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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영현(군산대학교)

1)

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어떠한 공
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
은 상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 직무만족, 조직몰입, 분배공정, 절차공정, 상호작용공정]
Ⅰ. 서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국가이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주권수호, 해양수색구조,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해상질서유지, 해양범죄예방·진압·수사, 해양오염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2019).
해경의 직무특성상 한 달의 절반가량은 함정에서 24시간 생활하나, 소음·진동·유해가스 등으
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한 만큼의 적
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가 낮아질 가능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ty cited.

176「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성과 여건 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상치안서비스의 소홀함으로 연결되어질 가능
성이 크다.
해양경찰은 직무상 위험이나 업무량이 과다하고 관료제적 조직 운영으로 인한 권위적·경직
적인 조직풍토, 미흡한 보상정책 등으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가 좀처
럼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유영현, 2012: 208).
아울러 해양경찰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보수가 국가에 의해 정해지지만 승진, 교육기회, 복지
혜택, 포상, 인사평가, 배치전환 등에 있어 상급부서나 상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직관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상명하복의 조직구조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직이나 상급부서에 의한
결정에 더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임운식, 2009: 48)
이처럼 조직공정성은 조직의 유효성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여러 유
형의 조직에서 조직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나 정책 및 전략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해양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해양경찰조직의 효과적인 조직의 경쟁력확보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효과성의 하위변
수인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인사조
직관리 상의 문제에 대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등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인사·조직관리 상에
참고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조직공정성의 개념
조직공정성 문제는 Adams(1965)의 공정성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인지부조화이

균형이론, 교환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과도 결부되어 있다.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분
배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60~1970년대에는 분배의 규칙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을
받았다. 이후, Leventhal(1980)이 분배규칙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절차
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조직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전도성. 2014: 46)
한편, Bies and Moag(1986)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는 절차의 구
조적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작용공정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은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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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실행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처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로서 절차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 또는 독립된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많은 연구에
서 기존의 절차공정성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Bies and Moag, 1986;
Aquino et., 1997).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보상이 공정한가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지각으로
서, 보상의 분배와 절차,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Greenberg & Colquitt, 2005).
분배(distributive)공정성은 ‘조직의 보상결과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공정성(Price & Mueller,
1986)’으로, 절차(procedural)공정성은 ‘보상배분에 적용된 절차와 규칙에 대한 공정성 지각
(Folger & Konovsky, 1989)’으로,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al)공정성은 ‘보상절차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사의 처우 방식과 내용에 대한 공정성 지각(Bies & Moag, 1986)’으로 각각 정의된
다(전도성·이재은, 2015: 4).

2. 조직공정성의 유형
1) 분배공정성

Roberg 등은 경찰의 직무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성원들은 각 직무 단위에서도 빈번하게 불공
정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구성원들이 불공정성을 지각하지 않도록 여
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배공정성은 다른 사람의 투입과 성과의 비교 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라고 한다.(임운식, 2009: 51)
분배공정성은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구성원
들은 그들이 기여한 업무에 대해 그들이 받은 상대적인 보상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평가에 대
한 공정성을 인지하게 된다(Greenberg, 1996a, 1996b: 343-344,; 남승하, 2013: 312),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임금, 승진, 인정 등을 포함한 결
과물의 분배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의 인식을 의미 한다(장진욱, 2013).
Homans(1961)는 사회교환을 바탕으로 분배공정성 이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을 설명하며,
‘보상이 제3자에 의해 주어질 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적절
한 보상이 주어지길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적정한 배분의 지각’을 분배공정성이라고 정의했다
(장진욱, 2013; 최정인·정세희·문명재, 2017: 3-4).

