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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주의가 지원적 분위기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Cynicism on Supportive Climat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김진희*

Jinhee Kim

요 약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고용불안의 증가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냉소

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 냉소주의의 확산은 조직 내 지원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조직효과성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냉소주의적 태도가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 및 지원적 분위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는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2015년에 실시한 조직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7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원적 분위기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냉소주의는 지원적 분위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

다. 냉소주의가 조직효과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조직분위기를 통해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간접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냉소주의, 지원적 분위기, 조직효과성, 간접효과

Abstract Frequent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ncreasing of employment insecurity made the employees have a cynical attitude toward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al cynicism is believed to hinder the supportive climate and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ynicism of employees on the supportive climat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172 employees of a 
public service. To test the hypothe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upportive climate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organizational cynicism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upportive climate. Finally, cynicism had a negative in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a organizational climate.
 
Key words : Cynicism, Supportive Climat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dire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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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종업원들은 조직 내 직무활동을 경험하면서 직무만

족, 조직몰입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조직의 과도한 구조조정, 성과주의의 확산, 고

용불안정성 증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하

기도 한다. 그 예로는 조직 냉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냉소주의가 커지면 조직이 좋은

제도와 관행을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달

성하기 어렵다[1]. 특히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조적 태도는 조직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의 방향과 비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2]. 따

라서 최근에는 조직의 혁신과 변화방향을 방해하는 요

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에

서 종업원들이 경험하는 조직 냉소주의와 조직 관련 요

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여겨

진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종업원들의 냉

소주의가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와 조직 효과성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조직

냉소주의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조직효

과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변수 간 관

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 냉소주의에 대

한 이해와 선행 연구가 밝혀온 조직 냉소주의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

을 위한 자료는 충북지역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에서 2015년에 시행한 조직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응답한 172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문헌고찰과 연구모델

1. 문헌고찰

1) 냉소주의와 효과

냉소주의는 자신의 조직 혹은 자신의 행동을 유도하

는 제도 등에 대한 불신, 실망감 및 좌절감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3]. 그리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과정이 반복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때 갖는 부정

적 인 태도로 정의한다[4]. 특히 냉소주의에는 대상에

대한 환멸적인 태도도 동반된다[5]. 본 연구에서 조직

냉소주의는 조직의 인사제도가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

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종업원의 직무행동과 목표

를 유도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냉소주의를 인사제도

에 대해 갖는 부정적이고 환멸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냉소주의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적 교환관계 관점에서 설명한다[6]. 즉, 조직

과 종업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공헌에 대한 보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암묵적 교환관

계를 형성하는데 이에는 물질적 보상과 더불어 충성,

몰입과 같은 심리적 보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교환관계에 의해 종업원은 긍정적인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조직은 종업원의 직무 활동과

기여에 대해 암묵적, 혹은 공식적인 보상을 줌으로써

심리적 계약관계가 만들어진다[2]. 그러나 이러한 상호

관계가 조직에 의해 훼손된다면, 이는 종업원이 조직에

대해 가졌던 암묵적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며, 종업원은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격분과 분노심을 유발한

다[7][8]. 결국 종업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실망은 냉

소주의로 연결된다.

2) 지원적 분위기

본 연구는 냉소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직요인으

로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를 설정하였다. 지원적 분위기

는 조직 내 주어진 환경에서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도

록 이루어지는 조직차원에서의 지원과 격려, 유무형적

보상에 대해 종업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라

고 할 수 있다[9]. 일반적으로 조직은 각자 자기 조직만

의 고유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는 소속 종업원들의

태도와 직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

겨진다.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의 효과 역시 사회적 교

환이론에 기초하여 설명된다. 예컨대, 종업원들은 자신

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높이는 데 자

신이 공헌하고자 한 노력과 성취 정도에 대해 조직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여 내재적 지원과 외재적

지원을 해주는가를 인식하게 된다[10]. 따라서 종업원들

이 조직의 내외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유발되고 높아지

면 조직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 역시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조직효과성의 원천이 다양

하기에 상당히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도 하다[11]. 조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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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혹은 효과성은 인적자원성과, 조직성과, 재무적 차

원의 성과 등으로 구분된다[12]. 그중에서 인적자원 성

과는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변화와 혁

신노력에 대한 종업원들의 태도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

의 변화만족도를 조직효과성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

다.

2. 연구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조직 냉소주의에 대한 문헌고찰과

냉소주의가 미치는 영향력,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와 조

직효과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냉소주의, 지

원적 분위기,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

림 1에 정리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냉소주의는 조직이 형성하는 긍정적인 조직요인과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

펴본 사회적 교환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계약의 파기 효과는 조직에 대해 더 이

상 애착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직

무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고 조직효과성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조직의

혁신 노력에 대한 종업원들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즉,

종업원의 냉소주의 증대는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 인식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조직의 변화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조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충북지역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2015년에 시행한 조직혁신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설문에 응답한 172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냉소주의

냉소주의는 종업원이 조직의 불합리한 제도운용과

부정적인 관행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비관적 감정

과 실망감과 좌절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조

직과 동료들로부터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상처받은 적

이 있다’,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직무를

전면적으로 중단해 버린다’, ‘나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회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의 3개 문

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지원적 분위기

지원적 분위기는 종업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식하는

내외적 지원과 편안한 분위기의 형성 정도로 정의하였

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과 팀은 나의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격려해 준다’, ‘팀 간의

