropriate compensation 0.127 0.120 .138
*

0.125 .169
*

.211
**

Organizational climate .383
**

.331
**

.339
**

0.078 .253
**

.521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organization conflict

본 연구에서는 조직갈등을 갈등 원인에 따른 구분(업무갈

등, 관계갈등, 과정갈등)과 갈등 주체에 따른 구분(개인갈등, 

개인-개인갈등, 개인-조직갈등)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조

직갈등 유형별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았다. Table 5와 같

이, 업무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관계갈등과 개인-조직갈등이 상

관성이 있는 거로 나타났는데(95% 신뢰수준이면서 상관계

수 ±0.4 이상),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보다는 개인과 집단 간에서 생기는 갈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

스 7개 요인 중 대인관계는 개인-개인갈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문화는 개인-조직갈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이면서 상관계수 ±0.4 이상). 이는 

CM 현장조직에서 CM기술자 상호 개인 간의 갈등과 개인-

조직 간의 갈등이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개인 간의 갈등과 개인-조

직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야 한다. 

개인-개인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 상당수는 커뮤니

케이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5]. 특히 CM 현장조

직은 많은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M 현장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키는 장

애 요인을 찾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CM 현장조직의 경우 기존 감리가 CM으로 통합되

면서 조직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업무 추진 과정도 변화하

여 개인-조직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바뀐 상

황에 적합할 수 있도록 CM 현장조직의 구조를 혁신하여 개

인-조직 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국내 건설현장 CM기술자에게 발생하는 조직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CM기술자의 조직

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조직갈등 측정결과 개

인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CM기술자이 경

우, CM 현장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기대한 만큼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내적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다른 분야

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무자율은 매우 낮게 나타

났다. 그 이유는 CM기술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무에 대

한 권한이 많으며, 자율성이 높아서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M기술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개인-개인갈등은 대인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조직갈등은 조직문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CM기술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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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개인 간 갈등과 개인-조직 간 갈등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영역이 확대된 CM 현장조직에서 CM기술

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성과를 향상하

기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국내 건설현장 CM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직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직갈등을 감

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앞으로는 CM 현장조직의 구조를 변화하여 조

직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 약

감리업무가 CM으로 통합되면서 조직의 업무가 확대되

고, 업무의 관점 및 목표가 변경되었기에 조직 내 갈등상황

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갈등은 구성원에게 직무스트

레스로 작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의 CM기

술자에게 발생하는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CM기술자의 

조직갈등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도 다른 

분야 근로자에 비해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

분석 결과 조직갈등과 직무스트레스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CM 현장조직에서 조직체계를 개

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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