2) 절차공정성

j

받은 결과물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이 공정하면 조직원은 조직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더 많은 배분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지만 만약에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조직원은 조직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고 불신
하는 조직원이 증가할수록 조직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다.(전도성·이재은, 2015: 6)
특히 조직내에서의 인사관리 분야는 분배 못지않게 절차공정성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절차공정성(procedural ustice)은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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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인사고과평가, 봉급인상, 승진, 업무할당, 부서이동 등 제반인사문제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
쳐서 결정되었는지는 각 결정에 대한 전반적 공정성 평가의 중요 결정요인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동기, 직무만족 요인 등으로 제시되어 왔다. (Lawler, 1971 ; Landy, Barns, &
Murphy, 1978; Folger & Greenberg, 1985)
Tyler(1994)는 최근에 절차공정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사결정
자가 보여주는 중립성의 정도(neutrality). 둘째, 의사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
(trust). 셋째, 의사결정자가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도(respect) 등이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고려는 결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립적인 특성이다. 이러
한 관점은 의사결정의 과정의 특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행동과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유지원, 2005).

3) 상호작용공정성

j

‘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ustice)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보여주는

태도, 언

추
’ 말한다.(전도성·이재은, 2015: 7)
Bies와 Moag (1986)는 절차공정성이 공정성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또는 시점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호작용적 공정성 (interactional justi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즉 절차공정성은 절차라는 고정된 측면만을 다루고 있지 실제로 설정된 하
나의 절차가 시행될 때의 핵심현상인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측
면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상호작용-결과'라는 공정성의 3단계 도식을 제
시하면서, 중간단계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한 절차나 결과 (또는 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함을 여러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주장하였다.(김명언·이현정,
행, 업무 진과정 등에서 조직원이 인지하는 공정성 을

1992: 11-28)

란

j

뿐

니
경험하는 대인적 처우가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만든다는 것이다(Bies & Moag, 1986).
Greenberg(1990)의 연구에 따르면, 피평가자들에게 공정한 것(being fair)과 공정하게 비춰지는
것(looking fair)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조직의 태도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조직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정인·정세희·문명제, 2017: 4)
해양경찰조직은 계급제에 따른 상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며 함정근무, 상사와 밀착
된 근무 여건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간관계 측면인 상호작용공정성의 영향력을 검토해 볼
상호작용공정성이 (interactional ustice), 결과 자체나 과정 만 아 라 조직구성원 개인이

필요가 있다(Schminke et al, 2000).

3. 조직효과성의 정의 및 유형
z

란

조직효과성(organi ational effectiveness)이

속

화

준

윤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 이다(도 경,

킬 수 있으며, 경영자들은 높
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영기법을 운용하고 있다. 성과란 조직이 인적·물적자원을
2002). 조직은 지 적으로 성과를 고도 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

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179

율

률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효율성
(effectiveness)은 바람직한 목표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적절하
고 조직목표가 적합하게 달성된 정도라고 정의된다.(전도성, 2014: 52-53).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조직효과성과 관련한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로
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로서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일
체감, 집착, 애착, 관여, 충성도, 동일시정도, 소속감정도를 의미한다(Mowday et al, 1982).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표현적·정서적인 몰입을 뜻하는 태도적 몰입
과 소속지위 변경의 선택과 연관되어 인지적평가를 반영하는 도구적·정서 중립적인 몰입을 뜻
하는 행위적 몰입(Mowday et al, 1982),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직원의 감정적 애착 및 조직과 동
일시하는 경향인 정서적 몰입, 직원이 조직을 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몰입인 지
속적 몰입, 조직에 남으려는 의무감을 뜻하는 규범적 몰입(Allen&Meyer, 1990) 등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개념화되고 있다,(남승하, 2013: 313)
직무만족은 종업원이 직무를 향하여 긍정적인 감정의 지향을 표현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직무에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그들의 생각보다는 그것에 대하
여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Loke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로부터 생긴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이
란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종업원의 직무, 신념, 욕구충족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행동이나 활력이 아닌 상태로 이해되며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의 정도는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전도성, 2014: 55).
따라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양자 모두 정서적 변수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준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조직몰입은 조직이 준거인데 비하여 직무만족은 직무가 준거
효 적·능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

이다(황영호, 2001: 224).