협업이 빈번하게 잘 이루어진다’, ‘팀 내 구성원들 간의

협업과 그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자유

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의

4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은 해당 조직의 변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변화에 대

한 만족도 정도’, ‘우리 조직의 변화 방향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과 분포

표본의 특성과 분포를 요약하였다. 3급 이하

172명 중 남성은 104명(60.4%), 여성은 68명

(39.6%)이었다. 행정직, 전산직, 연구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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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직렬과 직급에 따른 분포를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표본의 분포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Cross Tab

구분 빈도(%)
계

직렬 행정 전산 연구 공무
3급 8 9 25 0 42(24.4%)
4급 11 22 11 0 44(25.6%)
5급 19 32 14 0 65(37.8%)
6급 4 0 0 0 4(2.3%)
공무 0 0 0 17 17(9.9%)

계
42

(24.4%)
63

(36.6%)
50

(29.1%)
17
(9.9%)

172
(100%)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요인
요인
적재값

표준
오차

t값 AVE
Cronbach's

α

QD_7←냉소주의 1.00

.63 .60QD_8←냉소주의 .70 .24 2.93**

QD_9←냉소주의 3.64 .63 2.59**

QD_3←지원적 분위기 1.00

.72 .82
QD_4←지원적 분위기 1.29 .16 7.90**

QD_5←지원적 분위기 1.25 .15 8.33**

QD_6←지원적 분위기 1.09 .15 7.29**

OG_1←변화만족 1.00
.65 .91

OG_2←변화만족 .96 .09 9.72**

절대적합지수
Chi-square=43.10(d.f=24),
RMSEA=.06, GFI=.94

증분적합지수 NFI=.92, TLI=.95, CFI=.97

간명적합지수 AGFI=.90

N=172, *: p<.05, **: p<.01

연구모형 구성에 사용된 냉소주의, 지원적 분위기, 조직

효과성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43.10, d.f=24, RMSEA=.06,

GFI=.94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증분적합지수인

NFI=.92, TLI=.95, CFI=.9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명적

합지수인 AGFI=.90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모형적합

도를 보였다. 관찰측정값들은 모두 해당 잠재요인에 유

의한 관계를 보여, 잠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은 양호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3]. 각 잠재요인의 판별타당성

분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활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AVE값은 모두 .6이상

의 값을 보여 각 잠재요인 간의 판별타당성도 양호한 것

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테스트를 한 결과 모두 .60이상의 값을 보

여 측정문항의 신뢰성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3.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 간 영향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

형과 자료 간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중 Chi-square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RMSEA, GFI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증

분적합지수에는 NFI, TLI, CFI를, 간명적합지수에는

AGFI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

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다.

표 3. 연구모형 분석결과(구조방정식 모형분석)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직접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냉소주의→지원적 분위기 -.43 -.32 .16 -2.62**

냉소주의→변화만족도 -.13 -.07 .17 -.72

지원적 분위기→변화만족 .68 .50 .14 4.86**

절대적합지수
Chi-square=83.5(d.f=58)
RMSEA=.051,GFI=.93

증분적합지수 NFI=.91, TLI=.96, CFI=.97

간명적합지수 AGFI=.90

N=172, *: p<.05, **: p<.01

간접경로
(bootstrapping)

붓스트랩
횟수

95%
Lower
bound

95%
Upper
bound

냉소주의→지원적
분위기→변화만족도

2,000 -.371 -.046

먼저 각 잠재요인 간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먼

저 냉소주의가 지원적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표준화 계수=-.32(t=-2.62, p<.01)로 나타나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냉소주의가 조직효과성인 변화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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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표준화 계수=-.13(t=-.72)로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원적 분위기가 변화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는 표준화 계수=.68(t=4.86, p<.01)을 보여 지원적 분위

기가 변화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 직접경로의 분석에서는 냉소

주의가 지원적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지만, 냉소주의가 변화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지원

적 분위기가 변화만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소주의가 변화만족에 대해 미

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간의 지원

적 분위기를 저하시켜서 변화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

를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냉소

주의가 조직의 분위기를 통해 변화만족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냉소주의→지원적분위기에 대

한 경로(a)와 지원적분위기→변화만족 간의 경로(b)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신뢰구간 95%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영가설(H0:

ab=0)을 기각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횟수는 2,000회를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을 무한히 시

행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게 되는 편의(bias)를 고려한

상·하한 범위를 신뢰도 9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한 결과 표 3에 보듯이 냉소주의가 지원적 분위기를 통

해 변화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하한 범위에서 상한

범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냉소주의가 조직분위기

를 통해 변화만족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갖는 냉소주의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냉소주의가 조직의 지원적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와 조직효과성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원적 분위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냉소주의는

지원적 분위기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조직

효과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인 효과가 있었다. 지원적 분위기는 조직효과성에 유의

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냉소주의의 직접효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냉소주의가 조직의 분위기를 거쳐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정적 영향력은 유

의한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이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해

당 조직에 대해 갖는 냉소적 태도가 있는지에 대한 세

심한 관찰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더불어 조직이 종업원에게 지원적인 보상과 기회

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14][15]. 또한,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종업원

역량의 투입과 헌신을 유도하고 요구하기에 앞서 조직

관행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느끼는 냉소주의를 해소하

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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