논리적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각각 별도의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4. 조직공정성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존
된 2요인 모델을
중심(two-factor model)으로 이루어졌다. 2요인 모델의 가정은 분배공정성은 개인적인 변수(직
무만족, 임금만족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절차공정성은 조직차원의 변수(조직몰입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lexander & Ruderman, 1987; Folger & Konovsky, 1989; Lind &
Tyler, 1988; McFarlin & Sweeney, 1992). 실증연구들은 2요인 모델의 가정을 지지하거나 반박
하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Folger & Knonovsky(1989)의 연구는 절차공정성이 조직몰
입과 상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공정성은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상호작용을 포함한 3요인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직공정성이론을 적용한 기 의 연구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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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man(1991)의 연구는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최정인·정세희·문명제, 2017: 1-27)
국내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성 연구들이 공정성의 3가지 개념, 즉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선행 요인 및 결과변수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
다.(민병익·유태정, 2010: 8)
조직 구성원이 조직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취감ㆍ자신감
이 유발되어 직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촉진되고, 조직공정성으로 인한 직무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은 직무만족을 가져온다(Bateman &Strasser, 1984). 특히, Moorman(1991)은 조직공정성의 3
가지 차원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owe &
Vodanovich(1995), Schappe (1998), LoiㆍHang-yueㆍFoley(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i(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배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절차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
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let 등(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차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appe(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창호, 2016: 61)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은 승진을 대상으로 한 경찰관의 조직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 및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임창호(2016)의 연구결과
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정철우·최낙범(2013)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 구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에서는 상호작
용공정성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찰공무원들의 승진공정성을 연구한 임창호(201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배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연
구를 진행한 윤병섭·이영한·이홍재(2010)등의 연구결과에서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이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 결과는 임창호(2016)등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조직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들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등의 요인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초로 해양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를 실증조사 하는 것은 의미가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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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그간,

각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으나, 특히, 해양경찰 공무원

이 지 하는 공정성요인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는
조직의 공정성의 하위변수인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 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조
직효과성의 측정변수인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으로 설정하여 실증조사하기로한 연구분석의 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

<그림 1>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정성

조직효과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

․조직 몰입
․직무 만족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조직공정성

① 분배공정성
Homans가 제시한 ‘조직으로부터 조직원이 받는 보상의 양 즉 임금, 승진, 포상, 보직 등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에 바탕을 두고 ‘조직에 기여한 노력의 반대급부로
받은 임금, 승진, 포상 등이 충분한지 또는 타 조직원이 기여한 성과와 내가 기여한 성과와 비교
했을 때 받은 몫이 합리적인지를 느끼는 체감도’라고 정의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조직은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외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항목 이외 이하의 측정항목은 전
도성(2016, 186-189)의 설문항목을 이 논문의 용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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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절차공정성

‘

획득하는데 사용된 기준이나 과정을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 기여한 반대급부를 얻는데 사용된 기준이나 과정이 특
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에서 진행하는 각종 절차는
공정하다.”외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Leventhal이 제시한 결과를

③ 상호작용공정성
Bies and Moag(1986)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는 절차의 구조적 문
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작용공정성이란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처
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지’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es and Moag의 정의에 바탕을 두
고 ‘자신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상하 간 또는 동료 간으로부터 인지하는 처
우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전도성2016, 6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상급자와 동료 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외 5문항을 사용하였다.

2) 조직효과성

① 조직몰입

‘

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조직의 성장에
언제나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몰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퇴사한다면 다시 또 입사할 의향이 있는가?” 외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계

② 직무만족
Locker(1976)는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개인이 평상시의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에서 오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직무만족을 ‘조직원이 조직의 환경과 과업에
대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재미나고
신나는가?”외 4문항을 사용하였다.

3. 가설설계
Ⅱ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해양경찰 공무원의 조

제

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인식이 조직효과성(조직몰입·직무만족)에 유

설 설정하였다.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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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Ⅰ.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 Ⅰ-1.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배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가

칠 것이다.

설 Ⅰ-2. 해양경찰공무원의 절차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가

칠 것이다.

설 Ⅰ-3.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가

미칠 것이다.

설 Ⅱ.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

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설 Ⅱ-1.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배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가

칠 것이다.

설 Ⅱ-2. 해양경찰공무원의 절차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가

칠 것이다.

설 Ⅱ-3.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가

미칠 것이다.

4. 자료의 분석방법
각 해양경찰서에서 파견되어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었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해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217부를 회수하
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10부터 80월 30일까지 이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은 Likert의 5점 척도(매
우 긍정 - 1점, 긍정 - 2점, 보통 - 3점, 부정 - 4점, 매우 부정 - 5점)방식인 등간 척도로 구성
하였고, 분석을 위한 설문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Win 15.0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 변수를
정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문문항의
구성타당도 및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효과성(조직몰입·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93.5%이며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의 비중(72.1%)이 많고 50대 이상은 23.5%이다. 학력의 비중은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대학원 이상 순이다. 직급비중은 중간관리자급인 경위, 경감급 초급관
리자인 경장, 경사급 순이다. 근무년수는 년수별로 대체로 고른 편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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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남자

별

성

여자

합계

령

학력

14

6.5
100.0

7

51

감

경위-경
경사

장

경

순경
합계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합계

3

21

86

경정

년

9 .5

3

50대 이상

합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합계
총경 이상

근무 수

20

30대
40대

직급

퍼센트

3
77

20대
연

빈도

7
27
67

21

112

1.4

35.5
39.6
23.5

100.0
12.4

30.9

51.6

11

5.1

21

100.0

7

1

.5

10
1

33

4.6
61.

38

1 .5

24

3

11.1

7

11

7

5.1

21

100.0

61

28.1

84

38.7

6

29.0

3

9

21

7

4.1
100.0

Ⅳ. 조사결과의 분석

1.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Cronbach's α값을 구한 결과
는 다음<표 2>와 같이 대부분의 요인이 0.6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에 있어 Cronbach's α 계수가 0.7이상이면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0.3이하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간이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허만형, 2001: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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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독립

분배 공정성

4

0.8 1

절차 공정성

5

0. 41

상호작용 공정성

6

0.8 5

조직몰입

6

0.586

직무만족

5

0.688

변수

종속
변수

7

3
3

2. 회귀 분석 결과

1)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귀

살펴보기 위하

실시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
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공정성
(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
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 다중회 분석을

따라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조직·인사관리자 들은 상

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분배·절차공정성 향상 대책도 지속적으로 게

호작용공정성 향상에 가

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3> 회귀분석 1
비표준화 계수

구분
(상수)

1

a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B

표준오차

.141

.210

.210

.065

.248

.086

표준화
계수
베타
.218
.191
.365

t

유의확률

7

.6 1

3.244
2.899

.390
.075
5.219
종속변수: 조직몰입 / *p<0.05 , **p<0.01, ***p<0.001

R

모형
1

.662(a)

R 제곱
.438

.50

3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584

1. 12

.609

1.641

.540

1.85

.001**
.004**
.000***

측값: (상수),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a 예

7

3

된 R 제곱
.431

수정

논문의 분석결과와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은 승진을 대상으로한 경찰관의 조직공
선행연구결과들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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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창

정성 인식이 직무만족 및 조직 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임 호(2016)의 연구결과를

롯

최낙범・임석진(2013)등의 연구결과등도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항을 보인다.
정철우・최낙범(2013)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 구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에서는 상호작
용공정성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재두(2016)의 해양경찰공무원의
비 하여

조직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자본관계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

큰 인지를 하고 있음은 이 연구결과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윤병섭・이영
인・이홍재(2010) 등의 연구결과도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현상이다.
경찰관들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동영・김현정
(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
성보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더

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귀

살펴보기 위하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
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공정성
(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
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조직몰입도 향상 대책과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의 조직·인사관리자들은 상호작용공정성 향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분배·절
차공정성 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여 다중회 분석을

<표 4> 회귀분석 2
구분

1

a

비표준화 계수
B

(상수)

.09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 25

3
.072

.20

.096

.446

.084

3

3

표준오차

3

표준화
계수
베타

.2 5

.295
.136
.363

t

3

유의확률

. 94

.694

4.501

.000***
.035*
.000***

2.120

33

5. 1

종속변수: 직무만족 / *p<0.05 , **p<0.01, ***p<0.001
모형
R
R 제곱
1
.683(a)
.467
a 예측값: (상수),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584

1. 12

.609

1.641

.540

1.85

7

된 R 제곱

수정

.4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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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 등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분배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 )의 유의미한 영향은 경찰관 승진공정성

창

일

롯

희태(2015), 이동영・김현정
(2014), 윤병섭・이영안・이홍재(2010)등의 연구결과등과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임창호,
등을 연구한 임 호(2016)의 연구결과와 동 한 것을 비 하여 이
2106).

윤병섭・이영한・이홍재(2010)등의 연
구결과에서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상호작용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임창
호(2016), 이동영・김혜정(2014), 윤병섭・이영안・이홍재(2010)등의 연구결과등과도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우일(2018)은 경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 첫째, 경정직급이상 경찰공무원은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
성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감직급이하 경찰공무원은
분배공정성 요인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직무만족 간에는 경감직급이하가 경정직급 이상보다 절차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관들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동영, 김현정
(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경찰과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
경찰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연구를 진행한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3) 분석요약 및 논의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공
히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허찬영·박정도(2012: 177-207)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일반경찰을 대상으로 한 엄석진·최낙범(2013)의 연구에서도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
에서 조직공정성의 세 차원들 중 상호작용공정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관들의 조
직몰입에 대해 결과나 절차적 측면의 분배 및 절차공정성 보다는 업무상 접하는 인간관계 측면
의 상호작용공정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사회적자본관계를 연구한 유재두(2016: 181-200)
의 연구결과에서도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조직공정성의 인식정도가
유사하다.

군대조직이나 준군대계급 체계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해
양경찰조직 에서도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나 직무만족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급제를 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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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간의 우위론

논쟁(Floger & Greenberg, 1958; Tyler, 1986)에 대해

서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조직몰입과 직

타났다.

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약

란 수단을 이용하여 해상
치안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조직의 특수성이 있기에 더욱더 해양경찰공무원은 조직에 투입한 노
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결정시 공정한 절차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보상과 관련된 의
사결정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정책이나 실행과정에서 조직구성원에게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호작용공정성의 판단은 공식적인 결과나 제도보다는
상관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관의 태도,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행위 등
에서 지각된다(Greenberg & Lind, 2000). 해양경찰계급제의 특성상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심이
나 존중은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며, 비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객관적 관찰이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고 문제의식이나 개선의 필요성도 쉽게 인식되지 않게 된다(엄석진·
최낙범, 2013: 282). 따라서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공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요인도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모든 공정성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절차공정성보다 분배공정성의 영향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조직몰입
도과 직무만족도 재고를 위해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 헌신에 대한 형평성을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요 해보면 바다를 무대로 함정이

유지하는 적절한 보상이 절차공정성보다 선결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뤄

게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절차상의 믿음과 공정성도 해양경찰공무원들에게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므로 간과하기 쉬운 절차공정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경찰조직내에서 상시적으로 이 지는 여러 의사결정이 공정하

4. 가설 검증
Ⅱ장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해
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인식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실증조사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설검증을 요약해 보면, <표 5>와 같다. 연구결과 소가설 Ⅰ
-1. Ⅰ-2. Ⅰ-3 및 소가설 Ⅱ-1, Ⅱ-2, Ⅱ-3 등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찰공무
원들의 공정성(분배, 조직, 상호작용)인식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조직몰입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의 인사·조직관리자들은 이를 참조하여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수준은 높일 수 있는 공정성요인 중 상호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
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
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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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증 요약

설번호

설

가

설Ⅰ

대가

채택여부

연구가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분배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Ⅰ-1 해양경찰공무원의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절차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소가설 Ⅰ-2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
설Ⅱ

대가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 공정성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채택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분배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
Ⅱ-1 해양경찰공무원의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절차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
소가설 Ⅱ-2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3

채택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 공정성인식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채택
채택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
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
원들의 해양경찰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

떠

기에 해양경찰의 어 한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직무 계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

였

약

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를 요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정(+)
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무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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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공무
원의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
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
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은 상
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몰입에 가

2.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

첫째, 상호작용공정성 향상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은 상호작용공정성 확
보를 위해서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 관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인간관계
측면의 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춘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중간관리자층은 하위직급
과 일상 업무에서 항상 마주하면서 명령·지시를 내리거나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므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고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엄석진·최낙범, 2013: 284-285).
상사는 지시 및 통제위주의 리더십을 지양하고 지원적・감성적 리더십을 병행하여 부하직원
들과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직
무훈련과정에서도 상사와 부하가 함께하는 캠프훈련 또는 상사들의 민주적・지원적리더십 훈련
등을 통하여 상사와 부하 간 응집력을 배양시키는 방법 및 멘토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김종선,
2016: 66). 아울러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정보의 제공 및 feedback 등이 하위직급 해
양경찰공무원 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배공정성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배분과
구성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구성원의 조직성과에
대한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노력 정도에 따른 배분이어야 한다. 이를 위
해 평가요소 및 방법 등에 관한 공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서·보직·학연·지
연에 상관없이 모든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승진 등 인사문제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해양경찰관리자는 경찰승진 시 경찰대학출신, 경찰간후보출신, 고시출신, 순경출신, 공채 및
특채출신 등을 차별하지 않고 균형 있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자신
들의 성과에 비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보상의 양과 질의 적정성을 확
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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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절차공정성 향상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절차공정성의 경우 다른 조직공정성
유형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가장 낮게 나타
났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다. 해양경찰조직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
가과정 참여확대, 평가과정 공개, 의사소통 확대,적시적인 피드백을 통한 문제해결 등과 같은 평
가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미영·장철영, 2018:
15). 해양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처리과정에서 절차공정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면 긍정
적인 태도나 행위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조직내 부서별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과 성과평가 지표가 제시되고 합리적
인 논리를 통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성과와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점에 대한 환류를 긍
정적인 방향으로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부서나 근무형태(함정근무, 파출소, 사무실근무)나 입직경로(경
찰대출신, 간부후보출신, 고시출신, 순경출신, 특채출신, 공채출신 등)별로 조직공정성(분배, 절
차, 상호작용)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해양경찰관의 경우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무작위추출이나 층화추출과 같은 표본추출방법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함에도 확률적으로 산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하는데서 예상되는 비용
과 시간적 한계, 표본 손실 및 응답률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함
으로써 연구의 일반화와 대표성에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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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Yu, Yung-hyun

W

M

ith the launch of the oon Jae-in government after the Sewol ferry, the maritime
police agency system was in full swing, and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o reali e a much stronger maritime security service than before. In
order for the maritime police to secure higher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organi ational commitment and 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ersonnel and organi ational management policies of
maritime police organi ations by analy ing which factors of Justice (distribution, procedure,
inter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affect the organi ational commitment and 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ers during this period. roceede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 65) had the greatest effect on
organi ational commitment,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218)
and procedural 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191), in order, affecting organi ational
commitment.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 6 ) had the greatest effect on ob
satisfaction, followed by distributive 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295) and procedural
ustice (standardi ation factor β: 0.1 6), in order, affecting ob satisfaction.
Summari ing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actors of ustice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organi ational commitment and ob satisfaction are interactional 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ustice and procedural 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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